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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중·저준위 방사생 폐기물 처분장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빛 중요생 
방사성혜기물 처분시설은 처분될 폐기물을 운영기간 및 폐쇄후 일정 관리 

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전상태로 처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폐기물 처분장 운영기간 동안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작업종사자를 보 

호하고 생활환경에 방사능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개발함을 목 

적으로 한다. 

Ill.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운영기간중 지진 빛 화재와 같은 사고시에도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설에 공학적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 

라 이와 관련된 기준을 개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안전시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웨덴 처분장 방문 및 문헌조사동을 통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개발하 

였다. 특히， 계통의 개요 및 구성， 안전시설의 기능요건 외국의 안전시설현 

황， 계통의 설계 및 운전 및 보수·요건동율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 화재방호계통 

화재 예방계획의 수립 

- 화재발생시의 조기발견과 피난 

소화시설 

- 화재방호계통의 유기적 체계수립 

- 화재방호계통 안전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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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계통 

- 신뢰성을 갖도록 다중성 개념으로 설계 

- 정상운영시 또는 사고시 방사성기체의 확산방지 

- 방사선감시계통과 연관하여 방사성핵종의 누출방지 

-공기공급계통， 공기조화계통， 배기게통특성 

- 미국 콜롬비아 현무암부지의 환기계통 특성 

- 환기계통 안전기준 개발 

。 배수계통 

- 지표수범람으로 인한 처분장의 침수방지 

- 지하수의 누수방지 

- 지하수와 폐기물용기의 접촉방지 

- 지하수의 수집 및 처리 

- 미국 콜롬비아 현무암 부지의 배수계통 특성 

- 배수계통 안전기준 개발 

。 계측제어계통 

- 기계 및 제어장치의 설계기준 

- 능동감시 시스법 설계기준 

。 전력계통 

- 전력배분시스랩의 설계기준 

- 축전지설비의 설계기준 

- 전력계통제어 설계기준 

- 케이블시스템의 설계기준 

。 방사선감시계통 

- 운전원 빛 보수원의 방사선피폭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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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의 방출량이 뮤제치이하가 되도록 설계 

- 방사선 감시계통 안전기준 개발 

。 지진감시계통 

- 설계기준 지진값으로 설계된 구조물， 기기 등의 잠재손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 

- 시간-이력 가속도계， 웅탑스펙트럼 기록기， 지진스위치 빛 최대지진 가 

속도계에 대한 자료제공 

-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지진계측기 특성파악 

- 지진감시계통 안전기준 개발 

N.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상기연구내용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기준(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전시설기준(안)은 목적， 적용범위， 환기계통， 화재방호계통， 배수계 

통， 전력계통， 계측제어계통， 방사선감시계통， 지진감시계통에 대하여 기술하 

고 있으며， 향후 안전시설 기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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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safety facility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11. Objective and 1mportance of the Project 
1t is required that the radioactive waste should be disposed under 

the stable conditions of the radwaste during the planned disposal and 

instiutuional control period. For this purpose, the project is to 

develop guidelines and criteria for the engineered safety systems which 

keep workers safe and prevent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repository during the operation. 

ll l. Sco뻐 and 때ltents of the Project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re necessary to install the 

engineered safety systems to secure the safety for operation of the 

repository in the event of fire and earthquake. 

Since the development of safety facility criteria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ineered 

safety systems , “e should investigate by means of literature survey and 

visit SKB. ln particular , definition , composition of the systems , 

functional requirement of the systems , engineered safety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 system design , operation and maintenance requirement 

should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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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re Protection System. 

- Set up the plan of fire prevention. 

- Early fire dedetection and life safety plan. 

- Fire extinguishing systems. 

-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fire protection system. 

-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eria for fire protection system. 

o Ventilation Sustem. 

- lmprove the system reliability by incorporating redundant concept. 

- Prevent the migration of radioactive gases to clean area. 

- Prevent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to the environment. 

- Characteristics of air supply. air distribution and venting system. 

- l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for Columbia basalt site. 

-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éria for ventilation system. 

o Drainage System. 

- Prevent the flood of repository from surfacewater. 

- Prevent groundwater leaks into the repository. 

- Provide separation between the disposed waste containers and 

groundwater. 

- Collect and process groundwater wi~hin the repository. 

- l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for Columbia basalt site. 

-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eria for drainage system. 

。 1 & C System. 

- Design criteria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 Design criteria of activity monitoring 

- vn -



o Electric System. 

- Design criteria of power distribution 

- Design criteria of battery back-up net 

- Criteria of power system control 

- Design criteria of cable system 

o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Minimise radiation exposure to workers. 

- Li mi 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t。

less than the regurated values.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eria for radiation monitoring system. 

o Seismic Monitoring System. 

- Provide data to determine potential damage to DBE structure and 

equipmenmt , designated as design basis earthquake. 

Provide to data related compose of time history accelorograph, 

response spectra recorder , seismic switch , and peak accelerograph. 

-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eria for seismic monitoring systems. 

IV.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 a draft Safety Facility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o secure the safety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repository is proposed. 

This prφosed cri teria consist of purpose , scope of appl ication, 

venti lation system , fire protection system , drainage system, electric 

sys tem and th i s proφsed criteria can be appli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final criteria.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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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론 

제 l 정 용역개요 

국내 원자력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원 

자력발전소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량이 계속 누적되어 1995년 이전 

에 수용한계를 념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여야만 하며， 이와 함께 

이러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시설계통에 대한 기술기준이 설 

정되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에서부터 폐쇄후 감시에 

이르기까지 안전성확보의 최대목표는 방사성 핵종의 이통을 감시하고 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데 있다. 죽，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대한 별도 

의 감시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계숙 감시하여， 방사성 핵종이 처분 

장에서 유출되어 인간생활핀으로 침투 됨으로써 뭇하지 않은 일반대중의 방 

사선피폭 빛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방사성 핵종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감시 및 방어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가상사고에 대웅할 수 있는 조치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해 원자력법 시행령에서는 제 233조 (지중매몰) 제 2항 제 4호에 

매몰시설은 화재 또는 지진동의 사고시에도 주위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 

출되지 아니 하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처분장의 설계， 건설 



기준과는 별도로 공학적 방벽 이외에도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 

는 시설의 기준을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방사선에 의한 환 

경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조 

사검토하고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탈성하 

기 위하여， 처분장 매몰시설 구조물인 공학적 방벽 이외에 방사성물질의 누 

출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공학적 계통셜비를 화재방호계통， 환기계통， 

배수계통， 계측제어계통， 전력계통， 방사선감시계통 및 지진감시계통의 7개 

계통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계통의 안전 

시설 기준을 작성하는 데 있다. 

。 용 역 병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o 용역 기 간 1992. 7. 16 ~ 1992. 12. 15 ( 5개월 ) 

。 용역목적 : 본 연구의 목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경계하고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 

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방사선에 의한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에 펠요한 안천시설의 기초척인 사항을 조사， 검토하 

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전성 확보를 위 

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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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용역내용 

1. 대상설비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동굴처분식) 

2. 대상계통 : 

가. 화재방호계통 

나. 환기계통 

다. 배수계통 

라. 계측제어계통 

마. 전력계통 

바. 방사선감시계통 

사.지진감시계통 

3. 계통별 개발내용 

가. 계통기능 

나. 계통구성 및 기기 

다. 계통설계기준 

라. 계통운전 빛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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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생폐기불 처분장의 성능목표 

1. 개요 

방사선은 우리생활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인체 

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적은양의 방사선은 인체를 더욱 활성화 시킨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성폐기물에도 다양한 방사성핵종과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방 

사성핵종의 고유 반감기에 따라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사션을 한꺼번에 많이 받게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방사선에 의한 장해에는 피폭 당사자의 체세포에 변화를 일으켜 

그 영향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는 신체적장해와 생식세포에 변화를 일으 

켜 자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유전척장해가 있다. 피폭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창해에는 수시간내에 나타나는 급성장해와 수년간의 잠복 

후 발생하는 만성장해가 있다. 

이처럼 방사성폐기물을 아무렇게 처분한다변， 주변환경 및 언체에 방사 

선장해를 유발할 수 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절. 지진 빛 지하수둥과 같은 부지특성을 조사하여 적합한 부지를 선정 

하고， 아울러 폐기불포장물， 충진물 구조물동과 같고 인공방벽을 보완하 

여 최대한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의한 방사선 장해는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인공방벽 및 천연방벽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이 생태계 

에 도달하는것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므로서 방사선의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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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시설동에서 주변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 

출 가능성은 상당한 기간 (약 100년 이상)이 지난후에야 가능하게 되며， 

이때 누출이 되더라도 몇번의 반감기가 지나게 되므로 방사능준위도 낮아 

지게 되므로 문세가 없게 된다. 이러한 변에서 볼때 폐기물 처분으로 인 

한 급성 신체적 장해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만일 지하수동의 작용 

으로 인하여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둥과 같이 일시에 대량으로 

방사능을 환경으로 누출시키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소량씩 장기간 

에 걸쳐 방사능누출이 일어나게 되므로 필요시에는 이러한 누출에 대한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처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중의 

방호벽 (천연방벽， 인공방벽)을 설치하여 방사선의 영향이 우리 생활환경 

에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시설의 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누출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을 보호하고 처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힐 것이다. 

2. 외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성능목표 

가. 미 국 

방사성폐기물의 지중처분을 위한 인·허가 요건을 규정한 10 CFR 61에 

따르면 처분시설에서의 성능명가를 위하여 기본척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Subpart C-Performance Objectives 항묵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의 확보뿐만아니라 ALARA 개념을 척용하여 

주변환경으로의 방사능 누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61. 41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공중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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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로 부터 유출되는 방사능으로부터 일반대중의 방어를 위하 

여 연간 피폭선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신피폭은 25mrem , 갑상선 

피폭은 75mrem, 기타 장기의 경우에는 25mrem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1.42 부주의한 침입으로 부터 일반대중의 보호 

적극적 관리기간이후에도， 부주의한 침입에 의한 피폭으로부터 일 

반대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분시설의 설계， 운영 및 폐쇄되어야 

한다. 

o 61. 43 운영중 작엽자 보호 

처분시설은 10 CFR 20의 방사선방어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ALARA 개념을 적용하여 방사능 피폭을 제한하여야 한다. 

o 61. 44 혜쇄후 부지의 안전성 

처분시설은 부지의 장기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 

폐쇄되어야 하며， 폐쇄후 환경감시 및 최소한의 보호조치이외의 부 

지의 계숙적인 적극척 보수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야 한다. 

표1은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쳐분관련 성능목표와 실제 Utah주 Clive 

처분시설에서의 성능명가시 적용되었던 설례를 도시한 것이다. 

나. 캐나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 

는 사항은 장기적인 사회척 책임으로써 1 ) 후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해야하며，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3) 개인의 방사선 장해방지로 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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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후손에 대한 영향 

후손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기관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처분방식을 

선택하며 

- 기술적 및 상회경제학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된 처분방식 

으로 방사성혜기물을 처분하며 

- 후손 및 미래환경에 미치는 위해도가 현재 적용되는 방사선 방어기 

준에도 부합되며， 그 영향이 향후에도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표 1. 미국의 폐기불 처분관련 성농기준 빛 적용실례 

NRC 처분시설 기준 Utah 주의 Clive 처분시설 적용기준 

Parameter 

일반 부주의 작업자 일반 부주의적 부주의 부주의 작 엽 

대중 *r11 。님1 * 대중 자연팡물 적 건 설 종사자 

탐 사 농 사 

선량기준 25 500 2 25 25 100 500 1. 25 

mrem/년 mrem rem/년 mrem/년 mrem/년 mrem/년 mrem rem/ 71 1 

위험도 7.0 x 1. 4x 5.6 x 7.0 x 7.0 x 2.8 x 1. 4 x 1. 4 x 

(Risk/yr) 10- 6 10- 4 10- 4 10- 6 10- 6 10- 5 10- 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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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보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먼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현재의 기준 

에 비추어볼 때에도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며， 처분에 의한 

방사성물질이나 비방사성오염물질에 의해 천연자원의 미래 이용에 장 

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o 주민건강보호 

이 조항에서는 처분에 의한 방사능 피폭은 위험도 제한치로 제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명가시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기술하는데， 

대상 일반대중은 최대위험도가 예상되는 시점 및 장소에 거주할 것 

으로 예상되는 일반대중으로써 적어도 10 ， 000년 정도의 장시간 기간 

을 걸쳐 위험도를 명가하며， 명가기간동안 발생활 수 있는 피폭시나 

리오의 확률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계 변화상태 때문에 최선의 

명가 (Best estimation) L{ 공학적 판단 (Engineering ‘judgement)에 

따라 유도한 발생활률로 적용한다. 캐나다에서는 장기간의 기관관 

리기간 이후에도 10- 6 /년 이내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의한 위험 

도를 제한하며， 추진하고자하는 처분방식이 이러한 위험도 제한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적화 명가를 수행하여 현상태에서의 가장 

적합한 처분방식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La Manche 지역에 천충처분 방식으로 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으며 300년간의 제도적관리기관동안 부지내의 출입이나 사 

용을 제한하며， 개인피폭제한치는 년간 100mre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제도적 관리기간중에는 40mrem/yr흘 넘지않고 제도적 관리기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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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lmrem/yr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ICRP 46에서 

제안한 연간 위험도를 제한하는 기준곡선 (Criterion Curve)을 이용한 

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생활하는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하기 위하여 

피폭을 유발시키는 발생활률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야기되는 피폭 

량의 곱으로 표시한 예상년간 위험도가 위험도 제한곡선 안에 존재함을 

보이는 확률론적 접근법을 실제 성능명가에 적용하고 있다. 

라. 스 워l 멘 

스웨댄은 1988년부터 Forsmark 원전 인근의 발틱해 해저 60m 암반에 

위치한 SFR 시설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규 

모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용으로 1차 60.000m3을 확보하고 있으며， 

뒤에 원전 해체시 나오는 해체 폐기물 용으로 10.000m3을 사용힐 예정 

이다. 개인피폭 제한을 명가한 결과， 최대 개인 피폭선량이 3000년 이 

내에서는 O.Olmrem/yr 그 후에는 lmrem/yr로써 스웨덴 운영목표치인 

10mrem/yr 이내로 유지된다. 3000년 이후에 최대피폭선량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각의 변동에 의한 확률을 적용하여 이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처분장이 육지가 되는 것으로 성능평가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마. 영 국 

영국은 중서부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북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 

진 셀라펄드 인근 해안 지역의 드러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195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그 전까지의 일반 스레기 매립 방법인 단 

순 천충처분방식 대신 콘크리트 트렌치를 만들어 혜기물을 콘테이너에 

탐아 처분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중. 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m 이하의 지하에 심충처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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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조사중에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연간 10- 6 위험도 이내로 법적 규제를 하 

고 있으며 성능명가기간은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명가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비교적 농도가 높은 중준위 폐 

기물의 경우에 100만년간을 명가기간으로 고려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 

의 변화를 명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인 접근법을 이용하며 약 2000년이 

경과한 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빙하기의 재도래에 의한 처분시설의 

방벽따손으로 전체 방사성핵종의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대 위험 

도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규제치 이하로 유지됨 

이 확인되었다. 

바. 일 본 

일본은 북쪽 태명양 연안 미사와시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로카쇼 처분시설을 천충처분의 개념으로 건설을 시작하고 있으며 원자 

력 복합 단지로써 우라늄 농축， 재처리 및 폐기불 처분장이 동시에 들 

어서게 된다. 처분용량은 최종적으로 60만 m3의 큐모이며 연간 최대 

피폭선량을 lmrem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처럽 각국의 처분시설에서는 처분장이 위치한 부지륙 

성이나 처분방식，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라 목표치를 수럽하여 처분시설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량 목표치는 선량제한치를 1 - 10 

mrem/yr로 제시하거나， 확률개념을 사용한 위험도 제한치， 적어도 

10- 6 /년 이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한치 설정은 관리기간의 설정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의한 후 

세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 및 명가하는가에 크게 화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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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치의 설정과 명가기간의 결정을 위하
여 일 

반대중 및 전문가 의견의 수렴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IAEA 뿐 

만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건을 후
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인허가 사항으로 권고하거나 
실 

제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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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 o 연구내용 

제l절 안전시설 설치현황 

처분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은 크게 설계관점의 기준， 시설운전 

관점의 기준， 처분장의 장기안전성 관점의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안전성 관 

련계통의 기술기준은 설계 및 운전관점의 기준들이다.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현황을 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기준 빛 사고시 핵종누출 방지를 위한 기 

준둥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원자력 관련시설로 분류되나 처분되는 방사 

성폐기물의 방사능준위가 중.저준위이므로. 그 방사선원이 국히 제한적이 

다. 또한 방사성폐기물내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이 약 100년 후에는 대부분 

방사 붕꾀되므로 인해 그 운영 및 감시기간이 또한 제한적이며， 방사성핵종 

누출경로 역시 공기률 통한 누출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대부분 지하수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가장 큰 문 

제이므로， 안전기준은 지하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1. 외국의 안전시설 설치현황 

동굴처분방식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운영증인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 

의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일반산업용 규격 및 

표준율 이용하여 처분장을 설계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화재방호계통(Fire Protection System) 

동굴처분장은 거의 대부분이 내화성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다소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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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인원과 작업용기기가 존재하므로 스웨덴의 SFR-l의 지하시설에
는 적 

절한 장소에 화재경보가 설치되고 화재신호는 지하의 중앙통제실과 
지 

상감사실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다. 소화기기는 그에 알맞는 가스사
용과 

물을 이용한 소화천과 스프링클러는 운반기기가 상하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나. 환기계통 

지하처분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중의 하나가 환기계통이다
. 

처분장이 지하에 위치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하며 방사성기체를 비롯한 유독기체， 분진둥은 배출되어
야 한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기공급배관은 신뢰성 빛 다중성을 고려하여 

두(2)열로 분리하고， 한(1)열은 정상운전용이고 나머지 열은 예비용으
 

로 둔다. 그러나 스웨덴 SFR-'l의 경우， 공기공급배관은 한(1)열을
 설 

치하고 공기공급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 

트 트랜치로 공기공급배관을 보호하고 있다. 지상배기 관련 건물에서 

공급되는 신션한 공기는 지하시설내 분배공급실을 통해 각 처분동굴
로 

보내지고， 사용된 공기는 또한 한곳으로 모아져 지상 배기 관련 건
물로 

보내 외부로 방출된다. 배기기체는 외부로 방출되기전 방사능준위를 

감시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며，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성능 여과기를
 거 

쳐 환경으로 방출된다. 

캐나다의 경우， 다중성을 갖도록 두(2)열의 공기공급배관을 두였으며 

사고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배기흐름이 사고이외의 지역으로
 확 

산되지 않도록 그 배기경로를 바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다. 배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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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에서 핵종을 외부로 누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지하수의 

유통이다. 따라서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불에 접촉되지 않게 하는것이 

처분장의 안천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처분장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면보다 낮은곳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하수의 직접척인 유동과는 크게 관 

계되지 않으나， 주변 기반암이 물에 포화된다고 가정해야 하므로 기반 

암을 통해서 확산되는 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하처분장은 지하수 

면을 통과하게 되므로 지하수면에서 누출되는 지하수를 밀봉하게 되는 

데， 이곳에서 확산되므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수가 발생하게 된다. 

스웨덴 SFR-l의 경우 바다밑 60m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배수가 예상 

되므로 인해 모든 처분동굴 빛 터널을 시벤트로 밀봉 처리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되는 지하수는 유도관을 설치해 처분동굴 및 터널 

양측에 설치된 프랑스 트랜치와 유사한 배수관으로 유도되게 되었으며， 

배수관은 1%의 경사도를 갖고 있어， 처분장 중앙에 설치된 배수 수집조 

에 모이게 된다 SFR-l에는 두(2)군데에 배수수집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들의 용량은 처분장내에서 발생하는 최대 배수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재시 발생하는 일일 최대 화재 진화용수를 기준으로 설 

계하였으며， 각 배수조에는 배수펌프가 두(2)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 

당 40m3을 외부로 배수할 수 있다. 

라. 계측제어 빛 전력계통 

본 계롱에는 처분장제어실， 디지탈제어계통 뿐만 아니라 고압전력공 

급 계통， 전력분배계통， 축전지계통， 통신 및 조명계통 둥이 포함된다. 

디지탈 제어계통은 처분장제어설에 설치되어 처분장 전체작업을 제어 

감시하며 또한 원격조정 작업을 통제한다. 고압전력공급계통에 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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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off-site po맨r)이 공급되며 스위치기어， 로드센터， 모터콘트롤센 

터를 통해 전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된다. 스웨덴의 SFR-l의 경우， 제 

어실이 두(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한(1)부분에는 순수제어실이고 다 

른부분에는 제어용 캐비넷과 판독용 계기가 없는 판넬들이 놓여 있었 

다. 중준위폐기불 처분동굴 빛 사일로에서 폐기물 취급작업은 처분장 

제어실에서 원격조작되며， 원격조작에 필요한 폐회로 TV가 작업시 사각 

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 전원공급계통의 경우 지상에 스위치 

기어가 있어 30 kV의 전원을 공급받으며 지하에 있는 전기배전실에서는 

2개의 20 kV 스위치기어로 나뒤어 다충성을 갖고 각 필요부위에 천원을 

공급한다. SFR-l에는 무정전 천원공급계통은 없으며. 비상용 축전지계 

통이 있어 필수지역 (vital area)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마. 방사선 감시계통 (Radiation Monitoring System)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모 

든 유출물은 외부에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되어야 하 

며 또한 설비 빛 운전 보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지역에 대한 감사 

도 필요하다. 이에따라 본 계통은 유출물 감시계통과 지역방사선 감시 

계통으로 구분된다. 

스웨벤의 SFR-l 처분장의 경우， 처분장 배수계통에 수집된 배수들을 

지상설비로 이송할때 액체유출불 방사선감시기를 거치게 되어있고， 또 

한 배기계통 유출구에도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어 부 

주의하게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 

나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의 경우 폐기물용기의 포장과 연관하여 독특하 

게 구성되어 있다 SFR-l의 경우， 처분장에 하적된 폐기물 용기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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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오염도가 대부분 규제치보다 매우 낮으나， 규제치보다 높은 경우 겹 

포장 용기를 이용하고 있다. 겸포장 용기는 방사성용기에 대한 일반적 

인 시험 빛 감사요건을 거친 것으로서 그 건정성이 보장된 용기이다. 

또한 그 표연 방사선 준위에 따라 다른 동굴에 처분하며， 방사선준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동굴은 원격조정방식으로 운전한다. 따라서 SFR-l 

에서는 지역방사선감시기를 방사선구역과 비방사선구역의 경계지점에만 

위치시격 감시하고， 처분지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동으로 실시하 

며， 개인방사선감시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중.고준위 동굴처분의 경우， 유출물 방사선감시기는 스웨댄 

SFR-l과 같은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방사선감시기는 각 폐기 

불 하척동굴의 입구측에 설치하여 작엽중 방사선관리를 하고 있다. 

바. 지진감시계통 

본 계통은 지진발생시 주요처분시설의 지진웅답을 측정， 기록하여 관 

련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지진값으로 설계된 구조물. 기기 및 배관들에 

대한 안전성명가 빛 잠재손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SFR-l 의 경우， 처분장이 지진활동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또한 

처분장내에 지진에 민감한 기기， 배관이 없으며， 구조물 또한 비내진둥 

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계통을 설치하지 않고있다. 캐나다의 URL의 

경우 실험용으로 고감도 지진감시계통을 설치해 주변지역의 지진활동 

빚 이에대한 영향을 명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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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화재방호계통 

1. 개요 

지하의 동굴내에 위치하게 될 중·저준위 망사성폐기물을 처분장의 안전운전 

과 이에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할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화재방호 

계통은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상을 보호하고 또한 방 

사성물질의 확산과 생태계로의 누출로 인한 시설내는 물론 외부의 자연환경 

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한다. 

화재방호 측면에서 시셜의 특정은 

가. 처분장의 규모 

구조상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 관리제어실 

.동굴통로 

제어설， 기록실， 설험실 및 보안실로서 이들은 가 

연성집기， 비품， 전력제어， 통신설비동을 갖춘 일 

반사무실구조이다. 

암벽과 콘크리트에 의해서 보강된 동굴터낼로서 

극소수의 인원과 소형승용차량， 수송용 소 중형차 

량이 통행할 뿐이다 . 

• 폐기물저장소 : 암반 또는 콘크리트에 의해서 보강된 동굴천장과 

벽으로 구성되고 Over head Crane 또는 Forklift 

Truck를 비치한 

A. 콘테이너용기로 포장된 저준위폐기물처분장 

B. 콘크리트몰드 또는 강제드럽용기에 내장된 중 

준위폐기물처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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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연물의 종류와 화재시의 성상. 

가연물의 종류 : 천선의 피복물， 운반기구의 타이야， 내장물， 연료， 

윤활유， 전기기기， 동굴내 구조물， 중 가연재 둥. 

화재특정 : 연기가 다량 발생， 연소속도가 빠르다. 

다. 지하동굴화재 특정 

• 동굴을 따라서 연기가 확산하며 연기를 차단하는 수단이 없으면 빠 

른 속도로 따급된다. 이로 인해서 소방인원의 진입이 곤란하여 피 

해가 크게된다. 따라서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해야 효과가 있다 . 

• 동굴의 천정부에 케이블트레이가 있고 화염에 싸이기 쉬우므로 전 

원·통신·조명설비둥이 소손될 우려가 많다 

• 터널 입구까지는 상승 경사가 있어서 고옹의 연기가 연돌효과를 얻 

어 임구쪽으로 급속히 몰려므로 진입도 곤란하지만 갱내 작업자의 

퇴로까지 차단될 우려가 많다 . 

• 출화점부근의 모든 설비(감지기， 조명， 통신， 환기장치동)는 고온 

으로 인해서 사용할수 없게 된다 . 

• 화재감지기는 고신뢰성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통보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 

• 지하동굴이므로 피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작 

엽자는 연기속에서도 호흡할수 있는 간이 방연마스크와 손전둥을 

휴대케하고 피난통로를 유도등과 출팡유도표지로 철저히 확보해 두 

어야 한다 . 

• 환기， 배기닥트는 화재시에 배연설비로 전용하도록 재료를 선택하 

고 화재시에 댐파동으로 급· 배기의 방향 맞 구획을 바꾸어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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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이들 특정을 종합해 보면 조기발견과 초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화재방호계롱의 설계사 고려사항 . 

• 관리제어실은 컴퓨터기계실과 방재센터에 대한 방호수준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화재발생에 대한 미연방지를 위해서 발화원， 

가연성물질동에 대한 제한 .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로서 화재를 조기발견하여 통보하고 

현장작업자를 피난시키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연칸막이， 방 

화격벽동의 설치와 운용， 배연에 관한 사항 . 

• 화재가 발생한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없이 처분장내에 설치된 자체소 

화설비에 의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의 소화설비를 계 

획하여야한다‘ 

•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의 저장작업과 폐기물저장설비의 공사는 병행한다는 가정하 

에 수용인원 특히 불특정인이 터낼속에 있을 것이므로 피난계획을 

위한 피난설비를 설계하는 데 반영시격야 한다 . 

• 방사선에 대한 안전 대잭 

방사선관리담당자는 화재현장에서 대피하여 나온 작업자의 방사성 

피폭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화재 진압후 현장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오염확대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마. 화재방호계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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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계획 

소방계획은 예방계획， 방어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소방계획 작성은 해당 대상물의 실정에 척합하도록 작성 운용되 

어야 한다. 예방 계획에는 자체 점검 및 정비 계획， 소방용 설비의 

점검 정비 계획 빛 청원 관리 빛 인명 안전 계획이 포함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방어계획에는 통보 연락 계획， 피난 유도 계획， 

소화 계획 빛 경계계획이 포함된다.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계획과 

훈련계획이 포함된다. 

가) 화재의 예방대책 

• 소방시설물인 화기사용기기 및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 . 

• 소방용 시설 빚 피난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 

• 정원관리 빛 인명안전계획. 

나) 화재의 통보연락망과 피난유도계획 

화재의 통보연락망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기발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와 피난자의 유도와 시설내부의 인물 색출둥을 신속 

히 취하기 위한 체제이다. 

다) 조직과 사업소내외 연락망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위한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방화투자에 대한 명가 

구축물의 안전과 방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배려는 대부분의 경 

우 법률에 따른 의무수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은 비 

생산성으로 보기 쉬운 안전과 방재에 관한 투자를 미리부터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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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하지않는 사회척 습성에 대한 제동으로서의 법률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안전이란 기본은 방재투자를 크게하면 어떤 범위안 

에서는 안전도와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어느정도를 념으면 최종 

적으로 기대하여야 할 안정도는 정량적으로 설정된다. 정보레벨 

은 지역방재에 있어서는 방재정보의 종류. 내용. 정확도. 전달 

의 조기성. 로켈집중성 동 엔트로피 감소효과에 따른 재해의 예 

방과 재해발생후의 피해억제효과를 주는 광범위한 것을 생각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천과 방재에 대한 투자의 명가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너무나도 사회척， 경제적， 기술척， 인간의 안전의식적인 

여러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 교육과 훈련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시설， 긴급할 때를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 

아무리 잘 준비되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도 실제 화재 

가 발생하였을 때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화재 또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지 

식을 습득하고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빼놓 

을 수 없다. 훈련은 소방법시행령 제 9조에 의해서 방화관리자 

의 책무로서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 및 피난동의 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훈련에는 통보， 

초기소화， 피난유도， 구출구호， 안전방호동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체소방조직의 각반에서 분답한 조치내용에 대한 것과 이들 

이 상호 조합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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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발생의 예방계획. 

가. 예방 계획 : 예방계획에는 자체 점검 및 정비 계획， 소방용 설비의 점 

검 정비계획 및 정원 관리 빛 인명 안전 계획이 포함되며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된다. 

1) 자체 검사 및 정비계획 (시설물) : 검사대상이 될 화기사용기구 및 

시설， 분화， 흡연사항. 검사대상이 될 화기사용기구 및 시설， 분 

화， 흡연사항， 전기설비， 위험물 관계의 정리， 청소 사항둥에 이 

르기까지 점검자를 정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기술자를 활용토록 할 것이며 연간계획， 월중계획 동을 

수럽. 효과적으로 시설의 정비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소방용 설비의 점검 정비 계획 각종 소방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보존하며 수리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점검 일지나 수리기록등의 확인부률 만들 

어서 점검 수리 사항을 기록 하는 동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정원관리 빛 인명안전계획 : 재해발생시에는 모든 사람이 심리척으 

로 불안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충분히 고려하며 계획 

하여야한다. 피난시설 (신호기， 표시동， 방향지시기동) 이나 설비 

의 확보 빛 기농 보존에 힘써야할 것이며 재해발생시 소방대상물내 

의 제한된 시설이나 피난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해서 

는 누가 어느문을 열고 누가 출구로 유도할 것이며 또 피난시에 경 

로와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통로나 비상구， 출입구 등의 장해 

물 제거와 기능보존 동 전반에 걸친 인명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22 



다. 

4) 교육과 훈련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시설， 긴급할 때를 위한 조직이 아무러 잘 준 

비되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도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화재 또는 지진이 발 

생한다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몸에 배 

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빼놓을 수 없다. 

방재교육에는 소속단위의 것과 사엽소전체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경우나 중점항목은 다음과 같다 . 

• 화재와 지진에 대한 기초지식 . 

• 화재와 지진발생시의 활동요령(망사선에 대한 방호). 

• 사엄소의 소방계획의 내용 빛 각 개인의 역할 . 

• 방사성과 위험물동의 종류 수량 형상 저장장소， 위험성 

빛 화재시의 방사선대책. (확산， 폭발， 오염방지， 오염제 

거법둥) 

• 시설내의 방재설비， 소방용설비동의 배치와 기능 빛 그의 

취급방법 . 

• 방사선측정기， 호흡보기구， 방호의， 제염용기구등의 소재 

와 취급방법 . 

• 유사시설의 사고사례와 그의 교훈. 

훈련은 소방법시행령 제 9조에 의해서 방화관리자의 책무로서 소방 

계획에 의한 소화·통보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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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는 통보， 초기소화， 피난유도， 구출구호， 안전방호둥 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 자체소방조직의 각반에서 분담한 조치내용에 대 

해서와 이들 상호간에 조합된 총합적인 컷까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기초훈련 

• 닙 님당려 ,l!:" ~ "c. 

• 종합훈련 

• 배치훈련 

.도상훈련 

나. 통보 빚 피난시설 

1) 피난시설 및 유도둥 유도표식퉁 

가)피난유도 

방사성시설의 화재는 일반화재와는 탈리 오염된 공기， 연기， 소 

화수동에 의해서 시설내외부에 크게 영향을 줄 우려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사선취급담당자들을 중섬으로 피난유도반은 

그 때의 상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대처 

하여야한다 . 

• 피난지시는 원칙적으로 화재발생과 동시에 행한다. 지시와 

명령은 비상방송， 휴대용확성기동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정확 

하게 전해지도록한다 . 

• 피난유도의 순서는 여러충의 건물에서는 화재충의 바로 윗충 

의 것을 우선으로하고 이어서 상충， 하충의 순으로한다. 피 

난할 때는 화재설의 開 n部， 문， 창동은 완전히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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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하여야할 곳은 화재 또는 방사선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나 물이 닿지않는 장소를 택한다. 욱외에서는 화 

염부분과 바람의 방향， 또는 地盤이 높은 장소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일반주민의 피난이 필요할 때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 또는 소 

방관과 연락하여 피난을 요하는 범위와 피난하여야 할 장소 

를 분명하게 정하여 피난지시 또는 권고한다. 

나) 피난시설 :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설비가 작동되면 시설물 내에 

있는 사람은 안천한 장소로 대피하여야하며 이는 시설의 큐모， 

용도， 충수퉁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 시설의 차이가 있다. 일단 

통로에 이르면 안전하게 시설물밖으로 나갈수 있는 특별피난계단 

동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피난시설의 종류로서는 북도 계단， 통 

로， 피난 계단， 비상조명장치둥이 있다. 

피난계단이란 직통계단에 주로 방화 및 배연시설을 보강한 것을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이란 피난계단의 토출 또는 밖을 향하여 

열 수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욱내에 연결되는 구조로 된 것을 말 

한다. 

다. 비상경보 및 연락망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호대상물내의 전구역내에 화재가 발생하였 

음을 효과척이고 신속하게 알리고 소화와 피난을 촉구하는 설비로서 

이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도 전기화재경보기동 비상 

경보설비 즉 비상 벨， 자동식 싸이랜， 방송설비가 있고 방호대상물 밖 

으로 보내는 신호는 소방관서에 전화를 이용하며 자동으로 통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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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있다. 

1) 화재의 통보연락망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기발견과 필요한 조 

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체제를 평소에 세워두어야 하는바， 여 

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 

• 화재를 발견한자가 소방기관，방사선 취급책임자(또는 관리자). 

방화관리자， 기타의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의 순서， 방법， 내용둥을 미리 정하여 둔다 .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초기대웅이나 R 1 오염의 검출 및 제염 

작업 동을 쉽게 취힐 수 있도록 평소부터 명확하게 지시하고 표 

시하여둔다 . 

• 명소에 작업장소동의 가연성이나 인화성의 것을 소요량 

보다 너무 많이 여분량을 드려놓지 않을것과 또한 방치 

해서 두어서도 안되고 방화섯터 또는 방화댐퍼등의 기능 

을 정기척으로 점검하여 둔다 . 

• 자주점검매뉴얼에 의한 정기척 자주점검 또는 소방계획 

에 의한 소방 훈련과 방재쿄욱을 실시하여둔다. 

2) 자체소방조직과 사업소내외의 연락망 

가) 자체소방조직의 편성 

방사선시설의 자체소방조직은 사업소천체의 자체소방대로서 

방사선취급주임(방사선관리담당자)를 중심으로 연성한다. 이 

조직은 방사선시설 빛 그의 관리구역내의 소방활동에 대해서 

잭임을 지운다. 

나) 방사능 취급장소에 있어서 자체 소방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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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계획동 사전에 작성된 계획에 의거 화재발견자가 방 

재센터에 통보하고 방재센터로 부터 소방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통보 할 것 . 

• 환기용 댐퍼 및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할컷 . 

• 방사능에 의하여 오염 위험이 있는 장소는 방호복 및 측 

정기둥을 활용하여 방사선 장해의 발생을 방지할것‘ 

다) 소방기관에 정보 제공 

• 방사선 시설의 화재 발생장소 및 연소상황 

• 방사선 동위원소의 유무 및 진압위험도 

• 방사선 위험구역의 범위 

• 방사선 동위원소의 종류， 수량， 사용보관 위치 및 상태 

• 피난상황 빚 건물내 체제 인원의 유무 

• 자쳐l소방대의 활동내용 및 조치상황 

• 방사선 취급주임자동의 기술자 유무 

• 기타 방사선 방호에 필용한 사항 

라) 소방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기자재 . 

• 방사선 측정기 

• 방사능 오염계 

• RI 방호복 

• 기타 오염제거용 세제동 

3) 준비혈 기구.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 방사성에 의한 오염의 검출， 제염 

작엽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소에 다음 기재와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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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그의 사용법과 소재위치를 명시하여둔다 . 

• 소화기구 

• 서베이미터 

• 방호의， 호흡보호구， 방호장치동 

더욱이 이들 기재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철처 

를 기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 

지 대비할 응급처치와 소방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재. 진 

화후의 조치， 시설주변의 주민의 안전대책둥을 명소에 고려 

하여 계획을 세워두어야한다. 

3. 화재방호계통 설계지침 

가. 화재의 발견， 및 통보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에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화재와 

는 탈리 방사선피폭 또는 방사선오염의 우려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화재는 발화후 일정시간을 지나면 급격히 확산된다. 이 처분장은 화재 

발생시 외부의 도옴없이 화재발생초기의 자체소방설비와 활동에 의해 

서 완벽하게 소화하여야하므로 이의 성돼가 피해의 대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체소방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은 화재감지기와 함께 lTV System 

을 설치하고 이를 연동시켜서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경우 인근 lTV에 

의하여 화재발생장소를 방재CENTER의 MON lTOR에 영사하여 비화재보호 

빛 화재발생상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폐기물 처분장의 자체소방활동은 일반화재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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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의 주도하에 소방계획에서 정해진 입무와 절차에 따라 조직적 

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소방기관은 방사선물질에 대웅할 

수 있는 장비나 지식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 

엽소측에서 스스로 대부분 자체에서 갖추어야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때에는 쿄육훈련둥을 통해서 명소에 소방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잭으로서는 

그림 1과 같다. 

1 ) 수동식방법 

출화를 발견한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신속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 

에게 알리고 본인 또는 주위에서 이를 들은 사람은 관계부서에 통 

보한다. 이때 화재가 관리구역내에 있으면 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해야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크게 화재감지기와 이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수신반과 경종등으로 구분된다. 화재감 

지기는 열， 연소가스， 적외션등 불꽂이 발생할때 얼어나는 현상을 

감지하는 것으로 종류별 설치면적은 표 4 과 같다. 

화재수신반은 방호대상물을 수개의 방화구획으로 나누어 구획내의 

화재감지상태를 수신하여 단순히 경보를 발하도록 하는 방법과 수 

신상태를 기록하는 기능도 갖춘 것 또한 어느 감지기가 작동하였 

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것 까지 그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 

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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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CENTER 

-캐ITV에 의한 화재확인l 

l 경 보 ] 1 B M S ] 

그림 1 화재방호시스템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처분장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소화시키기 
위 

해서 Analog 감지기 . G R형 수신기동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기기 

를 사용하여야하며 모든 방재설비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통되기때 

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관리제어설， 동-굴통로 빛 폐기물저장소로
 

세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 

비동 특별하게 신뢰성이 요구되는 설비이어야한다. 

1 ) 수신기: 가스누설탐지설비를 겸하고 회선수의 수용능력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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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점검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수신기는 관리제어 

실에 설치하고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와 lnterface시 

켜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장소에 따라 “화재발생 MODE"로하여 운 

전하도록한다. 

열감지기 

「 스포트형( 1종， 2종) 
차동식 카 

r- 공기관식( 1종， 2종 3종) 
L 분포형 -t- 열전대식 ( 1 종， 2종 3종) 

」 열반도체식( 1종， 2종 3종) 

보상식 --- 스포트형( 1종， 2종) 

정온식-[ 
스포트형 ( 특종， 1종， 2종) 

연감지기 

f 。l옹화식王 

감지성형( 륙종 1종， 2종) 

비축척형( 1종， 2종 3종) 

축적형 ( 1 종， 2종 3종) 

비축적형( 1종， 2종 3종) 

축적형 ( 1 종， 2종 3종) 

그럼 2 화재감지기의 분류 

2)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란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열 또는 연기(연소생성물) 

를 자동척으로 감지하여 이것을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열 

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을 열감지기，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 

는 것을 연감지기라한다. 구조 및 감도의 종류에 의해서 다음 

그럼 2와 같이 분류하고 종류에 의한 설치면적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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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지기 종류별 설치면척 

부착면 높이 4 m 미 1 만 I 4m이 상 ) 
H。L·늄~대상물 8m미만 8m 이상 15m 이상 

또느'-2부 ，부 ~-이 “-, 내화 기타 내화 기타 15m미만 20m미만 
감지 기 의 종류.:r::1.ζ一 

;Hr 1. 공기관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차 포 2. 검출부 하나에 접속하는 길이는 100m 이하 

회。 3. 감지기 상호 간격 : 내화(9m) ， 기타(6m) 

동 
스포 1종 90 50 45 30 

λ-11 

E형 2종 70 40 35 25 
열 

보 스포 1종 90 50 45 30 
상 

’-‘11 
E형 2종 70 40 35 25 

/、 특종 70 40 35 25 
포 

정 E 1종 60 30 30 15 
A「1 협。 

51-L- 2종 20 15 

λ-11 감지 l종 감지구역마다 부차견의 3m( 내화， 4.5m}이하 

선형 2종 각부분으로부터 수명 거 리 가 lm( 내화， 3m}이하 

1종 150 75 40 
연 이온화식 
기 2종 150 75 40 
λ-11 광전식 

3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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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감지기별 주요적용성 

척 τ 。r 감 지 기 

차동식 차동식 보상식 
정옹식 연 기 

스못트형 분포형 거、프~、E 엉 。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비축적 

1종 2종 

스레이트 또는 철만 

으로 이은 집웅의 집 × O × O × O 。 O × O 

이나 지붕이 없는 것 

주방， 보일러실. 발 

전시설， 탕비실， 압 

연， 단조， 주조둥을 × × × × × × A O × × 

하는 장소， 건조 및 
소부둥을 하는 장소 

증기가 다량으로 발 × × × A × × O O × × 
생이 우려되는 장소 

입체 주차장， 격납고 × O × 。 × 。 。 × × A 

T\' A투디오， × A × A × A O 。 × O 
영화 스튜디오 

서고， 지하창고둥 A 。 A O A O O × A O 

출화시 온도상승이 
완만하다고 예상되 × × O × O 。 O O A O 
느~ ~AJ 

계단， 경사로， 복도， 

통로， 에리베이터승 × × × × × × × × A O 
강로， 파이프닥트퉁 

전상기설， 통신기실 A × A × A × A × A O 

휴계설， 소회의실둥 × 。 × .0 × O O × × A 

위 사항이외의 A O A O A O O A × O 
l 방화대상불 

비고 O 표시는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A 표시는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화재시에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장소에 적합하다. 

× 표시는 사용하는 데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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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동 및 유도표식 

인명구조를 위한 피난시설이외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수용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둥， 유도표지 

동에 관한 기준규격을 소방법규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표 4. 유도동 맞 유도표식의 설치기준 

항목 피난구 유도동 통로유도동 유도표식 

1.옥내로부터 직접 1.복도， 계단통로 l.복도，계단，통로 
지상으로 통하는 기타 피난설비가 기타 피난설비 
출입구 및 그 부 있는장소 가 있는장소 
속실의 출입구 2. 통로 또는 복도 2. 통로 또는 복도 

설치 2. 직통 계단의 계 의 경우 20m이 의 경우 15m 이 
장소 단설과 그 부속 하마다와 구부러 하마다 와 구부 

설의 출입구 진모퉁이에 설치 러진 모퉁이에 
3. 상기 장소의 출 설치 
입구에 이르는 3. 상기 장소 중 
복도， 통로로 통로 유도퉁이 
통하는 출입구 설치된 경우 그 

유도동범위 안 
에는 설치제외 

부착 피난구의 밑바 바닥으로 부터 1m 바닥으로 부터 1. 5m 
위치 닥으로부터 미만의 벽체 또는 이하의 곳 

1. 5m이상의 곳 바닥 

명도 직선거리 30m의 0.5m떨어진 바닥면 
위치에서 표지면 에서 측정 1룩스이 
의 문자 빛 색채 상(단 계단에 설치 
를 용이하게 식 한 경우는 0.5룩스 
별할 수 있을 것 이상) 

전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준하며 비상 천원 
의 용량은 설비를 20분간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 

배선 1.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2. 점멸기 설치 말 것 (내장된 것은 예외) 

- 34-



라. 배연 설비 

이 설비는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가 피난 통로인 복도， 계단 빛 계단 

전실(前室)둥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거주자를 유해한 연기로 부터 

보호하여 안천하게 피난시킴과 동시에 소방관동의 소화활동을 유리하 

게 할수 있도록 배출시키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연기를 처리하는 방 

법은 증력환기의 원리를 이용한 자연배연방식과 기계를 이용하는 강제 

배연방식이 있다 

1) 자연배연방식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연기들의 부럭 또는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흡- 출효과를 이르키어 설의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 배연구를 

통하여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2) 기계배연방식 

기계배연은 송풍기동을 사용하여 각 배연구획까지 풍토를 설비하 

여 기계적으로 강제배연하는 방식으로 실내의 필요한 특정부분을 

가압하던가 감압하든가， 송풍기로 외기를 건물내에 급기하는 방법 

과 건물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기하는 방법둥이 있다. 

마. 방화 Damper 

설비용닥트가 방화구역선상을 관통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방연， 배 

연닥트의 구조 빛 성능기준은 국내관련규정에 적합할 것은 물론 화재 

로부터의 구조안전성과 기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련규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구조 맞 성능을 확인토록한다.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 제 30조(방화구획) 제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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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일본 건설성 고시 제 1097호(방화Damper의 구조기준) 

일본 건설성 고시 제 2565호(방화Damper의 누연시험방법) 

UL 555 

UL 555S 

바. 방화구역 

Fire Dampers and C?iling Dampers 

Leakage Rated Dampers for Use in Smoke 

Control System. 

근래 대부분의 건축물은 설계에서부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은 

물론이요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일정면척 단위별， 충별， 용도별 또는 

구조별둥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시 일정 범위 밖으로 연소(延홈)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국소적(局所的)으로 한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중 방화효과가 큰 방화구획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 소화시설 

처분장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소방대에 의한 시설외부로부터의 소화 

빛 구조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초기에 자체소설비에 의해서 진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따라서 전구역내에 자동식소화설비인 스프 

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를 중복설치한다. 

다만 Head개방시 물에 의한 피해가 크거나 전기의 철연성둥이 요구되 

는 전자기기취급시설 전기실동에는 스프링클러설비대신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Halon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는 건물주위 

에서의 화재발생시 건물로의 연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소화전 

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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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옥내소화전 설비 

물사용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 설비 r- 습 식 

L- 스프링클러 설비 --카- 건 식 

L- 일제살수식 

.- 할로겐 화불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녁 

L-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 불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가) 소화설비 급수계획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 

치되어 있으므로 설계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CD 공급수원의 수량계산 

@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 펌프의 토출량의 계산 

@ 적정배관의 계산 

나) 옥내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은 발화초기에 신속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욱내에 설치된 고정설비로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기 

동장치， 비상천원， 호스 및 노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훈련을 받으면 발화장소에 분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옥외 소화전의 경우는 건물의 1 ， 2충 부분의 소화를 할 수 있도 

록한 것이 다른점이다. 

다)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은 화재를 발견하고 훈련된 사람이 화원에 누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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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설비의 기능과 약간의 조작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초기진 

화가 가능하나 일정 온도이상이 되면 천정에서 물을 방사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양의 물을 방사하여 많은 전문기관으로 부 

터 소화기능에 대한 신뢰성과 소화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것이 스프링클러 설비이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천정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조기에 자동적 

으로 작동 살수되어 소화하는 설비로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 

관， 스프링클러헤드， 전용송수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에서는 주로 동굴내의 폐기물 

하치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가장 취약점인 배관동의 동절기에 동 

파위험과 열에 의하여 용해 또는 파괴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 

용하는 경우 천정이 높은 건물에 사용하기 위한것둥 다른 설비에 

비하며 그종류가 다양하므로 방호대상물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 

택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멸하면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로 나눌 수 있다. 

라) 가스동을 사용하는 설비 

(1) 혈로겐화물 소화설비 

혈로겐화물 소화설비(하론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와 같 

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COz소화설비와 같은 구성이나 다른점은 

C02 대선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가 사용된다. 할로겐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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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메탄， 에탄의 수소기가 할로겐원소(취소， 불소， 염 

소， 옥소동)과 치환한 것이다. 주로 하론130 1( CF3Br) 가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이산화탄소(COz) 소화설비 

이산화탄소(COz) 소화설비는 하론 소화설비와 설비의 구성이 

같다. 즉 가스용기， 배관， 집합장치， 선택변， 분사 헤드， 기 

동장치， 음향경보장치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약제를 하 

론 아닌 탄산가스로 사용하는 설비이다. 

(3) 분말소화설비 

분말상태의 소화약제가 화재시 열에 닿으면 열분해를 일으켜 

생성되는 탄산가스에 의하여 질식작용과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작용에 의하여 소화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말 

상태의 소화약제를 질소 또는 탄산가스로 가압시켜 배관을 

통하여 그 말단에 설치된 노즐 또는 호스로 방호대상물에 방 

사토록한 설비이다. 이 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할론 

겐화물 소화설비와 같이 물에 의한 소화방식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대상물의 소화를 목척으로 한 것으로 설비의 구성， 형 

식등도 거의 이산화탄소설비와 동일하다. 소방 대상물로서는 

주로 기름이나 전기화재이지만 일부의 약제는 일반화재에도 

유효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무선통신 보조설비 

지하의 화재등은 다른 소방대상불에서의 화재시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지상의 건축물과는 탈리 지하라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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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때문에 지하가 속에서는 안테나에서 복사되는 공간파가 급속히 감 

소되어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소방관의 피난유도활동이 어렵고 

소화활동시 지상과 지하간의 무선연락이 상호간 가능한 신뢰성이 높 

은 통신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누설동측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으 

로 되어 있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이용하고 있다. 

자. 방재전원 

화재로 인해서 옥내의 전선이 단락을 이르키어 상용천원의 전력공급 

을 중단시킬 우려가 많다. 방채용의 대부분은 전기에 의해서 작통되 

기 때문에 이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이 그의 기능을 작동 

하지않으면 않된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화재시에 전기를 공급 

할 수 있는 예비전원 또는 비상천원을 비치하여야한다. 

비상정원에는 비상전원천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빛 축전지설비 

의 3종류가 있다. 

차. 방재배선 

예비천원 빛 비상전원과 방재설비사이를 연결하는 방재배선은 각방재 

설비에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열에 의한 장해를 입지않도록 

소용의 내열성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내열성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회로의 종류와 포셜장소의 상항에 따라 이에 알맞는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하든가 불연재료동을 사용하여 내열처리를 행하든가 하여야한다. 

또한 소화활동상 필요에 의한 시설(배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 

선통신보조설비)과 비상용엘레베이터의 배선에는 소화활동이 완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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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내열성능을 가진 공법이어야한다. 

1 ) 방재배선의 종류 

방재설비의 배선에는 내열성능을 필요로하는 배선과 내열성능을 

필요로하지않는 배선이 있으며 내열성능을 필요로하는 배선에는 

법규상 다음과 같다. 

(1) 건축기준법에 의한 배선 

(2 ) 소방법에 의한 배선 

2) 내열배선 

내열배선의 적용범위는 표 5에 표시한다. 또한 내열배선를 

분류하면 내열 A종배선(FA) . 내열 B종배선(Fs) 빛 내열 C종 

배선 (FC)으로 분류한다. 

가) 내열배선의 종류 내열배선은 전션의 종류， 공사종별， 내열처리 

의 방법. 전션의 보호 빛 지지재료의 조합에 의해서 표 6과 같 

다. 

나) 내열배선의 설계 

다음을 고려하여야한다. 

@ 전압강하 @ 전선굵기의 선정 

@ 간선회로와 분기회로 

다) 내열배선의 공법 

CD 내열보호재 표 7 

라) 설비관통부 및 전선 Cable의 방화조치 

현대의 설비는 Intelligent화에 따라 0.'\，통신 및 전력용 

각종 전선， Cable둥이 종횡으로 구흙화되어 있어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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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화 내열보호배선의 공사방법 

전 선 의 종 류 

600V 2종비닐 절연전선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강대개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CD케이블 
히이바론 절연전선 

내화 배선 I 4불화에틸랜절연전선 
바니슈유리테이프절연전선 
아스베스트절연전선 
실콘고무 
연피케이블 
가쿄 폴리에틸벤절연
비널쉬이즈케이블 
버스닥트 

내화전선 
MI 케이블 

600V 2종비닐 절연전선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강대개장케이블 
콜로로프랜 외장 케이블 
CD케이블 
히이바론 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바니슈유리테이프절연전선 

내열 전선 | 아스베스트절연전선 
실콘고무 
연피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널쉬이즈케이블 
버스닥트 

| 내열전선 
내화전선 
MI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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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1. 금속관. 2종금속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에 수용한 내화구조로 만든 벽，마루동에 매설 
되어 있을 것. 

2. 매설고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1. 과 같이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 
。~

듣~ /A" 

케이블공사동에 의해서 시설되어 있을 것.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닥트에 포설하는 
것에 한한다. )에 의해서 포설할 것. 

케이블공사동에 의해서 시공되어 있을 것. 



표 6. 내열배선의 선정 

기 정 용 장 소 천장기초재， 천장마 불연재료로 구획 

효L-￡ 회 
로 일반장소 

무리재둥이 불연재료 된 기계설둥 또는 
8닙} 종 로 만들어진 천장뒤 내화구획실동 

듀 
설비명칭 별 

거 실， 복 도， 계단 

방화문 템퍼 
전 원 Fc FB 
조 작‘ FB FA 

건 
전 간선 Fc Fc 

비상용의 조명장치 원 분기 Fc FB 

축 
조 작 FB FA 

배 연 설 비 
전 원 Fc FB 
조 작 FB FA 

남님} 
비상용 진입구 천 원 Fc Fc 

전 원 Fc FB 
배 수 설 비 

조 작 Fc FA 
전 원 Fc Fc 

FA 
4옥내소화전설비 

조 작 FA FA 
스표렁클러 설비 천 원 Fc Fc 
물분무소화 설비 

포 소화설비 3.ζ- Z -1L FA FA 
COz 소화설비 전 원 Fc Fc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 ;?:. ~ FB FA 
-까.L、- 옥외 소화전설비 $: 차 .., FA Fc 

자동화재탐지설비 
전 원 Fc 
지구음향 FB FA 

가A누설화재 
전 원 Fc Fc 

님。L 
경보설비 조 작 FA FA 

전 원 Fc Fc 
비상경보설비 조 작 FA FA 

l:I l^J \lJ갖 '& FB FA 

남님4 
유 도 τ τ5"" 천 원 Fc Fc 

전 원 Fc Fc 
연 설 비 

$: ~ FA FA 

비상콘센트설비 
전 원 Fc Fc 
표 시 FA FA 

~문선설비보조설비 천 원 Fc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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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내열피복재 

재 료 ~ 규 켜1 τ [:「 :2 

석면규산칼슐만 2 종 1호 
내화피복판 건설부고시 밀도 O.4g/cm2이씩 F 

두께 25mm이상 

취부(吹付)암면 
내화피복재 건설부고시 

암면 섬유 암면 보옹재 
암면 보온판 
암면 헬트 
암면 보온통 

규산칼숨 보온통 규산칼슐 보온재 

석변 포 석변 포 

시벤트-1: 모래 3의 혼합재 

몰받 에 시벤E중량의 35%---- 7% 
의물로 처리 

관통부의 처리에 안전을 강구하여야한다. 전선. Cable은 

구조부재간의 틈새， 건축설비의 관통부의 틈새동은 내화재 

로 충진하여 화재경로가 되지않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의 성능시험방법으로는 미국의 UL 1479를 포함하여 국내 

시험규격으로 방재시험소의 인증시험규격인 FS 012(내화충 

전구조의 화재시험방볍)퉁이 있다. 

관통개구부의 내화충전공법은 그 위치 및 재질， 중요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조의 것을 선택시공하며 모든 구조는 2 

- 44-



시간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한다.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 저i] 30 조 (방화구획) 제 5호 

FS 012 내화충전구조의 화재시험방법 

UL 1479 

4. 국내외 소방법규 및 기준 

Fire Test of Trough Penetration 

우리나라에서 건설.운영되는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에 적용되는 국내 

소방관련 법규 빚 기준은 내무부소관의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 

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빛 위험물제조소동 시설의 기준동 

에 관한 규칙， 그러고 소방용기계.기구동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퉁이 있다. 또한 국외의 소방관련 법큐 빛 기준으로는 원자력법시행규 

칙에 의거 건설.운영허가 신청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제3장의 적용기준 빛 제9장의 화재방호계통 (Fire Protection 

System)에 관한 기술내용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 NRC 10 CFR 규정 빛 

Regu1atory Guide 1. 120 “ Fire Protection Guide1 ines For Nuclear 

Power P1ants" 및 Standard Review P1an 의 Branch Technica1 Position 

9.5-1 부록 A 둥이 있고 이들은 많은 미국 국립소방협회 (NFPA) 발행의 

국가표준 (기준) 들을 참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화 

재방호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운영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s) 에서 규정하는 대로 소방계통의 모든 기기들이 제 성능 

을 발후l 할 수 있도록 여러 주기의 정기점검 (Survei 11 ance)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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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소방법규 및 기준 

1) 소방법 ( 법률 제4155호， 1989.12.30) 

소방과 관련하여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건설.운영에 적용될 수 있 

는 일반 국내법규로는 우선 내무부 소관의 소방법 관계법령이 있는 

데 소방법은 전문이 79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소방법의 구성 -

제 l 장 총칙 : 목적， 정의 빛 소방업무잭임 

제 2장 화재의 예방 :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 (5조)， 건축허 

가시 동의 (9조). 방화관리자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 

성， 자위소방대(10조) 

제 3장 위험물의 취급 

제 4장 소방시설 빛 소방용 기계. 기구동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구동 (29조) 

제 5장 화재의 경계 

제 6장 소화활동 

제 7장 화재의 조사 

저I 8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제 9장 소방력기준동 

저0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2) 소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3245호， 1991. l. 8) 

소방법 시행령은 전문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발급이전에 소방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소방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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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방대상물 ( 건축허가신청된 건축물) 이 명시되 

어 있고 (4 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8조) , 소방계획의 

내용 (1 0조)， 소방시설의 종류 (1 3조)，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 7조) , 정기점검 대상인 소방시설 (24조의 2) , 검 

정을 받아야 할 소방용 기계. 기구동 (26조)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의 소방볍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3) 소방법 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08호， 1990. 7. 4) 

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또는 

절차 빛 서식등을 정하고 있다. 

4)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풍 시설의 기준퉁에 관한 

큐칙 (내무부령 제488호， 19.89. 4. 1) 

각종 소방관련 설비의 설계， 설치， 운용， 점검 맞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준이다. 

본 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었다. 

제 1장 총칙 

제 2장 소방시설 

저11 1 절 소화설비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2조， 3조)， 옥내소화전설비 

( 4-11 조) , 스프링클러 설비 (1 2-23조)， 불분무 

(\\'ater Spray) 퉁 설비 (24-76조)， 소방펌프 (77-79 

조)동 

제 2절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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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탐지설비 (81-90조)， 전기화재경보설비 

(91-9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95조)， 비상경보설치 

(96조-99조) 

제 3절 피난설비 (100-109조) 

제 4절 소화용수설비 (1 10-112조) 

제 5절 기 타 소방에 필요한 설 비 (113-142조) 

제 6절 소방시설의 점검 (1 43조) 

국내원전에 있는 대부분의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도 본 조항에 의거한 외관 점검， 작동 및 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는데， 외관점검은 월 

1회， 작동 빚 기능점검은 분기 l회 그러고 종합정 

밀점검은 반기 1회의 회수로 점검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제 7절 소화설비적용의 특례 

제 3장 위험물 

5) 건축법령 

위험불의 옥내.옥외 빛 이동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둥 

과 위험물 취급소에 관한 기준 

건축법에는 소방과 관련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나 건축법 제2조 

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및 불연재료동의 소방관련 용어에 대한 정 

의가 나와 있고 제15조에서 17조까지 건축물에 따른 방화구조， 불연 

재료， 방화벽， 내화구조의 사용을 큐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정의와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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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및 방화벽과 계단.복도동의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 

다. 

나. 국내 원자력관계시설에 적용되는 외국의 소방법규 및 기준 

1 ) 미 NRC 규정 맞 지침 

미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인 NRC의 법규인 10 CFR Part 50에는 Sec. 

50.48에 화재방호관련 규정이 있고 부록 A인 일반설계지침에 화재방 

호관련설계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 R에는 1979년 1월 1 일 이 

전에 가동개시된(운영허가가 발급된) 원전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1975. 3월 발생한 미 Browns Ferry 원전의 

대화재사건 이후 제정된 NRC Reg.Guide 1.120퉁이 있는데 이들을 상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0 CFR Part 50 의 Ø.50.48 규정 Sec. 50.48 (화재방호) 의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l) 화재방호계획의 작성 

(2) 10 CFR Part 50의 부록 R 뮤정 의 준수 

(3) 부록 R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화재방호관련 

변경작업의 일정을 규정 

(4) 1979년 1월 l 일 이후에 운영허가가 발급된 원전은 10 CFR 

Part 50 부록 A (GDC) 의 지침 3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 

든 화재방호관련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10 CFR Part 50 부록 A (일반설계지침) 

다) Regulatory Guide 1.120 Fire Protection Guideline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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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 CFR Part 50 부록 R 

다. 미국산업체의 소방기준 

미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중심으로 소방과 

관련하여 각종 활동 빚 기준(표준)을 제정하는 단체로는 미국칩소방협 

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를 들 수 있다. 이 

단체에서는 소방과 관련한 각종 기준 (표준) 제정을 통한 소방활동의 

품질향상 빛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소 

방분야의 각종기준은 여타국가의 소방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건설·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예비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참조하는 소방기준으로 주로 NFPA 기준이 언급되고 있는데 국내의 미 

국공급 원전의 소방관련 설계·설비 빚 설치에는 모두 이 기준들이 사 

용되고 있다. 첨부 1에는 NFPA 기준증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열거되고 있다. NFPA 에서 발간된 소방관련기준은 현재 총 1600여개 

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작성.유지에 30 ， 000여명 이상의 소방관련 전 

문가 및 종사자가 관여하고 있다 NFPA 기준중 원천소방설비에 대하 

여 주로 이용되는 기준 및 자료틀은 다음과 같다. 

NFPA 13 Automatic Fire Sprinklers 

- NFPA 14 Standpipe Hose Systems 

- NFPA 15 Water Spray Systems 

- NFPA 20 Centrifugal Fire Pumps 

NFPA 24 Outside Water Mains 

NFPA 101 Life Safet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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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PA 72A Local fire Alarm Systems 

- NFPA 72D Proprietary Fire Alarm Systems 

- NFPA 72E Automatic Fire De tectors 

- NFPA 803 Fire Protection for LW NPPs 

- NFPA 850 Fire Protection for Steam Electric Generating Plants 

-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 Automatic Fire Sprinkler Handbook - NFPA 

- Automatic Fire Alarm System Handbook - 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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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 기 계 통 

1. 개 요 

증.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의 환기계통은 처분방식에 따까 달 

라진다. 공학적 방벽을 이용한 천충처분의 경우는 처분을 위한 검사시설 

이나 재포장시설둥 보조사설에서는 환기계통이 될요할 것이나 처분장 자체 

는 외부로 개방된 공간이므로 환기계통을 멸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 

하동굴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장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중요설비 중의 하나가 

환기계통이다. 지하처분장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최종 처분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원이나 작업 

원이 체류하게 되므로 신선한 공기의 계속적인 공급 및 오염공기의 배출이 

요구된다. 

환기계통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내의 공기를 정상운영시 및 

가상사고시 (예 : 화재， 폐기물 수송시 낙하사고 퉁)에도 최대 부유방사능 

준위가 규제기관이 정한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고， 작엽종사자의 보건 빛 

각종 제어장비의 운영에 적합한 처분장내 공기조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통이다. 

환기계통은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조건 (온도， 습도 동)을 조절하 

고 공급공기의 유량 및 흐름 동을 제어하고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계통 

과 오염된 공기를 모아 여과동의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도를 방사성물질 방 

출 호용한도 이하로 낮추어서 주변환경으로 배출하는 배기계통으로 구성된 

다. 

처분장이 방사성폐기물로 모두 채워져 폐쇄된 후에는 환기계통의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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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필요치 않으나， 처분장 운영기간 동안 본 계통은 항상 운전 가능해 

야 하므로 운전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송풍기 등의 능동기기는 다중으로 설계하고 예비여과기를 두 

며 덕트의 건전성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계통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환기계통의 기능 

가. 일반사항 

환기계통은 지하처분장내 전지역의 계통 빛 설비에서 발생된 열을 제 

거하거나 필요시 가열기를 가동함으로써 기기 빛 설비가 정상적인 상태 

에서 작동하게 하며， 라돈등의 유해가스로 부터 작엽자를 보호하고， 처 

분장 운영중 방출되는 방사농-준위를 규제요건에 맞도록 제한하여 주변 

환경으로의 방사농 방출을 허용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이다. 

환기계통의 구성은 급기계통과 배기계통으로 구분하며 설계시 급기계 

통은 대기압보다 높은압력을 유지하여 공기를 이송하며， 배기계통은 대 

기압보다 낮은 부압을 유지하여 지역내의 공기를 외부확산을 방지하고 

공기중 부유물질의 확산을 억제하여 방사성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 

도록 정화-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처분장의 환기계통은 일상적인 섣내작업 조건을 만촉시키기 위한 목 

적 (외부공기를 적정온도， 습도. 청결도 유지 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 

염의 확산방지도 매우 중요하므로 방사선 구역에서 방출될 수 있는 기 

체형태의 방사성물질과 기타 오염기체를 철저하게 정화시켜 배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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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계통이 설계되어야 하며， 동력 공급의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기계통은 화재시에도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 급기계통 

급기계통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여 상태를 조절한 후 처분 

장내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배기계통 

배기계통은 처분장내의 오염된 공기를 한곳에 모아 처분장 주변환경 

으로 방사능 방출허용한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다. 

나. 구성기기 빚 기능 

1) 급기계통 

배출하는 기능을 z!.k 
""~ 

。 급기용 송풍기 : 외부공기를 처분장내에 유입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o 흡입구 여과기 : 외부공기를 처분장내로 흡입할때 분진 동 유해물질 

이 따라 틀어와 기기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며 2차 여과 

기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갖는다. 

。 급기덕트 : 공기를 공급 및 배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o 냉각 열교환기 공급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갖는다 

o 가열 열교환기 : 공급하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o 공기 여과기 : 외부공기를 정화하여 실내기기 빛 설비의 

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τ~ 0 。
-0 악효능~ or 

。 가습기， 제습기 : 외부공기 습도조절로 실내기기 및 설비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 하는 기 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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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도감웅 조절장치 : 처분장내 온도를 측정하여 공급하는 공기의 온 

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o 댐퍼 : 처분장내 각 구역에 공급， 또는 각 구역에서 배출되는 공기 

의 유량을 조절하고 공기의 역류활 방지하며 화재발생사 덕 

트를 통한 화재의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배기계통 

o 배기용 송풍기 : 처분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o 여과기실 : 예비여과기 (Pre-filter) 와 고효율여과기 (HEPA-filter) 

둥이 설치된 공간이다. 

。 여과기 : 처분장내에서 발생한 방사성분진이 외부 한경으로 방출되 

는 것을 방지한다. 

o 방사선측정기 : 배출공기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배출공기의 방사능준위가 설정치 이상일 경우 배출공기가 여 

과기를 통해 외부환경으로 배출되도록 유로를 변경시키고 정 

보를 울린다. 

3. 계통의 분류 

처분시설의 환기계통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안 

전관련계통 (Safety Class)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 

기계통은 배수계통과 함께 지하처분장 시설에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계통이다. (따라서 계통의 분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체처분 

장의 계통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함께 논의되어야 혈 사 

항이다. 계통의 분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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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같은 내용의 분류를 힐 필요는 없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같은 정 

도의 내용인 경우에도 다른 방법의 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원자력발 

전소의 경우 Safety Class 3으로 분류된 경우에， 다른 종류의 시설인 경우 

에는 같은 정도의 설계기준을 사용한 경우에도 Safety Class 1로 분류할 

수도 있다) 

가. 급기계통 

급기계통은 폐기물이 직접 처분되는 처분공간 이외에도 작업자가 상주 

하는 사무실， 제어실 및 관련기기 설치공간의 쾌척한 작업환경을 유지 

하고 기재재 보호를 위하여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급기계통은 비안천 둥급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실내에 

먼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필터에 걸리는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입공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나. 배기계통 

처분시설의 배기계통은 공기중 부유방사성 입자 및 암반으로부터 발생 

되는 유해가스를 방출하여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100%의 예 

비용량을 갖춘 고효율여과기를 설치하여， 정상 빛 비정상상태에서의 공 

기역류 맞 누출방지를 위하여 주위 구역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배기량은 급기량보다 10 - 15% 많게 하고 

있으며， 시설내 전력공급 상실시에도 운전될 수 있도록 비상천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환기계통의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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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계통은 작업종사자의 호흡에 적합하고， 냄새를 제어(제거)하고 

기기를 냉각시키며， 가연성 연무 ( fume)를 희석시키는데 충분한 양의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작엽자에게 공급되는 공기 

량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값 이상의 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하작엽에 종사하는 사람은 1 인당 최저 200 scfm (standard 

cubic feet per minute 5.7 cubic meter per minute)의 공기 가 공급 

되어야 하고， 밀폐된 지상시설에 있는 사람은 l인당 최소 20 scfm 

(0.57 cmm) 의 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환기계통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공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 

처분장내 전지역의 지열， 설비 가동으로 인한 열 동의 모든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열을 충분히 제거하여 처분장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냉 

각능력을 가져야 하며， 겨울칠 흑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열기를 가동 

하므로써 기기 빛 설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작동 및 운영요원의 정 

상적인 작엽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열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취급지역에서는 방사성기체， 액체， 또는 분진둥이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적당한 감압을 유지하고， 방사성 

물질의 이동을 제어하며 방사성핵종의 환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 

진으로부터 대중과 작업종사에 대한 방사선 피폭에 ALARA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환기계통의 설계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급기계통 

급기계통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하시설에 확실히 공급하기 위한 

계통으로서， 이 계통은 외부로 부터 먼지풍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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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런둥이 부착된 송풍기와 요구되는 공기조건에 적합하도록 가열기， 

작업실 냉방기， 제습기， 가습기 외부의 공기를 청정구역 (운전제어실. 

온도 둥)에 적합하도록 제 습도， 동)과 방사선구역의 공기조건 (유량， 

공급 및 배출공기의 균형을 조화시 어된 공기를 각 구역에 공급하고. 

덕트로 지하시설 내부까지의 입구부터 지하터널 키는 공기배분장치， 

구성되어야 한다. 계통설계시에는 지하터널 입구에서 최종처분되는 구 

역까지의 터널길이가 통상적으로 길기 때문에， 공급공기의 압력손실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장내의 소요공기 유량이 충분하도록 

공
 

공기배분설까지 운전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설계하여야 하며 

급된 계통으로서 급기계통으로부터 공급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할 수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본 계통에 추가로 송풍기의 펼요시 있으나. 

즉 청정구역으 본 계통의 설계시 유념해야 할 점은 공기의 흐름이다. 

로의 방사능 유입 방지 빛 방사능 구역에서의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운전제어실 위해 방사성폐기불이 최종처분되는 방사능 구역은 부압을， 

동의 청정구역에서 방사능 구역으로 흐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기계통 

배기계통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정상 및 사고시 방사성폐기물에 

서 나올 수 있는 부유방사능 빚 기반암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라돈기체동의 방사능 물질， 폐기물 수송차량퉁의 시설운영시 배출되는 

유독기체 둥이 오염물이 함유된 처분 화재발생시 동의 매연， 오염물， 

장내 공기를 정상 및 사고시에 외부환경으로 방출하기 전에 충분히 제 

감시기를 설치하여 

오염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시 

배기계통에는 계통방사선 

또한 배기기체의 

58 

거할 수 있어야 한다. 

배기기체를 감시하며， 



료채취 및 분석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계통을 통해 방출 

되는 모든 배기는 계통방사선 감시기에서 감사되고， 그 감시기록은 보 

관되어야 한다. 처분장 정상 운영중에는 배기기체 방사능 오염정도가 

미미하므로 별도의 처리없이 방출되도록 설계할 수 있으나， 방사성사 

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통방사선 감시기의 검출에 따라 방사성 기처l 

처리설비에서 처리된 뒤 방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구성기기의 설계기준 

1 ) 급기계통에 대한 세부요건 

o 송풍기 

- 태용， 지진 동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작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고장 및 보수유지에 대비하여 반드시 1대 이상의 예비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재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동일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격 

리되어야 한다. 

-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o 흡입구 

- 공기흡입구는 이물질이 흡입되어 계통내의 기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공기흡입구는 보수유지로 인하어 배기계통의 운전이 정지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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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급기덕트 

- 급기덕트는 처분장의 운영기간과 처분장내 환경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급기덕트는 보온재로 단열하여야 한다. 

- 급기덕트는 화재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급기덕트는 보수유지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o 냉각 열교환기 

- 지하처분장에 여름철에도 작엽이 적합한 온도의 공기를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가열 열교환기 

- 지하처분장에 겨울철 혹한기에도 작업에 적합한 온도의 공기를 계 

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공기 여과기 

- 외부공기를 정화하여 실내기기 및 설비의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가습기， 제습기 

- 외부에서 흡인된 공기의 습도를 설내기기 빛 설비의 가동에 적정한 

습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배기계통에 대한 세부요건 

o 송용기 

- 태풍， 지진동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작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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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및 보수유지에 대비하여 반드시 l 대 이상의 예비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재동의 사고로 인하여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동일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격 

리되어야 한다. 

-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o 여과기실 

- 예비여과기와 고효율여과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필터 쿄체시를 대비하여 출입문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필터교체로 인하여 배기계통이 기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다중개념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는 부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배기덕트 

- 부압을 유지하여 누설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보온재 설치는 불필요하나 웅축수로 인하여 공기흐름에 방해가 되 

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각 실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각 요소에 수동 또는 자 

동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선 측정기 

- 여과기실 전단에 배출공기의 연속적인 방사선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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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공기의 방사농준위가 설정치이하일 경우 배출공기가 여과기를 

통해 외부환경으로 배출되도록 유로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배출공기의 방사능준위가 설정치 이상일 경우 경보를 울리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3} 환기계통에 대한 기준 

급기계통 빛 배기계통에 대한 세부요건둥을 종합해볼때 환기계통에 대 

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큐정할 수 있다. 

。 환기계통은 처분시설의 정상운영시 및 사고상태시에 작엽종사자는 

물론 일반대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야 

하며， 외부로 방출되는 배출공기는 허용기준치 이하일것. 

o 화재나 지진과 같은 사고시에도 환기계통기기의 운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통의 운전 및 보수기준 

가. 운전기준 

1) 정상운전 

급기 및 배기송풍기는 정상운전시 계속 운천되며 예비송흉기는 가동 

중인 송몽기의 고장시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제 

어실 (Control room)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비정상운전 

지하실내의 사고등으로 인한 비정상상태에서도 급기 빛 배기 송풍기 

는 계속 운전되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경우에도， 비상천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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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기송용기 만이라도 가동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급기배관의 댐퍼 

는 열려있어야 한다. 

나. 보수기준 

송풍기와 부속기기 공기의 역류없이 어떠한 보수유지나 수리도 가능 

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송풍기， 댐퍼， 덕트 동은 서로 완전히 격리 

되어 동종의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교체될 수 있어 

야 한다. 방사성 측정기기는 정기적으로 신뢰성있는 관련기관의 검증 

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고효율여과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압력강하와 

여과효율을 현장시험 힐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밀터 장착부 

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스켓과 밀봉부를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 

록 설치되어야 한다. 

6. 미국 콜롬비아 고원 현무암 Site의 현황 

가. 개 요 

미국 DOE에서 1970 년대 후반에 콜럼비아고원 (Columbia plateau)의 현 

무암(Basalt)충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실시한 예비개념설계 결과를 수록한 RHO-BWI-CD-35(TI90 005930)에 

수록된 내용중 환기계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고준 

위폐기물을 처분하기위한 처분장의 설계이므로， 실제 국내에 건설될 중 

저준위 처분장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지하동굴처분 

이라는 개념은 통일하며，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가능하변 국내처분장에 

적용될 수 있거나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였다. 

나. 환기계통의 설계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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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계통(Heating과 air conditioning을 포함하여 )의 설계는 관련규정 

(여기에서는 HPS-SDC-5.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환기계통은 작엽 

종사자의 호흡에 적당하고， 냄새를 제어하고， 기기를 냉각시키고， 가연 

성 연무를 희석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흐름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취급지역에서는 방사성기체 액 

처1. 또는 입자(분진)둥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지역은 적당한 감 

압을 유지하고，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제어하고，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 

는 시설 (containment barrier)을 마련하여 방사성핵종의 환경으로의 유 

출을 방지하고， 대중과 작업종사자에 대한 분진으로 부터의 방사선피폭 

에 ALARA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기시설과 기밀문(isolation 

door)들은 비정상상태에서도 방사성물질의 확산방지 (confinement) 가 보 

증되도록 설계되고 시험 (test)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환기계통의 설계는 ERDA 76-21 과 다음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o 2단계의 HEPA필터 여과는 수리에 대비하여 한 시스템에 최소한 2 

열병열의 뱅크를 갖추어야 한다. 필터의 설계율(design rating)은 

팔터제조업자의 기준(1" water gage drop)의 80 를 넘어서는 안된 

다 HEPA필터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pre-filter가 있어야 

한다 HEPA필터는 화재와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o HEPA필터와 이 설비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압력캉하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공기흐름을 조절하는 설비가 있어야한다. 환기시설 

의 제어와 유량조절을 위한 기준은 Hanford standard를 적용한다. 

o 공기매출 송풍기의 수는 하나의 송풍기가 정지하여도 설계상의 

최고풍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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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O 배출송풍기의 예비동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연돌(stack)의 

시료채취， 연롤측정기， 계측기， 계측기용 공기압축기 동을 위한 

예비동력도 준비되어야 한다. 

o 필터는 오염관리기술(contamination control technique)을 이용하 

여 수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또한 필터 

룸(room)은 필터를 쿄환하는 동안 부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류(down stream area)측 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송풍기와 댐머， 덕트기기들은 서로간에 

완전히 격리되어 안전하게 교쳐l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배기는 굴묵을 통하여 배출되며， 굴묵에서는 유량측정과 연속적인 

시료채취와 측정， 측정결과의 기록이 행하여 진다. 시료채취는 

ANSI N13.1 과 DOE MC 6301. 그리고 RHO - MA - 139 

.’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를 적용한다. 각각의 필터 

룸은 배출공기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기 

기는 주기적으로 관련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HEPA필터 뱅크로 통하는 덕트의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웅축수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로 보온되어야 한다. 

다. 환기계통의 설계 

1) 가정사항 

처분장에서 필요한 공기유량의 합리적인 추산을 위하여， 운전형태와 

큐모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규모추산을 위한 주요 가정사항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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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분장은 처분장의 건설과 처분작업이 병행되는 처분장 이다. 

。 두개의 독럽된 공기흐름을 이루는 환기계통이 필요하다. 하나는 

글착작엽지역( deve 1 opmen t , m i n i ng )을 위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폐기물의 처분(empl acement) , 윗채움(backfi 11 ing) , 처분후 갇시 

(monitoring) 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위한 것이다. 

o 굴착한 바위(버럭)는 전기를 통력으로 하는 퀘도 (rai 1 )차로 반출 

한다. 

。 굴착， 버럭처리， 폐기물운반， 되떼우기 등의 모든 휠동에 사용 

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지하갱도 작엽에 사용되는 기기를 사용하 

고， 운영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갖도록한다. 

。 상세한 공기량의 산정에는 각각의 작업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2) 일반사항 

환기설비의 배치설계는 처분장 내에 두개의 독립된 공기흐름을 유지 

해야하는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분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굴착구역의 환기계통은 압력을 높여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 

식을 사용하고， 폐기물 취급구역의 환기계통은 압력을 낮추어 배 

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굴착구역이 폐기물 취급구역보다. 항상 

높은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치방식에는 다음과 같 

은 이점이 있다. 

O 누설된 공기는 언제나 오염도가 높은 공기흐름 쪽으로 흘러간다. 

。 사고로 인하여 어느 한쪽계롱의 송풍기가 정지하더라도， 압력차 

가 계속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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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원과 불자운반 통로에서의 공기흐름에서 HEPA필터를 거쳐 처분 

작업 통로로 공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배치를 단순화할 수 있 

다. 

o 공기흐름이 폐기물 취급지역과 버럭반출통로로 향하는 단순한 것 

이 된다. 환기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6개의 독립된 구역의 운 

영상태를 가정하여 이루어지며， 이들 작업의 진행상태에 따라 조 

정된다. 

。 굴착개시 (development)단계 

이 단계에서의 공기흐름은 그림 3과 같은 형태가 된다. 

o 굴착(mining)단계 

이 단계에서의 공기흐름은 그립 4와 같은 형태가 된다. 

o 처 분준비 (preparation)단계 

이 단계에서의 공기흐름은 그립 5와 같은 형태가 된다. 

o 처분(emplacement)단계 

이 단계에서의 공기흐름은 그림 6과 같은 형태가 된다. 

o 윗채움(backfi Iling)단계 

이 단계에서의 공기흐름은 그럼 7과 같은 형태가 된다. 

o 감사 (monitoring) 단계 

윗채움이 끝난 통로는 환기덕트도 철거되고 통로도 봉쇄되나 

처분장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감시 (monitoring)를 위하여 접 

근이 띨요한 곳은 약간의 환기 (25 ， 000 cfm/통로)가 필요한 경우 

도 있다. 

3) 계통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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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공기는 방사성준위가 낮은 곳에서 。 처분장내 

한다. 

o 환기계통의 설계는 정상운전상태에서 항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비정상 정상 빛 것인가는， 여과단계률 몇개로 할 o 공기배출계통의 

얼마나 양이 또는 독성물질의 상태에서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생 

규제기준과， 정책적인 입장 동을 고려하여 결 될 것이가를 분석하여， 

정한다. 

o 구획설정의 원칙은 오염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사고(vent of design 

basis accident)의 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한다. 

기록 온도， 방사성준위(관리구역)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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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압력차， o 환기계통에는 유량， 

-- -- -- ---- -------------

Air Retum t .. Roil Houloge 
Orift on the Pπvious Ponel 

ε
u
 g
。
。
。-Ill-

, ·
s。
-
-
-

AX Oelivered t? ‘ 
Heodings by Oucting / 

3. 굴착개시 (development)단계의 공기흐름도 

68 

그림 



Heodings / 
Ventilated by 
Oucting 

---- ---- -- --‘ -------------
--------------- -’ L ________ _ 

그림 4. 굴착(mining)단계의 공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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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측기 및 기록장치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들 기기는 비 

정상상태에서도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공기의 공급， 배출 및 여과장치의 구성기기들은 교체와 보수유지가 

가능 하도록한다. 특히 다증설비는 운전중에도 보수유지가 가능하도 

룩한다. 

。 지하처분장의 환기설비는 급기용 송풍기와 배기용 승풍기에 의한 

push-pull운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정상운전시에 pre-fi 1 ter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배출공기는 지하갱도의 끝에셔 덕트를 사용하여 이틀어내 배출한다. 

o 송풍기를 차단하는 댐페는 탬띄의 즈작으르 인하c: 암력의 파등을 

잊으키지 앙도록 설계한다. 

。 계속적으르 공기공긍유량을 측정하여 미리설정된 죄저유량에 미치지 

뭇하띤 경보가 을라도록 한다. 

o 급기용 숭용기를 필요시에는 급기를 중지하고 펄터 (HEP.-\)를 퉁하여 

지하처분장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용 송풍기로 전용혈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환기계통은 방사성 부유분진의 이동율 제어하고. 앙사성물질이 환경 

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벽이 되며. 착엽자나 일반대중이 방 

사성 부유분진으로인한 피폭에 ALARA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환기계통은 정상 또는 비정상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의 확산방지가 

확설하케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고 시험한다. 

。 갱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갱내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냉각 또는 가 

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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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하작엽자는 차량내의 공기조절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intake shaft에셔 산션한 공기를 공급받는다. 

。 굴착(mining)갱과 되메우기 (backfi 11 ing)갱은 굴착초기나， 되메우기 

같단계를 채외하고는 분리된 급기덕트와 배기덕트를 필요로 한다
. 

o 지상에 설치된 송풍기는 배기되는 공기률 대기중에 낼리 분
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내에 설치해야 한다. 

。 보조송풍기는 요구되는 용량을 충분히 헛받침 (back-up)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용 동력은 송풍기가 필요로하는 동력을 언제나 확실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o 폐기물 취급지역의 압력은 언제나 글착지역의 압력보다 낮아
서 사고 

르 언한 공기누출(air-lock이나 기타 경로률 퉁한) 이 없도륙 해야 

한다. 

o 최소 소요공기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작엽자 1 인 200 scfm(5.7m3/min) 

- 디 첼 엔 진 1 bhp(brake horse power) 125 scfm(3.5m3/min) 

- 수명갱도 연척당{ft2 } 60 scfm(1.7m3/min) 

(실제로 굴착작업장의 경우는 디젤기관의 배기를 환기하는데
 필요 

한 환기소요량이 크기 때문에 작영자로 인한 환기소요량은 무
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수가 많다) 

o 공기유숙 

- 작엽지역(최소치 ) 60ft/min(0.3 m/sec) 

- 견인통로 60-300 ft/min(0.3-1.5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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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유입구 300-600 ft/min(1.5 - 3 m/sec) 

- 작엽자 출입용 수직통로(최대치 1 ， 500 ft/min(7.6 m/sec) 

- 기타 수직통로(최대치 2 ， 500 ft/min(12.7 m/sec) 

o 공기온도 및 비교습도(RH) 

- 작업지역(최대) 

(정상) 

- 일시체류지역(최대) 

80o F(270 C) , 100% RH 

(TDB 47참조) 

90o F(32o C) , 100% RH 

( 정 상 (TDB 47참조) 

- 비상사태(최대1l0oF( 43o C), 100% RH 

o 최대허용분진량 2.0 mg/m3 

(마스크 없이 호흡할 수 있는 분진농도) 

。 이상과 같은 설계지칩은 설계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요건에 따라 구성된 환기계통의 구성설례는 그립 8과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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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배수계통 

1. 개 요 

대부분의 방사성핵종이 지하수률 통해 지하환경으로 유출되므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문제는 지하수의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지률 선정할 때 수리지질학척 영향이 가장 척은 곳을 선택하며， 

처분장 내부에는 처분된 폐기불과 지하수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 

공방벽둥을 설치해 최대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공학적 방벽을 이용한 천 

충처분의 경우는 지상에 적절한 배수설비와 처분된 폐기물 주위에 척절한 

인공적인 불투수충을 마련하는 것으로 처분된 폐기불과 지하수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기계장치를 포함한 별도의 배수설비계통을 필요로 하 

지 않으나， 동굴처분의 경우는 처분체가 지하통굴내에 위치하고， 단위 처 

분장의 운영이 수십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처분작 

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이용한 배수계통 설비 

가 필요하다. 배수계통은 동굴내에 지표수의 침입율 방지하고 침투한 지 

하수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용기에 첩촉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로서 다음 

과 같은 특정을 가져야 한다. 

- 지표수 범람으로 인한 처분장 침수 방지 

- 지하수의 누수 방지 

- 지하수 폐기물 용기의 첩촉 방지 

- 지하수의 수집 및 처리 

2. 배수계통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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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지표수 범람이나 빗물에 의해 처분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 

하동굴처분의 경우는 처분장이 지하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므 

로 지하수의 암반내 확산에 의한 침투로 인한 작어방의 곤란을 방지하 

고， 지하수의 침투와 강우시 빗물의 스며듬에 의한 물과 처분된 폐기물 

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물에 

악하하는 것을 방지하며 유입된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물과 접촉하기 전 

에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하처분장에서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신체 세척수 및 기타 펀 

의용수 등의 배수가 필요한 물이 발생한다. 이률을 처분장내 척당한 

위치에 설치된 집수정 (sump)에 수집한 후 적절한 방식의 배수설비률 사 

용하여 지상 처리시설로 보내어 척절한 처리를 거친후 환경으로 방출하 

는 역할을 한다. 

나. 구성기기의 기능 

1) 집수정 

집수정은 처분장으로 유입된 물이 한데 모아 펌프를 이용하여 위부 

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 저장기능을 갖는다. 

2) 집수정 펌프 

집수정 펌프는 처분장으로 유입된 물을 지상설비로 배출해 내는 기능 

을 갖는다. 

3) 집수로 빛 집수관 

처분장으로 유입된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 

4)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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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정에 설치된 배수펌프와 지상처리시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지상처리시설 

지하처분장에셔 배출된 배수률 외부환경으로 방출하기 전에 방출에 

척합하도륙 물리척 화학적 처리률 하는 시설이다. 

6) 방사능 분석장치 및 방사능 처리시설 

지상처리설비로 보내진 처분장 배수률 환경으로 방출하기천에 시료 

를 채취하여 방사능 분석장치를 통하여 분석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처리후 방출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 계통의 분류 

처분시설의 배수계롱은 일반척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염인 안 

전관련계통 (Safety Class)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배 

수계통은 환기계통과 함께 지하처분장 시설에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계통이다. (따라서 배수계통 역시 포콸적인 관점에서 전체처분 

장의 계통분류률 어떻게 할 것인가 ? 하는 원칙과 함께 논의되어야 힐 사 

항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처분장은 일단 처분이 시작되면 폐쇄시 까지는 

건조상태률 유지하여야 하므로 배수시설의 기능이 집수정의 여유용량 이상 

으로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4. 배수계통의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1) 지표수 범람으로 인한 처분장 침수 방지 

지표수 범람이나 빗물에 의해 처분장이 침수되는 컷을 방지하기 위 

80 



해 공학척 방벽을 이용한 천충처분의 경우 처분장 부지는 최대홍수시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 시킨다. 지하동굴처분의 경우는 처분장 입 

구가 최대홍수시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처분장이 해안에 

위치할 경우 처분장의 입구는 만조시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태용， 해일 등의 영향으로 수면이 비 정상적으로 높아 

지는 경우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표수가 처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장 주위에 척절한 배수로률 만들어 주며 유입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처분장은 최초의 폐기물처분 이후 

처분장 폐혜시까지는 폐기물 처분지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어야 한 

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배수설비의 성능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2) 지하수의 누수방지 

처분장은 일반적으로 공학적 방벽율 이용한 천충처분의 경우， 지하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하수의유동에 의한 직접척인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동굴처분의 경우는 처분장이 지 

하수면보다 낮은곳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하수의 암반내 확산에 의한 

침투가 필연척으로 발생하게 되며， 또한 처분장 건설시 기반암에 균열 

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균열부위를 통해 지하수가 누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암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균열율 통하여 지하수가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에 비투수성 물질을 이용하여 밀봉처리 동의 방 

법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와 폐기물 용기의 접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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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척 방벽율 이용한 천충처분의 경우는 지하수의 흐름에 의한 지 

하수와 폐기물 처분체의 접촉은 예상되지 않으나， 모세관현상에 의한 

지하수의 침투와 캉우시 빗물의 스며듬에 의한 불과 처분된 폐기물과 

의 접촉율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의 불투수충 (진흙， 콘크리트， 

아스팔트 둥율 이용한 방벽)율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물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하통굴처분의 경우는 동굴내 지하수의 누수가 예상되는 곳은 밀봉 

처리 하더라도， 기반암을 통한 지하수의 확산현상으로 인해 처분장 내 

로 누수되는 지하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불과 

접촉하지 않도록 처분동굴 벽에는 누수유도관율 설치하고 처분동굴 천 

정에는 누수유도션반둥율 설치하여 처분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유입된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물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유입된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물과 접촉하기 전에 외부로 배 

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배수 수집 빛 처리 

지하동굴처분에서는 지하처분장에서 기반임율 통해 누수되는 지하 

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신체 세척수 및 기타 연의용수 퉁이 배수가 

필요한 물이 발생한다. 이툴 모든 배수가 훨요한 물은 처분장내 척당 

한 위치에 설치된 집수정에 수집한 후 적절한 방식의 배수설비률 사용 

하여 지상 처리시설로 보내어 척절한 처리를 거친 후 환경으로 방출하 

여 처분장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집을 위 

한 집수정， 배수셜비， 처리시설 동은 가능하면 발생원 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처리에 면리하나 반드시 분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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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율 위한 처분장 천체의 배수 수집계획과 수집관 및 처분장 바탁의 

경사도 동은 시셜 천체의 운영계획과 배수 발생량에 맞추어 결정되어 

야 한다. 배수 발생량의 추정은 세척수나， 편의용수 둥은 시설의 운 

영계획과 유사시셜에서의 발생량율 감안하면 추정하기 어렵지 않으나， 

지하수의 침투량율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일차척으로는 지질적으로 

나 구조척으로 유사한 광산， 터낼 둥의 굴착경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하처분장의 굴착과 건설 

시 얻어진 지하수발생에 관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 처리시설에서는 시료채위를 통해 처리경로를 결정하고 처리후 

연속적인 시료채취 빛 계측을 통하여 방출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기준에는 방사성물질 농도 이외에도 환경보 

천법상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구성기기의 설계기준 

1) 집수정 

- 집수정은 가능하다면 단순지하수， 세척수， 위생용수를 분리하여 설 

치하는 것이 배출천 처리에 편리하나， 분리설치 여부는 각각의 앙과 

배출용 배관의 길이， 운영계획 동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 

할수 있다. 

- 집수정의 크기는 처분장에서 바생하는 배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략 유입수률 하루 (24시간)정도 저장할 수 있는 유효 청장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집수정은 유입된 물을 배출해 집수정 펌프가 설치될 수 있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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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가져야 한다. 

- 집수정의 위치는 처분장내의 모든 지하수가 중력에 의한 흐름에 의 

하여 모일 수 있도록 처분장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집수정의 수는 처분장 운영게획에 따라 척정한 수률 셜치하여야 한 

다. 

- 집수정은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률 가장 효과적으로 수집힐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 집수정 유효용량은 최대발생 배수량을 기준으로 대략 24시간동안 발 

생하는 처분장 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어야 한다. 

2) 집수정 펌프 

- 접수정 펌프는 처분장으로 유입된 물율 지상설비로 배출해내는 기능 

율 갖는다. 

- 집수정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출하는 액체의 륙성 배출거리， 필요한 

수압， 배수량 퉁를 고려하여 척절한 형태와 채질의 것을 션정하여야 

한다. 또한 펌프장의 환경이 습도가 높고 침수 우려가 있는 점 둥 

을 고려하여 척절한 모터률 션정하여야 한다. 

- 집수청 펌프는 미리 설정된 집수정의 수위에 의해 운전과 정지를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집수정 펌프는 지진과 같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집수정 펌프는 하나의 펌프가 고장 퉁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동을 정 

지하여도， 계획된 배수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셜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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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정 펌프는 교체나 수리가 용이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펌프가 동시에 기능을 잃지 않도록 물리적 

으로 격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고시 집수정이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용량 

율 갖어야 한다. 

3) 집수로 빛 접수관 

- 처분장으로 유입된 유입수는 집수로나 집수관을 통하여 집수정에 모 

이게 된다. 모든 집수로나 집수관은 적절한 경사를 주어서 중력흐 

름에 의하여 배수가 집수정에 모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처 

분장 운영기간율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교 

체 및 보수유지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집수로는 처분장 양쪽 측면에 따라 설치하며， 모래， 자갈과 같이 배 

수가 잘되는 재료를 이용한다. 

- 집수로 및 집수관에는 일정한 경사를 주어 자연적으로 집수정에 배 

수가 수집되도록 한다. 

- 배관의 설치는 동일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인하여 천체의 기능이 마 

비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배관은 따손시 신숙한 북구가 가농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배수관 

- 배수관은 배수펌프의 압력에 충분히 견틸 수 있어야 하고 배수관율 

통한 역류현상이 얼어나지 않도록 셜계되어야 한다. 

- 배수관은 처분장 운영기간과 처분장내 환경을 고려하여 부식에 견틸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고 교체 및 부수유지가 용이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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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야 한다. 

- 배수관을 작업차량 동과의 충골로 언한 파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 

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관은 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다면 단일관로 보다는 다중설비 개 

넘에 의한 복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지상처리시설 

- 지상처리 시설은 지하처분장 배수를 검사하여 방사성물질 농도 및 

기타 유해물질 농도가 방류허용치 이하인 경우 방류하고， 이들의 농 

도가 방류허용치 보다 높은 경우에는 척절한 처리를 거쳐 방류허용 

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지상처리 시설은 지하처분장 배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지하처분장은 처분작업이 시작되면 배수작업을 처분장 폐쇄시까지 

중지할 수 없으므로 보수유지 둥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정지되는 일 

이 없도록 셜계되어야 한다. 

- 지상처리설비는 환경관리법상의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에도 위배되 

지 않는 방류농도률 유지할 수 있도록 휠요한 경우 생물화학적 처리 

퉁이 가능하도록 (주로 세척수， 편의용수 퉁이 대상이 된다. ) 설계 

되어야 한다. 

6} 방사능 분석장치 

- 방사능 분석장치는 연속적으로 시료채취와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 륙히 방류전 측정에서 허용농도 이상의 방사생 준위가 측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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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륙시 방류가 정지되고 경보가 울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타사항 

모든 구성기기는 계통의 유지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정천 동으로 인한 동력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배수계통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동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지하수와 세척수 및 연의용수를 분리하여 수집하고 배출하는 경우에 

는 비하수는 방사성물질이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소방용수나 냉 

각수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5. 계통의 운천 빛 보수기준 

가. 운전기준 

1 ) 정상운전 

가) 집수정 펌프 

처분장내의 모든 지하수가 중력에 의한 흐름에 의하여 집수정에 

모인다. 칩수정 펌프는 칩수정의 수위가 지정된 고수위에 이르면 

자통척으로 작동하고， 지정된 져수위에 이르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나) 지상처리 시설 

지상처리 시설은 지하처분장에서 펌프에 의하여 배출된 배수를 

검사하여 방사성물질 농도· 및 기타 유해물질 농도가 방류허용치 이 

하인 경우 방류하고， 이들의 농도가 방류허용치 보다 높은 경우네 

는 적절한 처리률 거쳐 방류허용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한다. 

지하수와 세척수 빛 편의용수를 분리하여 집수하고 배출하는 경 

우에는 지하수는 방사성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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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유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냉각수 등으로 활용하거나， 그대 

로 환경으로 방출한다. 이 경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방류허용치 

보다 높으면 비정상운전에 해당한다. 

세척수 및 핀의용수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 

물화학척 처리동을 통하여 세제， 우기물질 둥을 제거한 후 환경으 

로 방출한다. 

다) 방사능 분석장치 

방사능 분석장치는 연숙적으로 시료채취와 측정이 이루어 지며 

측정결과가 기록된다. 측정결과 방사능 농도가 미리 셜정된 한계 

치률 념으변 경보를 발하고 해당 계통의 방류를 중지 시킨다. 방 

사능 분석장치는 주기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정된 공인기관의 성 

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정상 운천 

가) 집수로 빛 집수관 

지하처분장에서 배출되는 배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명상시 보 

다 증가하면 혜기물의 일부가 지하수와 접촉하여 누출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그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집수정 혐프 

집수정 펌프를 계속 가동하여도 집수정의 수위가 계숙 증가하여 

집수정의 수위가 지정된 최고 수위를 념어서면 비정상 운전상태가 

된다. 이 경우 경보를 발하고， 예비용 펌프를 가동시키고 원인을 

따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다)지상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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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배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방류허용치률 넘게되면 방사 

생 물질 제거장치를 가동하여 방류허용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를 소방용수나 냉각용수로 사용할 수 없 

다. 

나. 보수기준 

펌프， 배관 및 부속기기는 어떠한 보수유지나 수리도 가능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펌프， 발프 등은 서로 완천히 격러되어 동종의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성 

측정기기는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관련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6. 기타사항 

지하처분장은 처분이 시작된 후 처분창 폐쇄시까지는 처분장내가 물에 

침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처분장 운영과 확장을 위한 굴착율 병행할 때에 

는 발파풍의 작업으로 인한 대량의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처분장이 침수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비책 없이 

처분장 운영과 확장율 위한 굴착을 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쳐분장 

의 위치가 해변이나 호숫가에 위치하여 대량의 바닷물이나 호수물이 유입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7. 미국 콜롬비아 고원 현무암 Site의 현횡 

가. 개요 

지하처분장 배수설비계롱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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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굴착， 윗채움 둥)에 적합하고 기기의 작동에 적절한 정도의 건조 

도를 유지한다. 

。 처분장에서의 작업이나， 사고 또는 결함이 있는 처분용기와 지하수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된 물을 제거한다. 

(배수설비의 규모는 지하수의 침투량 및 처분장의 굴착 및 운영에 사용 

되는 물의 양과 관계된다. 수리지질학적 구조는 잠재적인 유량율 명가 

하여 배수설비의 유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나. 지하수의 침투 

현무암(Basalt)충의 수리지질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하수 

유입량의 추산은 매우 추상적으로 수행되었다 Columbia River Basalt 

는 균일하고 수명방향으로의 지하수 흐름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추 

산되었다. 

여러가지 지하굴착공사에서. 얻어진 지하수 유입에 관한 경험을， 굴착정 

도와 시간에 따른 지하수유입량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립 9와 같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반굴착 개시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유입량은 

최고치를 나타낸휘 갱도가 길어짐에 따라 어떤값에 수렴하는(asymtopic 

value) 경향이 있다. 

지하수 유입량이 이와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shaft가 굴착된 직후에 암반내의 체류수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 

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지하수 유입 량 곡선이 Columbia River 

Basalt 처분장에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처분장에 

서도 초기에 대량의 굴착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쳐분장의 지하수 

유입예상량의 추산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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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tON 
(PLAN AREAI 

WATER 

’N'LOW 

WATER 
INFLOW 

------....-

----- -• 

EXCAVATtON 
/ (PLAN ARE.\' 

TIME 

그럼 10. 지하굴착시 시간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의 변화도 

。 처분장 암석충의 지하수 흐름은 일정하고 침투율은 10- 9
m/sec 이며 

침투거 리는 120 - 150 ft 이다. 

o 암반내의 소규모 균열 동은 지하수의 유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 

처리 한다. 

o 암반의 큰균열과 처분장 갱도가 교차하지 않는다. 

o 처분장에의 지하수 유입량은 Darcy ’ s law에 의하여 추산한다. 또 

한 최대 지하수유량은 명균유량의 2배로 추산하였으나 굴착중 물 

을 많이 함유한 지역을 관통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유량이 크게 증 

가할 수도 있다. 

91 



다. 처분장 배수의 보조설비 

지하처분장의 배수를 하는 보조적인 설비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사 

용되고있다. 처분장 굴착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처분내로 스며드 

는 지하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처분장 굴착전에 시추공을 뚫고 

물을 미리 지거하는 방법과 시추공율 이용하여 균열부분을 미리 메 

워 방수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분장굴착 후에 사용하는 방법으 

로 지하수가 침투하는 구역에 별도의 배수용 통로를 설치하거나， 시 

추공을 뚫어 배수하는 방법 둥이 사용될 수도 있다. 

라. 방사성 액체폐기물 

지하처분장 내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불율 수집하고 시료률 채취하여 유 

해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있는지률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오염이 발견되면 수집하여 지상에 있는 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 

운반방법은 지상처리시설 까지의 거리에 따라 운반탱크나 배관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들 탱크나 배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펌프는 누설방지 또는 누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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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계측제어계통 

1. 개요 

계측제어계통은 처분장의 정상운영 및 사고시 처분장 내를 안전한 상태 

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계측제어계통은 제어실 (Contr‘01 room) , 동작 제어· 측정용 케이블 

(Operation , control and measuring cables) , 고장신호 시스템 (Fault 

signal system ), 천원 (Power suppl y) ,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맞 감시 

시스템 (Cental programable control and su야rvi sory system) , 운용빌딩과 

사무실， 명령빌딩 사이의 신호(Signal between operational building and 

office , wordshop building) , 하역장 운반수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 

선(Outer connections for remote control of terminal vechicle) , 통신 

빛 경보시스템(Telecommunication and alarm systems)으로 분류하여 기술 

하도록 한다. 

2. 계측제어계통의 기능 

가. 일반사항 

계측제어계통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통은 제어설， 동작·제어· 

측정용 케이블， 고장신호 시스템， 전원，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빛 

감시 시스템， 운용빌딩과 사무실· 명령빌딩 사이의 신호， 하역장 운반수 

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 통신 빛 경보시스템으로 구분한다. 

나. 주요시설 및 구성기기 

1) 제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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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신호 시스템 

처분장내의 설비 혹은 기기의 고장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경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천원 

천원은 처분장의 정상 빛 이상 운영시 휠요한 부하에 전력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다중 결선되어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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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빛 감시 시스템 

처분장 내의 모든 상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처분장 폐 

쇄시까지 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요기기는 다음과 같다. 

o Programable Logic Controller 

o Central Processing Unit 

6) 운용빌딩과 사무실‘ 명령빌딩 사이의 신호 

처분장의 운영에 필요한 신호설비로 각 시설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신호설비를 말한다. 

7) 하역장 운반수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 

하역장의 문 흑은 크레인 둥의 원격제어를 위한 배선으로 이는 처분 

장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결선이 된다. 

8) 통신 빛 경보시스템 

처분장 내의 전반적인 감시와 원격제어장비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기기가 필요하 

다. 

o 케이블 망(Cable net) 

o 국선 빛 외선전화 회로망 (lnternal and national telephone 

network) 

o 직원 위치검색 시스템 (Staff location system) 

o 확성설비 (Loud-sperker installation) 

o 시 계설비 (Clock installation) 

o 처분장 감시 시스램 (Site supervision system) 

0 텔레비천 감시 (TV-supervision) 

95 



o 래디오설비 (Radio equipment) 

0 쿄통신호 시스템 (Trafic control system) 

3. 계측제어계통의 분류 

계측제어계통은 제어실， 동작-제어-측정용 케이블， 고장신호 시스템， 천 

원，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및 감시 시스랩， 운용빌딩과 사무실， 명령 

빌딩 사이의 신호， 하역장 운반수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 통신 

빛 경보시스템으로 분류한다. 

4.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제어계통은 신뢰성있는 디지탈제어계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계 

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로 증복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계통은 사람의 설수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 

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한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 검토하여 상황을 판단 

하고 조치 할 수 있도록 expert system을 도입 함이 바람직 하다. 

1) 제어실 

운전원실에 중앙집중식 디지탈제어계통을 설치하여 운전원이 on 

1 ine control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처분장 내의 모든 시설을 원 

격으로 감시하고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기실과 컴퓨터실은 운전 

원설과 같은 공간 내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2) 동작-제어·측정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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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저1어·측정용 케이블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열에 의한 장해 

를 입지않도록 소용의 내열성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내열성능을 확보 

하기위해서는 회로의 종류와 포설장소의 상항에 따라 이에 알맞는 내 

열성의 전션을 사용하든가 불연재료동을 사용하여 내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고장선호 시스멈 

고장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경보하여야 한다. 경보는 소리에 의한 

경보와 빛을 발산하는 경보를 병행함이 바람직하다. 

4) 전원 

전원은 처분장의 정상 빛 이상 운영시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필 

요한 곳에 전력을 항상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하나의 천 

원이 손실되더라도 다른 전원을 사용하여 될수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기준시간동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및 감시 시스랩 

중앙제어 및 감시 시스템은 처분장 내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시설 

및 기기는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자료 수집， 분석 빛 처리가 

산속하여야 한다. 

6) 운용빌딩과 사무실·명령빌딩 사이의 신호 

신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디지탈 시스템을 사용함이 바 

람직하다. 

7) 하역장 운반수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은 크레인 동으로 처리물을 직접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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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로서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처분장 

내의 사고 중 심각한 사고가 되므로 원격제어를 위한 결선은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분장의 폐쇄시까지 그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8) 통신 및 경보시스멈 

가) 케이블 망(Cable net) 

케이블 망은 전력회로와의 간섭을 피하고 사고시에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국션 및 외선전화 회로망 (lnternal and national telephone net

work) 

전화 회로망은 처분장 내 상호간 또한 외부와의 연결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다) 직원 위치검색 시스템 (Staff location system) 

위치검색 시스템은 정상운전시 처분장 내의 사람의 이동을 감시 

하고 비상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하영 펠요한 설비이 

다. 

라) 확성설비 (Loud-sperker installation) 

확성설비는 처분장 내의 인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위한 

장치로 적당한 출력의 기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마) 시계설비 (Clock installation) 

시계설비는 정확한 시간에 약속된 작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 

비이다. 

바) 처분장 감시 시스템 (Site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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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감시 시스템은 처분장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여 그 정보를 

중앙제어실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사) 텔레비견 감시 (TV-super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계롱은 영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래디오설비 (Radio equipment) 

처분장은 지하에 위치하므로 외부 래디오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다. 래디오의 수산을 위하여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자) 교통신호 시스템 (Trafic control system) 

처분장 내를 통행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통제하여 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시스템이다. 

나. 시설 및 구성기기의 설계기준 

처분장 내의 모든 시설 및 기기는 단순성， 신뢰성， 호환성， 보수의 

용이성， 운전자의 면러성， 동일 유형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특 

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기능의 분할， 다중기기의 분리， 내고 

장 기기의 사용， 정확한 신호발생， 자료신호의 다중화(중복)， 고정확도 

기기 사용， 전자따 장해를 받지 않는 시설의 사용， 사용 기기 및 프로 

그램의 표준화 빛 모률화， 기기 빛 시스템의 자기진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계통에는 신뢰성이 있는 다중 디지탈제어계통을 사용함이 바람 

직하다. 

1) 제어실 

정상운전시 처분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하며， 항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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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비상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여 처 

분장을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가)공정제어반 

환기 및 배수계통을 운전하는 공정제어반은 디지탈제어계통과 연 

결되어야 하며， 통신계통과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 

나) 폐기물 취급계통제어반 

디지탈제어계통 및 내외부 통신계통과 연결 되어야 하며， 폐쇄회 

로 텔레비견 조정제어반과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 

다) 전원， 제어 빛 컴퓨터캐비넷 

운전원이 항시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기기가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여l측되는 비상시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제어반 및 판넬(control boards and panels) 

제어반 및 판넬은 이에 부착된 계기류에 의하여 처분장 및 기기 

의 상태를 감시하고， 표시반 상의 표시 동으로 차단기， 개폐기류의 

개폐상태를 알 수 있고 또한 제어반상의 제어스위치로 제어용의 기 

기를 원방조작하고， 보호계전기로서 기기， 또는 전선로의 이상을 

검출하여 선택차단， 경보 등을 한다. 

배전반은 대리석， 강판 및 첼판 동으로 만들어진 반이며， 개폐 

기， 자동차단기， 계전기， 계기 등을 부착한다. 배전반 빛 제어반은 

모양에 따라 자럽개방형， 폐쇄(큐비클)형， 벤치 보드형 퉁이 있다. 

사용전압에 따라 고압용과 저압용이 있고， 조작방식에 따라 직접 

조작형， 원방조작형으로 나누어진다. 개방형은 비쿄적 간단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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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따이프 프레임에 의하여 조 

립한다. 큐비클형은 폐쇄된 첼판 박스 속에 차단기， 변성기， 단로 

기， 계기 동을 장치하고， 전면의 문 또는 내부에 필요한 계기， 단 

전기， 조작용 스위치 동을 설치한다. 이것은 설치면적 및 유지비가 

절약되고 보수가 용이하다. 벤치 보드형은 전력용량이 커서 회로가 

복잡하여지고， 조작용 스위치， 신호퉁， 계기류의 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근래에는 건물의 고충화와 설비 내용의 충실에 의해 신뢰도의 향 

상 및 집중제어가 요구되며， 동력설비의 자동화가 발천되어 여러 

대의 기기 둥에 대한 감시제어기구를 1개의 반에 모은 감시제어반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계통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운전조작시 

는 물론， 보수관리의 견지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감시방 

뱉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전원 표시 

동력 전원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알고 였으면 기기 퉁의 운전 

에 대단히 연리하다. 즉， 천원이 살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기 

가 가동하지 못하면， 운전기구에 어떠한 고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표시는 기기 설치 위치 부근의 조작제어반， 또는 기 

기의 시설 위치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앙제어반에서 램프를 

통하여 행한다. 

(2)운전 표시 

기기가 현재 운전 중에 있는지， 또는 정지 중에 있는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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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이 표시는 조작제어반이나 중앙감시반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보통은 운전상태를 적색램프， 정지상태를 

녹색캠프로 표시하는 2동식이 많이 이용된다. 

(3)고장 표시 

단락사고， 또는 과부하 고장 동 기기 보호계통에 일어난 고장 

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작제어반이나 중앙감시반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보통은 백색램프를 점동하게 하고， 동시에 벨， 부저 

둥에 의한 경보를 통해서 보수원에게 고장 발생을 알린다. 

(4) 램프 점검 

램프를 사용한 표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램프의 단선 

유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램프의 건전 여부를 필요 

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놓으면 편리하다. 

(5) 집중제어 

여러 대의 기기를 운전할 때 기기의 운전 및 제어， 감시를 어 

느 1개소에서 행하는 방식을 중앙집중감시방식이라고 한다. 보통 

은 조작반과 운전 상태를 알기 위한 도시만으로 구성한다. 운전 

자는 중앙감시설에서 기기의 운전 생태를 보면서 운전， 정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조작반 및 도시반은 변전， 

발전설비에 대한 중앙감시반， 화재경보장치의 수신반， 시계의 모 

시계 및 기계설비에 속하는 냉동기반 둥과의 협조를 받아 한 방 

에 시설한다. 중앙감시방식이 되면 감시 대상물에 대한 운전조작 

용 및 감시용 제어선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동력 설비 

시공에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을 다루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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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의 설치 

반의 위치는 운전에 펀러한 곳으로서 기기에 가깜고 또한 

잘 보이는 곳이 바람직하다. 반의 전면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여 반에 취부한 절환 스위치류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반 후면은 반에 대한 문비가 있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설치할 때는 먼저 수준기로 수명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반 밑으로 피트가 있을 때는 물이 틀 

어가지 않도록 첼판으로 덮개를 한다. 

(나) 제어반의 배선 

배선할 때 압착뺀지를 사용하는 것이연 전선 크기와 압착단 

자가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단자와 압착단자의 전 

류용량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또한 반 내에서 기기와 접속하는 개소는 충전 부분의 선 간 

격이 좁은 관계로 선간 단락사고를 야기하는 수가 있으므로 

절연불로 피복한다든가 격판을 넣어 연면거리를 크게 장도록 

유의한다. 

(다) 액면제어 렬레이의 취부 

오수조의 경우 오물이 전극에 걸치면 전극간에 회로를 구성 

하는 수가 있으므로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극은 

오동작의 기회를 일으키지 않도록 3극 보지기 대신에 3개의 

단극 보지기를 사용하고 그 간격도 크게 잡는다. 급수구·배수 

구 둥 수면의 파동이 많은 곳은 전극 지지기를 달지 않도록 

103 



유의한다. 

액면제어 릴레이 본체의 취부는 진동·충격이 많은 장소， 먼 

지가 많은 장소， 고온·다습인 장소 둥을 피한다. 그리고 아황 

산 가스 둥 금속 부분을 부식시키는 개소에서는 적절한 부식 

대책을 강구한다. 

(라) 접지 

동력 설비에서도 대지전압이 높은 수가 많으므로 배션을 보 

호하는 금속 부분， 기계 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빛 철재로 

된 틀 동은 규정에 맞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절연간격 및 연면거리 

@ 다음 표준규격은 교류 또는 직류의 제어기구에 있어 흡습 

성이 적은 것， 또는 습기 흡수에 대하여 적당히 처리된 절연 

물을 사용한 것에 적용한다. 

￠제어기구의 아크를 일으키지 않는 나도전부 각상간 빛 아크 

를 일으키지 않는 나도전부와 이것으로부터 절연되어야 할 부 

분과의 공기 중에서의 절연간격 및 연변거리는 표 8의 값 이 

상이어야 한다. 단 유도 전동기 2차 회로에 사용되는 기구는 

본 표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작·저l어-측정용 케이블 

동작， 제어 맞 측정 케이블은 독립성， 다중성， 간면성， 보수유지 맞 

수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시설하여야 한다. 

배선에는 내열성능을 펼요로 하는 배션과 내열성능을 휠요로 하지 

않는 배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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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어기구의 절연간격 및 연변거리 

허용 최고 절연 간격 [mm] 연면 거리 [mm] 

전 。닙L 

정격전류 정격전류 정격전류 정격전류 

25[A]초과 25[A]이하 25[A]초과 25[A]초과 

가 나 가 나 가 나 가 나 

60 3 4 3 4 6 6 4 4 

125 3 9 3 6 6 9 4 6 

250 5 9 3 6 8 9 4 6 

600 9 9 4 6 12 12 6 10 

900 12 18 

1200 14 20 

2800 20 30 

3600 30 50 

7200 60 90 

[부기] 1.허용 최고전압이란 제어기구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의 허용 

최고한도를 말한다. 

2. 최고 허용전압 600[V] 이하로서 절연되어 있지 않은 금속 케 

이스와 도전부분은 (나)란을， 기타 부분은 (가)란을 따른다. 

나) 터널내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둥과의 이격거리 

터널내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내의 다른 저압 전선(관동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저11203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터널내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별고압 전선이 그 터널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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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선· 고압 전선(관동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 약전류 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터널내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 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언가를 받은 때에는 위의 규정에 따 

르지 않아도 된다. 

다)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둥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 

한 것과 접근하거나 쿄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 배션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또 

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 거리는 10 cm (전선 

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cm)이상이어야 한다. 단만. 저암 옥내 배 

션의 사용전압이 400 V야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 배션과 약전류 전 

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 

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빛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 

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욱내 배선을 목재 볼드 

공사-합성수지 몰드공사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공 

사· 가요 전선관 공사 금속 닥트공사· 바스닥트 공사· 플로어 닥트공 

사 셀룰라 닥트공사 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 닥트공사에 의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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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 욱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 

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옥내 배션을 목재 몰드공사·합성수지 몰드공사·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 볼드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금속 닥트공사· 

바스닥트 공사· 플로어 닥트공사· 셀룰라 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션과 

약전류 전선과를 통일한 관· 볼드· 닥트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 

품 또는 풀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압 옥내 배션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공사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션과 약전류 전선 

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볼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천션과 

약전류 전션을 각각 멸개의 관 또는 볼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에 전션과 약전류 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격액을 시설하고 또 

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션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 배션을 금속 닥트공사·플로어 닥트공사 또는 셀룰라 

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과의 사이에 견 

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닥트 또 

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션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 배션을 부스닥트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동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퉁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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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옥내 배션과의 식멸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 

할때 

(4) 저암 옥내 배션을 부스닥트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륙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척 차폐충을 가지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 배션이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퉁회로의 배션 

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동회로의 배 

션과의 이격 거리는 10 cm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션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cm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깨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욱내 배션과 다른 애 

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션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 쪽의 저압 옥 

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 

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내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욱내 배션과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뭉회로 

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를 6 cm 이상으 

로 하여 시설할 때. 

(다)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저 

압 옥내 배선(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 

다) 또는 관동회로의 배선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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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시설하거나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션이나 관동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 

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장신호 시스템 

계통에 발생한 고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작 제어반이나 중앙 감 

시반상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보통은 램프를 점둥하게 하고 동시에 

벨， 부저 동에 의한 경보를 통해서 감시원에게 고장 발생을 알린다. 

이외에도 램프를 플리커시킨다든지 운전 표시 램프를 플리커 시키는 

동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고장난 시스템이 고장 신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한다. 

4) 전 원 

전원은 신뢰성 및 보수유지 및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은 정상시 사용하는 상용천원이외에 디젤발전기， 축전지동 

의 비상천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 가능한 중앙제어 빛 감시 시스템. 

중앙제어 빛 감시 시스램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또한 운전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사람이 공 

동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expert 

system을 도입합이 바람직하다. 

6) 운용빌딩과 사무실- 명령빌딩 사이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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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의 분혈， 다중기기의 분 

리， 내고장 기기의 사용， 정확한 선호발생， 자료신호의 다증화， 고정 

확도기기 사용， 전자파 장해를 받지 않는 시설의 사용하여야 한다. 

7) 하역장 운반수단의 원격제어를 위한 외부 결선 

시설 및 기기운영의 단순성， 신뢰성， 호환성， 보수의 용이성， 운전 

자의 연리성， 통일 유형외 사고 방지를 고려하여 주요기능의 분할， 다 

중기기의 분리， 내고장 기기의 사용， 정확한 신호발생， 자료신호의 다 

증화(중복). 고정확도기기 사용， 전자파 장해를 받지 않는 시설의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 기기는 자기진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통신 및 경보시스템 

가) 케이블 망 

구내 교환설비 둥의 관로는 션이나 케이블을 안전하게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관은 두께 1. 2 mm 이상의 것일 것. 단， 습기가 많은 장소， 

폭발 등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두께 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나사 접속으로 할 것. 

(2) 경질 비닐관은 주위 온도 60.C 이상의 장소， 심한 기계적 충격 

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유도 동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야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7:l 
/、.

(3) 인접하는 풀박스(이하 rl구간의 관로」라 칭함)의 길이는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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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일 것. 단， 관로가 동일 수명변상에 있고 또한 직선 부분 

만인 경우에는 25 m 이내일 것. 

(4) 수직 관로의 1구간의 수직 높이는 8 m 이내일 것. 

(5) 플러어 닥트의 교차 개소 또는 굴곡부 또는 관을 접속하는 개 

소에는 정션 박스를 설치할 것. 단， 교차 개소가 없는 플로어 

닥트의 정션 박스는 12.5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6) 금속관 및 경질 비닐관의 굽힘 각도는 계측해서 90도 이내일 

커 
/、.

(7) 굽힘 관로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일 것. 단， 

PVC욱내선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노멸 밴드를 사용할 수 있 

다. 

(8) 1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굽힘의 개소는 3개소 이내이고， 그 굽 

힘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내일 것. 단. PVC 옥내선만을 수용하 

는 관로의굽힘 개소는 5개고 이내로 하고， 그 굽힘 각도의 합계 

는 270도 이내로 할 수가 있다. 

(9) 와이어 닥트 등의 굽힘 개소 또는 분기 개소에는 풀 박스를 설 

치하든가， 또는 이에 소용하는 통신용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이 

케이블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이 되는 크기일 것. 

나) 국선 및 외선전화 회로망 

전전자식 자동교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산뢰성과 연리성， 유지 

보수의 간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직원 위치검색 시스템 

각 구획별로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 카드키를 이용하여 통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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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앙의 제어실에서 이를 파악하게 하어야 한다. 

라)확성설비 

확성설비는 주증폭기， 마이크로폰， 스피커， 레코드 플레이어， 와 

이어레스 마이크로폰， 래디오튜너， 테이프레코더 둥으로 구성된다. 

각 기기는 가격이나 성능변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목적과 예 

산에 따라 적당한 기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음향설비의 출력 

스피커에 몇 와트의 전력을 주는가는 주위의 소음의 크기와 들 

리게 하려는 범위가 문제로 된다. 음을 깨끗이 들을 경우， 주위 

의 잡음레벨보다 10 dB 로부터 20 dB 이상의 큰 출력이 필요하 

다. 

(2 ) 명료도와 잔향 

소음에 의하여 명료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잔향시간에 의해 

서도 명료도의 우열리 변한다. 일반 건축의 내부에서는 꼭 잔향 

및 반향이 있으며， 음원으로부터 나온 음은 직접음과 주위의 벽， 

바닥， 천장에서의 반사음이 있다. 

( 3) 증폭기 

확성장치로부터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제외하면 중폭기가 주회 

로이다. 증폭기를 크개 나누면 전력증폭기와 전압증폭기로 된다. 

(4 )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은 음의 에너지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동작원리에 따라 그 출력전압이 진동판의 속도에 비례하는 다이 

나믹형， 진동판의 변위에 비례하는 정전형， 압전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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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피커 

스피커는 마이크로폰과 반대로 전기에너지를 음의 에너지로 변 

환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면 코온형과 호온형이 있다. 

(6) 음향설계 

건물 또는 방의 사용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음향설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된다. 설계시 고려사항은 음향출력과 스피커의 

개수와 배치， 방송실퉁이 있다. 

마)시계설비 

모자식 전기시계는 시각의 표시 이외에 시간을 기준으로 한 모든 

제어기록의 자동화에 사용된다. 모자식 전기시계는 모시계， 자(소) 

시계， 각종 타이머의 조합 빛 전원장치로 구성되어 었다. 

(1) 모시계 

모시계를 분류하면 수정식， 진자식， 동기전동기식 및 터lnλI 0- , 

동으로 나누어진다. 정도는 3계급으로 나누어겨 있으며， 시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모시계는 표준전파로 부터의 시보를 수신 

하고， 자통시각수정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모시계를 수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모시계는 위의 형식 증 가장 정도가 높은 

수정식 l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자시계 

자시계는 유극식과 무극식의 2종류가 있는데， 유극식을 사용함 

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자판의 크기와 관측의 용이함， 방의 넓이 

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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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계의 전원으로는 직류 24 V 가 사용된다. 또한 축전지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동작하도록 설비한다. 전원은 다른 부하와 

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 기기의 배치 

모시계는 직사일광， 진동， 온도변화， 습기， 자기유도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며， 보수점검이 편러한 제어설， 관리사무실이 좋 

다. 

자시계는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바) 처분장 감시 시스랩 

처분장 내의 모든 구역의 감시 및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제어설로 보내져 상황 

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텔레비전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계통은 영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계통은 시스템의 운용시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아) 래디오설비 (Radio equipment) 

래디오설비에는 안테나， 증폭기， 피이더， 정합기， 분배기 둥이 

있다. 배선설계는 간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말단까지 충분 

한 레벨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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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통신호 사스템 (Trafic control system) 

교통신호 시스템은 처분장 내를 오가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진행 및 정 

지 신호를 가시적인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중앙제어반과 

연계시켜 처리함이 바랍직하다. 

5. 계측제어계통의 운전 및 보수기준 

가. 운전기준 

1) 정상운전 

제어설， 고장신호 시스템， 전원， 중앙제어 및 감시 시스템， 운용빌 

딩과 사무실， 명령빌딩 사이의 신호， 통신 및 경보 시스템은 정상운전 

시 계속 가동되며， 경보 시스템은 이상 발생시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는 제어실에서 수동 또는‘자동으로 작똥되어야 한다. 

2) 비정상운전 

처분장 내의 사고 발생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정 

전이 발생한 경우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력을 즉시 공급받아 기능을 유 

지하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통신 시스램은 운용이 되어야 한다. 

나. 보수기준 

동작-제어·측정용 케이블은 보수유지 및 수러가 용이하도록 포 

설되어야 한다. 각 시스템의 교체시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탐지 설비 및 경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관련기 

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설비는 제어실에서 그 상태를 따 

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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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첼 전력계통 

1. 개요 

처분장 내 전기기기들이 필요로하는 전력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시 

스템을 말한다. 345 혹은 154 kV 전압의 전력을 공급받아 변압기에서 강압 

시켜 공급한다. 통신계통은 항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 통신계통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공급전원의 신뢰 

성이 있어야 한다. 조명계통은 일반조명계통， 될수조명계통 및 비상조명계 

통 으로 구성된다. 일반조명계통은 처분장이 정상으로 운용되는 경우 외부 

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며， 힐수조명계통은 유사시 안전운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기위한 전력을 비상발전기로부터 공급 

받으며， 비상조명계통은 비상시 안전운전에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의 조도 

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축전지로부터 공급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력계통은 고전압계통(High vol tage distribl띠。n) • 전력배분(Power 

di stri but i on). 축전지 계통(Battery back-up net). 전력계통 제어 (Power 

system control). 전선 시스템( Cab 1 e sys tems ). 조명 빛 서비스 전력， 비 

상전력계통으로 구분한다. 

2. 전력계통의 기능 

가. 일반사항 

전력계통의 구성은 고전압계통， 전력배분계통， 축전지 계통. 전력계 

통 제어계통， 전선 시스템， 조명 및 서비스 전력계통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전압계통은 직접 송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설비 예를 들면 154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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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154kV 5 ‘,vichyard) 등을 지칭한다. 전력배분계통은 6.6kV 설비 

(6.6kV swichyard) , 380V 계통(380V-net). 220V 계통， 하역장 운반수단 

을 위한 부스바(Busbar for terminal vehicle)설비로 세분되며. 축전지 

계통은 110V 직류 계통(Direct current net 110V) , 24V 직류 계통， 축 

전지 충전용 교류 220V 계통(Battery back-up AC-net 220V)으로 세분된 

다. 전력계통 제어계통은 전력계통을 위한 운전 시스템 (Operating 

system for power systems)을 지칭한다. 전선 시스템은 전력케이블 시 

스템 (Power cable system) , 전선관통(Cable penetrations) , 케이블 포설 

(Cable routings) , 접지 시스템 (Grounding system) , 피뢰설비 

(Lightning protection)로 세분된다. 조명 및 서비스 전력계통은 조명， 

서비스 전력과 비상조명 (Illuminations ， service power and emergency 

i llumination)으로 세분되며. 조명계통은 다시 일반조명계통， 비상조명 

계통 ( 제어실， 스위치기어설. 축전지실 및 위 시설을 연결하는 복도， 

계단 및 승강기 )와 필수조명계통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용천원의 상실 

시 필요한 비상전원계통이 있다. 

나. 구성계통 

1 ) 고전압계통 

345, 154 흑은 22.9 kV 전압의 전력을 공급받아 변압기에서 6.6 kV 

로 전압을 낮추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전설비를 말한다. 

2) 전력배분계통 

가) 6.6 kV 설비 

6.6 kV 전력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들은 변압기， 6.6 kV 스위치 

기어와 보호계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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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80 V 계통 

(1) 380 V 로드센터계통 

6.6 kV 스위치기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변압기에서 380 V로 

전압을 낮추어 380 V 부하 및 모터콘트롤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주요기기로는 변압기， 단로기， 부족전압계전기와 

380 V 스위치기어가 있다. 

(2) 380 V 모터콘트롤센터계통 

380 V 로드센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소내 부하에 전력을 공 

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80 V 모터콘트롤센터계통의 주요 부하 

는 전동기 (100 kW 미만)，간혈척으로 운전되는 전동기 (100 kW초 

과)， 비전통기 부하(100 kW 이하) . 전동기 구동밸브. 전열기， 기 

타 공정제어기. 조명， 동결방지계통， 스페이스히터， 전식방지 설 

비 둥이 있다. 

380 V 모터콘트롤센터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로는 모터콘트롤 

센터， 차단기， 조명， 스페이스히터 유니트， 동결방지 유니트， 보 

호기와 계측기 및 경보기 퉁이 있다. 

다) 220 V 계통 

220 V 계통은 380 V 계통과 유사한 계통으로 동력설비를 제외한 

제반 시설의 전력공급을 담당한다. 

라) 하역장 운반수단을 위한 부스바 

크레인 등의 하역장 운반수단은 전동기로 구동되는 부하는 용량 

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반 전션 및 케이블로는 공급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들 대용량의 부하들은 변압기에서 부스바를 통하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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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하어야 한다. 

3) 축전지 계통 

직류천원을 필요로하는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직류전원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는 충전기， 축천지， 직류배전반과 계 

측 및 보호설비퉁 이 있다. 

가) 110V 직류 계통 

고압의 직류를 사용하는 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으로 교류 220 V 계통에서 정류한다. 

나) 24V 직류 계통 

디지탈 계기 01 

* 전기시계둥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으로 쿄류 

220 V 계통에서 정류를 하여 사용한다. 

다) 축전지 충전용 교류 220V 계통 

비상전원이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통으로 교류 

220 V 를 사용한다. 

4) 전력계통 제어계통 

전력계통 제어계통은 처분장 내의 전력계통의 전반적인 제어를 위한 

운전시스템을 말한다-

5) 전선 시스템 

가) 전력케이블 시스템 

처분장 내의 대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 

야 한다. 따라서 케이블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전선관통 

처분장은 여러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들 구역 간에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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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시에는 벽을 관통하는 것이 될요하다. 

다) 케이블 포설 

전선은 신경망처럼 시설의 내부에 분포된다. 그러므로 케이블 포 

설을 위한 기준 및 운용， 보수의 상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라) 접지 시스템 

전기적 이상이 발생시， 시설 및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 

요한 시스템이다. 

마)피뢰설비 

낙뢰가 발생시 시설 및 기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므로 이를 보 

호하기 위한 설비이다. 

6) 조명 및 서비스 전력 

가)일반조명계통 

처분장의 정상운영시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 

통으로 팔요 조도는 조도기준에 따른다. 

나)비상조명계통 

제어실， 스위치기어실， 축전지실 및 위 시설을 연결하는 복도， 

계단 및 승강기에 사용되는 조명기기에 펠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 

한 계통을 말한다. 

다)될수조명계통 

제어실동의 중요시설에 필요한 조명을 제공하며， 처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명을 위한 계통을 말한다. 

라)서비스전력계통 

항상 사용하지는 않으나， 처분장 내에서 펀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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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이다. 

7) 비상전원계통 

사고동의 이유로 인한 외부 전력공급 증단시， 처분장의 안전유지 빛 

보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비상전원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는 비상발전기와 계측 맺 제어시스템이 있다. 

3. 전력계통의 분류 

전력계통은 크게 고전압계롱， 전력배분계롱， 축전지 계통， 전력계통 제 

어계통， 전선 시스템， 조명 및 서비스 전력계통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전력 

배분계통은 6.6kV 설비. 380V 계통. 220V 계통， 하역장 운반수단을 위한 

부스바 설비로 세분되며， 축전지 계통은 1l0V 직류 계통. 24V 직류 계통， 

축전지 충전용 교류 220V 계통으로 세분된다. 전선 시스템은 전력케이블 

시스템， 전선관통， 케이블 포셜， 접지 시스템， 피뢰설비로 세분된다. 조명 

및 서비스 전력계통은 조명， 서비스 전력과 비상조명으로 세분되며， 조명 

계통은 다시 일반조명계통， 비상조명계통과 필수조명계통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용천원의 상실시 필요한 비상천원계통이 있다. 

4. 전력계통의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전력계통설계시에는 우선 신뢰성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 처분장 내의 

모든 기기 맞 시설이 주로 전력에 의하여 운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계통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행하여야 한다. 연결라인은 

기능을 백엽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 교체시 수월하 

도록 사용 부품을 표준화 모률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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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기기 규격 

1) 고전압계통 

가)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특별고압용의 변압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것 및 교류 

식 전기 첼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만 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 

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특별고압 옥외 배전용 변압기의 시셜 

특별고압 전선로(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저11143조 제1항 

에 유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가지 외에서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는 특별고압 전선에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 

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 전압이 17만 

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만5천 [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 

압일 것. 

(2) 총출력은 1 M\' ,l.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것은 500 kVA) 이하일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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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압기의 륙별고압축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늪 특별고압측의 과전 

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별고압 전선에 접속하 

우
 
’ 켜

。
 

는
 

μ) 변압기의 2차측 천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빛 2차측 전로로부터 

l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척으로 2차측 전로를 차 

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당해 과전류 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4)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 

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전기로 퉁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 

압기. 

(4)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 

압측 권선이 흔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 

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만 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 

압측 권선에 제2종 접지공사(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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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제 l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 저항치가 10 Q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흔촉 

방지만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 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1항 3호의 변압기를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용 설비와 주 

거용 건물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시설용량의 합계가 500 kVA 

를 초과할 때 동력용 변압기는 조명 및 전열용 변압기와 별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라) 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고압용 기계· 기고(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 

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 

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기계· 기구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러 

를 설치하여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 

리의 합계를 5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하다는 내용의 표사를 

송~~ 겨 。r-c /ô ,. 
(2) 기계· 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인하용 절연전션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 

m (시가지 외에서는 4 m )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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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동의 구내에서 기계· 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 

려가 없도록 젖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 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 

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 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한 금속 

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를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 

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 

고압용의 기계 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마) 개폐기의 시설 

전로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각극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저ilI 87조 저11항 제2 

호 단서(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전기설 

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저1]1 89조 제2항(제227조 제1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전 

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션을 가지는 컷의 당해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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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외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및 제어회로 동에 조작 

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 상 

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용 또는 특별 고앙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동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쇄정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 

설하여야 한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 전류를 차단하기 위 

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의 조작을 하는 곳의 보 

기 쉬운 위치에 부하 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 

의 지시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동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부 

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중에 있어서 기계 기구 빛 전선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력배분계통 

가) 6.6 kV 설비 

6.6 kV 전력설비에 필요한 주요기기 빛 이들의 필요규격은 아래 

와 같다. 

o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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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용량 : 처분장 내의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형식 mold type , open ventilated , 옥내용 

- 정격전압 1차 345 혹은 154 kV, 2차 6.6 kV 

- 결선방식 delta - star (2차측 중성점 접지 ) 

- 절연강도 60 kV BIL 이상 

- 임피던스 5. 75% 이하 

- 1 차권선 무부하 랩절환기 :!::2X2.5% 이하 

- 절연계급 B종 이상 

- 권선온도상승 : 주위온도 40.C에서 80.C이하 

o 6.6 kV 스위치기어 

- 형식 mold type , 옥내용 

- 허용온도 ANSI C37.10에 적합할 것. 

- 원격제어 : 부착스위치에 의한 시험이 가능， 원격제어스위치로 

운전가능할 것. 

- 차단기 : 인출， 시험 및 운전 모우드를 구비할 것. 

- 서지대잭 : 인입차단기에 피뢰기， 2차측에 서지억제장치를 부착 

할 것. 

o 보호계전기 

- 형식 : 차동계전기 

- 보조계기 : 동기검정계전기， 부족전압계전기， 상순 및 부족전압 

보호기， 상불명형전류보호기， 로드센터 상과전류보 

호기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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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경보시스템 ‘ 투입， 차단 빚 고장신호램프 둥을 구비할 

커 
/、 • 

나) 380 V 계통 

(1) 380 V 로드센터계통 

380 V 로드센터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 빛 이틀의 필요규격은 

다음과 같다. 

o 변압기 

정격용량 :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비율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 형식 mold type , open ventilated , 옥내용 

- 정격전압 차 6.6 kV, 2차 380V 

- 결선방식 star - star (2차측 중성점 접지 ) 

- 절연강도 60 kV BIL 이상 

- 임피던스 5. 75% 이하 

l차권선 무부하 랩절환기 :::!::2X2.5% 이하 

- 절연계급 B종 이상 

- 권선온도상승 : 주위온도 40.C에서 80.C이하 

0 변압기 l차측 단로기 

형식 및 극수 : 부하개방스위치， 3극 

- 정격전앙 7.2 kV 

- 정격전류 : 부하용량에 따라 결정 

o 380 V 스위치기어 

배전계통 3상 3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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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전압 600 V 

- 차단기 정격전류 . 부하에 따라 결정 

- 접지방식 : 중성점 직접접지 

- 제어 전원 : 직 류 125 V 

- 스페이스히터 정격 60 Hz 240 V 

- 정격차단전류 ANSl C37.13에 따라 결정 

(2) 380 \' 모터콘트롤센터계통 

380 V 모터콘트롤센터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 빛 이들의 필요 

규격은 다음과 같다. 

0 모터콘트롤센터 

- 전압 60 Hz 380 V 3상 

- 수명주모선 정격전류 : 부하에 따라 결정 

- 수직주모선 정격전류 : 부하에 따라 결정 

- 외 함 NEMA type 1 gasketed or type 12 

- 단락용량 : 부하에 따라 결정 

- 동작전압범위 ::t 10% 

- 최소 과도전압 80% 

- 결선방식 - 동력배션 NEMA ICS2, c\ass 11 type B 

제어배선 NEMA ICS2, class Il type C 

o 차단기 

- 전압 60 Hz 380 V 

단락용량 : 부하에 따라 결정 

0 스페이스히터용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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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건식형 

- 정격전압 60 Hz 380/120 V 3상 

o 스페이스히터 

정격전압 240 V 

- 정격주파수 60 Hz 

o 통결방지 유니트용 변압기 

- 형식 : 건식형 

- 정격전압 3801120 V 

^~A . 'l^~ 。， . .:> 。

- 정격주파수 60 Hz 

o 차단기 

- 정격전압 300 V 

- 정격주따수 60 Hz 

극수 4극 

- 형식 : 열동전자식 트립형 

0 보호기， 계측기 빚 경보기 

과부하보호장치 

- 경보표시장치 

다) 220 V 계통 

380 V 계통에 준하여 시설한다. 

라) 하역장 운반수단을 위한 부스바 

부스바는 도체와 덕트 부분의 재료에 따라 알루미늄 도체 강덕트 

(Al-Fe ), 알루미늄 도체 알루미늄 덕트(Al-Al). 동 도체 강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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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Fe) 빛 동 도체 알루미늄 덕트(Cu-Al) 의 4종이 있고， 각각 그 

에 적합한 장소에 사용한다. 부피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는 각 도체 간에 콤파운드를 넣은 절연 버스 덕트를 사용하여 샤프 

트의 면적을 줄여 사용할 수 있다. 

3) 축전지 계통 

축전지는 유도둥과 같이 법적인 것과 서비스엽무나 보안상 필요한 

최저조도용인 비상용전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차단기의 제어용， 또는 화 

재경보장치， 전기시계， 확성장치， 전화교환기용 풍의 전원으로 사용된 

다. 축전지에는 납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가 있으나， 각각의 특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표 9에 각 축전지의 특정 비교를 표시한 

다. 

표 9 축전지의 특정 비교 

::t-τ trj 납축전지 알카리축전지 

기전력 약 2[\/]1개 약 1. 3[V] 1개 

최대방전전류 1. 5C 포켓 2C. 소결 10C 

전기적캉도 과충방전에 약하다 과충방전에 강하다 

기계적강도 약하다 강하다 

충전시간 길다 짧다 

j」L-t-•= 트 • 1EK n} 열동하다 우수하다 
τ까:::.t딩M 10 ......... 20년 30년 이상 

가격 싸다 비싸다 

가)용량 

용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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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어시용량 二 방전전류×방전시간 [AH] 

와트 시용량 = 암페어시용량×방전명균전압 [WH] 

나)수명 

정격용량의 80[%] 의 용량으로 감퇴하였을 때를 천지의 수명으로 

한다. 

다)충전방법 

교류기로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전지전압보다 약간 높은 전 

압을 가하여 충전한다. 

라)배치 

배치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 점검，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야한다. 

마) 축전지설 설정상의 주의사항 

1. 천장높이는 2[m]이상으로 한다. 

2. 내진성을 고려한다. 

3. 충전중 수소가스의 발생이 있으므로 배기설비가 필요하다. 

4. 개방형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조명기구는 내산성으로 한다. 

5. 충전기 및 부하에 가가워야 한다. 

6. 축전지실 내의 배선은 비닐선을 사용한다. 

7. 실내에는 배수설비를 한다. 

바) 110\' 직류 계통 

충분한 용량의 신뢰성있는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여 설비 맞 기 

기에 필요한 직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사) 24V 직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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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계측기 및 전기 시계에 사용되는 전원이므로 전압 리플이 

::!:::0.5 % 이내에 들기 위한 자동전압조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뢰성있는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아) 축전지 충전용 교류 220V 계통 

o 충전기 

- 수량 : 예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입 력 전압， 상수 및 주파수 380 V ::!::: 10 %, 3상. 60 Hz ::!::: 5 % 

- 출력전압， 전류 DC 125 V, 전류용량은 부하에 따라 결정 

- 출력전압조정율 ::!::: 0.5% 이내 

o 축전지 

- 정격 125 V, 10시간 이상， 용량은 부하에 따라 결정 

- 종류 : 납축전지 

o 직류배전반 

내장 차단기 방식 

O 계측 및 보호 설비 

- 직류전압계 

- 직류전류계 

- 직류부족전앙계전기 

- 접지계전기 

교류전압계 

교류전류계 

- 교류부족전압계전기 

- 과전압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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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고장경보기 

- 역전류 검출경보기 

4) 전력계통 제어계통 

계통의 상태확인은 운전조작시는 불론， 보수관리의 견지에서도 대단 

히 중요하다. 감시방법으로논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전원 표시 

천원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으면 알려주는 장치로 조작제 

어반， 또는 중앙제어반에서 램프를 통하여 행한다. 

나) 운전 표시 

계통이 운전 중에 있는지， 또는 정지 중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이 표시는 조작제어반이나 중앙감시반 어느 쪽에 서도 

할 수 있다. 보통은 운전상태를 적색램프， 정지상태를 녹색램프로 

표시하는 2동식이 많이 이용된다. 

다) 고장 표시 

단락사고， 또는 과부하 고장 동 보호계통에 일어난 고장을 표시 

하는 것으로서， 조작제어반이나 중앙감시반에 표시하게 할 수 있 

다. 보통은 백색램프를 정동하게 하고， 동시에 벨. 부저 동에 의한 

경보를 통해서 보수원에게 고장 발생을 알린다. 

라) 램프 점검 

램프를 사용한 표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램프의 단선 유 

무를 점검할 펄요성이 있다. 따라서， 램프의 건천 여부를 필요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놓으면 연리하다. 

마) 집중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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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기기를 운전할 때 기기의 운전 및 제어， 감시를 어느 

1개소에서 행하는 방식을 중앙집중감사방식이라고 한다. 보통은 조 

작반과 운전 상태를 알기 위한 도시판으로 구성한다. 운전자는 중 

앙감시실에서 기기의 운전 상태를 보면서 운전， 정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점이 릅색이다. 조작반 및 도시반은 변전， 발전설비에 

대한 중앙감시반， 화재경보장치의 수신반， 시계의 모시계 및 기계 

설비에 속하는 냉동기반 둥과의 협조를 받아 한 방에 시설한다. 중 

앙감시방식이 되면 감시 대상물에 대한 운전조작용 및 감시용 제어 

선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5) 전선 시스템 

가) 전력케이블 시스템 

전선이나 케이블의 종류에는 절연전선， 코오드， 캡타이어 케이 

블， 고압 케이블， 저압 케이블 및 나전선 등이 있다. 도체로서는 

동(연동 및 경동)，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동 합금 둥이 사용된 

다. 절연체나 보호 피복 재료로서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합성수지 

퉁이 사용되고 있다. 케이블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종류에 따라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나 사용과정에서 사용 목 

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전력 케이블의 사용전 

압과 사용장소를 예시한다. 

나)전선관통 

전선관통은 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빌이 유지 

되도록 관통시켜야 한다. 

다) 케이블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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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 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 인입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10 전력 케이블의 종류와 용도 

며。 i。1 o「t i 。1 주 요 용 도 사용전앙 

폴리에틸렌 EV케이블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므로 600 V 이하 
절연 비닐시아즈 저압에서 특별 고압에 3.3 kV 
케이블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됨. 6.6 kV 

내약품성이 우수함. 22 kV 
33 kV 

비닐 절연 W케이블 600 V 이하인 저압회로에 600 V 이하 
비닐 외장 사용. 

케이블 

부틸고무절연 BN케이블 절연체는 내열성이 우수한 600 V 이하 
클로로I린시이 외에 안정된 성능을 구비 3.3 kV 
1 케이블 하고 있어 광범위한 용도 6.6 kV 

를 가짐. 22 kV 
33 kV 

고무절연 클로로 RN케이블 3 kV 이하의 회로에 사용 600 V 이하 
표린시이 ;z 함. 클로로프런은 내후성， 3.3 kV 
케이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관 

계로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 견덜 수 있음. 

가교 폴리에틸랜 CV케이블 플라스틱 전력 케이블의 600 V 이하 
케이블 대표격이고， 저압에서 3.3 kV 

고압에 이 E기까지 널리 6.6 kV 
사용됨. 22 kV 

33 kV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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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전선로를 관로 인입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 

우에는 견고하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불이 

침입하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통하 

여 순환시키는 경우네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딛고 또 

한 누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갚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 2 m 이상， 기타의 장소에는 60 cm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 

선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어 시설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 

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는 것을 요하 

지 아니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을 차량 기타의중량물의압력을 받 

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 

어 시설하는 경우 

(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증 전선에 콤바인 닥트 케이블 또는 고시 

하는 구조의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특별고압 지증 전선에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 

블을 사용하고 또는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상부 

및 측부를 덮어 시설하는 경우 

때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는 지중 전 

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볼드 동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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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 kι 미만인 경우에 륙별한 이유 

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l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중합의 시설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까)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μ) 지중합은 그 안의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 

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 

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하) 지중합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 

할 것. 

(3)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 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개 압축 가스 또는 압유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 

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를 롱하는 관(이하 이 조 

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맞 아측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 

의 1. 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 25배의 기압)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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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 

(나)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 -응력이 생기거난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대 가압장치에는 압축 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댐) 압축 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애 자동적으로 압축 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난 경우에 암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에 의할 것. 

CD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3kg/cm2 이상인 것과 압력탱 

크의 재료 및 구조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함한 것일 것. 이 

경우에 태료의 허용 웅력은 고시한다. 

@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척합한 안 

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10kg/cm2 미만인 압축기 

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 

음할 수 있다. 

(4) 지중 전선의 피북 금속체의 접지 

관， 암거 기타 지중 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 

속제의 전선 정속합 맞 지중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 

는 저1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를 한 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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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 

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둥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둥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증 천선과 지중 악전류 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 

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 전션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둥과 직접 접촉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 약전류 전선 퉁이 전 

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다음 각 호 중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껴 지중 약천류 전선 둥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북한 

케이블인 경우 

(냐) 지중 전선이 저 압인 경우 

(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 전션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특별고압 지중 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 

과 접근하거나 쿄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 

에는 지중 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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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 전션을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지중 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 

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30cm 이하인 경우에 

는 지중 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서의 관에 넣어 시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 

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지중 전선의 사용전압이 170kV 미만인 겸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중 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지중 전선이 고압 지중 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 전 

선이 특별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cm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1어l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 전 

선로의 사용천압이 170k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깨 각각의 지중 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켜。 

‘。 T

(냐) 각각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 

。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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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한쪽의 지중 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것을 사용하 

우
 

켜
。
 

느
 」

(라) 어느 한쪽의 지중 전션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 

」 커 。
τ/ci ， 

배 지중 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혈 경우 

라) 접지 시스템 

변전설비의 기기에는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실내의 기기는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접지 공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변압기， 차단기， 유입 개폐기， 계기용 변성기 동의 고압 기기의 

첼대， 금속제 케이스， 철제 틀 동은 제l종 접지 공사에 의하여 접 

지한다.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또는 한 단자는 제2종 접지 공사에 의하 

여 접지한다. 

400 V 를 넘는 저압용 기기의 철대， 금속제 케이스， 금속관， 덕 

트 동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한다. 

배전반 프레임，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전로. 400 V 이하인 저압 

기기의 철대， 금속제 케이스 둥은 제3종 접지 공사에 의해 접지한 

다. 실내의 정전기 제거용 접지는 제3종 접지 공사에 의한다. 

처분장의 각종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접지선을 l개소에 모아서 단자반으로 하며， 따로 측정용 보조 접지 

극의 단자까지 설비하여， 측정이 연리하며 보수 관리면에서도 바람 

직한 접지 단자반을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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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뢰설비 

고압 및 륙별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 

구
 

출
 

(2) 가공 전선로에 정속하는 제30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축 및 

특별고압측 

(3) 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전력의 용량이 

500[kW] 이상의 수용장소의 인입구 

(4) 륙별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륙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 

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저u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혈 

수있다. 

(1) 제 l항 각 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습뢰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 보호통 기타의 피뢰기에 갈음 

하는 장치를 한 경우. 

(3) 사용전압이 6만[V]를 넘고 특별고압 전로의 경우에 동일 모선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가공 전선로의 수(동일 지지물에 2회선 이 

상의 가공 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1가공 천선로로 본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가 5 이상이고 회선수가 7 이하인 경우 또는 

가공 전선로의 수가 4 이상이고 회선수가 8 이하인 경우. 

6) 조명 맞 서비스 전력 

가) 일반조명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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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용 연압기 

- 형식 : 건식형 

- 정 격 전압 60 Hz 380/220 V 3상 4선식 

(2 ) 차단기 

- 형식 : 열동전자식 

- 정격전압 60 Hz 300 V 4극 MCCB 

나)비상조명계통 

공급전원으로는 사용전원에 의한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의 

비상천원으로 축전지 및 자가 발전설비가 사용되고 있다. 각 구조 

물과 접하는 피난 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티의 승강 로비는 3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필수조명계통 

일반조명계통 기준에 준하여 시설한다. 

라)서비스전력계통 

일반 전력계통에 준하여 시설한다. 

7) 비상전원계롱 

상용 전원의 정전시에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장소에 시설하 

는 것에 한한다)은 상용 전원측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비상전원계통에 필요한 주요기기 빛 이들의 필요규격은 아래와 같다. 

0 비상발전기 

- 정격전압 380 V 

정격주파수 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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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용량 : 부하에 따라 결정 

- 역률 0.8 이상 

- 조속기부착 

o 계측 및 제어계통 

- 기통 및 정지 방식 : 수동 및 원격조정 가능 

- 주파수 및 전압조정 방식 : 수동 빛 원격조정 가능 

- 자동 수동 변환 방식 : 자동- 수동 변환 스위치 부착 

- 계측기 : 계자전압， 계자전류， 역률， 전력 및 전력량 측정 

표시기 : 중앙제어실 및 현장제어반에 경보 표시기 설치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진입구， 배연설비 및 비상용 배수설비는 

는 30분간，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l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 

다. 또한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말 소화 설비， 비상용 콘센트 설비는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 

상 전원 전용 수전 설비를 사용하여 3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유도동은 축전지 셜 

비， 비상 전원 전용 수전 설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 

여야 한다. 

5. 전력계통의 운전 맞 보수기준 

가. 운전기준 

1) 정상운전 

모든 전력계통은 정상운전시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디젤발전기는 항시 동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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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충전용 계통은 정상 운전시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제어실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비정상운전 

처분장 내의 사고 발생시에도 계통은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정전이 발생한 경우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력을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통신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력과 비상조명계 

통의 전력은 공급 되어야 한다. 

나. 보수기준 

모든 기기는 보수유지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각 시 

스템의 교체시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용기기는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발생한 

기기 흑은 수명이 다한 기기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설비 

는 제어실에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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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방사선감시계통 

1. 개요 

방사선감시계통은 방사성혜기물 영구처분시설의 운전원이나 작업자에게 

방사선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데 필요한 계통 벚 처분시설내 특정지역의 방 

사능 준위를 측정 감시하고， 방사선캄시계통 설비의 운전기능 상설을 지시 

하며， 운전원이 규제기관에서 큐정하고 있는 방출허용치 이하로 방출량을 

제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선감시계통은 배수계통의 액처l와 배기계통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 

불질의 방사능 준위를 감시하는 계통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내 특정지 

역의 공간선량율을 감시하는 구역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며， 사용시기 

에 따라 정상운전대비 방사선감시기와 사고후 고준위방사선을 감시할 수 

있는 사고대비 방사선감시기로 구별된다. 

2. 설치목적 맞 설치장소 

구역방사선 감시계통의 설치목적은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내의 여러구역에 방사선계측기를 장치하여 당해구역의 방사선 

량을 계속적으로 감시. 기록함으로써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능의 유출여부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계통방사선 감시계통의 설치목적은 외부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 맞 기체 

방사성물질의 비정상적인 방출을 감시하여 환경에 대한 방사농영향을 방 

지하는데 있다 

구역방사선 감시계통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작업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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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종사자가 부정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 

칠수 있는 정도의 방사능이 존재하는 구역으로서 계속적인 방사선 감시가 

밀요한구역 

방사성폐기물이 출입하는 경로 및 처분되는 장소와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계통방사선 감시계롱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액체 및 기체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계통 또는 배출구 

- 팔요한 경우， 특히 외부에서 처분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기체의 흡입통로 

참고로 스웨덴 SFR-l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사선구역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 SFR-l의 방사선 구역기준 

구 1 trj 기준선량율 허용작업시간 색구분) 

구역 - 0 < 0.003 mSv/h 청정구역 회‘- 색 

비통제구역 

구역 - 1 0.01 mSv/h 40 h/week 파란색 

통제구역 

구역 표 0.01 ----- 1 mSv/h 1-----5 h/week 노란색 

통제구역 

구역 m > 1 mSv/h 작업제한구역 빨간색 

통제구역 

* 지역구분 : 비통제구역 : 모든지상구역， 운영터널， 건설터널 빛 

건설지역 

통제구역 Terminal Building , 중앙운영터 널， 

중-저준위 처분동굴연결터널， 처분동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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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감사계통 기능 

가. 일반사항 

구역방사선 감시기는 작엽자의 체류가 예상되는 영구처분 시설내 지 

역중에서 방사선준위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선량율을 

감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준위가 경보설정치를 초과할때 음향 

빛 사각장비에 의한 현장 빚 원격 방사선 위험경보를 발생시켜 작업자 

의 출입제한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므로써 방사선에 의한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방사능 감시기는 시설내 빌폐된 공간의 방사농 농도를 연속적으 

로 측정하여 공기중 오염물질에 의한 작업자피폭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외로 방출되는 배수와 배기중의 방사농농도를 측정하 

고， 대상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설정치를 초과할때 원격경보 및 연통신 

호를 발생시격 해당기기를 폐쇄시키므로써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됨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어야 한다. 

방사선감시계통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럼 11 과 같다. 

나. 구성기기의 기능 

방사선감시계통은 검출기， 현장제어기 빛 원격제어콘솔로 구성되어 

야 한다. 

계통방사선 감사계통에 설치되는 스키드는 ln-line 또는 Off -1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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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 현장제어기，시료채취용 펌프 또는 송풍기， 시료취출/회 

수 배관 및 밸브와 보조설비 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Off-1 ine 감사기는 검출기 보호 및 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도， 

압력， 습도 빛 유량조절을 위한 보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 현장 제어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제어， 감시 및 경보장치 

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검출기， 채널의 출력은 현장제어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서 처리， 저장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제어콘솔로 데이타 렁크를 통 

해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배관 또는 덕트내의 기체방사능 감시를 위한 대표시료채취를 위해 

노즐이 설치되어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스키드내의 off-line 채취기 

로 보내져야 한다. 

1) 검출기 

방사선 감시기에 사용되는 검출기는 구역방사선감시기의 경우 G-M 계 

수관과 이온천리함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통방사선감시기 

의 경우 G-M계수관， 이온전리함 빛 섬광계수기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출기 선정은 감시하고자 하는 검출매체에 따라 결정하여 

야한다. 

가) 구역방사선 감시기의 검출기 

검출기는 벽설치형으로 검정선원에 의해 채널 기능시험을 할 수 있 

어야 하며， 총감마 방사능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검출기는 G-~1 계수관으로. t\NSI N 13.10에 의하면 검출 범위는 4 

Oecade이상 이어야 하며. 80 keν 3 ~leV의 에너지 범위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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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 웅답 편차를 갖어야 한다. 

나) 계통방사선 감시기의 검출기(Detector) 

계통방사선 검출기는 검출 형식에 따라 ln-line형과 Off-l ine형으 

로 구분되며， 방사션 검출 매체에 따라 액체검출기와， 입자검출기 

(P ), 옥소검출기(1)및 불활성기체검출기 (G)를 포함한 기체검출기로 

분류된다. 

방사선 검출매체별 검출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입자검출기 (Part i cul ate Detector) 환기유로에 존재하는 

고체입자 형태 동위원소의 총베타 방사능준위를 측정할 수 있 

는 섬광계수기 

。 옥소검출기 (lodine Detector) 환기유로에 존재하는 휘발성 

또는 기체형태 동위원소의 감마방사능 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섬광계수기 

。 불활성기체검출기 (Noble Gas Detector) 기체 공정 또는 환 

기유로에 존재하는 기체 동위원소의 총베타 방사능 준위를 측 

정할 수 있는 섬광 계수기 

。 액체검출기 (Liquid Detector) 액체 공정유로에 용존 또는 

비용존된 동위원소의 총 감마 방사농 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섭광계수기 

2) 스키드 (SKID) 

계통방사선 감시기중 Off-l ine 감기의 시료흡입펌프 (또는 송풍기) , 

검출기， 유량조절기， 시료채취장비 빛 관련 배관 및 밸브 동의 집합체 

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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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제어기 (Local Control Unit) 

검출기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시켜 방사선준위를 지 

시하고 이 값을 보건물리실 및 주제어실의 원격제어콘솔로 송신하며， 

원격제어콘솔의 명령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스키드가 있는 감시 

기는 스키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기기와 연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 

야한다. 

- 현장제어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채널 제어.지시 장치， 음 

향 및 시각 경보설비 및 보조설비 둥으로 구성되며. 현장제어기는 

검출기의 검출 신호를 천송받아 공학척 단위로의 변환， 설정치 비교 

동의 처리를 한후 원격제어콘솔로 데이타를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원격제어콘솔로부터 제어신호를 전송받아 해당채널을 제어할 수 있 

어야 한다. 

검출기 채낼의 설정치. 변환상수와 같은 변수를 현장제어기에서 변 

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선준위가 명상시 1x104 rads 이상이거나， 설계기준 사고중에 

1x104 rads 이상의 방사선 구역으로 되는 지역 (Harsh Environment) 

에 검출기가 설치되는 경우 지역방사선 감시기용 현장제어기는 1 x 

104 rads 미만인 지역 (Mild Environment)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 

우 Harsh Environment 지역에 별도의 현장지시함을 두어 운전원이나 

작업자가 방사능 위험을 사전에인식할 수 있도록 경보설비를 갖추어 

야한다. 

4) 경보장치 

경보장치는 음향경보장치 (HORN)와 표시둥(BEACON) 경보장치가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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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음향경보장치는 현장제어기에 부착되어 방사선준위가 고경 

보설정치를 초과할 때에 경보를 발생하며 운전원에 의해 경보를 해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i 표시 경보장치는 현장제어기 근방 또는 

검출기 근방에 설치되어 방사선준위가 고경보 설정치를 초과할 때에 

표시동은 점멸상태가 유지되며 운전원이 경보신호를 해제시키면 점둥 

상태로 었다가 방사선준위가 경보설정치 이하로 감소되면 소동되어야 

한다. 

5) 원격제어콘솔 

현장제어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의 정보교환에 의해 직접 현장제어기 

에 명령을 전탈하고 하며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감시기 채널의 운전상태 감시 빛 제어 

。 감사기의 방사선 측정자료 표시 및 기록 

。 감시기 채널의 고장 경보 및 고준위 경보 

。 각종 보고서 작성 

。 표시 화면 및 보고서 형태의 수정과 보완 

4. 계통설계시 고려요건 

가. 일반사항 

방사성폐기불 처분장의 방사선감시계통 설계시 고려하여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상/비정상 상태에서도 방사선준위의 감시 맞 지시가 가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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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방사능 정보(방사능 세기，양동)를 제공해야 한다. 

-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시혐이 가능해야 한다. 

- 감시설비의 통작으로 인해 다른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감시기체널은 각기 독럽적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중앙집중적으로 계시 및 기록되어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한다. 

- 고 방사선량률이 측정되거나 계통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할수 있는 경보퉁 또는 경보음을 설치한다. 

- 계통의 유지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필요시， 사고대비 방사선감시기가 영구처분시설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여부 결정은 동 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상사고와 이에 

따른 방사선준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사고대비 방사선감시기는 사고후 출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사고정도를 

명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저장용기의 손상과 같이 물리적인 방벽 

이 손상되었을때 발생하는 고방사선준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느 한 감시기의 시험 또는 보수중에 다른 감시기들에 대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방사선 또는 

채널 고장에 따른 경보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방사선경보준위에 대해 

상한 및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 

- 대상지역의 환경조건에서 기기작동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기 

의 동작범위 및 설계한계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구역에 위 

치하는 방사선감시기는 원격 경보장치 외에 현장의 음향 또는 시각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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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 감사기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사고기간동안 계기 

가 견틸 수 있는환경조건 및 감시기의 측정범위 관점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검출기 

- 검출기의 검출법위， 민감도는 이들이 설치되는 구역의 방사선준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방사선 감사기기의 선정시 고신뢰도와 최대강도 빛 반복도를 점검하 

여 표준상품 계측기가 이용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감시채널은 

기기의 동작 및 보정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계통의 시험성을 최척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검출기의 검정선원은 검정에 필요한 충분한 선원 강도를 가지며， 현 

장제어기， 주제어설 및 보건불러실(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이 구분되 

는 터널내 운영건물에 위치하는 출입통제구역)에서 검정선원의 동작 

을 원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통방사선감시계통의 Off-line 검출기집합체는 기체 또는 액체검 

출기， 관련 배관 맞 밸브류， 현장제어기를 일괄 지칭하는 것으로 단 

일 스키드에 설치되어야 한다. 

- 계통방사능 감시기는 1시간 이내에 가장 배출유량이 적은 지역 또는 

격실에서 방사성 미립자의 공기중 최대허용농도(MPCa)를 갇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검출기 스키드 내부에는 검출기의 기능 시험을 위해서 감시할 채 

취시료 동위원소와 유사한 원격 조정되는 방사선 검정선원이 구비되 

어야 한다. 모든 계통감시기는 그랩시료 입.출력단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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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각 감시기집합체는 각각 분리 독립되게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원 

격제어콘솔과의 데이터 통신이 단절될지라도， 검출기 집합체의 모든 

기능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 환기계통감시기는 고효율입자휠터의 전단에 위치하여 외부로 방출되 

기전에 공기의 오염을 측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기 (Local Control Unit) 

- 각 현장제어기에는 각각 분리 독럽되게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원 

격제어콘솔과의 데이터 통신이 단절될지라도， 모든 현장제어 및 표 

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방사선 검출기 설치지역이 출입문으로 격러된 지역이거나， 

Harsh Environment지역인 경우， 작업자가 출입전에 격리된 지역내의 

방사선준위를 검출기 설치지역에 현장지시함을 설치하여 방사선 안 

전을 기하여야 한다. 

고방사선 준위시 공정유체의 자동격리를 위한 적절한 기기 연동산호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원상실시 일정기간동안 데이타 저장을 위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 

며 저장된 데이타는 전원복구후 원격처리 및 지시계에 전송되어야 

한다-

- 각 현장제어기에는 유출물의 방출율， 압력 및 온도신호가 입력되어 

야 하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총방출량 빛 계통의 상 

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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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시기는 현장 음향경보장치와 시각경보장치를 갖도록 설계되 어 

야 한다. 

- 고 소음지역에 위치한 감시기는 시각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제어실내의 경보는 고방사선 준위시 또는， 경보의 고장시에 울리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격제어콘솔(Remote Conr이 Cons이 e) 

감시기 채널의 운전상태를 감시 및 제어할수 있어야 한다. 

- 감시기 채널의 고장 경보 및 고준위 경보를 발생할수 있어야 한다 

- 사고둥으로 인한 비정상상태에서도 방사선준위를 감시.제어할 수 있 

어야한다 

5. 운전 및 보수시 고려사항 

- 방사선감시기와 측정장비의 교정은 주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감시계통이나 개개의 측정장비는 조절고장，과도사용 또는 그밖의 

손상 혹은 비정상 작동이 우려될 때에는 언제나 재교정 또는 교체 되어 

야한다. 

- 모든감시계롱은 주기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야한다. 

한 감시기의 시험 또는 보수중에 다른 감시기들의 기능이 보장될수 있어 

야한다. 

- 계통의 유지， 보수 맞 교정이 용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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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지진감시계통 

1. 개 요 

지진계측기기의 이용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됩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안전성확보가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출현으로 더욱더 지진에 의한 지진동의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 분석 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 

근에는 컴퓨터의 개발로 모든 지진 기록자료의 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및 대중의 건강 그리고 환 

경보전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있어서의 지진감사계통 (Seismic 

Monitoring System)은 지진 발생시에 주요 처분시설의 지진웅탑을 측정. 기 

록하여 작엽 종사자에게 처분장의 가동정지에 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처분장 안전성 명가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다. 본 지진 감시계통은 지진감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 이력가속도 

계 ( T i me-H i s tory Acce 1 erograph ) . 웅탑스펙트럼 기록기 (Response 

Spectrum Recorder ), 지진스위치 (Seismic Swi tch)및 최대지진가속도계 

(Peak Accelerograph)동으로 구성된다. 

2. 지진감사계측기의 원리 

가. 기본원리 

중요부분은 무거운 추와 드럼 (Drum)으로서 추는 지진계의 모든 부분이 

흔들려도 관성으로 정지되어 있고 드렴은 지진에 따라 흔들리므로 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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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런 펜으로 추에 붙은 거울에서 반사되는 광선으로 진동의 모양이 드 

럼위에 감긴 종이나 인화지에 기록된다. 이 기록은 지진기상 

(Seismogram)이 라고 한다. 

먼 곳에서 오는 지진파는 약하므로 진폭을 증폭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목적에 적용할 수있도록 여러종류의 지진계가 될요하게 된다. 

나. 지진가속도계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되는 지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 , Ig = 980 gal 의 비로서 나타난다. 

1) 삼축시간이력가속도계 

기본 구성요소는 사이스믹 질량 (Seismic Mass)과 케이스 (lnstrument 

Housing) 및 수감부 (Sensing Element)이다.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Mass는 그 Mass와 케이스 사이의 상대적 운동을 탐지하기 위한 수갇부 

와 함께 적당한 케이스속에 장치된다. 가속도계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질량의 관성에 따른 가속도의 함수로서 나타나게 된다. 

2) 삼축웅탑스펙트럼기록계 

전원이 필요없는 계기로서 1 ----- 33 Hz 이내의 진동수영역을 일정 간격 

으로 나누어 (1 6개) 이러한 진동수에 해당하는 Scribing Element가 장 

치되어 있다. 지진이 발생하며 각 전통수별로 해당되는 응답가속도값 

을 금속으로 된 기록판(Recording Plate)에 영구 기록하게 된다. 

3) 삼축응답스펙트럼 분석기 

시간이력가속도계의 Magnetic Tape Recorder에 기록된 내용을 

Playback Unit를 통하여 Computing 시킴으로써 이미 입력된 각 진통수 

별 응답가속도값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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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축지전스위치 

세개의 Sensor-relay 장치 (수명 2개， 수직 개)와 알루미늄 케이 

스 (Hous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ensor-relay 장치는 수감부， 증 

폭기 빛 Relay-switch로 이루어져 있다. 센서는 Damped Spring-mass 

로서 저장속을 움직이는 Coi 1 에 의하여 출력이 형성된다. 출력이 어 

느정도 이상의 값에 도달하면 Relay7 t 차단되어 Time Hold-on 회로가 

작동하게 되어 MCR로 경보를 전송하게 되며 기록기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5) 삼축지진트리거 

기본원리는 지진스위치와 같으나 작동하게 되면 시간이력가속도계가 

기록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 및 정확한 지진에 의한 전동 

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계기의 고유진동수가 10 Hz 이내로 제한되어 었 

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6) 삼축첨두치가속도기록계 

진동수에는 상관없이 50 Hz 이내의 어떠한 크기의 지진웅답이라도 기 

록하는 계기로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구조물이나 기타 기기동의 응 

답가속도값을 금속드로된 기록판에 Scribing Element가 영구기록하게 

된다. 

7) 지진가속도계의 일반적인 법칙 

자체의 비감쇄 고유진동수보다 낮은 곳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Spring으 

로 달런 추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진가속도계를 강운운동가속도 

계 (Strong ~lotion AcceJerometer)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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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감시계통의 기능 

가. 일반사항 

지진 계측기기 (Seismic lnstrumentation)는 지진발생시 수반되는 지진 

파의 전파에 따른 지면운동 (변위， 속도， 가속도. )을 기록계 기록지에 

수록훤 신호 (일반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여， 분석하는 장치로 

서， 지진특성자체와 지구 내부의 연구목적 뿐만 아나라， 토목과 건축의 

일반구조물의 건설 및 운영에 밀요한 자료를 제공， 그러고 석유 및 광 

물을 탐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지진계의 원리는 일정한 장소의 고정된 틀에 부착되어 있 

는 자유진자의 상대적 운동을 기계적인 방볍 또는 전자기적 방법으로 

증폭시커 기록지에 기록하거나，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목적에 따라 이 

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감지기는 지진동 중에서 한방향의 성분에만 반응 

하므로 지진파의 특성을 완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한 관측지점에 보 

통 세방향 (북-남， 동-서， 수직성분)의 성분 기록이 펼요하다. 

나. 구성기기 

지진감시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되어 었다. 

1) 시 간 이 력 가속도계 (Time-History Accelerograph) 

시간 이력 가속도계는 지진이 발생되는 동안 시간에 대한 절대가속도 

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장치로서 주로 가속도 

감지기， 지진트리거 기록기 및 기록 재생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진 

트리거에 의해 설정값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이간-이력 가속도 

계가 작동되어， 가속도 감지기에서 감지되는 시간에 대한 절대가속도 

가 기록기에 의해 영구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기에 기록된 지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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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록재생장치를 통해 재생되고 또한 수치화된 웅답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가속도 감지기와 지진트리거는 서로 직교하는 3증 

축을 가지고 있어 각 축방향으로 전달되는 절대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웅탑스펙트럼 기록기 (Response spectrum Recorder)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반응을 측정하는 중요한 계기인 응답스펙트럼 

기록기는 지진이 발생되는 동안 설정된 진동수에 따라 가속도를 측정 

하여 기록하는 계기이다. 기록된 진동수별 가속도는 설계기준 지진으 

로 설계된 구조불 및 기기의 설계웅탑스펙트럼과 비교함으로써 지진에 

의한 설계값 초과 여부를 명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계기는 설비의 

요건에 따라 동력원이 필요없이 작동하는 수통적기기 (Passive 

Components)로 제작할 수도 있고 동력원을 필요로 하는 전원구동기기 

(Active Component)로 제작할 수도 있다. 

3) 지진스위치 (Seismic Switch) 

지진스위치는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했을때 즉시 제어실에 

경보를 올리도록 신호를 전송한다.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기는 지진감지기와 스위치 크로우져 (closurer)로 이루어져야 한 

다. (지진스위치의 작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므로 운전원들은 지진에 따 

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최대 지 진가속도계 (Peak Accelerograph) 

최대 지진가속도계는 지진에 의한 설치지점에서의 최대가속도를 측정 

하여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로서 동력원 필요없이 기계적으로 작동 

하는 수동적기기 (Passive Component)이어야 한다. 최대 가속도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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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통적기기는 지진의 발생으로 전원구동기기 (Active Component) 

들의 모두 작몽하지 않을 때에도 띨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다. 기능 

1 ) 본 계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어야 한다. 

- 처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지진을 초과하는 지진의 발생을 

감시하고， 초과지진이 발생되었을때 주제어설에 경보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설계기준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구조물， 배관 및 기기들의 지진설계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설계기준 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건물이나 구조물의 내진해석에 사용 

한 수학적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 처분장의 구조물， 배관， 기기동에 미치는 잠재손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시간-이력 가속도계 (Time-History Accelerograph)는è 1개의 지진트 

리거 (Seismic Trigger)7} 작동하더라도 0.1초 이내에 완전 작동해야 

한다. 지진트리거가 작동하는 동안 시간-이력 가속도계는 계속 작동 

하며 지진트리거에서 마지막 신호가 온 뒤에도 최소한 5초까지 작동해 

야 한다. 또한 시간-이력 가속도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장치는 최소 

한 25분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가속도계의 작동상태를 알리는 

주제어실에 있어야 한다. 

3) 전반적인 계기오차도는 어떠한 설치 환경에도 o. 이 g에서 15% 이하이 

며， 변위도는 :t1. 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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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 빛 계기의 운전수명은 최소한 처분장 운영기간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4. 설계시 고려되어야할 구성기기의 요건 

가. 일반사항 

1) 정밀도 

각 계기는 정해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밀도로 설 

계되어야 한다. 

o 측정자료의 오차 :t -5% 이하 

o 선형변화율 0.01 g 에서 :t 1. 5% 이하 

2) 전원공급 

전원구동계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최소한 25분동안 항상 공급가능해야 

한다. 

3) 천원구동계기 

전원구동계기는 사용중 점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처분장 운영증 정기 

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수동적 계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수동적 계기는 현장 설치전에 모형실험， 환경실 

험 또는 문서 검토과정을 통해 그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5) 진동수 감시 범위 

본 보고서에 명시된 진동수 측정범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므로 

실제 적용할 때에는 처분장 요건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해진 측정범위는 구조물과 기기의 진동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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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이력 가속도계 

1) 가속도 감지기 

- 지진가속도 감지범위 

최고치와 최저치의 범위를 100:1로 설정하는데 일반적인 감지범위 

는 0.01 g에서 1. 0g임. 

진동수 감지 법위 

0.5 Hz ---- 30 Hz 

- 댐펑값 

임계 댐핑값의 55%에서 70% 사이에 속도로 비례하여 정합. 

- 진동수 모의 간섭 (Spurious Resonance) 

정해진 진동수 감지범위 (0.5 Hz ---- 30.0 Hz)에서 진동수 모의 간 

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감지출의 민감도 

감지축에 직교하는 가속도계의 민감도는 0.03 g/g 이하 이어야 합. 

2) 지진트리거 

- 작동엄위 

0.005 g와 0.02 g 사이에서 조정 가능 

- 진동수 감지 범위 

1. 0 Hz ---- 10 Hz 

지진트리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작동기기와 호환성이 있어야 함. 

3) 기록기 / 기록재생기 

매체 

지진감지기에서 전송받은 시간에 따른 가속도 값을 기록하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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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할 수 있어야 함. 

- 기록자료 

본 기록기에 기록되는 자료는 여러곳에 설치된 충분한 감지기들의 

전송경로를 통해 공급 받으며 추가로 l 개 이상의 독립된 Ti ming 

Reference Trace에서도 공급받아야 함. 

- 시 간표시 눈금 (Timing Mark) 

최소한 1초당 2펼스이며 전반적인 정확도는 0.2% 임. 

- 지진 가속도 기록 범위 

최고치와 최저치의 엄위를 100:1로 하여 기록 가능하여야 하며 일 

반적인 기록범위는 0.01 g에서 1. 0g 사이임. 

다. 응탑스펙트럼 기록기 

1) 지진가속도 감지범위 

최고치와 최저치의 범위를 50: 1로 하여 감지 및 기록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록범위는 0.02 g에서 1. 0g 사이임. 

2) 진동수 측정범위 

1.0 Hz ~ 30.0 Hz 

3) 댐멍값 

일반적으로 임계 댐핑값의 2%에서 5% 사이이며 :t0.15%는 조정 가능해 

야 함. 실제 댐핑값은 구조물이나 기기의 설계 지진값에 따라 정함. 

4) 진동수 모의 간섭 

진동수 측정 범위내에서 진통수 모의 간섭이 없어야 합. 

5) 감지측의 민감도 

감지촉에 직교하는 가속도계의 민감도는 0.03 g/g 이하이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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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스위치 

1) 설정치 

“0"주기 가속도값에 해당하는 지진의 가속도 값. 

2) 진동수 감지범위 

0.5 Hz "-'20 Hz. 

3) 댐핑값 

임계 댐펑값의 55%에서 70% 사이로 속도에 비례하여 결정 

4) 진동수 모의 간섭 

진동수 감지 범위내에서 진동수의 모의 간섭이 없어야 함. 

5) 감지축의 민감도 

감지축의 직교하는 가속도계의 0.03 g/g 이하이어야 함. 

5. 계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명가 

가. 목 적 

처분시설에 설치된 각종 지진계측기기로부터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는 

지진발생시 이 지진의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명가를 통하여 처분장의 

효율적인 운영 빛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지진 기록자료의 수집 및 명가 

1) 사전준비 

지진으로 인한 기록을 수집하기 이전에 지진계측기기의 관리 및 운전 

상태 동 일반사항을 점검， 기록한다. 

一 기기의 제조일， 모델명 및 일련번호 동을 기록한다. 

기기의 설치위치 빚 방향을 간단한 도면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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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정일자， 교정자. 보수일자 동 자료를 기록한다. 

- 현재 가동상태를 점검， 기록한다. 

- 자료룰 정리할 수 있는 일정양식을 마련하다. 

2) 자료수집 

가)일반사항 

- 담당 전문가만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일시 빛 수집자를 기록한 

다. 

- 자료의 운반 및 보관은 사전계획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 기록매체 및 계측기기에 손상되지 않도록 자료를 취급한다. 

- 기록된 자료의 손상을 주의하고 지진발생후 계측기기의 교정 및 

상태를 점검， 기록한다. 

- 계측기기의 변동사항을 기술한다. 

- 계측기기의 이상이 없을 경우 작동가능토록 관리한다. 

나) 기록자료 준비 

- 기록자료에 대한 일반사항 (설치위치， 방향 동)을 기록하여 자료 

들 사이의 혼동을 피한다. 

- 기록자료에 대한 손상에 대비하여 복사， 보관한다 

자기테이프 기록은 기록 재생장치 (SMP-1)를 이용하여 Strip 

Chart에 재생하여 분석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Scratch Type Record 손상에 특히 주의 한다， 

3) 자료정리 

모든 기록된 자료는 명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또록 공학적 표준단위로 

변환하고， 힐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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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가속도 계측기 (Peak Accelerograph)는 자료처리가 거의 

필요없지만，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기 (Time-History Acceleroghaph). 

반웅 스펙트럼 기록기 (Response Spectrum Recorder) 맞 분석기 

(Analyzer)는 많은 과정의 자료처리가 요구된다. 

가) 삼축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기 

처분시설에 설치된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기로 부터 일정 규모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작동되어.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각각의 

자기테이프에 자동적으로 기록되게 된다. 

이들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자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각 테이프에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기기의 위치， 일련번호. 기록일시 동 일반사 

항을 기재한 후 차후 분석을 위해 기록된 자기 테이프를 보관한다. 

나) 기록 재생장치 맞 반웅 스펙트럼 분석기 

지진동에 의한 자기 테이프를 재생장치 (SMP-l)에 설치， 작동하여 

시간에 따른 각 절대 가속도를 Strip Chart로 뽑아 내어 차후 분석 

에 이용한다. 

그다음， 아래에 설치된 반웅 스펙트럼을 작동. 사용하여 각 주따수 

별 ( O. 1 - 33. 0 Hz). 각 감쇄값멸 및 축방향 (북-남방향， 동-서방향， 

수직방향)별로 기록을 뽑아내고 차후분석을 위해 일반 기재사항을 

기술하여 잘 보관한다. 

다) 삼축 최대 가속도 계측기 

최대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로 부터 담당전문가에 의해 일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주의하여 분석실로 옮기어， 차후분석에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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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측기기의 민감도 (Sensitivity)를 꼬정 빚 운영절차서에 

따라 실시하고 기준치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4) 자료 분석 및 명가 

가) 자료의 요약 

분석 및 명가에 필요한 모든 정리된 자료는 지진 계측기기의 종류， 

설치위치 빚 축방향을 비교 가능토록 간단한 도표로 가능한 작성하 

며 아래사항을 기술한다. 

- 각 주파수별 가속도 값， 최대 가속도 값 및 우세한 주따수를 

분석， 기술 

- 지진통의 지속시간 

- 설계기준 반응 스펙트럼과 같은 진폭 빛 주따수별로 표시한다. 

나) 자료의 비교 

- 지진계측기기가 설치된 각 지점에서의 가속도값 및 최대 가속도값 

을 비교 가능한 위치에서의 설계 기준값과 비교 검토한다. 

- 지진계측기기가 설치된 각 지점에서의 반웅 스펙트럼을 같은 위치 

에 적용했던 설계기준 반웅 스펙트럼과 비교 검토한다. 

- 지진자료의 비교에서 차이점이 있을 때 지진계측기기의 고장， 교정 

및 다른 원인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도에 따 

라 자료의 신뢰도를 가정한다. 

。 삼축시간 - 이력가속도 계측기 

。 삼측반웅 스펙트럼 기록기 및 분석기 

o 삼촉 최대 가속도 계측기 

다)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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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진발생으로 인한 기록자료와 설계 기준 적용자료와의 비교， 

결과 및 이상유무 사항은 간결한 양식으로 도표화하여 결과 비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또한 비교에 있어서 이상 및 일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을 하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가 

정， 변경 흑은 다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약， 기술한다. 그 

러고 비교 요약자료에 대한 다른 관련 참고자료도 보완 기술한다. 

6. 지진계측기기 설치요건 

지진 계측기는 지진발생에 의한 지진동의 각주파수 (일반적으로 0.5 ----

32 Hz)에 따른 정확한 가속도값 (륙히， 최대 가속도값)을 기록하고 그 지 

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에 의해 결정된 일정 진도이상의 지진 발생시 즉각 

적으로 제어실에 자동 연결되어 지진동에 의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게 되 

며， 이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이들 

각 계측기기는 내진분석을 위하여 세 방향 (북-남， 동-서， 수직)성분을 독 

립적으로 기록이 가능한 기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삼축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기 (T/A)는 시간경과에 따른 절대 가속도값 

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계기로써， 지진 작동기 (Seimic Trigger). 지진가속 

도 감지기 (Seismic Sensor). 기록장치 맞 재상장치 (Playback System)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공급은 지전에 의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 및 

직류전원을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 지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 그러고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기준치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지진작동기와 지진 감시기를 통하여 

제어실에 설치된 기록장치의 자기테이프 (혹은 사진필름， 감광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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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것은 다시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절대 가속 

도 기록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기록장치는 지진작동기 가동후 0.1초 이내 

에 작동되고 가동종료후 최소 5초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진도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정 주따수 범위 (0.5 - 32 

Hz)에 대한 수명 (N-S, E-W방향) 및 수직 반응스펙트럼이 기록되어， 처분 

장 건설시 각 구조물 및 계롱에 적용했던 설계 반웅 스펙트럼 (Design 

Response Spectrum)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삼축 반웅스 

펙트럼 기록기 (Triaxial Response Spectrum Recorder)을 주요 구조물 및 

계통에 설치 운영하며. 설계 반웅 스펙트럼을 초과했을 경우 경보로 알려 

주는 삼축 반웅 스펙트럼 스위치 (Triaxial Response Spectrum Switch)장 

치도 함께 설치.운영한다. 

최근에는 삼축 반웅 스펙트럼 기록기를 한충 발전시킨 모델인 삼축 반웅 

스펙트럼 분석기 (Triaxial Response Spectrum Analyzer)를 설치. 운영하며 

이는 오실로스코프 (Osci lloscope) , 디스플레이화면， 기록계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밖에도. 지진 스위치 (Seismic Switch)를 설치하여 일정한 가속도 이 

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어실에 자동으로 경보해 줌으로써 처분장의계 

속 운전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천원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삼축 최대 

가속도계 (Triaxial Peak Accelerograph)를 설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최 

대 가속도값을 독자적으로 기록케하여， 지진발생에 의한 지진동 정도를 측 

정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비교，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지진 감시계통은 그 지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에 적당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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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기를 설치함으로서 지진에 의한 처분장의 안전성 여부를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7. 원자력발전소의 지진계측기 특성 

지진감시계통의 각 기기들이 지진발생후 구조물의 안전성 명가를 위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 즉， 

댐핑， 민감도， 진동수， 작동범위 퉁이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측기의 고유특성이 원래의 특성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진에 의한 구 

조물의 용답을 측정하면 설계자가 의도한 웅답이 나오지 않으며， 이런 자 

료는 구조물의 안전성 펑가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는 그 작동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 

진 주기에 따라서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검.고정을 수행하고 있다. 

가. 시간이력 가속도계 

1 ) 민감도 교정 

- 수직가속계 : 가속계를 Ti 1 t Table에 올려놓고 Ti 1 t 각 (00 • 600 • 

900 • -600 • -900 )에 따른 정적가속도 (:t1 g)를 가하고 Ti 1 t 각에 따른 

출력을 읽는다. 

측정된 출력을 정적가속도를 나누어 Ti 1 t각에 따른 민감도 (V/g)를 

산정한다. 

이에 Ti 1 t각에 따른 명균값이 2.5(V/g)fO.125(V/g)의 범위를 만족해 

야 한다. 

- 수명가속계 : 수직가속도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나. Ti 1 t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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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300 , 900 , -300 , -900로 한다· 

2) 고유진동수 교정 

- 각 방향의 출력을 Chart Recorder에 연결하고 또 다른 Channel 에는 

Function Genertor에 연결하여 50 Hz를 맞춘다. 이때 Chart속도를 

125mm/sec로 놓는다. 

Contro 1 Pane 1 의 “ Key Swi tch"를 “ Cal ibrate" 위치에서 “ Natural 

F!'equency'’위치로 두세번 반북 위치시킨후 Chart를 정지사킨다. 

- 50 Hz Sine파의 10개 간격을 측정하여 5배한 것이 실체 Chart 속도 

(Div/sec)가 되며 각 방향의 출력이 기록된 파에서 6개의 따형， 즉 6 

Hz의 간격 (Div)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고유진동수를 계산한다. 

Natural Frequency 二 ( # of Cycle/# of Div) X (Div/sec) 

3) 감쇠값 쿄정 

- Chart Recorder의 속도를 25mm/sec로 놓고 "Key Switch"를 "Test" 위 

치에서 “ Ca 1culation" 위치로 적어도 4번 위치시켜서 D와 d의 명균 

Overshooting (D/d) 를 계 산한다. 

Overshoot와 임계 감쇠값과의 상관표를 이용하여 Damping값을 구한 

다. 

4) Dynamic Range 교정 

자료재생장치를 이용하여 "Gain Factor"를 10으로 놓고 “ Noise Level" 

을 mm로 계산하여 "Noise Level"과 Dynamic Range간의 상관표를 이용 

해 Dynamic Range를 계산한다. 

Dynamic Range = 20 log10 
Full Scale g ’ S 

Noise Level g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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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대 가속도계 

1) 스크라이버 장진교정 

지진발생시 스크라이버가 기록판에 구조물의 웅탑을 잘 나타낼 수 있 

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스크라이버 장진상태가 1.3mm에서 2.1mm의 범 

위에 있어야 한다. 

2) 댐펑교정 

- 기록판을 가속계에 끼우고 스크라이버를 정지위치까지 벌고 빨리 놓 

는다. 이를 몇차례 반복하여 명균 Overshoot (기록판 중심에서 표.기 

된 양쪽 거리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 Overshoot가 구해지면 임계감쇠값을 상관표를 이용하여 댐핑을 구한 

다. 

상기의 방법으로 구한 댐핑이 임계 댐핑의 55%에서 70% 범위내에 있 

어야 하며， 이 법위를 만족하지 못하면 공기 진동자를 조절하여 교정 

한다. 

3) 민감도 교정 

최대 가속도계를 Ti 1 t Table에 올려놓고 정적가속도 (2g)를 가했을 때 

기록판에 기록된 거리를 측정하여 민감도 (정적가속도/움직인 거리)를 

구한다. 

- 수직센서 : 최대 가속도계를 1800 회전시키고 정상위치로 위치시 

켜 기준선에서부터 최대 변위를 읽는다. 

- 수명센서 : 기록기를 :t900로 회전시키고 정상위치로 위치시켜 기 

준선에서부터 최대 변위를 읽는다. 

상기의 방법으로 구한 민감도는 이전에 구한 민감도와 :t4%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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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센서가 좋은 상태 (청결상태)에 있고， 민감도가 이전 측정치 

의 :!:4% 범위내에 있으면 가속계의 고유 진동수는 기기특성치를 만 

족하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웅답 스펙트럼 기록기 

응답 스펙트럼 기록기는 지진 발생시 외부 전원없이 기계적으로 각 진 

동수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미리 설치지점에서의 운전가동지 

진값을 설정하여 이 값보다 초과하는 지진발생시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 

을 갖는 것이 있다. 

웅담 스펙트럼 기록기는 스크라이버 장진교정， 진동수교정， 댐핑교정 

및 민감도 교정과 경보기능을 갖는 기록기는 경보점에 대한 검사도 수 

행되어야 한다. 

1) 스크라이버 장진 교정 

최대 가속도계와 마잔가지로 스크라이버 장진상태가 1.3mm에서 2.1mm 

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진동수 교정 

응답스펙트럼 기록기의 진동수는 각 방향 (수명 2방향， 수직 1 방향) 

마다 1/3 Octave로 나누얼 16개의 진동수 (1. 00 , 1. 26 , 1. 60 , 2.00 , 

2.52 , 3.17 , 4.00 , 5.04 , 6.35 , 8.00, 10.1 , 12.7 , 16.0 , 20.2 , 25.4 , 

32. 이를 가지고 있는데， 쿄정시 기록기의 상태가 공칭 진동수의 :1: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l 번 가속계 "-5번 가속계 Stop Watch를 이용하여 진동자가 15 

언 진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진동수를 시간으로 나누어 가속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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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진통수를 결정한다. 

6번 가속계 -....- 16번 가속계 6번 가속계부터의 진동횟루를 육안 

으로 식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한 스트로보를 

이용한다. 

가속계 진동자를 최대로 이동시격 자연진동수로 진동하게 한뒤 스 

트로보가 자연진동수와 공진되도록 즉， 중앙선에 진동자가 정지 

상태로 나타나도록 스트로보 주파수를 조정한다. 

。l때 오설로스묘프에 나타난 주파수가 구하려는 진동수이다. 

3) 댐펑교정 

- 가속계 진동자를 최대로 이동시켜 순간적으로 놓아 자연 진동시킨후 

진동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각 가속도계의 

고유 진동수를 합해 진동횟수 (Cycles)을 구한다. 

Vendor에서 제공한 Damping Test Data을 이용하여 2%의 댐핑을 가지 

는 가속계의 진동횟수가 1. 7%에서 2. 3% 댐핑을 가지는 진동횟수 범위 

에 있는지 확인한다. 

- 만약 상기의 범위에 만족되지 않으면 공기 진동조정자 (댐퍼)를 조정 

하여 교정한다. 

4) 민감도 교정 

최대 가속도계의 민감도 교정방법과 같다. 

5) 경보설정치 교정 

- 경보기능을 갖는 기록기와 경보장치 (Seismic Event Annunciator)를 

연결한 후 기록기를 Tilt Table위에 올려놓고 반시계의 방향으로 서 

서히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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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보둥이 켜지는 순간 정지하여 기록기 센서 변호와 켜진 동의 

색깔X< (노란색 또는 붉은색)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회전 각도를 측정 

한다. 

- 가속도의 크기는 회전각도를 6라 할때 수명기록치는 sinO로 표시되고 

수직기록기는 l-cosO로 표시한다. 

측정치가 19에 대해 :t3%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Leaf Contact를 조정 

하여 교정한다. 

:< [ 노란색 OBE의 70% 

붉은색 OBE 값 

라. 지진 스위치 

지진스위치는 설치지점에서의 운전가동지진 또는 안전정지지진에 해당 

하는 영주기 가속도 값 (Zero-Period Acceleration)을 미리 설정하여 

설정값을 초과하는 지진발생시 경보를 울려 발전소 가동정지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진스위치는 가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설정된 가속 

도 값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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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중 저준위 방사선 폐기불 처분시설의 안전시설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23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중매몰장소의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빛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 

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화재방호 계통) 처분시설의 화재시에도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방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의 조기검출을 위해 스포트형과 분러형 광전식 아나로그 연기감 

지기를 필요한 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위치 (ADDRESS)를 인지할 수 있 

도록 하어야한다. 

2. 통로에는 소화전， 하역장에는 소화전과 스프링클로를 설치해야 한 

다. 

3. 화재시 피난을 위해 피난유도둥， 축광유도표지를 유효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연구획을 

설정하고 연기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급기·배기계통도 여기에 동조 

사켜 자동으로 화재구획만 배연되도록 자동탐지설비와 연동시격야 

한다. 

5. 화재비상조치와 화재방호를 위한 종엽원의 훈련계획이 수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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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화재방호계통의 작동성고4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지보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 4조 (환기계통) 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및 비정상운영에도 작엽 종사자는 

물론 일반대중의 안전과 연의를 위해 제어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 

한 환경계통의 요건은 다음과·같다. 

1. 환기계통은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정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저l어 

댐퍼 배풍기 동으로 구성되어야한다. 

2. 단일 능동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 

아야하며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방사성 오염물이 여과되지 않은채 

로 방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지진동의 자연현상 또는 외부천원 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 

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기 맞 공기정화계통의 작동성고4 산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중 검 

사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제5조 (배수계통) 처분장 운영기간 중 및 폐쇄후에도 처분된 폐기물과 지표 

수 또는 지하수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계통의 요건은 다 

음과 같다. 

1. 처분부지 배수계통은 최대가능홍수(Probable Maximum Flood)나 최대 

강우(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을 고려하여 100년 빈도의 홍 

수 맞 지표수 범람으로 인해 처분장이 악영향을 받지않도록 설치되 

어야 한다. 

2. 진입통로와 처분시설에 배수망을 설치하여 지표수 맞 지하수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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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과 물이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는 요구되는 수명기간 동안 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6조 (계측제어계통) 처분시설의 정상운영중 또는 비정상 운영시에서도 

방사선 안전에 중요한 계통 빛 기기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제어 요건 

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관련된 계측제어의 설비는 설계기준 사고시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한다. 

2. 안전에 관련된 계측제어의 설비는 비안전성 설비와 식멸되어 관리되 

어야하며 안전성 명가에 따른 각 계기들에 의한 각종 변수 맞 설정 

치들이 제시되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시험 및 보증동을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계기의 정확성과 저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관리방법， 

교정방법 및 교정주기 둥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주기검사， 보 

수 및 기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조 (전력계통) 처분장의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중요부품， 설비， 계통들이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계통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요구되는 중요한 부품， 설비， 계통들은 그 안전기능을 충분 

히 수행혈 수 있어야한다. 

2. 전력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도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연기 

관을 원동력으로하는 발전설비 또는 이와 동퉁이상의 기능을 가지 

는 비상 예비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3. 처분시설에 공급되는 정상전원은 부지외부의 상용 전력시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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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으로 된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처분시설내의 중 

요장비 및 설비에 대해서도 상호 독럽적인 전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 8조 (방사선감사계통) 처분시설의 정상운영시 및 사고상태시에 방사성 

물질을 취급， 관리하는 모든 구역 및 자연환경에 미지는 영향이 최소 

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사선감시계통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감시계롱은 검출기， 현장제어기 및 원격제어콘솔로 구성되어 

야 한다. 

2. 배수계통의 액체와 배기계통의 기체에 합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는 계통방사선 감시계통과 처분시설내 특정지역의 방 

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고방사선 준위가 측정되거나 계통의 고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경보둥 또는 경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통의 유지， 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진감사계통) 지진발생시 지진응답을 측정， 기록하여 작엽종사자에 

게 가동정지에 관한 딴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보를 제공함은 물론，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진감사계통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진감사계통은 시간이력가속도계， 최대가속도계， 지진스위치， 웅답 

스펙트럼 기록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간이력가속도계는 시간에 대한 지진가속도 기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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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가속도계는 지진에 의해 설치 지점의 최대가속도를 측정하는 장 

치로서 외부전원이 필요없이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계기이어야 한다. 

4. 지진스위치는 설치 지점에서 설계기준 지진에 해당하는 영주기 가속 

도( Zero-Period Acceleration ) 값을 미리 설정하여 설정값을 초과 

하는 지진발생시 제어실에 경보를 올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웅탑스펙트럼 기록기는 지진발생후 기록기에 내장된 금속딴을 이용 

하여 진동수멸 가속도를 판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계측기기 특성 및 설치위치는 지진의 웅답을 적절하게 계측할 수 있 

는 범위를 가져야 하며， 설치 위치는 지진발생시 지진의 응답을 가 

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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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한 상태로 처분장에서 처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장은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므로， 정상운전 빛 사고시 

에 작엽종사자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에 방사능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운영기간 중 지진 벚 화재와 같은 

사고시에도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공학적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기준을 개발하였다. 안전시설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스웨덴 

처분장 방문 맞 문헌조사동을 통하여 안전시설 특성을 따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처분장의 계통을 화재방호계통， 환기계통， 배수계통， 계측제어계통， 전 

력계통， 방사선감시계통 빛 지진감시계통으로 분류하여 각각 계통별로 안전기 

준을 도출하였다. 각 계통별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방호계통에서는 화재발생의 예방계획의 수립， 화재발생시의 조기발견과 

피난계획， 소화시설， 화재방호계통의 유기적 체계수립과 화재방호계통 안전기 

준 개발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환기계통은 신뢰성을 갖도록 다중성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상운영시 

또는 사고시 방사성기체의 확산방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감시계통 

과 연관된 방사성핵종의 누출방지를 위한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공기공급계 

통， 공기조화계통， 배기계통특성을 제시하였고， 환기계통 안전기준을 개발 하 

였다 그러코 미국 콜롬비아 현무암부지의 환기계통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배수계통에서는 지표수범람으로 인한 처분장의 침수방지， 지하수의 누수방 

지， 지하수와 폐기물용기의 접촉방지， 지하수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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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배수계통 안전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 콜롬비아 현무암 부지 

의 배수계통 특성을 조사하였다. 

계측제어계통에서는 제어실의 설계， 경보시스템， 통신 빛 신호설비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기의 큐격을 제시하였다. 또 

한 감시시스밤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계측기의 설치기준을 도출하였 

다. 

전력계통에서는 고전압설비 및 전력변환셜비의 설계 빛 설치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제안하였으며. 직류천원의 시설기준， 비상전원설비의 기준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케이블망의 설치 및 시설기준도 도출하였다. 

방사선감사계통에서는 운전원 빛 보수원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의 방출량이 뮤제치이하가 되기 위한 설 

계가 되도록 규격을 정하였으며， 방사선 감시계통 안전기준을 개발하였다. 

지진감사계통에서는 구조물의 설계기준 지진값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기 

기 동의 잠재손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고 시간-이력 

가속도계， 응답스펙트럼 기록기， 지진스위치 및 최대지진 가속도계에 대한 기 

준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장의 주요 지진계측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 

진감시계통의 안전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운영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기준(안)의 초안을 제안하였다. 안전시설 

기준(안)에서는 기준안의 목적，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호계통， 

환기계통， 배수계통， 계측제어계통， 전력계통. 방사선감시계통， 지진감시계통 

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안전시설기준(안)은 향후 안전시설 기 

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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