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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이산화우라늄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우라늄으로 전환시켜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이 개발 중에 있다.  이의 실증을 위하

여 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알파-감마 형태의 새로운 핫셀을 건설

하 다.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방사선감시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이 시스템은 핫셀운전구

역 및 핫셀, 그리고 핫셀 뒷편의 서비스구역까지 감시하게 된다.

방사선감시시스템은 공간선량감시기, 공기중 입자 및 요오드 선량감시기, 핫셀 

내부의 고선량 감시기, 핫셀 배관의 덕트감시기 및 요오드 감시기, 작업자와 시료

물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폐쇄회로TV 및 전체 장치들을 총괄하는 서버 등 총 7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감시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 및 장비성능테스트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의 실증 과정에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is under developmen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fuel by converting UO2 into U-metal.  For demonstration of this 
process, α-γ type new hotcell was built in the IMEF basement .  To secure against radiation 
hazard, this facility need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observe the entire operating 
area before the hotcell and service area behind of it. 

This system consists of 7 parts; Area Monitor for γ-ray, Room Air Monitor for particulate 
and iodine in both area, Hotcell Monitor for hotcell inside high radiation and rear door 
interlock, Duct Monitor for particulate of outlet ventilation, Iodine Monitor for iodine of 
outlet duct, CCTV for watching workers and material movement and Server for management 
of the whole monitoring system.

After installation and test of thi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will be expected to assist the 
successful ACP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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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감시 시스템 개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개발부에서는 기존의 이산화우라늄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으로 전환시켜 부피를 감용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공정의 실험을 위한 핫셀

시설을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건설하 다.  이 시설은 고준위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

후핵연료를 취급하므로 핫셀 주변의 방사능을 정기적으로 감시할 방사능감시설비

(RMS)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의 설치를 통해 작업환경내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확

보 및 작업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인허가현황

•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서”를 2003년 10월 2

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출

• KINS로부터 신청서에 대한 질의를 2차례에 걸쳐 접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완

료

• 위의 신청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으로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을 과학기술부로부

터 2004년 5월 7일 득함

3. 방사선감시 시스템 설치 위치

ACPF 시설이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층에 위치함에 따라 RMS도 역시 지하 1

층에 위치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층의 평면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IMEF 지하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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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성

4.1 장치 목록

RMS의 주요 장치 목록 및 사용용도는 표1과 같다.

표 1. RMS 장치 목록

명 칭 수 량 용 도

Area Monitor 3 운전구역과 서비스구역 공간 선량율 측정

Hot Cell Door Monitor 2
핫셀내 고준위 방사능 측정

Hot Cell Rear Door와 Interlock

Room Air Monitor 2
운전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방사성 입자 및

옥소의 방사능 측정

Duct Monitor 1 공정에서 발생한 배기체의 선량율 측정

Iodine Monitor 1 공정에서 발생한 옥소 기체 선량율 측정

CCTV 3 시설의 운 상황과 작업자의 안전상황 파악

Server & Software 1 IMEF 건물의 RMS와 독립된 서버 구성

4.2 시스템 장치별 구성목록

자세한 장비 현황은 표2에 나타내었다.

표 2. 장치별 세부 구성목록

Equipment Location
Equp. No.

(ACP-RM-)
Model Serial Number

Hot Cell Door 

M8a Cell CR021

ADM606M 03057147

CF300V3 04057525

LND Ion Probe 04057527

M8b Cell CR022

ADM606M 03057269

CF300V3 04057526

LND Ion Probe 04057528

Spare ---- LND Ion Probe 04057529

Area Gamma

Operation Area CR001
ADM606M 03057143

w/GP110SI 041110001

Air Lock Area CR003 w/GP110SI 041110002

Service Area CR002
ADM606M 03057144

w/GP110SI 041110003

Spare ---- w/GP110SI 041110004

Duct Monitor
Service Area CR031

ADM606M 03057145

w/GSP100 041026001

Spare ---- w/GSP100 041062002

Iodine Service Area CR041 CAM110IFF 04056088

Room Air

Operation Area CR011 CAM110PIFF 04056086

Service Area CR012 CAM110PIFF 040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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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구성도

그림2는 전체 RMS 장치들의 실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RM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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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장비

5.1 Hot Cell Door Monitor for Gamma

5.1.1 장치 개요

실험 시설의 전체 방사능 구역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이 수행되는 핫

셀내부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게되는 현 공정의 특성상 방사능 감시의 

중요도가 더욱 크다. 새로운 핫셀의 감지기를 선정하기에 앞서, 방사능에 조

사된 재료를 핫셀내에서 실험한 경험이 있는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기존 

감시기를 먼저 살펴 보았다.  ACPF 보다 10여년 전에 건설된 IMEF 핫셀의 

핫셀 감시기는 전체적인 장비가 크고, 둔탁한 느낌이 있었지만, 감시기의 감시 

범위가 0.1 m㏜/h㏜ ∼10 ㏜/h 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기종

(LND-50317)을 선택하 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RMS 시스템은 

AREVA 그룹 산하의 Canberra 제품으로 구성되었지만, 핫셀 감시기만은 

LND 회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Canberra 측에 기술적 적용가능

성을 타진하고, 검증하여 중간 Converter의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 다.

또한 기존 IMEF 핫셀 감시기의 경우, 감시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감시기를 핫셀 벽에서 꺼낼 때, 감시기 차폐체 및 주변장치들의 하중이 

너무 커서 작업자 혼자서 작업이 어려우며, 차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1 

meter 이상을 직선 거리로 꺼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감시기 차폐체를 분리형으로 제작하고,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차

폐가 가능하고, 전체 길이를 꺼내지 않아도 되도록 기본 구조를 변경하 다.

핫셀 감시기의 경우에는 핫셀의 Rear Door와 연계하여 Interlock 기능을 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7장에 설명을 하 다.

5.1.2 장비 특성

• Gamma Ionization chamber probe

• Detector Dynamic Range : 0.1 mSv/h to 10 Sv/hr

• Fill Gas : nitrogen

•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50 to 100 ℃

• Gamma sensitivity at Co-60 : 1.80E-12 A/R/hr

5.1.3 기존 IMEF 장비 검토

그림3은 기존 IMEF 핫셀의 핫셀 감시기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시기와 차폐체가 일체형으로 용접되어 있어 유지

보수 관점에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 다.  또한 핫셀의 바깥쪽(Cold side)에

는 여러 볼트형태로 잠그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차폐능력과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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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점에서 불필요하고, 또한 작업자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형태로 제

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한 고리 모양을 추가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행되

어 설치된 장치의 구성도를 파악함으로해서 새로운 장치 설치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그림 3. IMEF Hotcell Detector



ACP 실증시설의 방사선감시시스템

- 6 -

5.1.4 Hot Cell Detector

아래 그림4는 핫셀 감시기의 자세한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Hotcell Detector Specification Table

5.1.5 설치전 제작 및 검사

아래 그림5는 핫셀 감시기의 차폐체의 수직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의 차페체가 일직선으로 관통되어 있어 오히려 차폐능 측면에서는 취약한 점

을 보이는데 비해, 아래 차폐체는 계단식으로 굴절되어 있어 차폐능 효과가 

매우 향상되었다.  녹색 부분이 핫셀 감시기(Detector)이며, 주황색 부분이 차

폐체를 나타낸다.  감시기와 차폐체 사이를 잇는 일직선의 막대부분은 유연성

과 강성을 동시에 지닌 방사선 cable을 사용하 는데, 이는 기존의 IMEF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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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경우 스틸 재료를 사용했던 결과, 감시기의 삽입시에 감시기 Case 부분

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Hotcell Detector Casing 단면도

아래 그림6은 차폐체의 부품 사진이며, 그림7은 감시기를 잡아주는 부품의 

확대 그림이다.

그림 6. Casing 부품도

 

그림 7. Detector Holding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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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8은 위의 부품들이 결합되었을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8. Casing 부품을 합체한 모양

그림9와 그림10은 감시기 Casing의 외부 차폐체(핫셀의 콘크리트 벽에 묻게 

되는 부분)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가상의 감시기 몸체(파란 봉 모양)를 제작

하여 실제 외부 차폐체에 삽입한 후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림이다.

그림 9. Hotcell Detector Casing 모형
 

그림 10. Casing 모형을 차폐체 

내에 삽입 테스트 모습

그림11은 감시기 Casing 중 핫셀의 안쪽(Hot side)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PT검사(Penetration Test) 모습을 나타내며, 그림12는 전체적인 외부 차폐체

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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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enetration Test 모습

 

그림 12. 전체적인 외관 모습

이와같이 핫셀 감시기의 설치에 앞서 각 부품들의 조립과 실제 삽입 테스트 

및 PT테스트를 통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핫셀의 콘크리트 차폐 구

조물 속에 묻히게 되는 장치이므로 일단 설치 이후에 수정이 매우 어려운 관

계로 조심스런 과정을 거쳐 작업하 다.

5.1.6 설치된 모습

그림13은 감시기 차폐체를 Casing 내에 삽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맨 

위에 있는 고리 모양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쉽게 차폐체를 꺼낼 수 있도록 새

로 고안되었다.  그림14는 감시기 데이터 선까지 연결된 실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기존 IMEF의 경우에는 감시기의 위치가 일반적인 사람의 키를 훨

씬 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작업하여 1 meter 정도를 끌어내야 하지만, 현 시설의 감시기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그림 13. 핫셀 벽 바깥쪽의 모습

  

그림 14. 선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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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은 핫셀 감시기의 모니터(Ratemeter, 우측)와 컨버터(LND detector를 

사용하기 위한)를 보여주고 있다.  컨버터는 LND 핫셀 감시기와 Canberra 

Ratemeter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그림16은 실제 M8a 핫셀(Process 

Cell)의 내부(Hot side)에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핫셀 감시

기와 마찬가지로 핫셀 내부 차폐벽으로부터 10 cm 돌출되어 나와있다.  감시

기 Casing 옆에 내부 환기 Duct가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핫셀내의 주요 공

정 장치들(특히 방사능 준위가 높은 상태의 물질들을 다루는 장치들)이 감시

기의 왼편에 위치해 있으며, 환기 Duct 바로 옆은 핫셀의 Rear Door 부분이

므로 핫셀내의 고 방사능 대표값을 감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컨버터와 Ratemeter 모습

   

그림 16. 핫셀 안쪽에 설치된 모습

그림17은 핫셀의 서비스 구역내에 설치된 Isolation Room내에서 Rear Door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다.  Rear Door 우측의 Shield Plug 옆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18은 M8b Cell (Maintenance Cell)을 운전구역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차폐창 및 Manipulator 옆으로 감시기 Casing 및 Ratemeter, 

Converter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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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핫셀의 뒤편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18. 운전구역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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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는 M8b 핫셀의 감시기가 설치된 안쪽과 바깥쪽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 감지기 역시 핫셀 내의 대표값을 측정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9. 핫셀에 실제 설치된 모습

5.2 Room Air Monitor

5.2.1 장치 개요

Room Air Monitor(공기오염 감지기)는 작업 공간내의 미세 입자들을 감시

하는 장치이며, ACPF 에 설치한 공기오염 감지기는 단순히 입자형태 뿐만 

아니라, I-131까지 검출할 수 있는 복합형 감지기이다.  전체적인 ACPF 역

은 크게 운전구역과 서비스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구역을 대표하는 

공기중 오염농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 구역에 한 대씩 설치하 다.  그러나, 

공기를 빨아들여 검사를 해야하는 장치 본연의 특성 상 흡입 모터의 구동이 

불가피하여 소음이 크게 나는 단점이 있다.  IMEF 빌딩의 주요 유틸리티 설

비가 설치되어 원래 소음이 큰 서비스구역은 크게 상관없지만, 상대적으로 조

용한 운전구역에는 이 장치가 문제가 되어, 소음방지 박스를 따로 제작하여 

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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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장비 특성

• Designed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particulate and iodine

• Detector type  : NE102 plastic scintillator for Beta, BGO crystal for 

Gamma

•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MDC) : ≤ 0.37Bq/㎥ for particulates

•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MDC) : ≤ 0.37Bq/㎥ for I-131

5.2.3 설치된 모습

그림20은 최초 운전구역에 설치된 공기오염 검사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펌프의 소음이 너무 큰 관계로 정상적인 운전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그림21과 같이 전체를 감싸는 Casing Box를 새로 제작하

다.  이 박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기존의 흡입 배관

이 장치의 모니터 위치보다 더 낮아서, 사람들이 작업시에 공기를 흡입하게 

되는 높이로 배관을 높 다는 것이다.  즉, 공기 채집의 대표성을 높인 것이

다.  그림21에 이 배관의 높이가 잘 나타나 있으며, 그림22는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 원래 모습

     

그림 21. Casing을 씌운 이후의 모습

그러나, 감시기를 폐된 공간에 보관함으로써 펌프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

출하지 못해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그림23과 같이 두 개의 팬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쿨링이 되도록 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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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활한 운 이 되도록하 다.  그림 24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25은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공기오염 검사기의 모습이다.

그림 22. Casing 안쪽 모습

 

그림 23. 온도조절을 위한 통풍

그림 24.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25. 서비스 구역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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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rea Gamma Monitor

5.3.1 장치 개요

Area Gamma Monitor는 작업 공간의 감마선의 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CPF 시설의 대표적인 두 구역인 운전구역 및 서비스구역과 두 구역간의 중

간 위치인 Air Lock Zone까지 총 3개의 감시기를 설치하 다.  모니터 역할

을 하는 Ratemeter가 총 3개의 감시기 신호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예산관리 

및 실질적인 운  편의를 위해 Air Lock Zone의 감시기는 운전구역 감시기의 

Ratemeter에 연결하여 한 Ratemeter에서 두 대의 감시기 수치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다.

5.3.2 장비 특성

• Detector Sensitivities, Low Range : 18 CPS/µSv/h

• Detector Sensitivities, High Range : 0.007 CPS/µSv/h

5.3.3 설치된 모습

그림26과 그림27은 운전구역 및 Air Lock Zone에 각각 설치된 모습이며, 

운전구역의 Ratemeter 화면에 두 대의 수치가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운전구역 Area Monitor

 

그림 27. Air Lock Zone Area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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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uct Monitor

5.4.1 장치 개요

일반적으로 방사능 선원을 취급하는 핫셀의 Rear Door를 열게되면 핫셀내

에 부압이 작동 중인 경우라도 Door 바로 가까운 지점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ACPF 시설은 주요 공정 셀인 M8a Cell의 

Rear Door를 감싸는 Isolation Room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러한 위험성에 대

한 안전조치를 강화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격리실의 새로운 건설은 기존

의 Ventilation Duct Line과 상충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 배관 라인을 변경

할 필요가 발생하 다.  또한 IMEF 건물에는 조사재시험시설 고유의 기능과 

더불어 DUPIC 연구 핫셀이 이미 가동중인 상태인데, 최근 엄격해진 방사능관

련 시설의 환경 향평가 기준의 향으로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선원

(Radioactive Source)의 정량적인 감시가 매우 중요해졌다.  IMEF 건물의 

Ventilation이 이와같은 세 시설(IMEF, DUPIC(DFDF), ACPF)의 배기를 각각 

감시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IMEF의 Ventilation은 옆의 RIPF 건물의 

Ventilation과 함께 하나로 건물의 굴뚝으로 모아져서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ACPF 만은 자체적인 배출가스의 감시를 정량적으로 해

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핫셀의 최초 배기시점에 Duct 감시기와 Iodine 감시

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Duct Line의 변경 공

사 때문에 실제 각 감시기들을 설치할 선택적 공간이 제한되었다.

그림28은 위의 두 가지 사항(덕트 이전 공사 및 새로운 감시기 설치 위치)

를 한번에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오렌지 색 Old Line을 제거하고 녹색부분

의 New Line을 파란색의 Common Line과 같이 연결하면서, 동시에 핫셀의 

최초 배기 위치에 감시기를 설치하 는데, 이 때, Common Line의 오른쪽 수

직 배관이 1층에서부터 연결된 배관이므로, 이 배관과 합쳐지기 이전 시점인 

붉은 색 부분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위치가 정해졌다.

5.4.2 장비 특성

• Gamma scintillator for high range detection

• Range : 10E-6 to 10E-1 uCi/cc

• Sensitivity : 150,000 cpm/mR/h of Cs-137

5.4.3 설치된 모습

Duct 감시기의 개념도는 그림29와 같으며, 실질적인 Casing의 모습은 그림

30과 같다.  감시기는 덕트의 정 가운데 위치까지의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바깥 부분은 개스킷으로 Sealing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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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uct Line 변경 내용

그림 29. Duct Detector 개념

 

그림 30. 실제 Casing 모습

그림31은 각 Port들의 구체적인 설명이며, 그림32는 최종 설치 모습이다.  

이때, Iodine 감시기는 흐르는 공기를 Loop 형태로 채집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덕트에 Inlet과 Outlet 두 개의 구멍 연결이 필요하며, 공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Flowmeter를 그 앞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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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핫셀 배출 덕트에 설치된 장치들의 슬롯

그림 32. 최종 설치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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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설 건설중에 덕트 바로 밑부분에는 Iodine 감시기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이 Loop Line을 5 meter 가량 앞쪽 공간으로 늘여야만 

했다.  그림33과 그림34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벽에 부착이 

가능한 Duct Monitor는 그림33에서와 같이 설치되었다.

그림 33. 덕트 라인과 Sample Port 라인의 모습

5.5 Iodine Monitor

5.5.1 장비 개요

Iodine Monitor의 개요는 Duct Monitor의 개요와 같다.

5.5.2 장치 특성

• Designed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iodine

• Charcoal cartridge : Activated charcoal cartridge of 2" diameter × 3/4" 

thick and metal  encased.

• Detector type  : NaI, 38.1 × 25.4 mm(1.5 × 1 in.).

• Dynamic range : 3.7E-1 to 3.7E+5 Bq/㎥(10-11 to 10-5 µC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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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설치된 모습

그림 34. Iodine Detector

5.6 Server & Software

5.6.1 장치 개요

ACPF의 모든 RMS 장비의 신호는 IMEF 건물 1층에 있는 HP (Health 

Physics) Room으로 전송되며, 그림35는 이 Room의 여러 관리 상황중 ACPF

의 관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우측 하단, 초록색 바탕 화면).  아울러 그림36

은 ACPF RMS 만을 위한 서버 렉과 전용 UPS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RIPF 건물의 Bank4 핫셀에는 ACPF RMS 장비와 같은 Canberra 장

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존 서버 채널의 포화로 인해 서버로 연결이 안되어 

있었으나, ACPF 서버 장비에 채널에는 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같이 사용

하게 되었다.

5.6.2 설치된 모습

그림37은 ACPF RMS 서버 화면이다.  여러 시설의 RMS를 동시에 관리하

는 HP Room의 특성 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ACPF 시설의 명칭을 상단부

에 표기하 으며, 전체적인 장비들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서버 바탕화면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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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비의 수치를 나타내어 관리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하 다. 펌프를 사용

하는 장비(Room Air Monitor, Iodine Monitor)는 펌프의 작동수치도 표시하도

록하여 오작동 여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수치들의 표시 단위

도 사용자가 임의 선택하여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 표

식 위치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가능하다.  모든 수치들은 이상이 발생하면 

녹색 바탕이 붉은 색 바탕으로 바뀌게 된다.  우측에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Bank4 장비 수치도 볼 수 있다.

그림 35. HP Room Server

 

그림38과 39는 핫셀의 운전구역에 설치된 

Client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37은 

HP Room에 있는 서버의 화면이지만, 이는 

방사선관리자가 보면 화면으로서, 실제 핫셀 

지역을 드나드는 작업자들은 즉각적인 방사

능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Client 화면을 실제 작업장에 보여줌으

로써,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하 다.  이 화면은 서버실의 주화면과 동일

하며, 시설의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시켜 출

입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버와 Client 

간에는 전용선을 따로 설치하여(인터넷과 연

결 안되어 있음) 오로지 두 컴퓨터 간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36. ACPF RM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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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ACPF RMS Server Screen

그림 38. Client Server

 

그림 39. Client Server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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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CCTV

5.7.1 장치 개요

시설의 대표적인 세 구역(운전구역, 서비스구역, Air Lock Zone)은 폐쇄감

시회로(CCTV)로 항시 관찰되고 있으며, 이 모든 화면 정보는 1층의 HP 

Room으로 보내져 24시간 녹화되고 있다.  운전구역의 CCTV는 전체 운전구

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그림40과 그림41)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

지 두 CCTV는 각 Rear Door를 바라보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그림42와 그

림43).

5.7.2 설치된 모습

그림 40. 운전구역

 

그림 41. 확대한 모습

그림 42. Air Lock Zone

 

그림 43. Isolation Room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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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부대설비

6.1 전원 연결도

각 장치들은 220V로 제작되었으며 전원 연결도는 아래 그림44와 같다.

그림 44. ACPF RMS Pow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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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원 판넬 구성도

각 장치들의 전원을 콘트롤하는 전원 판넬은 핫셀의 운전구역에 놓여있는 

판넬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모습은 그림45와 같고 이를 도식적으로 그림46

에 따로 그려놓았다.

그림 45. MCC Panel Description

 

그림 46. Panel Description



ACP 실증시설의 방사선감시시스템

- 26 -

6.3 시스템 데이터선 연결도

6.3.1 전체 연결도

RMS 장치들 간의 데이터 이동과 RMS 서보로의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전

체 연결도면은 그림47과 같다.  기존의 IMEF 건물의 RMS 데이터 연결선과 

마찬가지로 ACPF RMS의 데이터 연결방식은 Loop 형태로 설정되었으며, 최

종적인 연결선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 HP Room으로 이어져 있다.

그림 47. ACPF RMS Sign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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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ACPF에서 HP room 으로의 연결

최초에 ACPF RMS의 연결선을 1층에 위치한 기존 IMEF RMS에 연결하여 

사용하려 하 으나, IMEF RMS 연결 Loop와 HP Room(RIPF 건물 1층에 위

치)은 일체형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를 관통하는 연결라인이 이미 포화

된 상태로 고무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데이터 연결의 공간이 불가능

하 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건물을 관통하는 새로운 연결 라인을 설치하

게 되었다.  즉, IMEF 지하 1층(ACPF)에서 RIPF건물 지하 1층(전기실)으로 

통하는 스틸배관을 설치하여 그 속으로 데이터선을 삽입하는 형태이다.  그림

48은 ACPF쪽에서의 모습이며, 그림49은 RIPF 건물 지하의 전기실에서의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50은 전체적인 연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8. ACPF 운전구역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49. RIPF 지하 1층

그림 50. 전체적인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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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핫셀 리어도어와의 Interlock 설정

7.1 Interlock의 필요성

방사능 물질을 직접 취급하게되는 핫셀 내에 설치되는 핫셀 방사능 감시기에는 

다른 감시기들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게되는데, 이는 핫셀내의 방사능

의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는 핫셀의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제어하

는 'Interlock' 기능이다.  핫셀내의 방사능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실수로 리어도어

를 열지 못하게 제어하는 안전장치의 개념으로서 감시기에는 이러한 신호를 리어도

어에게 전달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7.2 Interlock의 설정

제어의 기준이 되는 신호의 크기는 각 시설의 상황과 핫셀내에서 사용하는 방사

능 선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IMEF 건물과 ACPF 

건물은 IMEF 안전성분석보고서(ACPF의 안전성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명

시된 2.5 m㏜/hr를 설정하 다.  즉, 핫셀내의 방사능의 수치가 2.5 m㏜/hr 이상일 

경우에는 감시기가 리어도어 콘트롤 판넬에 'Close'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어

떤 경우에라도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게 제어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안전성분석보

고서 11.4.6.3.4 방사선 감시 설비 항목 중에 핫셀출입문감시기에 대한 언급은 아래

와 같다.

핫셀출입문감시기는 핫셀내에 설치되며 고방사능에 대하여 현장 및 안전관리실에 

준위표시가 가능토록 하며, 또한 핫셀내의 방사선량준위가 2.5 m㏜/hr 이상이 되면 

핫셀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연동장치가 되어 있다.

7.3 Interlock Test

연동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테스트 단계를 거

친다.

① 실제 Alert Alarm 레벨인 2.5 m㏜/hr 방사선원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어

려운 관계로 이 수치를 Background 레벨로 낮추어 실질적으로 Alert 

Alarm이 울렸을 때 Rear Door가 열리지 않는 가를 알아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정상상태일 때, 먼저 Rear Door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제대로 동작하는 지 

파악한다.

③ Alert Alarm의 기준수치를 Background 레벨로 낮춘다. → Alert Alarm이 

켜진다.

④ Rear Door를 열고 닫아 본다. → 이때, 닫는 것은 가능하나 여는 것은 불

가능하다.

⑤ 다시 Alert Alarm의 기준수치를 Background 레벨 이상으로 높인다. → 



ACP 실증시설의 방사선감시시스템

- 29 -

Alert Alarm이 해제된다.

⑥ Rear Door 개폐작동이 모두 가능하다.

7.4 Interlock 작동 개념

그림51은 운전구역쪽에서 바라본 핫셀 감시기 및 리어도어의 모습이다.  핫셀감

시기의 제어선은 리어도어 우측에 위치한 회색의 리어도어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어 

Interlock 기능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51. Interlock이 연결되는 장치들

그림52은 Interlock의 작동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흐름은 우측에서 좌측으

로 진행되는데, 먼저 현재 핫셀내의 방사능 선원이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2.5 m㏜/hr) 보다 높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작동한다.

① 핫셀 감시기가 방사능 측정치를 핫셀 감시기 모니터(Ratemeter)로 전송한

다.

② 핫셀 감시기 모니터는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판단한 후, 제어

신호(Close Signal)을 리어도어 컨트롤 판넬에 보낸다.

③ 컨트롤 판넬은 이 신호를 받아서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제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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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Interlock의 연결 흐름도

8. Inspection

시설 설치전 장비의 점검을 위하여 방사선관리실 인원과 같이 제조사를 방문하여 각 

장치들의 특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작동법을 현지에서 직접 교육

받아 실제 운전에 적용하도록 하 다(그림53).

그림 53. RMS 제작회사에서 수행한 Inspection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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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장치관련 도면

1-1. ACP-JRM-10-101_F (RMS Locat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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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CP-MVA-10-101_F (Hot Cell Exhaust Du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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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CP-NHC-12-400_F (Penetration List)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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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CP-NHC-12-401_F (Penetration Lo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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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CP-NHC-12-518_F (Shield Plug - 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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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CP-NHC-12-519_F (Shield Plug - Typ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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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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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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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3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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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4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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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5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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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6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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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7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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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8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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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9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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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0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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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1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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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2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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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3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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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4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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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5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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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6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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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7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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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8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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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19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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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0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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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1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 58 -

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2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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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3 / 24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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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ield Plug Casing & Elements ( 2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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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uct Probe Mount ( 1 / 5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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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uct Probe Mount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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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uct Probe Mount ( 3 / 5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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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uct Probe Mount ( 4 / 5 )



<첨부1> 장치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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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uct Probe Mount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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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구매관련 서류

2-1. 기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결과통보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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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결과통보 ( 2 / 4 )



<첨부2> 구매관련 서류

- 68 -

2-1. 기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결과통보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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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결과통보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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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매 내부결재



<첨부2> 구매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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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 요구서 ( 1 / 2 )



<첨부2> 구매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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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 요구서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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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검토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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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검토 의견서

방사선감시장비(RMS) 구매에 관한 업체별 기술검토

※ : 제출한 입찰서류에 기술사양서의 해당 내용이 없거나 자료가 없음을 나타냄.

Specification Unit 이수 REMTECH BERTHOLD NEOSIS 명진

Manufacture
Cardinal

(USA)

Eberline

(Germany)

Berthold

(Germany)

Canberra

(USA)

MGPI

(France)

Design, Test, Deliver

Cabling, Install, Calibration
ok ok ok ok ok

Shipping month 6~8 4 7 7 7

Spare part list ok ※ Omitted ok ok ok

Spare part offer

   Ratemeter, 2 EA

   Hotcell detector, 1 EA

   Area detector, 1 EA

   Duct detector, 1 EA

   Pump for Iodine monitor, 1 

EA

※ Omitted ※ Omitted

※ Omitted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Bank 4 Area Monitor

connection to Server
1 ※ Omitted ※ Omitted ※ Omitted ok ok

Warranty

   Equipments

   Software

year ok

ok

※ Omitted ※ Omitted

ok

ok

ok

ok

ok

Software source offer ※ Omitted ※ Omitted ok ok ok

Korean Manual for 

equipments
※ Omitted ※ Omitted ※ Omitted ok ok

Server caninet ※ Omitted ※ Omitted ※ Omitted ok ok

Area monitor

   3 Detector

   Data Sheet

ok

※ Omitted

ok ok ok ok

Room air monitor

   2 Detector

   particulate & iodine

   Data Sheet

ok

ok

ok

※ only 

particulate

ok

ok

ok

ok

ok

ok

Hot cell door monitor

   2 Detector

   Data Sheet

ok

※ Omitted

ok ok ok ok

Duct monitor

   1 Detector ok ok ok ok ok

Iodine monitor

   1 Detector ※ Omitted ok ok ok ok

Monitoring software for RMS

   Korean Language

   1 Server

   2 Clients

ok

ok

※ 1 Clients

ok

※ No 

description 

for server 

hardwear

※ Omitted

ok

ok

ok

ok

ok

ok

ok

ok

CCTV

   3 Camera ok ok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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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 결과

업체 이수무역 REMTECH BERTHOLD NEOSIS MGI

판정결과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 불합격 사유

〚 Korea BERTHOLD ( Berthold )  〛

- Spare Part 제공 목록 중 Ratemeter 2 대에 관한 정보가 없음

- 현재 RIPF(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동)의 Bank 4 

핫셀에 설치되어있는 Area Monitor 한 대를 앞으로 구축할 ACP 서버와 

연결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한 계획이 없음

- 각 장비들의 1년간 Warranty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계획이 없음

- 각 Monitor 기기마다 Introduction & Operation 매뉴얼을 한 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RMS 서버의 Cabinet 설치에 관한 계획이 없음

- RMS 서버 운  프로그램의 한 버전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이수무역 ( Cardinal )  〛

- 각 장비들에 대한 Spare Part의 목록과 가격만 제시하 으나 기술사양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 지정 Spare Part 공급 계획이 없음

- 현재 RIPF(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동)의 Bank 4 

핫셀에 설치되어있는 Area Monitor 한 대를 앞으로 구축할 ACP 서버와 

연결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한 계획이 없음

- RMS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각 Monitor 기기마다 Introduction & Operation 매뉴얼을 한 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RMS 서버의 Cabinet 설치에 관한 계획이 없음

- Area Monitor와 Hot Cell Door Monitor에 대한 자세한 Data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 배기 덕트 라인에 설치시켜야할 Iodine Monitor의 설치 계획이 전혀 없음

- RMS의 서버에 연결할 Client를 두 대 공급하여야 하나 한 대만 계획되어 있음.

- RMS 장비의 IMEF 건물 설치시 기술자들의 하루 임금 및 체제비용에 관한 내용이 

전체 입찰가에서 누락되어 있음. (기술사양서에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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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명시하고 있음)

〚 REMTECH ( Eberline )  〛

- Spare Part 목록 뿐만 아니라 최소 지정 Spare Part 공급 계획이 없음

- 현재 RIPF(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동)의 Bank 4 

핫셀에 설치되어있는 Area Monitor 한 대를 앞으로 구축할 ACP 서버와 

연결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한 계획이 없음

- 각 장비들은 1년간, RMS 운  소프트웨어는 3년간 Warranty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계획이 없음

- RMS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각 Monitor 기기마다 Introduction & Operation 매뉴얼을 한 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RMS 서버의 Cabinet 설치에 관한 계획이 없음

- Room Air Monitor는 Particulate와 Iodine에 대한 감시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나 

제공한 정보에는 Iodine에 대한 감시 내용이 전혀 없음

- RMS 서버의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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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자물품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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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견적서 (Firm Order)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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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견적서 (Firm Order)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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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견적서 (Quotation)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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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견적서 (Quotation)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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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약품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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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검수의뢰 및 결과통보서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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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검수의뢰 및 결과통보서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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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장치관련 기술사양서

3-1. ACP RMS System 기술사양서

Contract Name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TECHNICAL SPECIFICATION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ocument No. : ACP-JRM-75-101

* Safety Class :   N/A                 * Quality Class :  S

Project No. : 2002100

ISSUE STATUS

0 ‘03.10.31 ISSUE FO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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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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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COPE

1.1 General

The Seller shall design, fabricate, deliver, assemble, install, and test a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for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ACP Facility).

1.2 Work Included

The  RMS shall include, but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 the following:

a. Design, fabricate, deliver, assemble, install and test a complete Digi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RMS) for ACP Facility.  All software necessary for 
proper system operation shall be included.

b. The RMS shall be capable of performing the functions specified. Omissions in 
this specification shall not relieve the Seller of the obligation to furnish a 
system that meets this requirement.

c. Export packing, crating and transportation of all equipment from factory to the 
point of export (FOB).

d. One(1) set of all special tools required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e. A list of recommend spare parts with prices.
f. One(1) set of RMS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g. Three(3) sets of CCTV cameras with remote station and videotape recorder.
h. Supply and installation of all internal and external cables with enough length 

including the following:
- Cable between detectors and local control panels
- Cable between local control panels and RMS computer to be installed at 

Health Physics Room
- Cable between local control panels and rear door control panels (see 

Attachment 4 and Paragraph 7.2.3)
- Cable between rear door control panels and RMS computer (see Attachment 

4 and Paragraph 7.2.3)
- Cable between existing area monitor for Bank-4 hotcell of RIPF(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and RMS computer. The existing area monitor 
for Bank-4 hotcell shall be incorporated into radiation monitoring system for 
ACP facility.

- Cable between CCTV cameras at local and remote station at Health Physics 
Room

i. Installation of all equipment and fielding testing at jo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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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abor and material for installation

1.2.1 In addition to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the Seller shall provide the following 
accessories or services:
a. Supply of receptacles and plugs for 120V AC, 60Hz power supply as specified 

in Section 6.3
b. Supply of accessories as specified in Section 7.0
c. Supply of spare parts for two(2) years operation and special tools for initial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d. Shop test and performance test,
e. Cleaning and shop painting,
f. Packing and marking, and shipping
g. One year warranty on the every equipment and three(3) year warranty on the 

RMS software
h. RMS operating software shoud be Korean language based and its permanent right 

of using with program original sources should be handed over to Buyer
i. Introduction & Operation Manuals for all RMS equipments should be submitted 

to Buyer in Korean Language
j. Spare parts list includes followings at least

- Ratemeter, 2 EA
- Hotcell door detector, 1 EA
- Area detector, 1 EA
- Duct detector, 1 EA
- Pump for Iodine monitor, 1 EA

1.3 Work Not Included

The following items are not part of this specification and will be performed by 
others :
a. Furnishing of electrical power supply
b. Storage at jobsite

2.0 ABBREVIATIONS AND DEFINITIONS

2.1 The definitions listed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where used :

A. IMEF :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B. Displa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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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lay unit receives the signal from the detector, processes the signal and 
displays the information in exposure rate on the meter. This display unit consist 
of PC interface, RS232/RS485, operating key, 4XLED, Sound generator, digital 
bit output/input, analog output/input, AC/DC power supply, history memory, 
Alarm unit. Display unit has a function  of alarm and limit set and should be 
connected alarm unit with flash light separately.

Display unit definition of terms for the alarm plan :

1) Latching mode - The reaction to a change of state (e.g. Alarm) is 
maintained until the state is manually acknowledged. This is in particular 
valid for the situation that the change of state has been already reset (e.g. 
alarm threshold is remained under again.) The latching mode can be 
configured separately for the sound generator, the LEDs seen as an entity 
and for each digital output.

2) Failure - A measured value falls below the set failure threshold of a 
channel or a status bit has been set in the measured value status that has 
been configured as failure.

3) Alarm 1 - Measured value exceeds the threshold set for Alarm 1.

4) Alarm 2 - Measured value either exceeds the threshold set for Alarm 2 or a 
status bit has been set in the measured value status that has been 
configured as Alarm 2.

C. Local Display unit & Alarm unit
Display of radiation level and visual/audible annunciator above the preset level. 
This instrument will be installed near by the related detector. In addition, all 
data of the radiation measuring value must be displayed at the same time in 
the computer.

3.0 QUALITY STANDARDS

3.1 General

The Seller shall control the quality of all work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pecification,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nd other contract documents. All items 
and services are classified to quality clas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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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des and Standards

3.2.1 The equipment shall be (or All work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edition and addenda of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nd USNRC Reg, 
Guides in effect as of December 31, 2002.

3.2.2 All work covered by this Specification, and materials of their construction, shall be 
as recommended by the Sell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is Specification, and 
shall be designed, fabricated, inspect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codes and standards or equivalent including all addenda.

ANSI N13.1 Guide to Sampling Airborne Radioactive Materials in Nuclear 

Facilities

ANSI N13.10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of On-Site Instrumentation for 

Continuously Monitoring Radioactivity in Effluents

ANSI N42.3 Test Procedures for Geiger-Muller Counters(IEEE 309)

ANSI N42.5 Bases for GM Counter Tubes

ANSI N42.9 Test Procedures for Photomultipliers for Scintillation and 

Glossary for Scintillation Counting Field (IEEE398) 

IEEE472 Guide for Surge Withstand Capability (SWC) Tests (ANSI C37. 

90a)

ICEA S-19-81 Rubber-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ibution of Electrical Energy (NEMA WC 3)

ICEA S-61-402 Thermoplastic-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NEMA WC 3)

NEMA ICS-6 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y Systems

NEMA ICS1 Enclosed Switches 

NEMA PMC 33.1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of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SSPC SP-8 Steel Structures Painting

SSPC SP-10 Near-White Blast Cleaning

ANSI N2.3 Immediate Evacuation Signal for use in Industrial Installation

3.3 Quality Requirement

The Seller shall control the quality of items an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eller's quality assurance program.

Documentation and surveillanc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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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ERTIFICATE OF COMPLIANCE

A certificate of compliance is required for items according to Appendix D-1. The 
Seller is to certify that the materials, equipment, or services provide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  

4.0 SUBMITTAL

4.1 General

General requirements for drawing and data are summarized in Appendix D-1 and 
augmented by detailed requirements in this Specification.

The Seller shall submit to the Buyer all data as shown on Attachment 1.

4.2 Engineering Document

4.2.1 Outline dimension and internal arrangement and wiring drawings shall be furnished. 
They shall show the size and location of electrical, process and service connections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locate and mount the equipment.

4.2.2 Interconnecting wiring diagrams shall show terminal designation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the design interface with other equipment.

4.2.3 The Seller's name and model number and any other required information shall be 
added to the Buyer's data sheets, Attachment 2.

4.2.4 Instruction manuals for the all equipment shall be furnished in Korean language. They 
shall incorporate basic design principles, theory of operation, operational adjustments, 
maintenance, troubleshooting, repair, and complete parts lists showing part numbers.

4.2.5 The Buyer's instrument tag numbers shall be used on the drawings to identify each 
instrument. The instrument numbers will be provided in Attachment 1.

4.2.6 Engineering performance test procedures for pressure, mechanical and electrical tests 
shall be furn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0. Test results shall also be 
furnished.

4.3 Verific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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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electrical, electronic, pressure, mechanical and system tests and 
calibration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0 and 10.0 shall be furnished.

5.0 MATERIALS

5.1 All materials required shall be the best suitable for the service intended and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Buyer. When required, certified copies of the chemical 
analysi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provided shall be furnished to the 
Buyer.

5.2 The Buyer has the right to select any additional test specimens of material being 
provided and to require tests to be made by the Seller.

5.3 Paints and/or other applied surface preparations shall contribute minimally relative to 
the total combustible potential of materials or components in or on the goods. No 
preparation or material shall release toxic gases or dense smoke or propagate flames 
when heated or exposed to open flames. No material shall contain polyvinyl-chloride.

6.0 SERVICE REQUIREMENTS

6.1 Operating Environment Condition.

6.1.1 The system described in this specification will be installed in IMEF building. The 
equipment shall be designed for the environment and operated without degradation of 
performance over the following environmental ranges at the locations listed below for 
normal operation.

(1) Temperature -10℃ ～ 50℃

(2) Relative Humidity(%) Up to 90%

(3) Pressure Atmospheric

(4) Radiation Condition 6000 Zone ≤0.625mR/hr

7000 Zone ≤1.25mR/hr

8000 Zone ≤50.0mR/hr

9000 Zone ≥50.0mR/hr

6.1.2 Other process service conditions shall be as given in the Data Sheets in Attach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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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esign and Qualified Life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escribed in this specification is to have a design 
life of 20 years of plant operation. The Seller shall propose a plan to assure a 
system life of 20 years by recommending equipment replacement intervals.

6.3 Electrical Power

Only one (1) feeder as below will be provided for each local control panel for 
radiation monitor:

- AC 1Ph 2W, 120V, 60Hz

7.0 DESIGN REQUIREMENTS

7.1 General

7.1.1 The system will be composed of complete digi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RMS) including detector, microprocessor-based signal processing unit, digital 
displays and computer console, cabinet etc.

7.1.2 The monitor will comprise the microprocessor-based signal processor, detector, 
detector high-voltage power supply, cable, digital display, audible and visual alarms 
and control units. The field unit will be placed near the detector location while the 
RMS computer will be located in the IMEF health physics room. RMS caninet will 
be furnished for location in the IMEF health physics room alongside the RMS 
computer. This cabinet contains all required I/O modules.

7.1.3 The system shall be designed such that the failure of any single component or any 
field unit shall not affect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overall system.

7.1.4 Configuration of RMS for IMEF
The RMS computer and cabinet will be located in the IMEF health physics room. 
The electronic modules including the local indicator annunciators shall be field 
mounted. The output signal of this module shall be fed to computer installed in 
health physics room of IMEF. (Refer to Attachment 3 for RMS genera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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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The interconnecting cables between field units will be installed in conduits and cable 
trays along with AC and DC control circuit cables. Electrical transients may exist on 
the system power sources. Seller shall provide necessary safeguards inherent to circuit 
design and wiring to withst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MI) susceptibility and 
surge withstand capability.

7.1.6 Alarm Requirement

(1) The system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process, functional and 
malfunction alarms.
a. High radiation level alarm that can be set at any point in the measurement 

range.
b. Alert alarm that can be set at any point below the high measurement range.
c. An alarm for equipment malfunction.
d. Range alarm

(2) The alarms shall not operate if te system is switched off.
(3) Each radiation detector shall have an audible alarm and visual alarm. These alarm 

shall be automatically activated on high radiation level and shall provide a 
continuous sound and flashing light. The audible alarm shall be silenced by the 
alarm acknowledge button and the flashing light shall be still on for duration of 
the alarm. the audible alarm shall provide sound level of at least 100dB at 3m. 
The flashing light shall be strobo type light of about 100watts, flashing rate of 
about on flash per second.

7.1.7 Detector

(1) Each detector shall have an integral, electrically activated check source similar to 
the sample isotope to be detected, each field unit shall be designed such that it 
can be tested and recalibrated at periodic intervals.

(2) Required minimum detectable level for each modules, response time and 
measurement accuracy shall be as described in Data Sheets of this Specification, 
Attachment 2.

(3) Each RMS module shall be of a nonsaturating design so that it indicates a level 
higher than its design range upper limit when exposed to a radiation level up to 
100 times this limit.

(4) The RMS shall be provided with system self-check and diagnostic capability to 
detect malfunctions and alert the operator in case of power failure, detector 
failure, signal path failure, and the like.

(5) Detectors do not require operator adjustments



<첨부3> 장치관련 기술사양서

- 95 -

7.1.8 Data Treatment

(1) All data produced during the operation shall be stored in the RMS server and  
easy to be exported to Data Sheet management programs(e.g. Microsoft Excel).

(2) Communication Interfaces of all equipments should be applicable for each other 
with RS-485 and RS-232 data transfer types.

7.2 Description

The radiation monitoring is performed by the following systems :
(1) Area monitor
(2) Room air monitor
(3) Hot cell door monitor
(4) Duct monitor
(5) Iodine monitor
(6) Monitoring software for RMS
(7) CCTV

7.2.1 Area Monitor

The area monitoring system is provided to continuously monitor gamma radiation at 
selected locations where beams or fields of radiation may occur during operations of 
the ACP Facility.

The monitoring loop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Wide range gamma detector (3EA)
(2) Local display unit (1EA)
(3) Local alarm annunciator (2EA)

Two(2) wide range gamma detectors are installed in operating area and service area, 
respectively for measurement of area gamma radiation. Another detector is installed 
behind of M8b Cell rear door in order to measure area radiation. Refer to 
Attachment 4 for installation location of detectors. One(1) local display unit  and 
one(2) local alarm annunciator are connected  with three(3) of wide range gamma 
detectors. One(1) local display unit  is commonly connected  with three(3) of wide 
range gamma detectors. Two(2) local alarm annunciators are connected  with the 
common local display unit.

7.2.2 Room Air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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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2) room air monitors are provided for the continuous automatic detection and 
early warning of aerosol-bound radio nuclide in air.

Each monito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Detector which could measure Particulate & Iodine simultaneously (1EA)
(2) Local display unit (1EA)
(3) Local alarm annunciator (1EA)

The monitor shall have capability of automatic measurement of particulate-aerosol 
activity and iodine in the air.

7.2.3 Hot cell door monitor

Hot cell door monitors are installed inside the hot cell.

The monitoring loop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Gamma Ion chamber detector (2EA)
(2) Local display unit (1EA)
(3) Local alarm annunciator (2EA)

Two(2) ion chamber detector are installed in M8a hot cell and M8b hot cell, 
respectively for measurement of area gamma radiation inside the hot cell. Refer to 
Attachment 4 for installation location of detectors. One(1) local display unit is 
commonly connected with two(2) ionization chamber and two(2) local alarm 
annunciators.

Hot cell door monitors shall provide radiation level setting which is interlocked to the 
rear door of hot cells, i.e., the rear door will not be opened if the radiation level is 
higher than the preset level(250mR/hr). When radiation level is higher than the preset 
level, the lamp for warning is lighted on, also shown “No Authorization” on the 
alarm panel in IMEF health physics room and rear door control panel. When the 
radiation level is lower than the preset level, the lamp for warning is lighted on, also 
shown “Authorization” on the alarm panel in IMEF health physics room and rear 
door control panel. Since one(1) local display unit is commonly used for two(2) 
detectors, it should provide two interlock signal, one for each re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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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Duct Monitor

One(1) NaI(T1) scintillation detector shall be installed as in-line type in the exhaust 
duct of ACP Facility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activity released to the IMEF 
exhaust duct.

The duct monito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NaI(T1) scintillation detector (1EA)
(2) Local display unit (1EA)
(3) Local alarm annunciator (1EA)

The NaI(T1) scintillation detector shall be connected with local display unit and local 
alarm annunciator.

7.2.5 Iodine Monitor

One(1) Scintillation detector shall be installed as in-line type in the exhaust duct of 
ACP Facility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Iodine released to the IMEF exhaust duct.

The Iodine monito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Scintillation detector (1EA)
(2) Local display unit (1EA)
(3) Local alarm annunciator (1EA)

7.2.6 Monitoring Software and Computer for RMS.

The monitoring software for RMS is designed specifically for the management of 
radiation monitoring networks. The software package manages the data acquisition, 
processing, display, alarming and storage. The software operates on an PC in health 
physics room. The software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 as a minimum;

(1) Presentation of the measuring values
(2) Bar Graph representation
(3) Alarm report
(4) Status report
(5) Korean Languag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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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uter system consists of 1 main server and 2 client computers. The system 
shall have the following specification or better;

<Server>
(1) CPU : Xeon based 3GHz, Twin CPU (Server Class)
(2) Mainboard : Twin Xeon CPU support, SCSI based, Major company product
(3) Memory : larger than 2GB
(4) Monitor : LCD monitor (larger than 17 inch)
(5) OS : Korean based Microsoft product (most latest version)
(6) Storage : larger than 200GB Ultra320 SCSI HDD (10000 RPM)
(7) CD : CD-RW (52x), Major company product
(8) Printer : Laser printer, Major company product

<Client>
(1) CPU : Pentium IV 3GHz (system bus 800MHz)
(2) Memory : 512MB
(3) Storage : 80 GB (7200 RPM)
(4) Monitor : LCD monitor (larger than 17 inch)

7.2.7 CCTV

All situations in the facility should be observed for satety.  Three(3) CCTV cameras 
shall observe operator's entrance & working and rear door moving.  Refor to 
Attachment 4 for checking camera's position.  Each camera shall have following 
specifications.

(1) Digital Signal Processing
(2) Higher than 40,000 pixels CCD
(3) High sensitivity with 1 lux illumination

8.0 FABRICATION AND ASSEMBLY REQUIREMENTS

8.1 The field unit shall be made so that the equipment shall not be affected by fire 
control procedures such as injection of water or dry chemical (e.g., CO2)

8.2 The field units shall be completely tubed, wired and assembled with all instruments, 
devices and controls installed so that the assembly is an operating unit ready fo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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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esign, material selection, and workmanship shall be such as to result in a neat 
appearance outside and inside, with no welds, rivets or bolts apparent from front 
faces of panels and with all exterior surfaces true and smooth.

8.4 The information for instruction for instrument tagging shall comply with Appendix J-1 
in this Specification.

8.5 The RMS shall meet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quirements of Appendix J-1, 
applicable, and this Specification.

9.0 SURFACE PREPARATION AND PAINTING

9.1 General

All ferrous surfaces both interior and exterior shall be painted. Nonferrous surfaces 
shall be protected from damage during the surface preparation and painting procedure. 
Prior to the specified surface preparation, all console and panel edges shall be 
smooth.

9.2 Surface Preparation

All surfaces shall be abrasive blasted in accordance with SSPC SP-10, Near-White 
Blast Cleaning. The surface profile shall range from 1.0 to 2.0 mils. Any slivers, 
indentations or other surface imperfections on the exterior surface exposed by the 
abrasive blasting shall be removed and the surface made smooth utilizing an approved 
epoxy filler of the same manufacturer.

9.3 Application

9.3.1 A primer must be applied to the abrasive blasted surface before visible rusting 
occurs. After the intermediate coat is dry, the exterior panel surfaces shall be lightly 
sanded and wiped with a dry cloth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finish coating.

9.3.2 Finish application shall be smooth with a gloss of 30 to 40 units at 60 degrees in 
the colors given.

(1) The surface prepar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urface Preparation Specification, SSPC SP-10, Near-White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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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The surface profile shall be from 1.5 to 3.0 mils.
(2) The primer shall be applied to a dry film thickness of 3.0 mils minimum. The 

fire retardant coating shall be applied, over the primer, to a dry film thickness of 
4.0 mils minimum. The finish coat shall be applied over the fire retardant coating 
to a dry film thickness of 2.5 mils minimum. The total dry film thickness shall 
be 9.5 mils minimum.

(3) The primer shall be one of the above approved epoxy primers applied within 8 
hours of the specified surface preparation. The intermediate coat shall be Fire 
Retardant Coating.

9.4 Color

The finish color for the interior surfaces shall be White. The exterior color for the 
cabinets shall match Munsell 7.5G6/1.

10.0 INSPECTION AND TEST

10.1 General

Prior to shipment, equipment and material shall be tested and inspected according to 
this Specification and Seller's inspection plan.

10.2 Inspection

10.2.1 Performance tests and verification of prefabricated interconnecting cable lengths will 
be witnessed by representatives of the Buyer.

10.2.2 The inspection of waiving of inspection by the Buyer shall in no way relieve the 
Seller from providing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is Specification.

10.3 Performance Test

10.3.1 Prior to shipment, tests shall be performed on the system by the Seller in the 
factory. The purpose of the tests is to demonstrate the satisfactory functional 
operation of the system. The tests shall simulate, insofar as practicable, all operations 
of all parts of the system under expected service conditions. At least the following 
tests shall be performed;

(1) High potential dielectric test of electrical insulation between all circui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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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only by the test of NEMA ICS 1, Part ICS 1-109.
(2) Surge withstand capacity test of IEEE 472. The test may be performed on 

components or prototypes.
(3) System operation test with all components connected at normal, minimum, and 

maximum power source voltage. The operation when electrical failures, faults, and 
grounds occur shall be demonstrated. Electronic components shall be burned in at 
least 200 hours with no failures for the last 100 hours.

10.3.2 Written test procedures shall be prepared by the Seller for Buyer's review and 
approval. The test procedures shall include the records to be taken during the tests. A 
written test report shall be provided.

10.3.3 Changes necessary for the system to perform the specified functions shall be made in 
a permanent manner and retested before completion of the tests.

10.3.4 All costs arising from factory tests, including replacement of damaged material,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eller.

11.0 NAMEPLATE OR MATERIAL IDENTIFICATION

11.1 All device shall be identified with numbers assigned by the Buyer. The identification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and visible.

12.0 SHIPPING REQUIREMENTS

12.1 Preparation for Shipment

12.1.1 Openings shall be covered or plugged during shipment and storage. Exposed screw 
threads shall be protected with plastic caps or plugs.

12.1.2 The equipment shall be packed, crated, and/or braced to protect it during transit and 
storage.

12.1.3 A desiccant shall be packaged with equipment subject to damage from moisture. 
Equipment with internal desiccants shall be so tagged.

12.1.4 The packaging shall be clearly labeled with the equipment name and number, the 
Purchase Order number,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field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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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Free standing panel shall include removable provisions for lifting and shall be crated 
on skids.

12.1.6 Internal devices shall be braced as required to protect against damage in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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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 List of Equipment

LIST OF EQUIPMENT

ITEM 

NO.
DETECTOR TAG NO.

Q'TY

(EA)
DESCRIPTION

1 ACP-RM-CR001 1 Area Monitor

2 ACP-RM-CR002 1 Area Monitor

3 ACP-RM-CR003 1 Area Monitor

4 ACP-RM-CR011 1 Room Air Monitor

5 ACP-RM-CR012 1 Room Air Monitor

6 ACP-RM-CR021 1 Hot Cell Door Monitor

7 ACP-RM-CR022 1 Hot Cell Door Monitor

8 ACP-RM-CR031 1 Duct Monitor

9 ACP-RM-CR041 1 Iodine Monitor

10 ACP-RM-VC001 1 CCTV Camera

11 ACP-RM-VC002 1 CCTV Camera

12 ACP-RM-VC003 1 CCTV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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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2. Data Sheets

DATA SHEET

QAUNTITY 3

LOCATION OPERATING AREA AND SERVICE AREA OF M8a HOT CELL 
AND REAR DOOR AREA OF M8b HOT CELL

PROCESS

FUNCTION MEASURE LEVEL OF RADIATION

DESIGN PRESSURE MIN. PSIG MAX. PSIG

IN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OUT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DIFFERENTIAL PRESSURE MIN. PSID

TEMPERATURE MIN. ℃ MAX. ℃

CONSTRUCTION

PIPING CONNECTIONS

ELEC. ENCL./MOUNTING NEMA 4 WALL

POWER SUPPLY 120 AC, 1 PHASE, 60HZ

ELEC. ARRANG./CONNCETIONS

OUTPUT RELAY CONTACTS

MATERIALS ALL MATERIAL SHALL BE SUITABLE FOR RADIOACTIVE SERVICE

DETECTION

FLOW MIN./PUMP REQUIRED - -

FLOW IND/LO/HI FLOW ALARM - -

MEASUREMENT (CHANNEL) TYPE AREA

SAMPLER TYPE/DETECTOR TYPE N/A GM(γ)

DYNAMIC RANGE (CLEAN)

SENSITIVITY (CLEAN)

VALUE HIGH: 0.007 CPS/μSv/h, LOW: 18 CPS/μSv/h

MAX. RESPONSE TIME

DESIGN BACKGROUND BACKGROUND

MIN. STATIS. CONFID.

CALIBATION ISOTOPE YES

ACCURACY

SAMPLER VOLUME -

MIN. FILTER EFFICIENCY -

4π SHIELD THICKNESS

LOCAL & INDICATION YES

LOCAL & ALARM YES

CHECK SOURCE PROVIDED YES

MANUFACTURER/MODEL NO.

SIGNAL PROCESSOR

POWER SUPPLY 120 AC, 60HZ

DISPLAY READOUT METER

CONTROL OUTPUT YES

ALARM INDICATION HIGH ALERT AND FAILURE ALARM

SET POINT ADJUST PROVIDED HIGH AND ALERT SETPOINT ADJUST

CHECK SOURCE ACTIVATION YES

CONTROL PUSH BUTTON ALARM RESET AND CHECK SOURCE ACTIVATION

COMPUTER INTERFACE YES

MANUFACTURER/MODEL NO.

PREFABRICATED ENOUGH CABLE SHALL BE PROVIDED BY SELLER PER EACH DETECTOR.

PROJECT
QUALITY CLASS S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QUIP. NAME EQUIPMENT NO.

AREA MONITOR CR001, CR002 and CR003

DOCUMENT NO. REV.

ACP-NHC-75-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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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QAUNTITY 2

LOCATION OPERATING AREA AND SERVICE AREA OF HOT CELL

PROCESS

FUNCTION MEASURE LEVEL OF RADIATION

DESIGN PRESSURE MIN. PSIG MAX. PSIG

IN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OUT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DIFFERENTIAL PRESSURE MIN. PSID

TEMPERATURE MIN.          ℃ MAX.   ℃

CONSTRUCTION

PIPING CONNECTIONS

ELEC. ENCL./MOUNTING NEMA 4 WALL

POWER SUPPLY 120 AC, 1 PHASE, 60HZ

ELEC. ARRANG./CONNCETIONS

OUTPUT RELAY CONTACTS

MATERIALS ALL MATERIAL SHALL BE SUITABLE FOR RADIOACTIVE SERVICE

DETECTION

FLOW MIN./PUMP REQUIRED YES

FLOW IND/LO/HI FLOW ALARM - -

MEASUREMENT (CHANNEL) TYPE PARTICLE & IODINE

SAMPLER TYPE/DETECTOR TYPE FIXED PART. FILTER SCINTILLATOR FOR γ AND β

DYNAMIC RANGE (CLEAN) 6 DECADES

SENSITIVITY (CLEAN)

VALUE 0.37 Bq/㎥ (FOR PARTICLE & IODINE)

MAX. RESPONSE TIME

DESIGN BACKGROUND BACKGROUND

MIN. STATIS. CONFID.

CALIBATION ISOTOPE YES

ACCURACY

SAMPLER VOLUME -

MIN. FILTER EFFICIENCY -

4π SHIELD THICKNESS

LOCAL & INDICATION YES

LOCAL & ALARM YES

CHECK SOURCE PROVIDED YES

MANUFACTURER/MODEL NO.

SIGNAL PROCESSOR

POWER SUPPLY 120 AC, 60HZ, 1PHASE

DISPLAY READOUT METER

CONTROL OUTPUT YES

ALARM INDICATION HIGH ALERT AND FAILURE ALARM

SET POINT ADJUST PROVIDED HIGH AND ALERT SETPOINT ADJUST

CHECK SOURCE ACTIVATION YES

CONTROL PUSH BUTTON ALARM RESET AND CHECK SOURCE ACTIVATION

COMPUTER INTERFACE YES

MANUFACTURER/MODEL NO.

PREFABRICATED ENOUGH CABLE SHALL BE PROVIDED BY SELLER PER EACH DETECTOR.

PROJECT
QUALITY CLASS S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QUIP. NAME EQUIPMENT NO.

ROOM AIR MONITOR CR011 & CR012

DOCUMENT NO. REV.

ACP-NHC-75-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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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QAUNTITY 2

LOCATION INSIDE HOT CELLS (M8a/M8b)

PROCESS

FUNCTION MEASURE LEVEL OF RADIATION

DESIGN PRESSURE MIN. PSIG MAX. PSIG

IN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OUT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DIFFERENTIAL PRESSURE MIN. PSID

TEMPERATURE MIN.         5 ℃ MAX.   60 ℃

CONSTRUCTION

PIPING CONNECTIONS

ELEC. ENCL./MOUNTING NEMA 4 WALL

POWER SUPPLY 120 AC, 1 PHASE, 60HZ

ELEC. ARRANG./CONNCETIONS

OUTPUT RELAY CONTACTS

MATERIALS
ALL MATERIAL SHALL BE SUITABLE FOR RADIOACTIVE 

SERVICE

DETECTION

FLOW MIN./PUMP REQUIRED - -

FLOW IND/LO/HI FLOW ALARM - -

MEASUREMENT (CHANNEL) TYPE AREA

SAMPLER TYPE/DETECTOR TYPE N/A  ION CHAMBER(γ)

DYNAMIC RANGE (CLEAN)

SENSITIVITY (CLEAN)

VALUE 1.8×10-12 A/R/h (FOR 60Co)

MAX. RESPONSE TIME

DESIGN BACKGROUND

MIN. STATIS. CONFID.

CALIBATION ISOTOPE YES

ACCURACY

SAMPLER VOLUME -

MIN. FILTER EFFICIENCY -

4π SHIELD THICKNESS

LOCAL & INDICATION YES

LOCAL & ALARM YES

CHECK SOURCE PROVIDED YES

MANUFACTURER/MODEL NO.

SIGNAL PROCESSOR

POWER SUPPLY 120 AC, 60HZ, 1PHASE

DISPLAY READOUT METER

CONTROL OUTPUT YES

ALARM INDICATION HIGH ALERT AND FAILURE ALARM

SET POINT ADJUST PROVIDED HIGH AND ALERT SETPOINT ADJUST

CHECK SOURCE ACTIVATION YES

CONTROL PUSH BUTTON ALARM RESET AND CHECK SOURCE ACTIVATION

COMPUTER INTERFACE YES

MANUFACTURER/MODEL NO.

PREFABRICATED ENOUGH CABLE SHALL BE PROVIDED BY SELLER PER EACH DETECTOR.

PROJECT
QUALITY CLASS S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QUIP. NAME EQUIPMENT NO.

HOT CELL DOOR MONITOR CR021 & CR022

DOCUMENT NO. REV.

ACP-NHC-75-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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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QAUNTITY 1

LOCATION EXHAUST DUCT

PROCESS

FUNCTION MEASURE LEVEL OF RADIATION

DESIGN PRESSURE MIN. PSIG MAX. PSIG

IN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OUT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DIFFERENTIAL PRESSURE MIN. PSID

TEMPERATURE MIN.          ℃ MAX.   ℃

DUCT SIZE

CONSTRUCTION

PIPING CONNECTIONS

ELEC. ENCL./MOUNTING NEMA 4 EXHAUST DUCT

POWER SUPPLY 120 AC, 1 PHASE, 60HZ

ELEC. ARRANG./CONNCETIONS

OUTPUT RELAY CONTACTS

MATERIALS
ALL MATERIAL SHALL BE SUITABLE FOR RADIOACTIVE 

SERVICE

DETECTION

FLOW MIN./PUMP REQUIRED - -

FLOW IND/LO/HI FLOW ALARM - -

MEASUREMENT (CHANNEL) TYPE ON LINE

SAMPLER TYPE/DETECTOR TYPE - SCINTILATION(γ)

DYNAMIC RANGE (CLEAN)

SENSITIVITY (CLEAN)

VALUE 150,000 cpm/mR/h (for 137Cs)

MAX. RESPONSE TIME

DESIGN BACKGROUND

MIN. STATIS. CONFID.

CALIBATION ISOTOPE

ACCURACY

SAMPLER VOLUME -

MIN. FILTER EFFICIENCY -

4π SHIELD THICKNESS

LOCAL & INDICATION YES

LOCAL & ALARM YES

CHECK SOURCE PROVIDED YES

MANUFACTURER/MODEL NO.

SIGNAL PROCESSOR

POWER SUPPLY 120 AC, 60HZ, 1PHASE

DISPLAY READOUT METER

CONTROL OUTPUT YES

ALARM INDICATION HIGH ALERT AND FAILURE ALARM

SET POINT ADJUST PROVIDED HIGH AND ALERT SETPOINT ADJUST

CHECK SOURCE ACTIVATION YES

CONTROL PUSH BUTTON ALARM RESET AND CHECK SOURCE ACTIVATION

COMPUTER INTERFACE YES

MANUFACTURER/MODEL NO.

PREFABRICATED ENOUGH CABLE SHALL BE PROVIDED BY SELLER PER EACH DETECTOR.

PROJECT
QUALITY CLASS S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QUIP. NAME EQUIPMENT NO.

DUCT MONITOR CR031

DOCUMENT NO. REV.

ACP-NHC-75-151 0



<첨부3> 장치관련 기술사양서

- 108 -

DATA SHEET

QAUNTITY 1

LOCATION EXHAUST DUCT

PROCESS

FUNCTION MEASURE LEVEL OF RADIATION

DESIGN PRESSURE MIN. PSIG MAX. PSIG

IN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OUTLET PRESSURE MIN. PSIG MAX. PSIG

DIFFERENTIAL PRESSURE MIN. PSID

TEMPERATURE MIN.         ℃ MAX.        ℃

DUCT SIZE

CONSTRUCTION

PIPING CONNECTIONS

ELEC. ENCL./MOUNTING NEMA 4

POWER SUPPLY 120 AC, 1 PHASE, 60HZ

ELEC. ARRANG./CONNCETIONS

OUTPUT RELAY CONTACTS

MATERIALS
ALL MATERIAL SHALL BE SUITABLE FOR RADIOACTIVE 

SERVICE

DETECTION

FLOW MIN./PUMP REQUIRED - -

FLOW IND/LO/HI FLOW ALARM - -

MEASUREMENT (CHANNEL) TYPE ON LINE

SAMPLER TYPE/DETECTOR TYPE -  SCINTILATION(γ)

DYNAMIC RANGE (CLEAN) 6 DECADES

SENSITIVITY (CLEAN)

VALUE 0.37 Bq/㎥

MAX. RESPONSE TIME

DESIGN BACKGROUND

MIN. STATIS. CONFID.

CALIBATION ISOTOPE YES

ACCURACY

SAMPLER VOLUME -

MIN. FILTER EFFICIENCY -

4π SHIELD THICKNESS

LOCAL & INDICATION YES

LOCAL & ALARM YES

CHECK SOURCE PROVIDED YES

MANUFACTURER/MODEL NO.

SIGNAL PROCESSOR

POWER SUPPLY 120 AC, 60HZ, 1PHASE

DISPLAY READOUT METER

CONTROL OUTPUT YES

ALARM INDICATION HIGH ALERT AND FAILURE ALARM

SET POINT ADJUST PROVIDED HIGH AND ALERT SETPOINT ADJUST

CHECK SOURCE ACTIVATION YES

CONTROL PUSH BUTTON ALARM RESET AND CHECK SOURCE ACTIVATION

COMPUTER INTERFACE YES

MANUFACTURER/MODEL NO.

PREFABRICATED ENOUGH CABLE SHALL BE PROVIDED BY SELLER PER EACH DETECTOR.

PROJECT
QUALITY CLASS S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EQUIP. NAME EQUIPMENT NO.

IODINE MONITOR CR041

DOCUMENT NO. REV.

ACP-NHC-75-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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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3. RMS General Block Diagram

RE
(CR021)

RE
(CR022)

RU RI

RA

RA

Area Monitor

Hot Cell Door
Monitor

Room Air Monitor

Duct Monitor

RE: Radiation Detector
RI : Display Unit
RA: Annunciator Alarm
RU: Alarm flash lamp

ACP RMS General Block Diagram

RE
(CR001)

RE
(CR002)

RU RI

RA

RARE
(CR003)

Iodine Monitor

RE
(CR031)

RU RI RA

RE
(CR012)

RU RI RA

RE
(CR011)

RU RI RA

RE
(CR041)

RU RI RA

IMEF

Health
Physics
Room

ACP RMS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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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4. Reference Drawing for RMS Location

M8a
Cell

M8b
Cell

Operation
Area

Service
Area 1

3

2

4

5

6

7

8
9

10

11

21
1-3 : Area Monitor
4-5 : Room Air Monitor
6-7 : Hot Cell Door Monitor

8 : Duct Monitor
9 : Iodine Monitor

10-12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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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장치 시험절차서

4-1. Area Monitor Test Procedure

1.0  목적

이 절차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기기들

의 채널기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들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1.1 지역방사선감시기들의 운전상태 점검

2.0  참고

2.1 제작서 도서

2.1.1  Integration Procedure for ADM606/ADM616/ADM606M (A-37399)

2.1.2  Transfer Calibration Procedure (A-37643-B)

3.0  주의사항

3.1 시험목적과 초기조건이 일치하면 시험상황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험순서

를 변경할 수 있다.

3.2 방사선감시기는 시험 전에 각 검출기의 신호선이 ADM606M과 분리되지 않

토록 한다.

3.3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공급상태 및 각 검출기와 ADM606M이 적절히 연

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0  초기조건

4.1 방사선감시기들의 채널기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수행 할 수 있다.

4.2 220V AC 60Hz UPS 전원공급 판넬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4.3 고장난 방사선감시기는 보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

5.0 시험장비

5.1 Digital Multimeter

5.2 Calibration Source



<첨부4> 장치 시험절차서

- 112 -

6.0 절차 및 자료 수집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감시기의 채널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따라 점

검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점검결과란(□Yes, □No)에 √표시와 해당값을 기입

한다.

○ ADM606M S/N : 03057143

○ GP110SI S/N : 041110001

○ GP110SI S/N : 041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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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1 케이블과 전원연결

Area Monitor의 도식과 같이 완벽하게 케이블의 연결을 하여야 
한다.

□Yes, □No

 6.2 Power ON
  6.2.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2.2 "Please Wait"라는 문구가 수 초간 표시된 후 감마선량율

(μSv/h)이 표시된다. :μSv/h

 6.3 시스템 설정
  6.3.1 필터 모드 설정 (Filter Time : 1min) □Yes, □No

   6.3.1.1 감마선량율(μ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1.2 "FILTER" 모드가 표시될 때 까지 "SET"버튼을 누른다.
   6.3.1.3 "FILTER" 모드가 나타난  상태에서 (↑) 버튼을 이용하여 필터

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1) "FILTER" 모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른다.
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필터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6.3.2 날짜 및 시간설정
   6.3.2.1 감마선량율(μ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6.3.2.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의 위치로 이

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다.
□Yes, □No

  6.3.3   Unit ID 설정
"(↑)" 버튼을 눌러 각각의 Channel을 선택한 다음 실행해야한다.

   6.3.3.1 감마선량율(μ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Unit ID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6.3.3.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Unit ID로 이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Unit ID :
Unit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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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  계수기의 동작
  6.4.1  Ratemeter displays
   6.4.1.1 초기 화면 선량화면은 Channel 1의 감마선량율(μSv/h)을 표시한다. : μSv/h
   6.4.1.2 (↑)버튼을 두 번 누르면 Channel 2의 감마선량율(μSv/h)을 표시한다. : μSv/h
   6.4.1.3 (↑)버튼을 세 번 누르면 Channel 1 과 2의 감마선량율(μSv/h)이 동

시에 표시된다. 
: μSv/h
: μSv/h

  6.4.2 View와 Clear 표시
"(↑)" 버튼을 눌러 각각의 Channel을 선택한 다음 실행해야한다.

   6.4.2.1 초기 화면에서 “MODE"버튼을 눌러 누적 선량(μSv) 선량이 
표시된다.

□Yes, □No

   6.4.2.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μSv" 선량과 반짝임이 멈출 때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름 상태를 유
지한다.

□Yes, □No

   6.4.2.3 "RESET" 버튼을 눌러 초기 감마선량율(μSv/h) 표시화면으로 되
돌아온다.

  6.4.3 하이 알람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3.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3.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mSv/h)보다 20배 이상 높게 하

이 알람 설정포인트를 잡는다.
□Yes, □No

   6.4.3.3 "MODE" 버튼을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가 보여 질 때까지 누른다.
   6.4.3.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값(1.00E+3mSv/h)을 

입력한다. : mSv/h

   6.4.3.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하이 알람 설
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
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4 경고 알람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4.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4.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uSv/h)보다 20배 이상 높게 경고 

알람 설정포인트를 잡는다.
□Yes, □No

   6.4.4.3 "MODE" 버튼을 경고 알람 설정 포인트가 보여 질 때까지 누른다.
   6.4.4.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값(1.00E+2uSv/h)을 

입력한다. : m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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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4.5
ADM606M의 키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경계 알람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
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5 램프 테스트
   6.4.5.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5.2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5.3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5.4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6  하이 알람 램프와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6.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1 & TB4-3 OPEN
  TB4-1 & TB4-2 CLOSE

□Yes, □No

   6.4.6.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하이 알람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μSv/h)보다 낮
게 읽히도록 설정값을 내린다.

□Yes, □No

   6.4.6.3  점검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ADM606M의 HIGH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알람이 표시되었을 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비프음이 나타난다. □Yes, □No
"RESET" 버튼을 누르면 비프음이 사라진다. □Yes, □No

   6.4.6.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1 & TB4-3 CLOSE
  TB4-1 & TB4-2 OPEN

□Yes, □No

1)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μSv/h)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린다.

□Yes, □No

2) ADM606M 판넬상의 하이 알람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적으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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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7  경고 알람 램프와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7.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4 & TB4-6 OPEN
  TB4-4 & TB4-5 CLOSE

□Yes, □No

   6.4.7.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경계 알람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μSv/h)보다 낮
게 읽히도록 설정값을 내린다. 

 

   6.4.7.3  검증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ADM606M의 ALERT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7.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4 & TB4-6 CLOSE
  TB4-4 & TB4-5 OPEN

□Yes, □No

   6.4.7.5 
 

경고 알람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μSv/h)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린다. 

□Yes, □No

   6.4.7.6  ADM606M 판넬상의 경계 알람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
적으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8  오류 알람 램프와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8.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류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7 & TB4-8 OPEN
  TB4-7 & TB4-9 CLOSE

□Yes, □No

   6.4.8.2
  

ADM606M의 J1과 검출기 케이블의 분리로부터 오류 조건이 
생긴다.

□Yes, □No

   6.4.8.3

  

대략 8.5분후에 ADM606M은 오류 조건을 표시한다. ADM606M
은 "NO COUNT FAILURE" 메시지를 보여주며,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강한비프음을 낸다.

□Yes, □No

   6.4.8.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오류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7 & TB4-8 CLOSE
  TB4-7 & TB4-9 OPEN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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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8.5 ADM606M의 전원을 OFF 시킨후 검출기 케이블을 ADM606M

에 연결한다.
□Yes, □No

   6.4.8.6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에 놓으면 시스템은 정상 조건으
로 되돌아온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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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ntinuous Air Monitor Test Procedure

1.0  목적

이 절차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기기들

의 채널기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들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1) 덕트 방사선감시기의 운전상태 점검

2.0  참고

2.1 제작사 도서

2.1.1  Functional Test Procedure for Continuous Air Monitor (A38584 Rev A)

2.1.2  Ratemeter Modification Drawing (811577-019)

2.1.3  Jumper Parameter Drawing (811577-018)

2.1.4  Procedure For Installation of Flash Upgradable

Firmware and Internal EERPOM Settings (TP-400635)

2.1.5 Factory Isotopic Calibration, Solid Source, MD-455V6 (A-36500)

3.0  주의 사항

3.1 시험목적과 초기조건이 일치하면 시험상황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험순서

를 변경할 수 있다.

3.2 방사선감시기는 시험 전에 각 검출기의 신호선이 ADM606M과 분리되지 않

도록 한다.

3.3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공급 상태 및 각 검출기와 ADM606M이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0  초기 조건

4.1 방사선감시기들의 채널기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의 이용에 관계없이 수행 할 수 있다.

4.2 220 VAC 60Hz UPS 전원공급 판넬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4.3 고장 난 방사선감시기는 보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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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험장비

5.1 Digital Multimeter

6.0 절차 및 자료 수집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감시기의 채널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따라 점

검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점검결과란(□Yes, □No)에 √표시와 해당 값을 기

입한다.

○ ADM606M S/N :   09042992       

○ PA300E S/N :   03057133

○ MD-455V6 S/N :   030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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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
(Response)

6.1 연결과 설정
 6.1.1 ADM606M과 모든 장치의 전원을 OFF한다. □Yes, □No
 6.1.2 CAM110IFF의 전원에 220V AC, 50/60Hz의 전원을 연결한다. □Yes, □No
 6.1.3 ADM606M의 J1에 PA300E의 Ratemeter1의 케이블을 연결

한다.
□Yes, □No

 6.1.4 ADM606M의 J2에 PA300E의 Ratemeter2의 케이블을 연결
한다.

□Yes, □No

 6.1.5 ADM606M의 J3에 PA300E의 Ratemeter3의 케이블을 연결
한다. □Yes, □No

 6.1.6 PA300E(preamplifier)와 함께 MD45V6(Detector)를 교정한다. □Yes, □No
 6.1.7 Sampler에 MD455V6를 삽입한다. □Yes, □No
 6.1.8 Iodine과 Particle을 수집하기 위해 Sampler에 Paper필터와

Charcoal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Yes, □No

 6.1.9 MD455V6(Detector)와 PA300E(preamplifier)를 케이블로 연
결

한다.
□Yes, □No

 6.1.10 SYSTEM POWER 스위치을 ON한다. □Yes, □No

 6.1.11 TP-400635의 절차에 따라 CAM110IFF에 Firmware를 올바르게 
설치한다.

    EP : 
51751
    CRC : 
395A

 6.1.12 ADM606M의 키를 “KEYPAD"로 돌리면 ”Wait"라는 메시지가 
짧게 나타난 후 Iodine과 Particle의 방사능 값(Bq/m3)이 표시
된다.

□Yes, □No

 6.1.13 TP-400635의 절차에 따라 CAM110IFF의 EEPROM의 설정치
를 바꿀 수 있다

 6.1.14 FAIL LAMP에 불이 들어옴을 확인한다. □Yes, □No
 6.1.15 약 30초 후 ADM606M에 “Low Sample Flow Fail"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Yes, □No

 6.1.16 알람 상태에서 알람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 TB4-10 & TB4-11  OPEN
  -. TB4-10 & TB4-12  CLOSE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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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량/펌프 조절 Check
 6.2.1 ADM606M의 "SET"과 “MODE"버튼을 사용하여 Filter Mode 

Display 모드를 선택한 후 "MODE"버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Flow Control Setting 값이 나타낼 때 까지 누른다.

□Yes, □No

 6.2.2 “SET"과 ”(↑)“ 버튼을 사용하여 Sample Flow Control 값을 
16LPM으로 조절한다.

□Yes, □No

 기본화면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MODE"버튼을 누른다.
 6.2.4 "PUMP Power"버튼을 ON상태로 켠다. □Yes, □No
 6.2.5 “Low Sample Flow Fail"이라는 메시지가 약30초간 나타났다  

 사라진다.
□Yes, □No

 6.2.6 FAIL Lamp “Off”, NORMAL Lamp “ON” 상태가 된다. □Yes, □No
 6.2.7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Flow Alarm 릴레이 접점 점검

  TB4-10 & TB4-11 CLOSE
  TB4-10 & TB4-12 OPEN

□Yes, □No

 6.2.8 Sampler Flow Rate가 16.00±10%임을 확인한다. □Yes, □No
6.3  계수기 테스트
 6.3.1 Filter Mode 설정 (Default Time Mode Filtering : 10분 설정)        : 

Minute
  6.3.1.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1.2 "FILTER" 모드가 표시될 때 까지 "SET"버튼을 누른다.
  6.3.1.3 "FILTER" 모드가 나타난 상태에서 (↑) 버튼을 이용하여 필터

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 FLTER" 모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른다.
    -.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필터링을 위한 시간(10분)을 설정한다.
 6.3.2 Gross SCA 설정

Center Energy : 0.1 MeV,  Window : ± 50% 
□Yes, □No

  6.3.2.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2.2 "MODE" 버튼을 눌러 Gross SCA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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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3 “SET"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 버튼을 눌러 Differential 
Mode를 선택한다.

  6.3.2.4 “SET" 버튼을 세 번 눌러 Center 에너지를 선택한다.
  6.3.2.5 TP36500의 7.3절에 나타난 에너지의 Center와 Window가 

±50%가 되도록 설정하고 각 설정치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한다.

  6.3.2.6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3  Beta SCA 설정(Low Energy : 0.1 MeV) □Yes, □No
  6.3.3.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3.2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Beta SCA를 선택한다.
  6.3.3.3 “SET" 버튼을 세 번 눌러 Integral Mode를 선택한다.
  6.3.3.4 “(↑)"버튼을 사용하여 Low Energy(0.1MeV)로 설정하고 □□

Set□□버튼을 이용하여 설정값을 저장한다.
  6.3.3.5 TP36500의 7.3절에 나타난 에너지의 Center와 Window가 

±50%가 되도록 설정하고 각 설정치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한다.

  6.3.3.6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4 Pk+Bk SCA 설정

( Center Energy : 0.35 MeV,  Window : ± 30% ) 
□Yes, □No

  6.3.4.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4.2 "MODE" 버튼을 눌러 Pk+Bk(Iodine+Background) SCA를 선
택한다.

  6.3.4.3 “SET"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 버튼을 눌러 Differential 
Mode를 선택한다.

  6.3.4.4 “SET" 버튼을 세 번 눌러 Center 에너지를 선택한다.
  6.3.4.5 TP36500의 7.3절에 나타난 에너지의 Center와 Window가 

±30%가 되도록 설정하고 각 설정치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한다.

  6.3.4.6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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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BKG Scale Factor 설정(Default : 2) □Yes, □No
  6.3.5.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5.2 "MODE" 버튼을 눌러 BKG Scale Factor를 선택한다.
  6.3.5.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BKG Scale Factor를 선택하여 2.00로 설정한다.
  6.3.5.4 “MODE" 버튼을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6 Iodine Bq Scale Factor 설정
  6.3.6.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6.2 "MODE" 버튼을 눌러 Iodine Bq Scale Factor I를 선택한다.
  6.3.6.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Iodine Bq Scale FactorⅠ를 선택하여 2.81E-1로 설정한
다.

□Yes, □No

 6.3.7  Iodine Bq Offset 설정
  6.3.7.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7.1 "MODE" 버튼을 눌러 Iodine Bq Offset Ⅰ을 선택한다.
  6.3.7.1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Iodine Bq Offset Ⅰ을 선택하여 0.00E+0Bq/m3로 설정
한다.

□Yes, □No

  6.3.7.1 “MODE" 버튼을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8  Particulate Bq Scale Factor 설정
  6.3.8.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

에 누른다.
  6.3.8.2 "MODE" 버튼을 눌러 Particulate Bq Scale Factor P을 선택한다.
  6.3.8.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Particulate Bq Scale Factor P를 선택하여 9.62E-2로 설
정한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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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Particulate Bq Offset 설정
  6.3.9.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9.2 "MODE" 버튼을 눌러 Particulate Bq Offset P를 선택한다. □Yes, □No
  6.3.9.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Paticulate Bq Offset P를 선택하여 0.00E+0Bq/m3로 설
정한다.

□Yes, □No

  6.3.9.4 “MODE" 버튼을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10 날짜 및 시간설정 □Yes, □No
  6.3.10.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타날 때 까지 누른다.
  6.3.10.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의 위치로 이

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다. 
 6.3.11 Unit ID 설정 □Yes, □No
  6.3.11.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Unit ID 나타

날 때까지 누른다.
  6.3.11.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Unit ID로 이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Unit ID:
        

6.4 계수기 작동
 6.4.1 Rate displays
  6.4.1.1 초기 화면 기본값은 Iodine농도(2.80E+00 Bq/m3)을 표시한다. : Bq/m3

  6.4.1.2 (↑)버튼을 누르면 Pariculate농도(3.18E+00Bq/m3)을 표시한
다. : Bq/m3

  6.4.1.3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NET Rate(4.89E+00 CPM)값으
로 표시된다. : CPM

  6.4.1.4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Gross Rate(2.81E+01 CPM)값으
로 표시된다.

: CPM

  6.4.1.5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Bata Rate(6.25E+01 CPM)값으
로 표시된다. : CPM

  6.4.1.6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Pk+Bkg Rate(1.61E+01 CPM)
값으로 표시된다.

: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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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Iodine 채널 High Alarm 설정
  6.4.2.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2.2 “MODE"버튼을 눌러 Iodine High Alarm(Hi IOD)을 선택한다. □Yes, □No
  6.4.2.3 “SET"버튼과 (↑)버튼을 눌러 Iodine High Alarm 설정 포인트 

값을 1.00E+4Bq/m3로 설정하고 "SET"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한다.

□Yes, □No

  6.4.2.4 “MODE"버튼을 눌러 High Alarm 설정 포인트 값이 정확히 설
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Bq/m3

  6.4.2.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
다)

□Yes, □No

 6.4.3 Iodine 채널 Alert Alarm 설정
  6.4.3.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3.2 “MODE"버튼을 눌러 Iodine Alert Alarm(AL IOD)을 선택한다.
  6.4.3.3 “SET"버튼과 (↑)버튼을 눌러 Iodine Alert Alarm 설정 포인트 

값을 1.00E+3Bq/m3로 설정하고 "SET"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한다.

□Yes, □No

  6.4.3.4 “MODE"버튼을 눌러 Alert Alarm 설정 포인트 값이 정확히 설
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Bq/m3

  6.4.3.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Alert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
어 있다)

□Yes, □No

 6.4.4 Particulate 채널 High Alarm 설정
  6.4.4.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4.2 “MODE"버튼을 눌러 Particulate High Alarm(Hi PAR)을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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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3 “SET"버튼과 (↑)버튼을 눌러 Particulate High Alarm 설정 포인
트 값을 1.00E+4Bq/m3로 설정하고 "SET"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한다.

□Yes, □No

  6.4.4.4 “MODE"버튼을 눌러 High Alarm 설정 포인트 값이 정확히 설
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Bq/m3

  6.4.4.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
다)

□Yes, □No

 6.4.5 Particulate 채널 Alert Alarm 설정
  6.4.5.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5.2 “MODE"버튼을 눌러 Particulate Alert Alarm(AL PAR)을 선택

한다.
  6.4.5.3 “SET"버튼과 (↑)버튼을 눌러 Particulate Alert Alarm 설정 포인

트 값을 1.00E+3Bq/m3로 설정하고 "SET"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한다.

□Yes, □No

  6.4.5.4 “MODE"버튼을 눌러 Alert Alarm 설정 포인트 값이 정확히 설
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Bq/m3

  6.4.5.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Alert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
어 있다)

□Yes, □No

 6.4.6 System High Voltage 확인 □Yes, □No
  6.4.6.1 High Voltage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6.2 MD455V6/PA300E에 저장되어 있는  High Voltage값과 표시되

는 High Voltage값을 비교하여 ±2%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V

 6.4.7 Sample 유량 확인 □Yes, □No
  6.4.7.1 SAMPLE FLOW(SCFM)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7.2 Flow값이 16.00(1.60E+1)±10% LPM임을 확인한다. :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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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총유량 보기와 삭제 □Yes, □No
  6.4.8.1 Total Flow(Liter)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8.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L" 값과 반짝임이 멈출 때 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름 
상태를 유지한다.

  6.4.8.3 1분 후 Total Flow와 4.7단계에서 확인한 Flow rate값
(LPM±10%)과 같음을 확인한다. 

 6.4.9  램프 테스트
  6.4.9.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9.2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9.3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9.4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10 Test Mode 1
  6.4.10.1 TEST MODE 1가 표시될 때 까지 “TEST" 버튼을 누른다.
  6.4.10.2 "SET" 버튼을 눌러 TEST MODE 1을 시작한다.
  6.4.10.3 Coute Rate가 8.00E+2CPM ± 200CPM를 표시해야만 한다. □Yes, □No
 6.4.11 Test Mode 2
  6.4.11.1 "SET" 버튼을 눌러 TEST MODE 2을 시작한다.
  6.4.11.2 Coute Rate가 8.00E+4CPM ± 20,000CPM를 표시해야만 한다. □Yes, □No
  6.4.11.3 “MODE" 버튼을 눌러 TEST MODE를 빠져 나온다.
 6.4.12 Particulate 채널 High Alarm 접점과 재설정
  6.4.12.1 High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 & TB4-3 OPEN
   TB4-1 & TB4-2 CLOSE

□Yes, □No

  6.4.12.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Particulate High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록 설정한다.

□Yes, □No

  6.4.12.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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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 ADM606M의 High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  
     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2.4 High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 & TB4-3 CLOSE
  TB4-1 & TB4-2 OPEN

□Yes, □No

  6.4.12.5 High Alarm 설정 포인트를 1.00E+4Bq/m3이 되도록 설정값을 올
리면 High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3 Iodine 채널 High Alarm 접점과 재설정
  6.4.13.1 High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

한다.
  TB4-1 & TB4-3 OPEN
  TB4-1 & TB4-2 CLOSE

□Yes, □No

  6.4.13.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Iodine High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록 설정한다.

□Yes, □No

  6.4.13.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 ADM606M의 High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
    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3.4 High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 & TB4-3 CLOSE
  TB4-1 & TB4-2 OPEN

□Yes, □No

  6.4.13.5 High Alarm 설정 포인트를 1.00E+4Bq/m3이 되도록 설정값을 
올리면 High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4 Particulate 채널 Alert Alarm 접점과 재설정
  6.4.14.1 Alert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

한다.
  TB4-4 & TB4-6 OPEN
  TB4-4 & TB4-5 CLOSE

□Yes, □No

  6.4.14.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Particulate Alert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록 설정한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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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14.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ADM606M의 Alert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4.4 Alert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4 & TB4-6 CLOSE
  TB4-4 & TB4-5 OPEN

□Yes, □No

  6.4.14.5 Alert Alarm 설정 포인트를 1.00E+3Bq/m3이 되도록 설정값을 올
리면 Alert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5 Iodine 채널 Alert Alarm 접점과 재설정
  6.4.15.1 Alert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

한다.
  TB4-4 & TB4-6 OPEN
  TB4-4 & TB4-5 CLOSE

□Yes, □No

  6.4.15.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Iodine  Alert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
게 읽히도록 설정한다.

□Yes, □No

  6.4.15.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ADM606M의 Alert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5.4 Alert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4 & TB4-6 CLOSE
  TB4-4 & TB4-5 OPEN

□Yes, □No

  6.4.15.5 Alert Alarm 설정 포인트를 1.00E+3Bq/m3이 되도록 설정값을 올
리면 Alert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6 Detector Failure 체크
  6.4.16.1 Fail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

한다.
  TB4-7 & TB4-8 OPEN
  TB4-7 & TB4-8 CLOSE

□Yes, □No

  6.4.16.2 ADM606M 뒤쪽의 J1, J2, J3와 Detector Cable의 연결을 해제 시
켜 Fail  조건이 되도록 한다.

□Yes, □No

  6.4.16.3 ADM606M은 대략 30초 후 “NO COUNT FAILURE"라는 메시
지와 FAIL Lamp에 불이 들어와 Failure 조건임을 나타낸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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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16.4 Fail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7 & TB4-8 CLOSE
  TB4-7 & TB4-9 OPEN

□Yes, □No

  6.4.16.5 ADM606M에 Detector Cable을 연결하면 Fail Alarm 상태가 사
라지고 정상상태로 되돌아온다.

□Yes, □No

 6.4.17 Analog Output 체크
  6.4.17.1 4-20mA Output 1(Iodine)

  Multimeter를 가지고 ADM606M 뒤쪽의 TB2-7(+)과 TB2-8(Gnd) 
사이의 출력 전류값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16.58 mA)

: mA

    ADM606M에 표시되는 6.34E+04 Bq/m3값을 기록한다. : Bq/m3

    기록한 Bq/m3값을 사용하여 기대되어지는(실제) 전류값을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6.80 mA)

: mA

  Ima =4+( 166 ) log [ (Bq/m
3
)

1.00E+0 ]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47 %) : %

 % Error = Observed Output - Ture OutputTure Output
×100

  6.4.17.2 4-20mA Output 2(Particulate)

    Multimeter를 가지고 ADM606M 뒤쪽의 TB2-9(+)TB2-10(Gnd) 
사이의 출력 전류값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15.68 mA)

: mA

ADM606M에 표시되는 2.27E+04 Bq/m3값을 기록한다. : Bq/m3

기록한 Bq/m3값을 사용하여 기대되어지는(실제) 전류값을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5.61 mA) : mA

  Ima =4+( 166 ) log [ (Bq/m
3)

1.00E+0 ]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44 %) : %

 % Error = Observed Output - Ture OutputTure Outpu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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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uct Gamma Monitor Test Procedure

1.0  목적

이 절차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기기들

의 채널기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들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1.1 덕트방사선감시기들의 운전상태 점검

2.0  참고

2.1 제작서 도서

2.1.1  Functional Test Procedure for Duct Monitor (A-38586 Rev A)

2.1.2  System Interconnect Diagram, Duct Monitor (38662)

2.1.3  Assembly, Cable, ADM606M Detector (36416)

2.1.4  EEPROM Parameter Configuration Drawing (38663)

2.1.5  ADM606M Jumper Configuration (811337-019)

3.0  주의 사항

3.1 시험목적과 초기조건이 일치하면 시험상황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험순서

를 변경할 수 있다.

3.2 방사선감시기는 시험 전에 각 검출기의 신호선이 ADM606M과 분리되지 않

토록 한다.

3.3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공급상태 및 각 검출기와 ADM606M이 적절히 연

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0  초기 조건

4.1 방사선 감시기들의 채널기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의 이용에 관계없이 수행 할 수 있다.

4.2 120VAC 60Hz UPS 전원공급 판넬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4.3 고장 난 방사선감시기는 보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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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험장비

5.1 Digital Multimeter

5.2 DC Current Source(4-20mA)

6.0 절차 및 자료 수집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감시기의 채널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따라 점

검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점검결과란(□Yes, □No)에 √표시와 해당값을 기입

한다.

○ ADM606M S/N :  03057145

○ GSP100 S/N :  041026001

○ FM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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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1 케이블과 전원연결
 6.1.1 Duct 모니터의 도식(38662)과 같이 완벽하게 케이블의 연결을 

하여야 한다.
□Yes, □No

 6.1.2 Duct Flow Sensor에 유량이 흐르게 한 후 ADM606M의 
TB2-5(+)과 TB2-3(-)를 연결하면 8mA가 나옴을 확인한다.

□Yes, □No

6.2  Power ON
 6.2.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2.2 "Please Wait"라는 문구가 수 초간 표시된 후 배출율(Bq/m3)이 표

시된다. □Yes, □No
6.3  시스템 설정 □Yes, □No
  6.3.1 필터 모드 설정        : min
   6.3.1.1 어떤값(Bq/m3)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1.2 "FILTER" 모드가 표시될 때 까지 "SET"버튼을 누른다.
   6.3.1.3 "FILTER" 모드가 나타난 상태에서 (↑) 버튼을 이용하여 필터

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1) "FILTER" 모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른다.
   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필터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6.3.2 Bq Scale Factor 설정 □Yes, □No
  6.3.2.1 어떤값(Bq/m3)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

을 동시에 누른 후 "SET" 버튼을 눌러 Bq Scale Factor 모드로 
들어간 후 “MODE" 버튼을 눌러 Bq Scale Facotor를 선택한다.

  6.3.2.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6.3.2.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Bq Scale Facotor를 1.89E+3 
Bq/m3/CPS로 설정한다.

 6.3.3  Bq Offset 설정 □Yes, □No
  6.3.3.1 어떤값(Bq/m3)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SET" 버튼을 눌러 Bq Offset 모드로 들어간 
후 “MODE" 버튼을 눌러  Curie Offset값을 선택한다.

  6.3.3.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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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3.3.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Bq Offset값을 0.00E+0 Bq/m3로 설정

한다.
 6.3.4 날짜 및 시간설정 □Yes, □No
  6.3.4.1 어떤값(Bq/m3)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타날 때 까지 누른다.   
  6.3.4.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의 위치로 이동

한 후 (↑)버튼  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다. 
 6.3.5  Unit ID 설정 □Yes, □No
  6.3.5.1 어떤값(Bq/m3)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Unit 

ID가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Unit ID :  
          

  6.3.5.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Unit ID로 이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6.4  계수기의 동작
 6.4.1  Rate diplays
  6.4.1.1 초기 화면 기본값은 배출율(8.39E+03 Bq/m3)을 표시한다.      : Bq/m3

  6.4.1.2 (↑)버튼을 누르면 Bq단위의 값이 표시된다.  (9.99E+04 Bq)       : Bq
  6.4.1.3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4.43E+00)CPS 단위의 값이 

표시된다.
      : CPS

 6.4.2  Bq값 보기와 삭제
  6.4.2.1 초기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Bq단위의 값이 표시된다.   □Yes, □No
  6.4.2.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Bq" 값과 반짝임이 멈출 때 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름 상태를  
유지한다. 

□Yes, □No

 6.4.3  High Alarm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Yes, □No
  6.4.3.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3.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Bq/m3)보다 20배 이상 높게 

High Alarm 설정 포인트를 잡는다.             
  6.4.3.3 "MODE" 버튼을 하이 High Alarm 포인트가 보여 질 때 까지 

누른다.
  6.4.3.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High Alarm값을 입력한

다.
  6.4.3.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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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4  Alert Alarm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Yes, □No
  6.4.4.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4.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Bq/m3))보다 20배 이상 높게 Alert 

Alarm 설정포인트를 잡는다.
  6.4.4.3 "MODE" 버튼을 Alert Alarm 설정 포인트가 보여질 때 까지 

누른다.
  6.4.4.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Alert Alarm 값을 입력

한다.
  6.4.4.5 ADM606M의 키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Alert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5  Duct Flow 확인 □Yes, □No
  6.4.5.1 DUCT FLOW(m3/h)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

다.(1.2 순서대로 테스트 하면 1.82E+3m3/h±5%정도의 값을 확
인할 수 있다)

 6.4.6   총유량 보기와 삭제 □Yes, □No
  6.4.6.1 TOTAL DUCT FLOW(m3)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6.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Bq" 값과 반짝임이 멈출 때 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름 상태를 유
지한다.

 6.4.7  Duct 유량 Alram Check
  6.4.7.1 DC Power Supply를 4mA로 설정하면 대략 30초 후 ADM606M

에 “LOW DUCT FLOW FAIL"이라는 메세지와 Fail LED에 불이 
들어온다.

□Yes, □No

  6.4.7.2 DC Power Supply를 8mA로 설정하면 Error 메시지와 Fail 
LED의 불빛이 사라진다.

□Yes, □No

  6.4.7.3 DC Power Supply를 19mA로 설정하면 대략 30초 후 
ADM606M에 “HIGH DUCT FLOW FAIL"이라는 메세지와 Fail 
LED에 불이 들어온다.

□Yes, □No

  6.4.7.4 다시 DC Power Supply를 8mA로 설정하면 Error 메시지와 Fail 
LED의 불빛이 사라진다.

□Yes, □No

 6.4.8  램프 테스트
  6.4.8.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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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8.2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8.3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8.4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9  

 

High Alarm 램프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
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9.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High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
록 설정값을 내린다.

□Yes, □No

  6.4.9.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9.3 점검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ADM606M의 HIGH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3) 비프음이 나타난다. □Yes, □No
   4) "RESET" 버튼을 누르면 비프음이 사라진다.     □Yes, □No
  6.4.9.4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리고 

High Alarm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보다 높게 되도록 설
정값을 올린다.

□Yes, □No

  6.4.9.5 ADM 판넬상의 High Alarm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적으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0 Alert Alarm램프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
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10.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Alert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
록 설정값을 내린다.

□Yes, □No

  6.4.10.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10.3 점검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ADM606M의 HIGH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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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3) 비프음이 나타난다. □Yes, □No
   4) "RESET" 버튼을 누르면 비프음이 사라진다.     □Yes, □No
  6.4.10.4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리고 

Alert Alarm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보다 높게 되도
록 설정값을 올린다. 

□Yes, □No

  6.4.10.5 ADM 판넬상의 Alert Alarm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적으
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1 Fail Alarm 램프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
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11.1 ADM606M의 J1에 연결된 Dector 케이블을 분리 시켜 Fail 
조건을 만들어준다.

□Yes, □No

  6.4.11.2 대략 30초 후 "NO COUNT FAILURE"라는 메시지와 FAIL 램프
에 불이 들어오고 비프음을 나타낸다.

□Yes, □No

  6.4.11.3 ADM606M의 전원을 Off한 후 J1에 케이블을 연결한다. □Yes, □No
  6.4.11.4 ADM606M의 전원을 On 하면 정상상태로 되돌아온다. □Yes, □No
 6.4.12 아날로그 출력(4-20 mA)

파라메터 : 6자리, 로그-로그, 1E+3 Bq/m3에서 시작
  6.4.12.1 터미널 포인트 TB2-7과 TB2-8에서의 출력 전류를 모니터한다.        : mA
  6.4.12.2 10초 주기동안의 평균 배출률(Bq)과 평균 전류(mA)를 기록한다.

(8.35E+3 Bq/m3, 6.48mA)
       : Bq
       : mA

  6.4.12.3 만일 1.00E+3 Bq/m3보다 적은 값이 읽힌다면, Cs-137(8μCi) 
점검선원 버튼을 사용하여 읽는 값을 올린다. □Yes, □No

  6.4.12.4 실제 전류값을 계산하고 기록한다. (6.45mA) □Yes, □No

            Ture Current =4 + 2.667× log [ displayed Rate1.00E + 3 ]        : mA
  6.4.12.5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46%)
□Yes, □No

             % Error = [ Average Current - Ture CurrentTure Curr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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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odine Monitor Test Procedure

1.0  목적

이 절차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기기들

의 채널기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들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1.1 덕트 방사선감시기들의 운전상태 점검

2.0  참고

2.1 제작사 도서

2.1.1  Functional Test Procedure for Continuous Air Monitor-Iodine 

      Fixed Filter (A38583 Rev A)

2.1.2  Assembly, CAM-110IFF Skid (811577-001)

2.1.3  Ratemeter Modification Drawing (811577-019)

2.1.4  Jumper Parameter Drawing (811577-018)

2.1.5  Procedure For Installation of Flash Upgradable

Firmware and Internal EERPOM Settings (TP-400635)

2.1.6 Factory Isotopic Calibration, Solid Source, MD-55 (TP-200964)

3.0  주의 사항

3.1 시험목적과 초기조건이 일치하면 시험상황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험순서

를 변경할 수 있다.

3.2 방사선감시기는 시험 전에 각 검출기의 신호선이 ADM606M과 분리되지 않

토록 한다.

3.3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 공급상태 및 각 검출기와 ADM606M이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0  초기 조건

4.1 방사선감시기들의 채널기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의 이용에 관계없이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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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20VAC 60Hz UPS 전원공급 판넬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4.3 고장 난 방사선감시기는 보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

5.0 시험 장비

5.1 Digital Multimeter

6.0 절차 및 자료 수집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감시기의 채널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따라 점

검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점검결과란(□Yes, □No)에 √표시와 해당값을 기입한다.

○ ADM606M S/N :  09042991

○ PA300E S/N :  02056795

○ MD-55 S/N :  030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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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1 연결과 설정
 6.1.1 ADM606M과 모든 장치의 전원을 OFF한다. □Yes, □No
 6.1.2 CAM110IFF의 전원에 220V AC, 50/60Hz의 전원을 연결한다. □Yes, □No
 6.1.3 ADM606M의 J1에 PA300E의 Ratemeter1의 케이블을 연결

한다.
□Yes, □No

 6.1.4 ADM606M의 J2에 PA300E의 Ratemeter2의 케이블을 연결한
다.

□Yes, □No

 6.1.5 TP-200964의 절차에 따라 PA300E(preamplifier)와 함께 
MD55(Detector)를 교정한다.

□Yes, □No

 6.1.6 Sampler에 MD55를 삽입한다. □Yes, □No
 6.1.7 Iodine의 수집을 위해 Sampler에 Charcoal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Yes, □No
 6.1.8 MD55(Detector)와 PA300E(preamplifier)를 케이블로 연결한다. □Yes, □No
 6.1.9 SYSTEM POWER 스위치을 ON한다. □Yes, □No
 6.1.10 TP-400635의 절차에 따라 CAM110IFF에 Firmware를 올바르게 

설치한다.
EP : 51755
CRC: 7B22

 6.1.11 ADM606M의 키를 “KEYPAD"로 돌리면 ”Wait"라는 메시지가 
짧게 나타난 후 Iodine의 방사능값(Bq/m3)이 표시된다.

□Yes, □No

 6.1.12 TP-400635의 절차에 따라 CAM110IFF의 EEPROM의 설정치
를 바꿀 수 있다

 6.1.13 FAIL LAMP에 불이 들어옴을 확인한다. □Yes, □No
 6.1.14 약 30초 후 ADM606M에 “Low Sample Flow Fail"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Yes, □No

 6.1.15 알람 상태에서 알람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0 & TB4-11  OPEN
  TB4-10 & TB4-12  CLOSE

□Yes, □No

6.2 유량/펌프 조절 Check
 6.2.1 ADM606M의 "SET"과 “MODE"버튼을 사용하여 Filter Mode 

Display 모드를 선택한 후 "MODE"버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Flow Control Setting 값이 나타낼 때 까지 누른다.

□Yes, □No

 6.2.2 “SET"과 ”(↑)“ 버튼을 사용하여 Sample Flow Control 값을 
16LPM으로 조절한다.

□Yes, □No

 6.2.3 기본화면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MODE"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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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2.4 "PUMP Power"버튼을 ON상태로 켠다. □Yes, □No
 6.2.5 “Low Sample Flow Fail"이라는 메시지가 약30초간 나타났다 

사라진다.
□Yes, □No

 6.2.6 FAIL Lamp “Off”, NORMAL Lamp “ON” 상태가 된다. □Yes, □No
 6.2.7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Flow Alarm 릴레이 접점 점검

  TB4-10 & TB4-11 CLOSE
  TB4-10 & TB4-12 OPEN

□Yes, □No

 6.2.8 Sampler Flow Rate가 16.00±10%임을 확인한다. □Yes, □No
6.3  계수기 테스트
 6.3.1  Filter Mode 설정 (Time Mode Filtering : 1분 설정) □Yes, □No
  6.3.1.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1.2 "FILTER" 모드가 표시될 때 까지 "SET"버튼을 누른다.
  6.3.1.3 "FILTER" 모드가 나타난 상태에서 (↑) 버튼을 이용하여 필터

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1) "FILTER" 모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른다.
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필터링을 위한 시간(10분)을 설정
   한다.

 6.3.2  SCA 설정
  6.3.2.1 Gross SCA 설정 □Yes, □No

    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2) "MODE" 버튼을 눌러 Gross SCA 에너지값을 읽는다.
3) “SET"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 버튼을 눌러 Differential 
   Mode를 선택한다.
4) “SET" 버튼을 세 번 눌러 Center 에너지를 선택한다.
5) 0.36MeV 에너지의 Center와 Window가 ±22%가 되도록 
   설정하고 각 설정치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한다.
6)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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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3.2.2 Pk+Bk SCA 설정 □Yes, □No

    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2)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Pk+Bk SCA 에너지값을 읽는다.

    3) “SET" 버튼을 세 번 누른 후 ”(↑)“ 버튼을 눌러 Differential 
   Mode를 선택한다.
4) “SET" 버튼을 세 번 눌러 Center 에너지를 선택한다.
5) 0.36MeV 에너지의 Center와 Window가 ±13%가 되도록 
   설정하고 각 설정치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한다.
6) “MODE" 버튼을 두 번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3  BKG Scale Factor 설정 ( Default : 2 )
  6.3.3.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3.2 "MODE" 버튼을 세 번 눌러 BKG Scale Factor를 선택한다.
  6.3.3.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

의 BKG Scale Factor를 선택하여 2로 설정한다.
  6.3.3.4 “MODE" 버튼을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6.3.4  Bq/m3 Scale Factor 설정
  6.3.4.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4.2 "MODE" 버튼을 눌러 Bq/m3 Scale Factor를 선택한다. □Yes, □No
  6.3.4.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

의 Bq/m3 Scale Factor를 선택하여 6.67E-1로 설정한다.
□Yes, □No

 6.3.5  Bq Offset 설정
  6.3.5.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5.2 "MODE" 버튼을 눌러 Bq Offset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이용

하여 ”Bq Offset" 모드로 들어 간다.
  6.3.5.3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

의 Bq Offset를 선택하여 0.00E+0로 설정한다.
□Yes, □No

  6.3.5.4 “MODE" 버튼을 눌러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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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3.6   날짜 및 시간설정 □Yes, □No
  6.3.6.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타날 때 까지 누른다.
  6.3.6.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의 위치로 이동

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다. 
 6.3.7   Unit ID 설정 □Yes, □No
  6.3.7.1 어떤값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Unit ID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6.3.7.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Unit ID로 이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Unit ID:
        

6.4  Iodine Configuration 작동
 6.4.1  Rate diplays
  6.4.1.1 초기 화면 기본값은 Iodine농도(1.00E+00 Bq/m3)을 표시한다.        : 

Bq/m3

  6.4.1.2 (↑)버튼을 누르면 NET Rate(1.91E+01 CPM)값으로 표시된다.        : 
CPM

  6.4.1.3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Gross Rate(3.33E+01CPM)값으
로 표시된다.

       : 
CPM

  6.4.1.4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Pk+Bkg Rate(2.61E+01CPM)  
값으로 표시된다.

       : 
CPM

 6.4.2  High Alarm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2.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2.2 ADM606M 상에서 1.00E+4 Bq/m3로 High Alarm 설정 포인트

를 설정한다.
□Yes, □No

  6.4.2.3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값이 정확히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Bq/m3

  6.4.2.4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3 Alert Alarm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3.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3.2 ADM606M 상에서 1.00E+3 Bq/m3로 High Alarm 설정 포인트

를 설정한다.
□Yes, □No

  6.4.3.3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값이 정확히 설정되있는지 확인한다.        :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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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3.4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High Alarm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4  System High Voltage 확인 □Yes, □No
  6.4.4.1 High Voltage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4.2 설정한 High Voltage값과 표시되는 High Voltage값을 비교하여 

±2%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V

 6.4.5  Sample 유량 확인 □Yes, □No
  6.4.5.1 SAMPLE FLOW(Liter)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5.2 Flow값이 16.00(1.60E+1)±10% LPM임을 확인한다.       :LPM
 6.4.6 총유량 보기와 삭제 □Yes, □No
  6.4.6.1 TOTAL DUCT FLOW(m3)가 표시될 때 까지 “MODE" 버튼을 

누른다.
  6.4.6.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L" 값과 반짝임이 멈출 때 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름 
상태를 유지한다.

 6.4.7  램프 테스트
  6.4.7.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Yes, □No
  6.4.7.2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7.3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7.4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8  Test Mode 1
  6.4.8.1 TEST MODE 1가 표시될 때 까지 “TEST" 버튼을 누른다.
  6.4.8.2 "SET" 버튼을 눌러 TEST MODE 1을 시작한다.
  6.4.8.3 Coute Rate가 8.00E+2CPM ± 200CPM를 표시해야만 한다. □Yes, □No
 6.4.9  Test Mode 2
  6.4.9.1 "SET" 버튼을 눌러 TEST MODE 2을 시작한다.
  6.4.9.2 Coute Rate가 8.00E+4CPM ± 20,000CPM를 표시해야만 한다.
  6.4.9.3 “MODE" 버튼을 눌러 TEST MODE를 빠져 나온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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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10 High Alarm램프 재설정
  6.4.10.1 High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 & TB4-3 OPEN
  TB4-1 & TB4-2 CLOSE

□Yes, □No

  6.4.10.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High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
록 설정한다.

□Yes, □No

  6.4.10.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1) ADM606M의 High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0.4 High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1 & TB4-3 CLOSE
  TB4-1 & TB4-2 OPEN

□Yes, □No

  6.4.10.5 High Alarm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리면 High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11 Alert Alarm램프 재설정
  6.4.11.1 Alert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

한다.
  TB4-4 & TB4-6 OPEN
  TB4-4 & TB4-5 CLOSE

□Yes, □No

  6.4.11.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Alert Alarm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 보다 낮게 읽히도
록 설정한다.

□Yes, □No

  6.4.11.3 다음의 절차를 확인한다.
    1) ADM606M의 Alert Alarm lamp에 불이 켜진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11.4 Alert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4 & TB4-6 CLOSE
  TB4-4 & TB4-5 OPEN

□Yes, □No

  6.4.11.5 Alert Alarm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Bq/m3)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리면 Alert Alarm 조건이 사리지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 온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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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4.12 Fail Alarm 램프 재설정
  6.4.12.1 Fail Alarm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7 & TB4-8 OPEN
  TB4-7 & TB4-8 CLOSE

□Yes, □No

  6.4.12.2 ADM606M 뒤쪽의 J1과 Detector Cable의 연결을 해제 시켜 Fail 
Alarm 조건이 되도록 한다.

□Yes, □No

  6.4.12.3 ADM606M은 대략 30초 후 “NO COUNT FAILURE"라는 메시
지와 FAIL Lamp에 불이 들어와 Failure 조건임을 나타낸다.

□Yes, □No

  6.4.12.4 Fail Alarm 조건에서 다음의 릴레이 접점을 확인한다.
  TB4-7 & TB4-8 CLOSE
  TB4-7 & TB4-9 OPEN

□Yes, □No

  6.4.12.5 ADM606M에 Detector Cable을 연결하면 Fail Alarm 상태가 사
라지고 정상상태로 되돌아온다.

□Yes, □No

 6.4.13 Analog Output 체크
  6.4.13.1 4-20mA Output 1

1) Multimeter를 가지고 ADM606M 뒤쪽의 TB2-7(+)과 TB2-8 
   (Gnd) 사이의 출력 전류값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17.01 mA)

: mA

2) ADM606M에 표시되는 (7.23E+04) Bq/m3값을 기록한다. : Bq/m3

3) 기록한 Bq/m3값을 사용하여 기대되어지는(실제) 전류값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6.95 mA)

: mA

    Ima =4+( 166 ) log [ (Bq/m
3)

1.00E+0 ]

4)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35 %)

: %

    % Error = Observed Output - Ture OutputTure Output
×100

  6.4.13.2 4-20mA Output 2
1) Multimeter를 가지고 ADM606M 뒤쪽의 TB2-9(+)과 TB2-10   
   (Gnd) 사이의 출력 전류값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17.28 mA)

: mA

2) ADM606M에 표시되는 (8.94E+04) Bq/m3값을 기록한다. :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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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3) 기록한 Bq/m3값을 사용하여 기대되어지는(실제) 전류값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7.20 mA)

   Ima =4+( 166 ) log [ (Bq/m
3)

1.00E+0 ] : mA

    4)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46 %)

    % Error = Observed Output - Ture OutputTure Output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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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Hot Cell Door Monitor Test Procedure

1.0  목적

이 절차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기기들

의 채널기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들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1.1 핫셀 내부 방사선감시기들의 운전상태 점검

2.0  참고

2.1 제작서 도서

2.1.1  Functional Test Procedure for Hot Cell Door Monitor (A-358585 Rev A)

2.1.2  Customer Interface Diagram, Hot Cell Door Monitor (38659)

2.1.3  Assembly, Cable, ADM606M Detector (1730T-10)

2.1.4  EEPROM Parameter Configuration Drawing (811230-018)

2.1.5  ADM606M Jumper Configuration (811337-019)

3.0  주의 사항

3.1 시험목적과 초기조건이 일치하면 시험상황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험순서

를 변경할 수 있다.

3.2 방사선감시기는 시험 전에 각 검출기의 신호선이 ADM606M과 분리되지 않

도록 한다.

3.3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공급상태 및 각 검출기와 ADM606M이 적절히 연

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0  초기조건

4.1 방사선감시기들의 채널기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 시설의 이용에 관계없이 수행 할 수 있다.

4.2 220V AC 60Hz UPS 전원공급 판넬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4.3 고장난 방사선감시기는 보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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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험장비

5.1 Digital Multimeter

5.2 Calibration Source(Cs-137, 8mCi)

6.0 절차 및 자료 수집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감시기의 채널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따라 점

검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점검결과란(□Yes, □No)에 √표시와 해당값을 기입

한다.

○ ADM606M S/N :  03057147

○ CF300V3 S/N :  04057525

○ LND50317 S/N :  0405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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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조 치 사 항(Action) 점검결과(Response)
 6.1 케이블과 전원연결

핫셀도어 모니터의 도식과 같이 완벽하게 케이블의 연결을 하여
야 한다.

□Yes, □No

 6.2 Power ON
  6.2.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2.2 "Please Wait"라는 문구가 수 초간 표시된 후 감마선량율

(mSv/h)이 표시된다.
       : 
mSv/h

 6.3 시스템 설정
  6.3.1 필터 모드 설정 (Time Mode Filtering : 1분 설정) □Yes, □No
   6.3.1.1 감마선량율(m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MODE"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6.3.1.2 "FILTER" 모드가 표시될 때 까지 "SET"버튼을 누른다.
   6.3.1.3 "FILTER" 모드가 나타난  상태에서 (↑) 버튼을 이용하여 필터

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1) "FILTER" 모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SET" 버튼을 누른다.
    2)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반짝이고 있는 표시장치  

   위의 숫자를 선택한다.
    3)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필터링을 위한 시간을 설정한다.
  6.3.2 날짜 및 시간설정
   6.3.2.1 감마선량율(m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6.3.2.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의 위치로 이동

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다.
□Yes, □No

  6.3.3   Unit ID 설정
   6.3.3.1 감마선량율(mSv/h)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MODE" 버튼을 

Unit ID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6.3.3.2 "SET"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자 하는 Unit ID(0001)로 이동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Unit ID :

 6.4 계수기의 동작
  6.4.1  Rate diplays
   6.4.1.1 초기 화면 선량화면은 감마선량율(1.13E-02mSv/h)을 표시한다.        : 

m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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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2 (↑)버튼을 누르면 누적 선량(8.33E-01mSv) 선량이 표시된다. : mSv
  6.4.2 View와 Clear 표시
   6.4.2.1 초기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누적 선량(mSv) 선량이 표시

된다.
□Yes, □No

   6.4.2.2 "SET" 버튼과  "(↑)"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화면상에 
"0.00E+0 mSv" 선량과 반짝임이 멈출때까지 두 개의 버튼의 누
름 상태를 유지한다.

□Yes, □No

   6.4.2.3 "RESET" 버튼을 눌러 초기 감마선량율 표시화면으로 되돌아 
온다.

  6.4.3 하이 알람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3.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3.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mSv/h)보다 20배 이상 높게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를 잡는다.
□Yes, □No 

   6.4.3.3 "MODE" 버튼을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가 보여 질 때까지 
누른다.

   6.4.3.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값을 입력한다. : mSv/h
   6.4.3.5 ADM606M의 키 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6.4.4 경고 알람 설정 및 키 잠금 설정
   6.4.4.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4.2 ADM606M 상에서 백그라운드(mSv/h)보다 20배 이상 높게 경

계 알람 설정포인트를 잡는다.
□Yes, □No

   6.4.4.3 "MODE" 버튼을 경고 알람 설정 포인트가 보여 질 때까지 
누른다.

   6.4.4.4 "SET"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값을 입력한다.        : 
mSv/h

   6.4.4.5 ADM606M의 키스위치가 "ON"에 위치해 있다면 경계 알람 설정 
포인트가 수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키 스위치
가 "ON"상태에 위치해 있다면 키 잠금 상태가 되어 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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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램프 테스트
   6.4.5.1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5.2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
No

   6.4.5.3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상에 위치하도록 돌린다.
   6.4.5.4 
 

"TEST" 버튼을 누른 후 손을 떼면 ADM606M상의 High, Alert, 
Normal, and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비프음이 난다. 

□Yes, □No

  6.4.6 

 

하이 알람 램프와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6.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1 & TB4-3 OPEN
  TB4-1 & TB4-2 CLOSE

□Yes, □No

   6.4.6.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하이 알람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mSv/h)보다 낮
게 읽히도록 설정값을 내린다.

  □Yes, □
No

   6.4.6.3  점검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ADM606M의 HIGH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 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H"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
No

    3) 비프음이 나타난다. □Yes, □No
     4) "RESET" 버튼을 누르면 비프음이 사라진다. □Yes, □No
   6.4.6.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1 & TB4-3 CLOSE
  TB4-1 & TB4-2 OPEN

□Yes, □No

      1) 하이 알람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mSv/h)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린다.

□Yes, □No

     2) ADM606M 판넬상의 하이 알람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적으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7  경고 알람 램프와 재 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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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4 & TB4-6 OPEN
  TB4-4 & TB4-5 CLOSE

□Yes, □No

   6.4.7.2

  

ADM606M의 키 스위치를 "KEYPAD"상에 위치하도록 돌린 후 
경계 알람 설정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mSv/h)보다 낮
게 읽히도록 설정값을 내린다. 

 

   6.4.7.3  검증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ADM606M의 ALERT lamp에 불이 깜박거린다. □Yes, □No

2) 알람이 표시되었을때 화면상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A" 표시가 
   깜박거린다.

□Yes, □No

   6.4.7.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이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4 & TB4-6 CLOSE
  TB4-4 & TB4-5 OPEN

□Yes, □No

   6.4.7.5 
 

경고 알람 설정 포인트를 백그라운드 감마선량율(mSv/h)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값을 올린다. 

□Yes, □No

   6.4.7.6 
 

ADM606M 판넬상의 경계 알람 LED가 꺼지고 계수기가 자동
적으로 정상 조건으로 되돌아 온다. 

□Yes, □No

  6.4.8  오류 알람 램프와 재설정
이 섹션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 전에 ADM606M은  에러 
메시지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6.4.8.1

  

알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류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7 & TB4-8 OPEN
  TB4-7 & TB4-9 CLOSE

□Yes, □No

   6.4.8.2 
 

ADM606M의 J1과 검출기 케이블의 분리로부터 오류 조건이 
생긴다.

□Yes, □No

   6.4.8.3

  

대략 8.5분후에 ADM606M은 오류 조건을 표시한다. ADM606M
은 "NO COUNT FAILURE" 메시지를 보여주며, "FAI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강한비프음을 낸다.

□Yes, □No

   6.4.8.4

  

알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오류 알람 릴레이 접점 점검  
  TB4-7 & TB4-8 CLOSE
  TB4-7 & TB4-9 OPEN

□Yes, □No

   6.4.8.5 ADM606M의 전원을 OFF 시킨후 검출기 케이블을 ADM606M
에 연결한다.

□Yes, □No

   6.4.8.6 ADM606M의 키 스위치를 "ON"에 놓으면 시스템은 정상 조건으
로 되돌아온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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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아날로그 출력(4-20 mA)

파라메터 : 6자리, 로그-로그, 1.00E-02 mSv/h에서 시작
   6.4.9.1 터미널 포인트 TB2-7과 TB2-8에서의 출력 전류를 모니터

한다.
: mA

   6.4.9.2 10초 주기동안의 평균 선량과 평균 전류를 기록한다.
(4.61 E+00 mSv, 11.13 mA)

: mSv
: mA

   6.4.9.3 만일 1.00E-02 mSv/h보다 적은 값이 읽힌다면, Cs-137 점검
선원 버튼을 사용하여 읽는 값을 올린다. 

   6.4.9.4 위 절차 3.1에서 최소 필터 시간 설정과 위 절차 4.9.2의 반복을 
위해 기다린다.

   6.4.9.5  실제 전류값을 계산하고 기록한다. (11.10 mA) : mA

  Ture Current =4 + 2.667x log [ displayed Rate1.00E - 02 ]

   6.4.9.6 
 

에러(%)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에러(%)는 +/- 5% 보다 
적어야 한다.  (0.27 %) : %

  % Error = [ Average Current - Ture CurrentTure Cur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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