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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Ⅱ. 업무의 목   요성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연구기기를 개발  제작․보

수하여 시 소에 공 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데 그 목 이 있고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요성이 

있다.

Ⅲ. 업무의 내용  범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 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작업에 한 기술상담

    2. 기술자료 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제도

    4. 외주제작품에 한 제작시방서, 생산도면, 제작원가추산서 작성검토

    5. 연구기기의 개발  제작․보수 

       선반가공, 링가공, CNC가공,   용 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가공 등.

    6. 공무 리.

    7. 품질보증  작업 리.

Ⅳ. 업무결과  활용에 한 건의

   본 과제에서는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 원  스트 이  동 특성 실험장치, gas 유동･유출 

감시장치, 등 401건의 원자력연구기기를 제작하 고, 처분용기 축소모델, 

FTL 주냉각수 펌  축 보수, 하나로 제어  구동모터 축 가공, FTL 제2기기실 

pump 헤치 보수 등 115건의 연구기기를 보수하여 시 소에 공 하므로 

써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  

각 연구실에서는 우리 과제를 최 로 활용하므로 써 시간과 산의 약뿐 

아니라 연구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의뢰되는 작업내용  제작시간과 장비, 인력 등의 제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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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92건 ; 우라늄 잉곳 주조장치, 화학  핵종분리장치, 우라늄 해정련

장치,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등)에 해서는 외주제작 처리를 하

는데, 외주제작 시에는 생산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하고 제작비 추산원

가를 산출하여 정확하고 효율 인 외주제작 구매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실 을 올렸다.

업  무  실  

업         무         구         분 실   건  수

연구기기의

개발   제작 

   설   계       제    작 401

   보                  수 115

 외  주

 제  작

 ◦생산도면작성

 ◦제작시방서작성

 ◦제작비추산가  산출   

  92

생산설계   공무 리 (1,015)

공정 리   품질 리   (387)

합                                계    608

  ※ 합계건수에는 생산설계  공무 리, 공정 리  품질보증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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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the nuclear laboratory equipmen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urpose is to support the researches through development, 

manufacture and maintenance  of various devices and equipments to be 

used for th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e importance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Technical consultation for the requested works.

    2. Survey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3. Design and drawing production of the requested equipment.

    4. Cost estimation, production of specifications and drawings for  

       items manufactured outside KAERI.

    5. Manufactu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laboratory 

       equipment.

       Lathe, milling & CNC work, sheet metal and  welding work,

       assembly work, heat and surface treatment, etc.

    6. Management of technical affairs.

    7. Quality assurance and process management.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project supported performance of the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s efficiently through supply of 401 items such as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Open 

type fuel melting apparatus, etc, and by maintenance of 115 devices such 

as Disposal container scale down model, FTL main cooling pump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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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HANARO control rod motor shaft machining, FTL pump 

hatch maintenance, etc. The result contributed to the cost and time 

saving and the increase of research efficiency of many research 

department.

  The effective process system for the 92 externally manufactured  

items, (Uranium ingot casting machine, Chemical nuclide separator, 

Uranium electro refining apparatus, Radioactive nano-material treatment 

processing system etc.)were newly established.   

 Manufacture specifications & production designs were prepared and 

manufacture costs were also estimated for the externally ordered items.

  As a result, the accomplishments in this year are as follows.

Project  Achievement

Contents  of  W orks
Achievement

   Events

Development 

and

 

M anufacture  of

Laboratory

Equipm ent

Design  and  M anufacture 401

M aintenance 115

 Externally

 

M anufacturing

 A rticle

◦ Production  design

◦ Manufacturing

   Specification

◦ Cost  Estim ation

92

Production  D esign  and 

T echnical Affairs
(1,015)

Process  M 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387)

Total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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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지원과제에서는 연구원의 모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의 생산설계․제작  보수와 련된 기

술개발  공작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개발 장치와 기기를 개발  제작하여 시 소에 공 하고,

   연구․실험도  수시로 연구기기를 설계변경 하거나 개조  보수․보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에 따른 

시간과 제작비의 약효과에 크게 기여하 다고 본다.

  년도에 수행한 업무내용을 크게 나 어 보면 장기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연구기기를 설계․제작하 고 하나로 운 , 이용기술개

발과 련 의료용, 산업용 등에 활용되는 각종 동 원소 생산에 필요한 조

사표   취 장치, 냉 성자 실험동의 각종 차폐체  이동캐스크, 국제핵

융합실험로(ITER) 개발을 한 이종 속 합 표 시편 등을 개발․제작하

여 효율 인 연구수행에 작은  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 으나 연구

개발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가 문화․다양화되면서 첨단 고 정 가공이 요

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축 과 설계  가공기

술의 개발에 많은 심을 가지고 지속 으로 추진하 다.

  한 연구원 원자력시설에 한 안 경 과 련하여 기동지원 을 운

하여 안 경 에 한 긴 제작 지원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 다. 그리고 

년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품질과 정 도 요구가 다양해지고 긴  의뢰작업

이 증가한 반면에 인력보충이 어려운 실을 감안하여 각 가공분야별로 업

무가 되는 등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하 으나 문 기능인력을 

연구원(5명)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보다 발 인 

지원업무수행을 하여 작업운   리체계를 실성 있게 꾸 히 연구하

면서 지속 으로 보완하 다.

  이와 같은 공작지원업무수행 방법을 요약하면 각 연구개발 과제에서 각종 

연구기기의 제작  보수에 한 의뢰 작업의 용도와 기능을 악하는 충분

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처리방법에 따라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으로 분류하여 

지원하 는데 의뢰건수로 비교할 때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비율은 90:10으

로 거의 부분을 자체제작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제작의 경우, 의뢰부서와 기술 의 내용에 따라 련 기술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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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서 의뢰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생산설계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소요재료와 공구류 등이 비되면 가공 공정별로 공정계획을 수립

하고 제작에 착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공작업무는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특수성

을 고려하여 작업과정은 품목마다 다르고 매건 마다 선삭가공, 링  형

삭가공, 연삭가공,   용  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가공 

등의 공정이 일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체시험, 검사  

시운 을 한 후 제품을 의뢰자에게 공 하고 소요제작비를 산출하여 계정 

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작업이 종결된다.

  외주제작의 경우, 우리과제에 의뢰되는 작업 에서 문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제작이 어려운 품목에 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하고 제작비 기 원가 산출을 한 제작비 추

산가격을 산출근거와 함께 상세히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구매요구한 후 계약

이 체결되면 제작공정 의 제작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이 납품되면 련 

기술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 외주제작발주와 련된 제반문서작성이 가능한 연구 부서에서는 

련문서를 작성한 후 제작비추산가  산출근거 등을 검토․확인하므로 써 

연구부서의 외주제작 발주업무가 효과 으로 추진 되도록 지원하 다.

  년도에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분

석해보면 참여인력은 년 비 감소하 으나 지원건수는 동일한 수 을 유

지하 다. 년도에 비해 형장치 제작과 고정 , 고난이도의 안 경 련 

기기장치 제작 업무가 증가하 으나 축 된 가공기술  장경험을 기 로 

한 가공방법과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장비의 활용 등으로 무난

히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기기장치 개발․제작에 한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기술업무 차

서를 정비하고 서류심사  장실사 과정을 거쳐 "기기장치개발․제작"에 한 

ISO 9001 인증(’06. 09 .22)을 획득․운 하고 있으며 ’08년도에는 2번째 사후

리 심사를 통과하므로 써 품질보증등 (Q, T Class)를 개발․제작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공 생산형태를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 방식을 

목하여 범용 공작기계와 CAM 공작기계를 조화 있게 활용하는 생산방식

을 계속 추진하면서 품질  생산성 향상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과제 참여자의 능동 인 조정신과 참여의식 등의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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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1  업무  가공내용

     1. 업무내용

       본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기를 생산설계, 

제작․보수  개발하여 시 소에 공 하는 공작업무 내용으로 연구과제

의 의뢰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동일한 품목을 다량 생산하는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는 제작품에 한 설

계를 완료하면 주문량에 의해서 제품을 양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품목마다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

데 1개 품목을 제작하는 과정은 소재의 성형에서부터 삭 가공, 링가공, 

형삭가공, 연삭가공 등과 , 용   조립가공 등 각 공정을 경유하여 각

종 부품의 형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다시 반복생산과 일 품목 생산으로 나  

수  있으며 자는 수요 측에 따른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완 한 수주 생산의 경우로 1개 품목마다 새로운 제

조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자료조사와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은 물론 모든 제작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각종 공작기계의 활용 범 가 

다양해지고 가공에 소요되는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며 제품의 생산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에서 말한 3가지 약 을 보완하기 하여 생산원가의 감과 품

질의 향상, 재료의 리 등 종합 인 생산 리를 체계 이고 융통성을 강조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의뢰되는 작업내용 에서 아주 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기(고정  가공

품, 방 가공제품, 특별한 code 는 품질보증 등 을 용하는 제품, 문

가공이 필요한 제품이거나 이와 련된 장치류, 자회로와 련된 장치류 

등), 형 가공물 는 시간 으로 긴 을 요하는 장치와 우리과제 시설로

는 가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기  부품에 해서는 외주가공․제

작을 하 는데 외주제작품에 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  제작원가 

추산서를 작성하여 제작 구매요구서에 의해 계약부서에 구매요구 하는 제도

를 보다 체계 으로 진행하므로 써 외주제작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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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게 하 다.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기기의 개발  제작 분야

           (1) 각종 방사선  원자력 연구 실험장치

           (2) 각종 기계부품, 운반기구  구동장치

           (3) 각종 용 구조물, 지지   작업

           (4) 각종 개발 특수소재의 시편  ITER 표 시편

           (5) 각종 방사선 차폐물

           (6) 각종 동 원소의 운반용기

           (7) 각종 압력  진공용기

           (8) 핵연료  동 원소 취  장치

           (9) 각종 구동 조정장치  측정 장치

           (10) 각종 부품의 표면처리  열처리

           (11) 기타 기기 류

       나. 외주구매 제작 분야

           (1) 설계 자료조사  물가자료조사

           (2) 제작도면 작성  제작시방서작성

           (3) 제작원가 추산서  원가산출근거목록작성

           (4) 제품에 한 기술검사  제작감독업무

           (5) 제조원가 계산서  산출근거의 검토․확인업무

       다. 설계, 공무 분야

           (1) 의뢰 작업에 한 기술상담  자료조사

           (2) 제작재료의 품목  가격에 한 시장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  시제품 개발

           (4) 제작비 산출  통계

           (5) 공작 재료창고 운 , 공기구  자산 리

           (6) 기타 공무업무

       라. 작업  품질보증

           (1) 제작공정 기술개발

           (2) 기기장치에 한 품질보증(ISO 9001 용)

           (3) 완제품에 한 검사와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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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공내용

       각 연구실에서 의뢰되는 작업은 제작  보수에 한 기술 의와 자

료 조사가 완료되면 생산설계와 공작도면을 작성한 후에 기계 가공,  

 용 가공, 소성가공, 다듬질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표면처리가공 등으

로 구분하여 진행을 했는데 가공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계가공

           (1) 선삭 가공(Turning)

           (2) 링 가공(Milling)

           (3) 평삭 가공(Planing)

           (4) 형삭 가공(Shaping)

           (5) 연삭 가공(Grinding)

           (6) 드릴링 가공(Drilling)

           (7) 기어 가공(Gear Cutting)

           (8) 태핑 가공(Tapping)

           (9) 보링 가공(Boring)

          (10) 스로  가공(Slotting)

       나.   용  가공

           (1) , 제   소성가공

           (2) 가스 용 가공/아-크 용 가공

           (3) 항 용   TIG 용

           (4) Plasma 단가공

           (5) 납땜가공

           (6) 기타 구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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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요제작 연구기기내용

  1. 자체제작 연구기기

     가.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 제작

        하나로 연구로의 활용가치를 증 시키기 한 냉 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총공사비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냉 성자 실험동” 건설공사가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나로 부지 

내에 진행되고 있다.

   냉 성자 연구시설이 완성되면

     o 나노 역의 구조와 운동을 측정･분석하는 요한 도구로써 범 한 기  

       과학분야는 물론 NT, BT 등 21C 국가과학기술 발 에 필수 인 국가  

       핵심기반 연구시설

     o 재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에 냉 성자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세계 으로 하나로 뿐이며, 하나로를 이용하는 산학연  련 정부기   

       에서도 시설구축을 요구

     o 기 , 응용연구  산업  이용에 필수 인 핵심측정, 분석 연구시설이   

      구축되므로 써 국가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한 본 시설의 기 효과는

     o 하나로를 성자 산란연구의 동북아 R&D 거 으로 육성

     o 방사선 기술(RT) 와 신기술의 융합으로 원천기술개발  신 성장 략   

       사업 창출에 기여

     o 기술과 시설은 방사선기술이나 그 이용은 기   응용분야 NT, BT 등  

        21C 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4.6년에 걸쳐 냉 성자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하나로의 빔 포트

(beam port)로부터 냉 성자 실험동까지 냉 성자 유도 을 설치하고 련 기기

장치들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년간 뒤이어 추진될 정이다.

  본 장치  CN plug transport cask는 재 하나로의 성자 빔 포트에 설치

되어 있는 약 2.4Ton의 원통형 러그를 안 하게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

기 한 캐스크(cask)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beam stopper는  

앞에서 설명한 러그를 꺼냈을 때 빔 포트를 통하여 방출되는 성자를 차폐하

는 이동식 차폐체로써 냉 성자 실험을 하여 매우 요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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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요건

          (가)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는 하나로 빔 포트에 

기 설치되어 있는 shielding plug (이하 old plug 라고 표시함)의 원통형 량물 

(≒2,400kg)을 안 하게 인출･이동하고 러그가 인출된 빔 포트에서 나오는 

성자를 차폐하기 한 장치로써 하나로 방사선 리구역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

기 때문에 련 규정･조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본 장치의 기본 형식은 철골･형상 구조물로써 하부의 carriage 

frame unit 에 러그 캐스크  차폐체가 올려진 형태로 구성되며 carriage 

frame unit 에는 치이동을 하여 air cushion system을 각각 4개씩 부착한다. 

Air cushion system은 air를 주입하면 약 10Ton ～ 12Ton에 달하는 상기 장치

들이 원자로 바닥 으로부터 약간 부상되면서 작업자가 작은 힘으로도 안 하게 

치를 이동시키도록 한다.

          (다)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는 old plug를 인출

하거나 빔 포트에서 방출되는 성자의 차폐효과를 높이기 하여 본 장치는 하

나로 빔 포트에 최 한 근하도록 설계하며 old plug 인출용 구조물에 간섭을 

받지 않고 구동하도록 carriage 하부에 폭 : 1,680mm x 길이 : 2,020mm x 높이 

: 331mm의 공간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즉, 이동을 한 4개의 air cushion 

system의 내측 간격은 최소  1,413 mm가 되도록 설계한다. 한 하나로 빔 포

트를 심이 바닥면에서 1,000mm 높이에 있으므로 plug transport cask의 경우 

old plug를 수평으로 인출할 때 원활하게 sliding 인출되도록 rail의 높이가 매우 

요하며 beam stopper의 경우는 납과 콘크리트 차폐물의 심이 바닥면에서 

1,000mm 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라) CN plug transport cask의 경우 본 장치에 장착하는 old plug

가 ∅383mm x L735mm 인 앞부분과 ∅700mm x L1,168mm 인 뒷부분으로 구

성된 2step 으로 총 량이 약 2.4Ton 이며 이를 beam stopper 앞에서 수평이

동으로 장착한 후 old plug 차폐구조물속에 보 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직육면체 

 면과 상단부는 분해된 상태에서 old plug를 수평이동하고 조립하도록 한다. 

이때 방사선 차폐체는 두께 50mm의 lead brick으로 설계하며 체 인 량을 

고려하여 plug의 1/2″ 부분까지 납 차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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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 장치는 철골 구조물과 차폐체 는 old plug 등을 조립하 을 

경우 상 량은

              1) CN plug transport cask의 경우 : 약 9.7Ton(9,700kg)

                가) Cask unit     : 5,300kg

                나) Old plug      : 2,400kg

                다) Carriage unit : 2,000kg

              2) Beam stopper의 경우 : 약 12Ton(12,000kg)

                가) Beam stopper unit        : 4,000kg

                나) Heavy concrete block(3개) : 8,000kg

                   등과 같은 량물 이므로 치 이동을 한 air cushion 

system(4ea/set)은 충분한 용량을 선정하여 부착한다.

       (2) 설계  제작

          (가) CN plug transport cask 부문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는 도면 1-1, 1-2와 같이 설계･제작 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그림 1. CN plug transport cask(총 량 : 9.7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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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plug transport cask 조립도는 그림 1. 과 같으며 그림에서 하단부 

carriage frame(부품Ⅰ) 에 빔 포트에서 인출한 old plug(부품Ⅳ)를 장착하고 

lead brick을 이용한 plug transport cask(부품 Ⅱ, Ⅲ, Ⅳ, Ⅴ, Ⅵ 이 조립)가 고

정되면 총 량은 약 9.7Ton이 된다. Carriage frame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4

개의 air cushion system(부품 Ⅷ)에 공기를 주입하여 체 량이 바닥면에서 

약간 부상하면 작업자가 손쉽게 본 장치를 면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설계･제작하 다.

              1) 바닥 panel (bottom panel) 부분 : 1 panel

                가) 기본 규격/재질 : 

                    60mm(T) x 945mm(W) x 2090mm(L) / SS400+Pb

                나) 납 차폐 부분 : 

                   50mm(T) x 935mm(W) x 1000mm(L) front door 방향기

                다) 비 차폐 공간부분 보강재 : 

                    구조용 각형강  (50x50x4.5T)/ SPSR-400

                라) 넬 조립 방법 : channel frame 조립식 (조립 후 고정식)

                마) Lifting lug 는 eye bolt : 없음

              2) 측면(좌/우) 넬 (Side panel) 부분 : 2 panel

                가) 기본 규격/재질 : 

                    60mm(T) x 800mm(H) x 2090mm(L) /  SS400+Pb

                나) 납 차폐 부분 : 

                    50mm(T)x790mm(H)x1000mm(L) front door 방향 기

                다) 비 차폐 공간부분 보강재 : 

                    구조용 각형강  (50x50x4.5T)/ SPSR-400

                라) 넬 조립 방법 : channel frame 조립식 (조립 후 고정식)

                마) Lifting lug 는 eye bolt : 4개소 (좌/우 각 2개소)

                    * 용도특성 : cask 체 량 (약10Ton) 을 안 하게 인양 

              3) 상부 넬 (top panel) 부분 : 1 panel

                가) 기본 규격/재질 : 

                    60mm(T) x 945mm(W) x 2090mm(L) / SS400+Pb

                나) 납 차폐 부분 : 

                   50mm(T) x 935mm(W) x 1000mm(L) front door 방향기

                다) 비 차폐 공간부분 보강재 : 

                    구조용 각형강  (50x50x4.5T)/SPSR-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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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넬 조립 방법 : 

                    channel frame 조립식 (분해/조립 Open Type)

                마) Lifting lug 는 eye bolt : 4개소 (상부 넬 용)

              4) 면 도어 (front door) 부분 : 1 panel

                가) 기본 규격/재질 : 

                    60mm(T) x 945mm(W) x 920mm(H) / SS400+Pb

                나) 납 차폐 부분 : 50mm(T) x 935mm(W) x 910mm(H) 

                     ※ Door 조립시 panel 측면부와의 납 차폐부 방사선 설

방지를 하여 2단 step 방식으로 설계/제작 한다.

                다) 도어 조립 방법 : 

                    channel frame 조립식 (분해/조립 open type)

                라) Lifting lug : 2개소 ( 면 도어 용)

              5) 후면 넬 (back panel) 부분 : 1 panel

                가) 기본 규격/재질 : 60mm(T)x825mm(W)x800mm(H)/ SS400

                나) 비 차폐 공간부분 보강재 : 

                    구조용 각형강  (50x50x4.5T) / SPSR-400

                다) 넬 조립 방법 : channel frame 조립식 (조립 후 고정식)

                라) 납 차폐 부분 : 없음

                마) Lifting lug : 없음

              6) Plug transport cask 부속장치 부문 

                가) Old plug flange / adapting shaft 부분

                   ① 규격 :∅700mm(D) x 20mm(T)/∅50mm(d) x 320mm(L)

                   ② 재료 : Steel plate(SS400)

                   ③ 수량 : 1 set

                나) Cask frame cross bar 부분 : 

                     (좌/우 channel frame 분해/조립식)

                   ① 규격 : 75(H) x 40(B) x 5(t)mm channel 

                   ② 재료 : steel plate (SS400)

                   ③ 수량 : 1 ea

                다) Cask base plate (lower) 부분

                   ① 규격 : 20mm(T) / 700mm(W) x 1990mm(L)

                   ② 재료 : steel plate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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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량 : 1 매

                라) Cask base plate (Upper) 부분

                   ① 규격 : 20mm(T) / 600mm(W) x 1990mm(L)

                   ② 재료 : steel plate (SS400)

                   ③ 수량 : 1 매

                   ④ 주요 장착물 : plug stopper (2개소)

                마) Base steel angle 부분

                   ① 규격 : (150 x 150 x 19t) x 1,990mm(L) 

                   ② 재료 : steel angle (SS400)

                   ③ 수량 : 2 ea

                바) Slide bar 부분

                   ① 규격 : 20mm(T) / 90mm(W) x 1,990mm(L)

                   ② 재료 : steel angle (SS400)

                   ③ 수량 : 2 ea

                      * 가공 특성 : 

                      plug sliding 입구부분 가이드 경사면(5/100mm) 가공. 

                사) Guide bushing 부분

                   ① 규격 : ∅260mm(D) x 12mm(T) /∅75.5(d) x 212mm(L)

                   ② 재료 : steel plate / steel pipe (SS400) + lead(Pb) 차폐

                   ③ 수량 : 1 set

              7) Carriage frame 부문

                가) Carriage mounting plate (Upper) 부분 

                   ① 기본 규격/재질 : 

                   ② 35mm(T) x 1,100mm(W) x 2,000mm(L) / SS400

                   ③ 주요 장착물 : plug cask body 벨링 bolt (6개소)

                나) Carriage mounting plate (lower) 부분 

                   ① 기본 규격/재질 : 

                      25mm(T) x 1,600mm(W) x 1,680mm(L) / SS400

                   ② 주요 장착물 : 

                      plug cask body 정렬/고정용 bracket (4개소)

                다) 상부 형강구조물 (upper channel frame) 부분 

                   ① 형강 규격/재질 : 

                      75(H) x 40(B) x 5(t)mm channel / SS400 

                   ② 조립 방법 : 용 식 구조물                  

                라) 하부 형강구조물 (lower channel frame) 부분 

                   ① 형강 규격/재질 : 

                      250(H) x 90(B) x 11(t)mm channel / SS400 

                   ② 조립 방법 : 용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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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ir cushion system 부문

                [Air cushion system 개요  작동원리]

                 Air cushion system은 압축공기를 특수제작 된 쿠션에 넣어 

압축시킨 후 지면과 면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하여 마찰을 여 아주 

무거운 물체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든 획기 인 시스템이다

 에어쿠션 시스템 모듈은 기계설비 같은 무거운 량물의 일상 인 이동과 모든 

종류의 운반에 응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게에 따라 50kg

에서 600톤의 기  단 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쿠션 시스템 모듈을 이용

하면 몇 천 톤의 량물도 손쉽게 옮길 수 있다.

그림 2. Air cushion system의 개요

  그림 2. 과 그림 3. 은 air cushion system의 개요와 작동원리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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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ir cushion system 작동원리

                  [ Air cushion system 의 장  ]

                   - 방향에 계없이 자유롭고 쉽게 움직일 수 있다.

                   - 새로운 제품에도 쉽게 용될 수 있어 효용이 높다

                   - 고정된 크 인과 일이 필요 없어 효율 이다.

                   - 다양한 제품구성(0.1톤～1,000톤까지 량물 운반 가능)

                   - 정 도 높은 치조  가능하고 에 지 소비 폭감소

                   - 바닥의 한 지 에 하 이 몰리지 않아 바닥손상이 없음

                   - 유지비용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동도구가 필요치 않아

                     마멸이 없음

                   - 좁은 통로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거의 제자리에서  

                     360°도 회  가능

                   - 진동 없이 이동 가능하고, 소음이 없고 먼지가 없음

                   - 투자비용을 일 수 있다.



- 14 -

                   [ 이동보조 도구 ]

                     바닥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단거리 이송을 원활하게 

하기 해 합성 매트를 사용한다. 이 경우 여러 장의 매트를 길게 늘여 사용하거

나 두 장의 매트를 번갈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된다. 한 개의 매트에서 다른 매트

로 에어쿠션을 이동하게 될 경우 두 개의 매트 모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결

착되어야 한다. 부드럽게 이동시키기 해 매트 끝부분은 최 한 평평하도록 모

서리를 깎아내야 한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해서 겹쳐지는 부분은 고

장력 테이 로 덮어야 한다.

표 1. Air cushion system 사양 비교표(4개 module system)

모델번호
용량 압축공기량 상승높이

기로/세로

(정사각형)
높이

배 /호스

구경

톤 (l/min)* “H"(mm) “A"(mm) “B"(mm) “D"(mm) 인치

4LTM-300-1 5 800 15 300 45 19 3/4

4LTM-380-1 7.5 1300 20 380 50 25 1

4LTM-450-1 10 1500 22 450 50 25 1

4LTM-530-1 15 1600 25 530 55 25 1

4LTM-680-1 30 1800 30 680 55 25 1

4LTM-910-1 44 2200 35 910 60 38 1½

4LTM-1220-1 80 2400 40 1220 60 38 1½

4LTM-450-2 20 2600 22 450 50 38 1½

4LTM-530-2 28 2800 25 530 55 38 1½

4LTM-680-2 48 3640 30 680 55 38 1½

4LTM-910-2 88 4200 35 910 60 51 2

4LTM-1220-2 160 5450 40 1220 60 51 2

4LTM-1400-2 240 6300 50 1400 65 76 3

※ 본 장치에는 model no : 4LTM-450-2 를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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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eam stopper 부문

               1) Beam stopper 조립도는 그림 4. 와 같으며 빔 포트에서 old 

plug 를 인출한 후 빔 포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차폐하는 용도이며 그림과 

같이 조립된 본 차폐체의 총 량은 약 12Ton 이다. 냉 성자 러그 캐스크와 

마찬가지로 크기만 약간 다르나 하단부의 carriage frame 에는 4개의 air 

cushion system이 부착되고 그 에 차폐체로 두께 100mm의 납과 두께 900mm

의 heavy concrete 를 조립하 다.

  장치를 시운 하는 과정에서 심이 맞지 않아 원하는 치의 beam port를 차

단할 수 없는 큰 결함이 발생하여 수정･보완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수정･보완 내용

                  장치 test 결과 면에 장착된 납차폐체와 콘크리트 차폐체

(3ea)의 량이 심에서 면으로 치우쳐 있는 계로 크 인을 이용하여 로 

올렸을 때 이동이 불가능 정 도로 기울어져 의뢰부서에서 뒷면 방향으로 weight 

balance 를 지지할 수 있는 가로 를 뒷면에서 1,250mm 길이로 연장 부착한 후 

약 3ton 의 weight balance를 설치하면 이동상의 문제 이 없다는 수정된 설계

에 의해 수정･보완 후 2차 test를 실시하 는데, 결과는 상과 달리 과 같

이 면으로 기울어졌다. 2차 test 후 가로 를 500mm 추가로 연장설치하고 

weight balance를 1차 보다 3.4ton을 설치하고 크 인을 이용하여 3차 test를 한 

결과 유 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Weight balance에 사용된 재료는 량을 자유롭게 조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1,220mmx1,220mm의 steel plate 두께 50mm 8장과 30mm 2장  10mm 4장을 

사용하 으며, weight balance를 안 하게 고정하기 한 사각의 basket를 제작

하여 수정된 그림과 같이 설치한 후 steel plate를 조 하므로 써 유 를 만족시

킬 수 있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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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eam stopper(수정 )

그림 5. Beam stopper(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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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 

        차세  원자로건설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 국, 러시  

아, 인도 등과 함께 국제핵융합 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 

mental reactor)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핵융합연구소에서 종합 

project를 리하고 각 기 별로 부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연구원

은 ITER blanket 제 1차 방벽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 ITER blanket mock-up 제작은 제 1차 방벽재료인 STS, Cu, Be의 3종 속

의 합기술개발･제작하여 ITER 공동개발국과 교차 시험하여 기술 수 을 평가

하는 요한 기술개발이다.

  ’07년도에는 자체평가용 mock-up을 개발･제작하 으며 ’08년도에는 국제간 교

차 시험용 qualification mock-up을 개발･제작 하 다.

       (1) 설계요건

           (가)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은 STS, Cu, Be 3종 속

을 고온(1,050℃), 고압(100Mpa)에서 압 하여 인장, 충격시험 시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3종 속을 압 하는 방법으로는 HIP(hot isostatic press) 공법

을 용 하는데 HIP process를 정확히 이해하고 품질보증이 용될 수 있도록 

제작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 Be metal 은 인체에 유해한 속으로 가공･용  시 방호체계를 

구축 하여야 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리하여야 한다.

           (라) STS, Cu, Be 3종 속을 STS plate canning 후 진공 설 시험 

시 10
-3
 Torr에서 기 을 유지하여 HIP process 에 투입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마) STS, Cu, Be 표면조도는 Rmax 기  6.3S 이상 유지하여야 하

며 표면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바) 1, 2차 HIP 공정의 요한 사항은 품질보증 련하여 검사를 실

시 하여야 한다.

       (2)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기본규격  사양

           (가) 1차 HIP은 STS316 block과 CuCrZr 이종 재료를 합하는 공정

으로 STS316 block 은 가로 276mm x 세로 82mm x 높이 52mm, CuCrZr block  

은 가로 276mm x 세로 82mm x 높이 25m 규격으로 원 소재를 정 가공･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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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1set(규격 : 가로 276 x 세로 20 x 높이 87mm)의 guide block 을 

가공하여 도면과 같이 좌우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CuCrZr block에는 도면과 

같이 STS316L tube(규격 : 1/2")를 간 에 삽입하기 하여 R6 규격의 hole을 

가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 완료된 STS316 block과 CuCrZr block은 비눗물로 1차 세

척한 후 아세톤을 매개로 한 음  세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3mm 두       

깨의 STS plate로 완    추가로 알-콜 음  세척을 하여 불순물을 “0”

에 근 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 STS plate로 6면을 용 에 의해 canning 한 후 진공실험에서 

최소 10
-3
 Torr 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산화방지  불순물 제거를 하여 1차 진공실험 후 온도 400℃ 

 10
-6
 Torr 조건에서 내부 공기를 제거하는 degasing을 하여야 한다.

           (마) Degasing이 완료된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의 STS316L 

tube는 pinching 처리 하여 외부 불순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본 mock-up은 1,050℃, 100Mpa 조건에서 1차 HIP을 실시한다.

           (사) 1차 HIP 이 완료된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은 외부에 

워진 2mm 두께의 STS plate를 제거한 후 STS316 tube가 삽입된 양쪽 마구리

면을 좌, 우 3mm 씩 정  가공하여 tube만 남긴다.

           (아) Decanning block의 CuCrZr 표면을 정 하게 연삭한 후 표면조

도는 Ramx 기  6.3S 이상 이어야 한다. “2)” 항 기 으로 음  세척을       

한다.

           (자) 2차 HIP 을 한 canning은 1차 HIP decanning block 의 

CuCrZr 연삭면 상단에 3장의 Be coating block을 조 한 후 “3)” 항과 같은 공

정을 거쳐 “7)”항 까지 동일 공정을 실시한다. 이때 HIP 을 온도 400℃, 2시간 

공정으로 실시하고 1/2" STS tube는 15mm 까지 block을 가공하여야 한다.

       (3) 설계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은 도

면 2-1  2-2 와 같이 설계･제작 하 으며 기술개발･제작한 상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HIP process 공정 진행을 하여 먼  각각의 원 소재를 정 가공하고 진공용

을 통한 기 유지의 canning 제작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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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99.99%)는 ingot(50tx500x50) 형태로 먼  band saw를 이용하여 1차 가공하

으며 STS block(50mm x 90mm x 210mm)은 원 소재를 구입하 다. Be는 

10tx80x200 규격의 STS 표면에 10㎛를 증착하 다. 최종 mock-up 규격은 

80mm x 90mm x 200mm로 정하고 Be block은 유독성 물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제작하 다. Be는 속  최 도(비  1.85)

의 속으로 뛰어난 비강도 (strength-to-weight ratio)와 비강성 (stiffness-to- 

weight) 빛 비열, 열 도성, 용융온도가 높다. 낮은 원자번호(4)에 비하여 높은 

용융 (1,287℃)을 지니고 기 에서 상당히 안정하여 760℃ 까지는 산화 항성

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매우 바람직한 특성으로 인하여 Be은 핵반응로

에서 성자 완충기  반사체로, X-선 투과감지기, Ir 표 획득시스템, 성항법

장치, 컴퓨터 부품, 항공기, 성 구조물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e는 가격

이 비싸고 취성과 유독성에 의해 응용이 제한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mock-up 

최내벽의 고온부분에 STS-Cu-Be 3종 합 속을 개발하게 되었고 Be의 유독

성으로 인한 집진설비가 구비된 제한된 공간에서 기계가공 하여야 하나 우리는 

기계가공을 하지 않는 설계․제작으로 설계요건 “(다)” 항 을 만족시킬 수 있었

다.  STS, Cu block은 그림 6. 에서와 같이 CNC milling에서 정 가공 후 그림 

7. 과 같이 압 면을 Rmax 6.3S 의 조도로 정  연삭하 다.

그림 6. CNC milling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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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면연삭

  기계가공 공정과 연삭가공 공정 후 각 소재는 비눗물 2회 세척 후 알코올용제

를 사용하여 30분간 음  세척을 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 다. 건조된 소재

는 비닐 랲으로 포장․보 하여 canning 용  공정을 기하는 동안표면 오염을 

방지하 다. 50mm STS block, 30mm Cu block, 10mm Be block 순서로 층하

고 두께 1.5mm STS plate로 육면을 그림 8. 과 같이 용  하 으며 상단부

 앙에는 길이 100mm의 STS316L 1/4" tube를 용 하여 그림 9. 와 같이 

bubbling tester를 이용하여 진공 설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가로 80mm x 세로 

200mm x 높이 90mm 규격의 직사각형 mock-up canning을 제작하 다.

그림 8. Mock-up 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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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ubbling test

  그림 9. 에서와 같이 10-3 Torr에서 진공 설 시험을 거친 후 Mock-up 

canning은 HIP 공정으로 이송된다. HIP 문업체는 국내에서 아직 bench scale 

수 이며 미국 등 선진국 수 의 생산시설에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나 

국내 업체 발굴업체는 KOHIPS(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Tel : 053-857-354

1～2), SONGWON SYSTEM CO. LTD(02-3461-8414) 2 업체로서 HIP은 

KOHIPS에서 실시하 다. 

그림 10 HIP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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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등방 정압 스(isostatic press)는 냉간 등방 스(cold isostatic press), 열간 

정압 스(hot isostatic press), 층 압착 스(laminator or warm isostatic 

press), food press로 구분되며 그 원리와 구조는 기본 으로 같으나 사용목 과 

application 에 따라 약간의 장치가 가감되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기본 으로 고압을 사용하여 세라믹, 속성형, 속분말 소결, 자부품, 식

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등방정압기의 원리는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압

력용기에 넣고 높은 압력을 가하면 압력용기 내에 채워진 가압매질(물 는 가

스)에 의해 고압이 샘  외부 모든 표면에 균일하게 작용되어 압축성형, 소결, 

살균 처리가 가능해진다. 

  Mock-up canning은 그림 10. 에서와 같이 KOHIPS에서 HIP 방법으로 압축성

형 하 으며, HIP 장치는 미국의 auto clave co. 제품으로서 압력용기 내에서 가

스를 압력매체로 사용하여 고온(1,500℃), 고압(100Mpa)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양

한 application 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압력매체는 가스로 등압이 발생하기 때문

에 products 형상은 변하지 않고 열과 압력 상태에서 제품 내부의 기공이나 결함

은 착되어 조 화 되고 치 화 되어 기존 물성을 향상시킨다. 그림 11. 은 HIP 

처리 후 decanning 된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으로서 장치 시험결

과 우수 하 으며 ’09년도에는 형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을 개

발․제작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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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보증

           본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은 ISO 9001 QA 

program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제작완료보고서(ED-08-283-ITER-001)을 발행

하 다. “(4)” 항은 제작완료 보고서  주요내용을 발췌･수록하 다.

표 2. 제작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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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  검사 계획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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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험  검사 계획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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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uCrZr block 주요부분 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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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uCrZr block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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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TS361L block 주요부분 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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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TS361L block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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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anning vacuum test 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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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nning vacu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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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  스트 이  동 특성 실험장치 제작 

        재 생산시설의 각종 기계들이 고속, 고성능, 자동화 되어 가고 있고 

원자력발 소, 화확 정유공장에서는 다목  수 펌 가 가공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 소에서는 주 수펌  단에 치한 스트 이 의 차압이 기 치를 

상회하여 신형 스트 이  교체를 추진 이다. 이에 구형 스트 이   신형 

스트 이 의 유체 유동에 의한 동  특성을 규명하기 한 modal test 즉 고유 

진동수  모드 형상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원자력발 소 

스트 이 의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을 측정하기 하여 발 소 상 지지 조

건과 동일하게 본 장치를 설계･제작 하 다.

       (1) 설계요건

           (가) 원자력발 소 주 수 펌  단에 치한 스트 이 를 실제와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나) 주 수 펌  단과 동일한 규격의 flange와 이에 사용되는 각

종 부품을 사용하여 발 소 스트 이 의 지지조건(boundary condition)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다) “(나)” 항을 조건으로 스트 이 의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고유

진동수, 모드형상 등을 의뢰자와 사  의를 거쳐 동  특성 규명에 해가 되

는 각종 인자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스트 이  구조물은 공기 에서 동  특성을 1차로 규명한 후 

실제 조건의 유체 에서 2차 실험하기 한 구조물을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마) “(라)” 항의 구조물은 유체가 출되지 않도록 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 설계  제작

           상기와 같은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원  스트 이  동  특성 실험

장치는 도면 3과 같이 설계･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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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 소 주 수 배 은

20″ 크기로써 flange는 ANSI welding neck

type #150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수 

펌  스트 이 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하

기 한 스트 이 는 그림 15. 와 같다. 

  주 수 펌  스트 이 에 속 이물질이 

유입되면 유체유발 진동에 의하여 주 수 펌

에 유체유발 진동으로 인한 고유진동수 변

화로 펌  구동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  

           (가) 공기  동  특성 실험부분

 
      그림 15. 스트 이

는데 이는 고장의 원인이 된다. 즉 펌  구동시스템 고유진동수와 유체유발 고유

진동수의 공진을 피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펌 의 손을 방지하게 된다.

원  스트 이  장과 동일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유지를 하여 먼

 base plate(부품 ①)를 15tmm x 1,000mm x 1,000mm 규격이 되도록 STS304 

재질 가공한 후 모서리 4개소에는 working table에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ing 

hole을 가공하고 직경 635mm 심선상에는 flange 고정용 M27 bolt를 20개소에 

용 에 의해 부착하여 1차 시험 완료 후 2차 시험시 water shell에 장된 water

가 외부로 출되는 상을 방지하 고, 직경 849mm 심선상에는 water shell

을 고정하기 한 M20 tap을 24개소 가공하 다. 

  장치의 조립 순서는 base plate를 working table에 고정한 후 스트 이 를 놓

고 그 에 flange를 기 설치된 bolt에 설치한 후 nut로 고정하 으며, 스트 이

 윗면과 면에 rubber gasket을 각각 삽입하여 시험 시 스트 이 에 발생된 

진동이 외부로 달되지 않도록 하여 공기 에서의 동 특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다.

           (나) 수  동  특성 실험부분

                공기  시험을 완료한 후 2차로 수  시험을 하여 스트 이

 구조물 외부에 직경 730mm x 높이 900mm x 두께 3mm 규격으로 기 제작된 

water shell을 base plate에 수가 되지 않도록 O-ring을 삽입한 후 bolt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조립하 으며, water shell 하단에는 시험 완료 후 shell에 장된 

물을 배출하기 한 1/2" 규격의 nozzle을 설계･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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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제작 

        가스분 기에서 시료를 소결, etching, 산화, 환원, 열처리 등에 사용되는 

고온 소결로와 dilatometer, TGA, TMA, creep 시험기, 기 도도 측정장비 등

의 열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의 outlet part에서 실험  고유의 가스분 기

를 지속 으로 조성하는 기구는 필수 이다. 한 열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장

비의 outlet에서 배출된 가스는 공기와 을 피해야 하며 분말화된 시료의 

vent line으로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나의 배기 line에 여러 장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각 장비에서 다양한 가스가 배출되므로 다른 가스와 혼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스의 흐름과 상태의 육안 감시가 가능한 재료 사용은 장비의 이

상유무 검이 가능하며 장비사용 미숙이나 시료 장입시 문제 을 인지하고 시

정하여 실험을 안 하게 수행하게 한다. 

  장치의 기능을 살펴보면

    - 사용 gas의 종류는 수소, 알곤, CO2, 각종 혼합 gas 등을 사용

    - Gas의 원활한 흐름을 육안으로 check 기능

    - Gas 외부 출 check 기능

    - 유동 gas와 외부공기와의 혼합유무 check 기능

    - Gas의 역류방지 기능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목 으로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를 설계․제작하 으며 특히 세라

믹 계통의 로로 제작된 고온용 장비에서는 로의 균열상태 를 확인할 수 있

으므로 가스안   안 한 실험수행에 유용한 기구이다.

         (1) 설계요건

             (가) 고온 소결로  각종 열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의 outlet

에서 나오는 가스흐름 상태를 육안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가스흐름 상태를 육안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재질을 선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장비  실험특성에 

따라서 유동･유출 감시 용액이 다르므로 유동･유출 감시 용액을 교환사용이 가

능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다) 고온 소결로와 열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dilatometer, creep 

test, 기 도도 측정장비 등에서 나오는 가스흐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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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2개소로 설계･제작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의 모든 연결부 , O-ring groove 

 check ball 장착 부는 gas leak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설계  제작

             상기와 같은 제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고온 소결로와 열  특성

변화 측정 장비에 사용하는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는 도면 4-1 과 같이 설계･

제작하 다.

             (가)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의 가스흐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본 가스유로를 구성하여 설계･제작하 다. 

  실험장비 출구 ⇒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입구 ⇒ check ball ⇒ gas 유동･

유출 감시 용액  ⇒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출구 ⇒ vent line

  실험장비에서 유입된 가스의 흐름 상태를 1차 으로 식별하기 한 구조는 가

스의 유로에 check ball을 설치하여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제작하 다.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 감시 시스템은 도

면 4-1에서와 같이 body 1(부품 1), body 2(부품 2), body 9(부품 9), 고무 

O-ring(부품 13), check ball(부품 14)로 구성되어 있다. Body 2 의 측면은 1/8" 

NPT thread를 가공하여 swagelok fitting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장비

에서 본 gas 유동･유출 감시r로 가스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 다. 유입된 가스

는 직경 3mm hole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진 가스는 직경 

8mm의 check ball(부품 14)을 상단 로 이동시킨다. 이동된 check ball을 육안으

로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 가스 유동･유출 감시 상태 감시 시스템 기능

을 만족시켰다.

  Body 2(도면 4-1, 부품 2)에 직경 13mm x 깊이 3.5mm의 groove를 가공한 후

에 AN202 규격의 O-ring을 설치하여 가스흐름을 앙으로 집 시키고,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 가이드 기능의 body 9(부품 9)를 가공･설치하여 직경 8mm 

STS304 check ball을 유연하게 상하 이동이 기능하도록 설계･제작하 다. Check 

ball과 body 9의 유동･유출 감시가이드 틈새로 유출된 가스는 body 2의 직경 

4mm orifice를 통하여 body 3 방향으로 이송된다. Body 2의 상단 면에는 check 

ball의 유지보수를 하여 조립･해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body 1을 조립하



- 41 -

다. Body 1과 body 2 조립시 P-28 규격 O-ring을 설치하여 가스 출을 방지하

으며 M3 bolt 2개를 체결하여 body 1 과 body 2 의 이탈을 방지하 다.

 Acryl rod로 가공된 body 2와 body 3은 분해 필요성이 없으므로 Ccl4 로 착

하여 가스의 출이 없도록 제작하 다.

             (나) 가스흐름 상태를 2차 으로 식별하기 한 구조는 gas 

bubbling system으로 설계･제작하 으며 1차로 check ball을 통과한 가스는 액체 

유동･유출 감시를 통과하여 발생하는 기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구조이다.

  Body 3과 유동･유출 감시 liquid cylinder(도면 4-1의 부품 5)를 연결하기 한 

body 4의 acryl connector를 가공하여 상단 면에서는 body 3과 Ccl4 로 착하

으며 하단부는 P-28 규격의 O-ring으로 조립하여 water 는 기름의 유동･유출 

감시 용액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므로 써 설계요건 (나)항을 충족시켰다. 

Body 4의 심에는 외경 8mm x 내경 5mm x 길이 150mm 규격의 acryl pipe

(도면 4-1의 부품 7)를 연결하여 가스흐름을 유동･유출 감시 용액 하단부까지 연

장하므로 써 액체 유동･유출 감시가 발생하도록 설･제작하 다. 유동･유출 감시 

liquid를 통과한 가스는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출구(부품 8)를 통하여 vent 

line으로 배출된다. 즉 1차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와 2차 gas bubbling 

상태로 가스흐름을 2개 부분에서 감시 가능하도록 하여 설계요건 (다)항을 만족

시킬 수 있었다.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는 2개의 anchor 1 과 2(부품 10, 11)

를 설계･제작하여 사용장비를 원하는 치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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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제작 “ISO 9001 인증” 제 2차 사후 리심사

         “ISO 9001”은 국제표 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술 원회(TC) 에서 제정한 품질경 에 한 국제규격으로    

   산업계에 용되는 일련의 품질경  국제규격, 고객만족 실 을 한 품질

경 (QM)의 모든 요구사항을 규정, 조직의 효율 인 품질경 리를 한 성공

인 지침, 조직의 능력을 실증하기 한 품질경 시스템에 한 요구사항 등에 

한 국제규격으로써, 우리  에서는 의뢰자(연구실)의 날로 높아가는 원자력기

기장치에 한 품질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한 기에 공 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 으로 수행 되도록 극 지원하고자, 본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제

작을 한 설계, 로젝트 리, 제작  서비스에 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 다.

         (1) 추진 배경

             - 원자력시설에 공 하는 기기장치의 품질보증시스템 부재

             - 원자력시설의 KINS 정기검사 강화로 안 운 시스템 필수

         (2) 추진 과정 

             - 부서업무 진단  ISO 교육    : (’06.05.10～’06.05.19)
             - 부서별 업무  조직 확정     : (’06.05.10～’06.05.19)
             - 품질경  매뉴얼 작성  검토 : (’06.05.10～’06.06.20)
             - 문서 정리 (Filing system)     : (’06.05.15～’06.06.20)
             - 차서 / 지침서 작성  검토 : (’06.05.01～’06.06.20)
             - 업무 시스템 교육  : (’06.07.01～’06.07.10)
             - 각 부서 이행 검 : (’06.07.20～’06.07.30)
             - 내부 감사자 교육  : (’06.08.03～’06.08.04)
             - 내부 감사 실시    : (’06.08.23～’06.08.24)
             - 시정  후속 조치 : (’06.08.25～’06.08.29)
             - 경  검토 : (’06.09.11～’06.09.15)
             - 각 부서 최종 검 : (’06.09.11～’06.09.15)
             - 인증 심사 : (’06.09.11～’06.09.18)
             - 인증 획득 : (’06.09.21～’06.09.22) 
             - 내부감사 실시 : (’07.09.11～’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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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차 사후 리심사 : (’07.09.18)

             - 경  검토 : (’08.01.21～’08.01.21)
             - 내부 감사 실시 : (’08.09.18～’08.09.19)
             - 시정  후속 조치 : (’08.09.23～’08.12.16)
             - 제 2차 사후 리심사 : (’08.09.18)

         (3) 인증 련 기

             - 인증 자문 : HCC (Hartford consulting co.)

             - 인증 기  : HSB Registration services

         (4) 추진 계획

             - 장치개발 의 품질경 시스템 도입은 조직의 략  의사결정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품질경 시스템의 설계  실행은 조직의 변화하는 요구, 특정 목표, 

제공되는 제품, 운용되는 로세스, 그리고 조직의 규모  구조에 의해 향을 받음

으로 원자력기기장치를 개발⋅제작하는 장치개발  요원들은 품질 리  보증의 

요건을 수하여, 본 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 리

담당은 품질에 한 문제 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건의 는 제공하며, 해결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  권한이 있다. 이

러한 업무는 비용  일정에 계없이 충분한 조직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될 

것임.

             - 인증 갱신 심사 정      : (’09.06.18)

         (5) 기  효과

             - 원자력 Q.A등 (Q & T class)제작 서비스로 원자력시설 안    

               운 에 기여

             - 원자력 기술개발 정보의 외부 유출방지

             - 외주구매 제작 건을 자체 제작으로 흡수 

            - 핵연료, 원자로 기기장치 안정성 확보  KINS 정기검사 요건

               충족

             - 기기장치제작기술, 안정성의 국제  인증  연구원 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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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추진계획

             - ISO 9001 품질경 시스템 정착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ISO 14001 환경경 시스템 인증 추진

         (7) ISO 인증제도 

            국제표 화기구(ISO) 기술 원회(TC)에서 제정한 품질경 에 한 

국제 규격으로써,

             -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해 ISO에서 제정한 공 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경 에 한 기 .

             - ISO 9001 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 체질에 맞는 품질경

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 으로부터 자사 품질경 시스템의 합성  

실행상태를  평가받아 「신뢰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 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 자 품질경 시스템에 

한 제3자 심사  등록제도

         (8) 주요 ISO 련 인증 종류

             - ISO 9001 : 품질경 시스템에 한 인증

             - ISO 14001 : 환경경 시스템에 한 인증

             - ISO 9001 & ISO 14001 : 품질  환경통합시스템에 한 인증

             - ISO 22000 : ISO9001 + ISO14001 + HACCP에 한 통합 인증

             - ISO / TS 16949 : 자동차분야 품질경 시스템에 한 인증

             - ISO 13485 : 의료기기분야에 한 인증

             - ISO 27001 : 정보 보호 리 체계(ISMS)에 한 인증

         (9) 품질보증  기술업무 차서 내용

             (가) 품질보증 차서 주요 내용

                - 문서  자료 리

                  - 품질보증 기록

                  - 목표 리  경 검토

                  - 교육 훈련

                  - 제작 설비 리

                  - 품질 검사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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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

                  - 구매품목  용역 리

                  - 설계  개발

                  - 구매 리

                  - 제품 식별  추 성 리

                  - 취 , 보 , 포장, 보존  인도

                  - 검사, 측정  시험장비 리

                  - 서비스 리

                  - 검사  시험 리

                  - 부 합 사항 리

                  - 시정  방 조치

                  - 품질보증감사

                  - 감사자 자격부여

           (나) 기술업무 차서 주요 내용

                - 용  작업 차

                  - 피클링 작업 차

                  - 크리닝 작업 차

                  - 선반 작업 차

                  - 링 작업 차

                  - 연삭 작업 차

                  - 조립 작업 차

                  - 성능 검사 차

                  - 수압 시험 차

그림“16”, ～ 그림 “20” 은 인증서명패  인증서( 문/한 ) 등 련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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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증서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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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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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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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정조치요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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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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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주제작 연구기기

     가. 우라늄잉곳 주조장치 제작

       (1) 품  명 : 우라늄잉곳 주조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우라늄잉곳 주조장치는 해정련 장치의 음극에서 회수된 속우

라늄 착물(지름 약 1 mm의 분말)을 녹여 잉곳 형태로 제조하는 장치로, 이 장

치의 주요 구성 부품은 진공 chamber, 로 박스, 착물 연속주입장치, 가열코

일  도가니, 주형가열 장치  주형, 제어 넬(control box)로 구성된다.

 

          (나) 이 장치는 속우라늄 착물을 도가니에 장입하여 약 1300 ℃로 

가열 용해시킨 후 약 500 ℃로 가열한 주형에 용탕을 주입시킨 후 서냉하여 잉

곳을 제조하는 장치이다.

      가열 방식은 고주 유도가열방식을 용하고, 진공 는 Ar 분 기에서 

작동시킨다. 주입 장치는 속우라늄 착물을 추가로 장입할 수 있도록 장착하

고, 로의 부식을 막고 기와의 을 막기 하여 로의 한쪽에 로 박스를 

장착하고, 도가니  주형 설치는 로 박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챔버는 이  챔버 구조로 냉각수를 사용하여 냉각시킨다. 챔버는 

수평형 형태로 우측에 챔버 door가 달려있다. 챔버 door에 고주 유도코일을 고

정시키고, 원선은 챔버의 feed through를 통하여 연결된다. 고주 코일은 Cu 

pipe로 제작하며, Cu가 부식되지 않도록 Cr 코 을 하도록 한다. 고주 코일 내

부에 도가니를 장착하고 도가니는 단열재로 감싸고, 도가니 뚜껑은 상하로 이동

하여 용탕을 경동시켜 출탕할 때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주형가열장치는 항

가열방식을 용하며, 2 zone 가열방식으로 상하부에 온도 구배를  수 있도록 

한다. 주형가열장치 내부에 주형을 장착하는 구조이며, 이 것 역시 챔버 door에 

고정시키도록 한다.  

          (라)  챔버의 상부에는 view port를 2개 설치하여 pyrometer를 사용하

여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며, 한 port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챔버 내부를 찰

하도록 한다. 챔버 상부 앙에 port를 설치하여 열   bridge breaker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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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도록 한다. 챔버의 바닥은 용탕이 비산하여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Al 는 STS 재질로 깔 을 만들어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우라늄 착물에 

남아있는 염이 증발되어 coil 는 heater에 부착되어 통 되는 것을 막기 하여 

feed through  챔버 좌우에 mesh 형태의 STS 등의 재질로 된 막을 설치한다. 

챔버 내부는 할로겐램 를 설치하여 조업  찰이 용이하도록 한다. 챔버 안에 

갑작스런 압력 팽창이 발생할 경우 안 장치로 relief valve를 설치하도록 한다. 

챔버의 각 부분의 온도, 그리고 도가니 바닥  면이 온도를 측정하기 한 열

를 설치한다. 챔버와 진공펌 가 연결되는 간에 챔버에서 발생하는 fume

을 잡아주기 한 filter box를 설치한다. Ar gas를 주입하기 한 Ar gas inlet, 

outlet을 설치한다.  

          (마)  Glove box는 챔버 door가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rail을 설치

하여 챔버 door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도록 한다. Glove의 치는 도가니를 쉽

게 장탈착 가능하도록 치되어야 한다. glove box  는 하단부에 도가니  

주형을 빼낼 수 있는 gate가 설치되어야 한다. Glove box 내에는 고주 원선

이 충분히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야 하며, 고주 원선에 의해 유도받지 않도록 

고주 원선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고주 원선과 하는 부 는 

기 부도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Glove box의 앞 뒤 면은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Glove box 내의 분 기는 Ar 분 기가 되도록 Ar 주

입구  방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Chamber 부분

              1) Chamber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04)

                - 규격 : 지름 900 x 깊이 900

                - Double jacket type

              2) 주형가열(heating) 부분 : 2 Set

                - Temperature : Max 700℃

                - 규격 : 내경 250 x 400L

                - Heating control : programmable control

              3) 고주  유도로 til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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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on o-ring seal

                - 도가니 hinge 고정  지지

                - 코일 부착을 한 feed through

                - D.C motor 구동

              4) view port 

                - 4" 4 개 상부 cover 온도 측정용 2개, 측면 찰용 2개

                - View port에는 shutter를 부착하여 sight glass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T/C port

                - NW25KF, 5ea (진공게이지용 2개, 비용 3개)

              6) Ar 주입 port

                - 3/8" STS304 line

                - 압력게이지

                - 챔버 내의 일정 압력 유지 기능 

              7) Safety interlock system

                - Relief valve : 1기압 이상이면 작동할 것

              8) 진공챔버와 진공 펌  사이에는 염을 거르는 필터 box 설치

          

          (나) Glove box 부분

              1) Glove box main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16L)

                - 규격 :  1200 x 1200 x 1000H

                - Glove 4 set

              2) Glove box door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16L)

                - 규격 : 지름 820

              3) Frame 부분

                - 재질 : SS41

                - 규격 : 2000 x 1200 x 800H

          (다) 우라늄 착물 장입 장치

              우라늄 착물은 비 이 1 ~  2 정도, 지름이 1 ~  2 mm되는 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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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잔류한 우라늄 가루 형태로 지름 약 150 mm, 높이 약 200 mm의 원통형 

용기에 담겨있다. 이 용기를 valve가 부착된 hoper 에 치시켜 낙하시켜 바가

지 형태의 원료투입용기에 넣을 후 바가지에 부착된 rod를 어 넣어 도가니 상

부까지 치시킨다. 도가니 뚜껑을 열고 이 바가지를 천천히 경동시켜 용탕에 추

가 장입한다. 

              1) 사양 : 부피 1 리터, O-ring seal, 장입용 gate valve

        

          (라) 제어 넬

              제어 넬에는 rotary pump, booster pump, vacuum valve, vent 

valve, gas in and out valve, 진공게이지, 고주 출력게이지, 고주  power 

control, 주형가열 온도  주형가열 출력, 용탕온도, 챔버온도 게이지, Ar gas 주

입제어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마) 비상시 안 장치

              1) 냉각수 상실  코일 이상 고온 시 발진기 정지

              2) Relief valve

          (바) 진공 pumping 부분 (사 )

              1) Rotary vane pump 1500 liter/min

              2) Booster edward EH500 HYD

          (사) 가열코일  도가니(사 )

              고주 유도장치의 주 수는 7 kHz이며, 력은 35 kW이다. 이러

한 고주 유도발진기를 사용하여 코일에 력을 공 하여, 코일은 Cu로 제작하

며, Cu 외면은 Cr 코 을 하여 내부식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코일 바닥은 도가니 

 단열재를 고정할 수 있는 지그를 설치하여 도가니가 경동되더라도 도가니가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코일 양쪽에는 hinge를 설치하여 도가니의 무게

를 견디어야 한다. 

              1) 코일의 크기 : 내경 220 x 250 H

              2) 흑연도가니 : 내경 100 x 220 H

              3) 단열재 : graphite felt  다공성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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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치의 운 조건

          (가) 진공도 : 5.0 x 10
-2
 Torr ～  100 Torr 는 Ar 분 기( 기압)

          (나) 열원의 온도 : 1,300 ～  1,500 ℃
          (다) 운 시간 : 12 hour/day (연속운 )

          (라) Glove box  : O2, H2O ≺  600ppm

       (7)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

요 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우리 연구원의 

제작감독원과 사 에 충분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우리 연구

원에서 제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

기술사양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

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우리 연구원 제작감독원의 입회하

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단되면 

납품 반입 후 우리 연구원의 해당 실험실에서 반 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

격 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 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한 지 사항에 해서는 이에 극 응해야 하며, 한 해당 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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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련자료 제출사항 :

 련 자 료 제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15일 이내 2 승인용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15일 이내 2 승인용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납 기 내 3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일 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우리 연구원의 지정장소로 한다.

       (10)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로 한다.

       (11)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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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  핵종분리 장치 제작

       (1) 품  명 : 화학  핵종분리 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본 장치는 “ 속연료 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 의 fission 

products핵종 분리기술개발”에서 염폐기물내 존재하는 1/2족 핵종을  layer 

crystallization(경막결정화) 방법을 이용하여 염폐기물에서 농축하여 분리하는 장

치이다. .

         (나) 본 장치는 크게 로 박스, 반응기부분, 결정화기 부분  결정화

공기 주입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로 박스는 결정화 반응기와 결정화된 염을 용융하는 용융로  

결정화기의 반응기간 이송이 가능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반응 특성상 수ppm

의 산소  수분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분 기(내수분, 내산소, Ar분

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제장치(purification system)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

어야한다. 한 로 박스내 2개의 고온반응기로 인한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

도록 로 박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cooling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3개의 로 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과 시약과 공구  울 등을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존재하여야 한다. 

         (라) 반응기 부분은 결정화기에 의하여 결정을 생성시키는 반응기와 결

정화기에 붙어있는 고체염을 용융을 통해 분리하는 용융로로 구성되어 있다. 반

응기의 재질을 모두 inconel이어야 한다. 반응기의 온도는 각각 최  1,000℃ 까

지 상승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반응기내 존재하는 용융염을 배출하기 하여 

하부에 염배출을 한 별도의 히터를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에 존재하는 

히터는 별도의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응기는 약 5kg의 염(LiCl-KCl 

공융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형이 아닌 직사

각형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한 반응기내 도에 의한 열 달이 가능하도록 

반응기의 내부에 고순도의 알루미나 도가니(직사각형)가 6개 구비되어야 한다. 

도가니의 높이는 약 290mm이고 외경은 180 mm 정도이다(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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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정화기 부분은 반응기내 존재하는 용융염내 결정화기를 장입하

여 결정화를 통해 순수한 염을 회수하는 장치로 3개의 결정화기가 1 set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의 결정화기는 모두 inconel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직경

은 60mm에 높이는 약 200mm 정도이어야 한다. 결정화기는 냉각용 공기의 주입

과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로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냉각용 공기는 결정

화기의 하부에서 배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여기서 축방향으로 좀더 균일한 결정

화 상을 얻기 하여 공기의 주입이 축방향으로 약 3부분에서 주입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배출시 일정하 로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배풀이 약 15mm 간

격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 결정화기 내의 공기의 온도를 각 부분

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입구, 내부, 출구의 3부분에 TC가 각각의 결정화기에 설

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한 결정화기는 3set가 제작되어야한다(즉 9개의 결정화

기). 한 결정화된 염을 용융을 통해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 용융로로 

이송함에 있어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이동은 수작업이 아닌 자동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화 된 결정화기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매

우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바) 결정화 냉각용 공기 주입부는 각각의 결정화기에 냉각용 공기를 

주입하기 함이며 이를 하여 압축공기의 장을 한 reserver, 필터, 

regulator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수분을 최 한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한다.  한 냉각용 공기의 온도조 을 한 공기냉각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냉각기에 공 되는 유량의 3개의 flowmeter를 이용하여 조

하며 최  유량 범 는 20-150 ℓ/min 이다. 한 냉각용공기의 온도를 측정/

수집하기 한 comput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로 박스

            - 수 ppm 수분  산소농도 유지, Ar 분 기(purification system)

            - 박스내 온도조 을 한 cooling system

            - 3개의 glove  여유공간

            - 불활성 분 기에서 재료의 출입이 가능한 불활성 이송공간

         (나) 반응기

            - 결정화 반응기  용융로 (최 온도 1,000℃) :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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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부 염 배출을 한 로  별도의 히터  제어기

            - 반응기의 모든 재질은 inconel 

            - 고순도 사각형 알루미나 도가니 6ea

         (다) 결정화기 부분

            - 3개의 결정화기가 1set으로 3set이 구비

            - inconel 재질로 모든 부분이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축방향으로 다

수의 baffle 

            - 냉각용 공기 주입/배출 로  축방향 3방향 주입가능토록 제작

            - 결정화 반응기에서 용융로로 자동이송  축방향 높이 조 가능

         (라) 냉각용공기 주입부분

            - reserver, filter, 수분제거, cooling장치, 3개의 flow meter

            - 냉각용 공기의 온도변화를 측정/수집하기 한 개인용 computer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

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과 

사 에 충분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

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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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자 료 제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15일 이내 2 승인용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15일 이내 2 승인용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납 기 내 3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일 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단되면 납

품 반입후 당소 해당 실험실(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개발)에서 반 인 성능

실험을 실시하여 합격 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 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한 지 사항에 해서는 이에 극 응해야 하며, 한 해당 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련자료 제출사항 :

       (8)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후 50일 이내로 한다.

       (10)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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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라늄 해 정련 장치 제작

       (1) 품  명 : 우라늄 해 정련 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설계 련 (첨부2)도면 참조 

       (4) 장치 설계의 개요  각 부문별 설계특성

         (가) 본 장치설계는 “High-throughput 해정련 시스템 개발”과제에 사

용되는 우라늄 해정련장치 제작을 한 상세설계이다. 

         (나) 본 장치설계는 glove box, 해정련장치, 우라늄 석출물 인출장치, 

이원소 인출장치, 아르곤 공   제어장치, 냉각  제어장치, 진공  제어장

치, 온도측정  제어장치로 별된다. 

         (다) Glove box는 해정련  석출물 인출공정에서 공기  수분에 

의한 속  salt의 산화작용을 방지하기 하여 고순도 아르곤(Ar) 분 기에서 

공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운  발생하는 분진  기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부압을 유지하여야한다. Glove box 구성 

: 시료처리  시료 주입용 glove box, 해정련  석축물 회수용 glove box, 

시료 반출  시료 처리용 glove box로 구성되며, 부 설비는 압력제어 계통, 가

스분석계통(산소, 수분, 염소), 제어  경보계통(부압, 염소  산소 농도, 온도 

상승), 아르곤 재생장치가 있다. Glove box의 신뢰성 유지를 한 설계시 고려사

항은 내구성, 유지보수 수월성, 장치의 자동화가 고려되어야한다.

 

         (라) 우라늄 해정련장치는 해정련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선택된 

속을 음극에 석출( 착)시키는 장치로서 용융염 해로 본체, 해 장치, 원부

로  구성된다. 용융염 해로 본체(20kg-metal/batch 기 )는 착물 회수장치, 

이원소 회수장치, 기로로 구성되며, 원부는 직류 원, 차계, 온도계, 쿨

롱계로 구성된다. 원부는  breaker, 워스 치, 류계, 경보 램   

buzzer, on/off 경보 온도계로 구성된다. 

   

         (마) 우라늄 석출물 인출장치는 해정련장치에서 음극에 석출되어 

착물 회수장치에 낙하된 우라늄 석출물을 고온에서 스크류에 의한 인출시 속

과 염을 일부 분리하는 장치로 석출물 인출장치의 본체, 원부  제어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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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석출물 인출장치의 본체는 튜 , 스크류, 기로로 구성되며, 원부 

 제어장치는  breaker, 회 모터, 회 모터 제어기  buzzer, 온도제어기

로 구성된다.

         (바) 이원소 인출 장치는 해정련 과정에서 양극에서 발생하는 이

속 불순물을 회수하는 장치로 우라늄 석출물 인출장치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원소 회수장치와 연결된다.

         (사) 아르곤 공   제어장치는 glove box와 반응기(정련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내부에 설정된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항상 유지 될 수 있어야하고 

Ar 가스 재생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냉각  제어장치는 고온으로 유지되는 정련  석출물 회수장치 

상부 glove box내부에 설정된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기를 이용하여 

제어되어야하고,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스 순환식으로 해야한다. 

         (자) 온도측정  제어장치는 반응기(정련장치  석출물 인출장치)내

부 온도를 필요한 설정치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기 외부 기

로와 신호체계가 연동되어 제어되어야하며, 특히 석출물 인출장치의  역에 

걸쳐 용융염의 응고를 방지하기 한 온도제어가 필요하다.

 

         (차) 진공  제어장치는 glove box  반응기 내부에 설정된 일정한 

부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진공펌 와 아르곤 공   제어장치와 연동되어야한

다.    

 

         (카) 우라늄 해정련 장치의 측정  제어계기의 표시부는 앙 집

식으로  되어야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설계내용

         (가) Glove box 부분 : 1 set

     1) Glove box 

              - 재질 :  아크릴  stainless steel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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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 해정련장치 설치용(도면내 (1)번 참조 )

     2) 압력제어 계통 : 부압유지(-30±20mmAq), 폐성(HEPA filter 

사용) 

    

         (나) Purifier부분 

     1) 가스분석 계통 : 가스분 기(산소  이슬 (3ppm 이하, -60℃), 

설계목표치(1ppm, -70℃)

     2)아르곤 재생 계통 : 도면내 : (31)번 참조) 

         (다) 해정련장치 부분: 1 set

             1) 정련장치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04), Al2O3, teflon

               - 규격 : 도면참조

               - 양극 음극 구성 : 도면내 15, 17번 참조

               - 심부 스크류 교반기 구성 : 도면내 19번 참조

             2) 우라늄 석출물 인출장치 부분 : 1 set

               - 재질 : tainless steel (STS316L)

               - 규격 : 도면내 16번 참조

              3) 이원소 인출장치 부분 : 1 Set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16L)

               - 규격 : 도면내 21번 참조

       (6) 장치의 운 조건

         (가) Max 진공도 : 1.0 x 10
-3
 torr 이하

         (나) 반응기 내부온도 : 정련장치 : 500℃, 우라늄 석출물, 이원소 인

출장치 : 500℃

         (다) 운 시간 : 24 hour/day (연속운 )

       (7) 상세 설계 시 기술 의  특기사항

         (가) 본 “장치의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하

되 주요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설계 

감독자과 사 에 충분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제반 설계를 진행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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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자 료 제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0일 이내 2 승인용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15일 이내 2 승인용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납 기 내 3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일 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상세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   특

성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상세설계”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

작기술 사양서, 주요기기 명세서  소요 산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 과정

을 거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의 상세설계”는 제반 설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상세설

계의 제작도면, 제작기술 사양서, 주요기기 명세서  소요 산를 문서화  

산화(CD형태로)하여 당소 설계 감독자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한 다음, 합격

정을 득해야 한다.

         (마)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 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한 지 사항에 해

서는 이에 극 응해야 하며, 한 해당 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

다.

       (8) 련자료 제출사항 :

       (9) 납품장소

         - 본 장치의 상세설계 결과물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10) 납품일자

          - 본 상세설계 결과물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한다.

       (11) 하자보증

          - 본 상세설계에 한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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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제작

       (1) 품  명 :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구성

          (가) 목  

               본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는 방사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연구개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보호와 작

업환경의 방사선안 을 확보하기 한 공정장치이다. 

본 장치의 주요구성은 방사성 나노물질의 취  시 작업자로부터 분리하기 한 

glove box, 방사성 입자의 크기별 분리를 한 세공크기가 나노 사이즈인 필터의 

용액투입이 방향성을 갖는 filter holder 장치, 1차 나노물질을 이용한 작업  

방사성입자의 유출 차단을 한 hepa filter 장치, 2차로 나노 입자 는 방사성 

나노입자 차단을 한 새공 크기가 40 nm 이하인 나노입자 제거용 나노

membrane 장치, 3차 방사성 나노입자 취 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체형태의 방

사성물질 차단을 한 charcoal filter 장치  vacuum pump 장치 등으로 구성

된다.

         (나) 사양 : 도면  장치 구성 참조

         (다) 장치의 구성

본 장치의 주요구성은 방사성 나노취  공정을 한 glove box, 방사성 나노입자

의 사이즈별 분리를 한 filter holder 장치, 1차 입자 차단을 한 hepa filter장

치, 2차  방사성 나노입자 차단을 한 나노membrane장치, 3차 charcoal filter장

치  vacuum pump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방사능 오염 확인이 용이하도록 활용

성  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고, 공정의 구성부분이 교체가 용이한 

모듈 형으로 구성되며, 장치구성별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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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장치구성별 주요부품 목록

구분 주요부품

 Glove box 공정부
 Solenoid valve, needle valve, vacuum gauge,

 glove box. 

 Filter holder 공정부  Filter holder.

 Hepa filter 공정부
 Hepa filter, sts304 housing, ball valve, viton

 o∼ing. 

 나노입자제거, 나노

  membrane 공정부
나노membrane,  module vessel, ball valve.

 Charcoal filter 공정부  Charcoal filter, ball valve.

 Vacuum pump 공정부
 Vacuum pump, mixer vessel, ball valve,

 역화방지기.

 임 공정부  sus304각 , drain valve.

 라인설치 규격 공정부 
 MFC, sts316 1/4", sts316 3/8", sts3161/2".

 vacuum gauge.

 기/제어반  Graphic panel, control box.l

         (라) 장치의 주요 특징

            방사성 나노취  공정을 한 glove box에서 방사성 투입하여 filter 

holder를 사용할 때 방사성 powder처리를 한, 1차 방출입자 차단을 한 hepa 

filter 장치, 2차 나노입자 차단을 한 나노 membrane 장치, 3차 charcoal filter 

장치로 구성하고, glove box내부의  N₂회수를 한 vacuum pump로 구성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압력차(pulse)는 최소화(5mmAq이하)하여 

처리공정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1) 주입가스 MFC 용량 : 20L / min 

             2) Glove box : Size(O:800*580*580mm)

                            (U:790*570*570mm)

                            임별도(H1000mm) 

             3) Filter holder:∅47mm(prefilter size:38mm), differential 280psi.

             4) Hepa filter : sts304 housing, hepa filter규격 : 200*200*D75

             5) 나노 membrane : module vessel(ABS), ∅80*L500mm, 

                PVDF30nm, 이장강도200N

             6) Charcoal filter : 4.8mesh, 활성탄(TDEA), sts304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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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사항

         (가) 본 장치의 모든 공정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와 제작을 

하여야한다.

         (나)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을 통한  방사성 powder 처리장치와  

N₂회수장치구성에 있어서 각종부품  계기류을 부착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한다.

              1) Gas flow MFC사용         2) Glove box 

              3) Vacuum pump              4) 나노membrane 

              5) Charcoal filter              6) 라인설치 규격 공정   

              7) Filter holder                8) Hepa filter    

              9) 기타 계측기  밸  류   

         (다) 본 장치의 제작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ASTM에 근거

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6)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주입 gas(N2)공정 부

             1) Mass flow controller(MFC) 

               일정한 주입 gas를  mass flow controller(MFC)을 사용하여 

mixing tank에 주입 gas를 혼합하여 장치의 운  조건에 필요한 유량을 안 하

게 공  하도록 하고 역류  역화용 check valve를 부착한다.

             2) Mixing tank 

                MFC에 의해 주입된 gas의 균일한 하게 사용되는 용기(vessel)

이며 장치의 운   발생되는 응축수를 제거하기 하여 응축 수 제거 trap을 

부착한다.

         (나) Glove box 공정 부 

             1) 방사성 나노취 의 실험의 공간이므로 일정한 gas의 투입과 일

정한 vacuum pump로 정해진 차압으로 방사성 powder 처리공정 이며, 내･외부

의 공기 차단이 매우 요하다.  부품이 원활히 공 하도록 개폐 형으로 하여  

야 하며 투시 창을 설치하여 내부을 볼 수 있게 한다.

         (다) Filter holder 공정부

             1) Glove box내부에서 사용하고 방사성 물질을 syringe삽입, 정

량을 filter holder에 투입하여 membrane을 이용하여 방사성 powder를 축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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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2) 내구압력은 280psi로서 내구성을 갖게 구성하고, 볼트 는 클

램 로 고정시킨다.

         (라) Hepa filter 공정 부

             1) Glove box내부에서 N₂삽입 후 무 산소 분 기를 조성 후 방

사성입자를 1차로 제거하는 목 으로 사용 된다.

             2) 운 시 온도(19℃ ±1℃), 상 습도(48 ±5%)의 조성하여 방사성 

powder 제거되도록 한다.

         (마) 나노membrane 공정 부

             1) Glove box내부에서 N₂삽입 후 무 산소 분 기를 조성 후 방

사성 물질의 powder를 hepa filter 통과 후  2차 나노사이즈 방사성물질을 안

하게 제거하는 목 으로 사용 된다.

             2) 방사성 나노입자를 제거하기 하여 온도(19℃ ±1℃), 상 습도

(48 ±5%)로 조성 후  hepa filter에서 방사성 입자를 제거한 후 재차 제거한다.   

            3) 형태는 공사 맴 인, 재질 PVDF, 공경 30nm이하, 매코

된 나노분리막사용으로 안 성을 확보한다.

   

         (바) Charcoal filter 공정 부           

             1)  Glove box내부에서 N₂삽입 후 무 산소 분 기를 조성 후 방

사성 물질의 powder를 hepa filter(1차) 통과 후 나노membrane (2차) 제거 후 

gas에 잔류 량 제거 목 으로 charcoal filter사용 된다.

             2)  야자계 활성탄을 사용하고 4*8mesh, TEDA성분을 갖은 부분

으로 탈부착 가능하게 한다.

         

         (사) 기제어반   

             1) Control panel :  graphic panel 부착. (P&ID도면참조) 

             2) 기 공 은 220 V의 단상으로 한다.

             3) 기제어반에는 본 장치와 련된 제어기와 지시 계를 각 기능

별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이는 계약자와 감독원이 의 후 상세 설계 시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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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어반에 설치할 제어기와 지시 계.

               - MFC on/off 스 치, 제어  지시 계.

               - 차압 지시 계.

               - 기타 지시등.    

             5) 안 사고를 비하여 emergency switch를 부착한다. 

             6) 기 컨넥터 연결은 연결선이 꼬이지 않게 순서 로 치하며 

번호 표시 할 것.

             7) 기 컨넥터가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컨넥터에 표시 버

를 부착한다. 

  

       (7) 주요장치의 규격  설계요건

         (가) Mass flow contorller(MFC) system : 1 set

             1) MFM line TECH,          

             2) Model : H3030V 

             3) Accuracy : 1% F.S         

             4) N2, 100SCCM, 10Kg/㎠

             5) Signal : 4 ∼ 20mA

         (나) Mixing tank : 1 set 

             1) 재질: STS304                      

             2) 배 속구경: PT 1/4" 

             3) 크기: ∅100mm * 1L

         (다) Glove box : 1 set

             1) Model : J-924A

             2) Type : gas rcplacement : full automatic system 

             3) Overall : 800 * 580 * 850mm(W*D*H)             

             4) 임 높이: H1000mm 

             5) Material : all stainless steel plate(STS#304)

             6) 1/4“ 볼밸  in, out line부착

             7) 허용온도 : 60℃이하

             8) Power source : AC220V,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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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ilter holder : 1 set

             1) Model : AD.304900

             2) Type : 볼트  클램  조립

             3) 재질: STS304                      

             4) 배 속구경: PT 1/4"            

             5) 크기: ∅47mm(prefilter Size : 30mm)

             6) 허용압력 : 280psi

             7) O - ring : viton

         (마) Hepa filter : 1 set

             1) 품명 : hepa filter(high capacity)

             2)  Type : 볼트조립

             3) Model : CWHA - UNT2275AM

             4) 규격 : 200 * 200 * 75mm(H*W*D)

             5) 형태 : unit type 

             6) 재질: frame : aluminium 

               - Sealer : poly-urethane resin

               - Media : glass fiber

               - Gasket : neo-prene rubber

               - 분리재(Separator) : hot-melt                        

             7) 배 속구경: PT 1/2“     

         (바) Hepa filter housing  : 1 set

             1) Type : 볼트 조립

             2) 크기 : 320 * 320 * 160mm(W*H*D)

             3) 재질 :  STS304 3T

             4) Gasket : rubber

             5) 허용압력 : 10Kgf

    

         (사) 나노membrane : 1 set

             1) Model : 특허등록 제 10-0516205호( 매가 도입된 분리 막)

             2) 크기 : ∅50 * L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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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태 : 공사 멤 인

             4) 재질 : PVDF

             5) 공경 : 30nm

             6) 인장강도 : 200N

             7) Module Vessel

               - Body, end-cap housing조립

               - Body재질 : ABS

               - Housing : 상부 : 20A

                           하부 : 25A

               - Gasket : 에폭시, 폴리우 탄

         (아) Charcoal filter : 1 set

             1) Type : 클램  조립

             2) 크기 : ∅80mm * 2L

             3) 재질 :  STS304 3T

             4) Gasket : rubber

             5) 허용압력 : 10Kgf 

             6) STS 304 타공망 ∅1mm, (2set) 

             7) 배 속구경: PT 1/4", 1/2“             

             8) 활성탄 크기: 4.8mesh

             9) Housing 재질 : STS304 

            

         (자) Vacuum pump : 1 set

             1) Model : D5A 

             2) Speed : 100ℓ/min

             3) Water vapour tolerance : 40mbar

             4) Displacement : 5.9 m³/h 

             5) Motor power : 0.25Kw

             6) 배 속구경: 16KF            

  

         (차) Control panel  : 1 set

             1) Graphic panel 부착 (process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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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FC indicator 

             3) Solenoid valve controller

             4) Emergency stop & buzz

             5) 220V 2P 50A 3Kw 60Hz

             6) 규격 400 X 250 X 550 (분체도장)

         (카) 각종 부품 류 

             1) Valve, tee, union, check valve : union type

             2) KS 등 규격품 사용 

       (8) 검사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주요 부분 조립  검사는 각 부재의 조립 검사, 치수검사, 여유간

격 등에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납품 시 시험  검사는 발주 부서의 계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주요 치수 검사  외  검사

             2) 모의 시운  검사

             3) 납품 시 단 공정 시험 검사  종합 시험 등

             4) 발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검사하고 시험함

       (9) 장치의 운 조건

         (가)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시운  각각의 filter성능 검사

         (나) Control panel조작

         (다) 운 시간 : 20 hour/ 1 batch , Gas flow 0～80ccpm

       (10)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

제작사양  기기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과 

사 에 충분한 기술 의를 거친 후, 승인 하에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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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요기기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단되면 납

품 반입 후 당소 해당부서(동 원소이용기술개발부)에서 반 인 성능실험을 실

시하여 합격 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 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족

시키기 한 지  사항에 해서는 이에 극 응해야 하며, 한 해당 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련자료 제출사항 :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15일 이내 2
승인용, 

CD제출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15일 이내 2
승인용, 

CD제출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납 기 내 3 -  CD제출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 일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기타 발주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조를 한다.

       (12) 설치  계약 완료 조건 등

          (가) 설치 완료 조건

             1) 구매 사양서 상에 명기된 부품 사용  최종 승인도면 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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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제작될 것.

             2) 설치 완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완료할 것. 

             3) 검수 일정은 설치 완료 후 2주 이내로 하며, 다만 구매자의 요

구사항에 모두 만족할 때 단축 가능함.

         (나) 계약 조건

             1) 계약에는 장치의 설치  시운 의 모든 사항을 포함 함.

             2) 기를 포함한 2차 Utility는 발주자가 공 함을 원칙으로 함.

             3)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상세 설계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와 의  확정하여야함.

             4) 장치 입고와 동시에 설계, 기, 배선, 운 과 련된 매뉴얼 2

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5) 계약자는 납품 후 검수 완료 이 까지 제품의 특징, 설치, 운 , 

정비 등 제반 사항에 한 교육 실시.

         (다) 기타(제출)  

             1) Spare Part 1set

             2) 운  Manual- 2부 끝

       (13)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후 설치완료까지 30일 이내로 한다.

       (14) 안  리에 한 사항

           -  본 장치의 제작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 사고(특히, 

본 제작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부  손)에 해서는 계약자가 일  책임진다.

       (15) 납품 사항

           - 본 장치의 납품  설치장소는 발주 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하

고, 시운 하는 것까지 완성한 것으로 본다.

       (16) 하자 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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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기기제작  보수업무내용

    가. 연구기기제작

NO. JOBNAME

1 LVDT body 제작

2 Mo boat 제작

3 Reg-V sample 고정 외 1종 제작

4 Detector 받침 외 1종 제작

5 Battery Test Chamber 제작

6 PDRC 성능시험장치 모형 제작

7 Spray Gun Rack 제작

8 동 원소 조사표  제작

9 학장치 연결 외1종 제작

10 ITER Blanket Mock-up 제작

11 성자 계수기 PE Body제작

12 Power 회수장치외 1종 제작

13 용해 도가니 제작

14 보 함 Cover제작

15 압축 벤토나이트 몰드 제작

16 용융염 기화학셀 극 Holder  Top제작

17 선원  capsule 제작

18 Pooint Roller Safety Cover 제작

19 캡슐 MOCK-UP  시편 지지  제작

20 울 지지  제작

21 압축 벤토나이트 몰드 제작

22 Annular용 "A" Type Die Set 제작

23 청음계 제작

24 반응용기 내부 염제거 보조기구 제작

25 반출용 Rl포장 Table 제작

26 서류 정리  제작

27 압축 벤토나이트 성형몰드 제작

28 Cathode Holder  내부용기 제작

29 ITER Blanket Mock-up 제작

30 분리  거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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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VA 가스충진 보 용 랜지 제작

32 챔버 자빔 가이드외 2종 제작

33 Cathode 극제작

34 냉 성자 유도 지지 (Ⅰ) 제작

35 냉 성자 유도 지지 (Ⅱ) 제작

36 해환원 속 환 검증 실험장치 제작

37 스탠드 plate 제작

38 기기받침 제작

39 Cathode Holder 제작

40 Reg CCR Sample 부착  제작

41 실험실 안 보호  제작

42 합  ingot 시편 제작

43 선원 장고 납차폐 보강 Pb Block Table 제작

44 실험장비 고정치구 제작

45 코딩 시편외 2종 제작

46 증착장치용 Mask 제작

47 Bracket 제작

48 STS Ruler 제작

49 Mirror Holder 제작

50 Acryl 반응기 제작

51 LAVA Shell Flange 제작

52 RI갑셀용 A형 납용기( , 형) 제작

53 Acryl 진열  제작

54 액체질소 Hose Guide  코 시편 Tool제작

55 Lifter 부품 제작

56 Mooniter 지지  제작

57 측정기 Holder 제작

58 속 환장치 기 실험 반응기 제작

59 하나로 집합체 부품(36 형)제작

60 하나로 집합체 부품(18 형)제작

61 냉 성자유도  정렬 임 제작

62 실험 Table  선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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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ZT 측정 테스트 Cut Hole 제작

64 변환시설 "라"군-슬러지 고액분리장치 제작

65 ITER Blanket 납품용 Mock-up 제작

66 Polisher Cover 외 1종 제작

67 선반지지  제작

68 기기받침  제작

69 핵물질 운반용기 제작 

70 액체LBE 성형기 제작

71 Load Brick case 제작

72 속 환장치 고온 반응기 제작

73 자기장 차폐장치 제작

74 Be-Steel 합시편 제작

75 Vacuum Flange 제작

76 해환원 속 환 검증 실험장치 제작

77 지지  제작

78 Ref Sample Fixture 제작

79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80 CIP 시편 basket 제작

81 RE침 층 염증류 응축 회수장치 제작

82 LBE 성형기 제작

83 냉 성자원 시설계통 공압자동밸  설계/제작

84 Zr & Al 소형캡슐 제작

85 Caster 고정 bracket 제작

86 Ir-192 NDT 선원 조사표  제작

87 해환원 반응기 제작

88 냉 성자원 시설계통 수소충 설비 설계/제작

89 I-131캅셀 인출용 Tong 제작

90 도면 거치  제작

91 압축 벤토나이트 몰드(Ⅰ) 제작

92 압축 벤토나이트 몰드(Ⅱ) 제작

93 STS Table 제작

94 주물 탄소강 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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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용해도 부품 제작

96 Beam Test Tool 제작

97 보존분산 PE 시편 제작

98 Rotary Table Base 제작

99 압력용기강 모델합  계장캡슐 설계/제작

100 보존화합물 분석장치 제작

101 RI캅셀용 A형 납용기( , 형) 제작

102 ECR 이온원 구자석 이스 제작

103 Zr합  ladding 제작

104 가스켓 헤드 아답터 제작

105 알루미늄 코  가열기 제작

106 고  폐기용 처분용기 제작

107 장치 안 카바 제작

108 제어  구동장치 볼스크류 제작

109 동 원소 생산시설 활성탄 필터 제작

110 압축 벤토나이트 티타늄 몰드 제작

111 라스틱 섬 체 시편 제작

112 자가속기 Spark Gap 제작

113 고온용융염 기화학 속 환장치 제작

114 시편 거치  제작

115 화학분석용 피펫 부품 제작

116 탄소강 시편 제작

117 용융염 처리 받침  제작

118 자극 발 (OSL) 실험장치 제작

119 장용기 지지  제작

120 고온 진공 회 로형 휘발성 산화실험장치 제작

121 시편 Table외 1종 제작

122 실험장치 설치 임 제작

123 Syringe 고정형 Cap 제작

124 TP316 STS 시편 제작

125 동 원소 차콜필터 Cover 제작

126 Vacuum Pump Hose Connecto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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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Manipulator Pin&Spacer 제작

128 50ml Beaker Template 제작

129 STS 극 제작

130 Coated Particle Tray 제작

131 용융염 진기화학셀 극홀더  Cap 제작

132 Ni-Alloy Ingot 시편 제작

133 Fiber dock Holder 제작

134 Micro-XRD 연결장치 제작

135 폴리싱 장치 보조기구외 1종 제작

136 충격시편 제작

137 배기가스 냉각장치 제작

138 수소 흡탈장 반응장치 제작

139 제4세  원 용 고온재료 조사시험 설계/제작

140 07M-09K 노외시험 치수측정 보조기구 제작

141 Microscope Holder 제작

142 하나로핵연료 집합체부품(36 형) Dummy 제작

143 STS 316 시편 제작

144 하나로핵연료 집합체부품(18 형) Dummy 제작

145 Micro-XRD 연결장치Ⅱ 제작

146 시료보 함 제작

147 형 Flask 보  제작

148 Be-STS HIP용 Block 제작

149 인장시편  충격시편 제작

150 Ti-Support 제작

151 Photo Detector 부품 제작

152 소형 미경 홀더 제작 

153 Pocket Dosimeter Holder 제작

154 Slow Strain Rate Test장치 제작

155 시료 분석  제작

156 Ref-V 스핀 반 기 지지  제작

157 와 류 코일 고정장치 제작

158 면  유리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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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화학  속 환장치 제작

160 Target Close 제작

161 Acryl Plate 제작

162 에어콘 받침  제작

163 Vacuum Frame 제작

164 ITER Blanket 2차분 Mock-up 제작

165 FFDS Frame 제작

166 실험실규모 슬러지 분말화장치 제작

167 STS Tray 제작

168 습기제거 챔버 제작

169 자빔 support 제작

170 Laser 부식실험 시편 제작

171 508 합 강 시편 제작

172 Damper Actuator Bracket 제작

173 이 냉각 환형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리그 제작

174 고온용융염 내부 반응기 제작

175 Creep 발열체 제작

176 습기제거 Chamber 제작

177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178 Spectrophotometer Cell Holder 제작

179 가성소다 가열통 제작

180 S/F 시편 이송용기 어 터 제작/설치

182 우라늄 해 정련장치 제작

183 공기 압축기 Drain 배  제작

184 산화 환원 반응셀 제작

185 카메라 지지  제작

186 베타-감마형 원격조정기 제작

187 용융염 처리 받침  제작

188 라스틱 섬 체 시편 제작

189 Teflon Adapter 제작

190 활성탄 필터 제작/설치

191 기화학  속 환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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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괴강도 측정 세라믹(Mgo)시편 제작

193 Disk Test용 Graphite 시편 제작

194 필터 연결장치 제작

195 나노 티클 극 제작

196 Gas Die 제작

197 헬륨  수소 유로와 진공 시스템 제작

198 폐 활성탄 내 C-14/H-3 제거  회수장치 제작

199 Damper Actuator Bracket 제작

200 Heating Block 제작

201 이 회  스캐  제작

202 STS Flange외 1종 제작

203 핫셀용 와이어방 가공기 제작

204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205 성능평가용 Shielding Box 제작

206 용융염 반응 랜지 제작

207 SSRT 장비 설치  제작

208 해환원 지 제작

209 MPC용 자동충진  방출 구동부품 제작

210 성자산란 실험용 압력장치 제작

212 Teflon Bottle 제작

213 Laser 항온 Box 제작

214 괴강도 측정 시편 제작

215 라스틱 섬 체 시편 제작

216 체 감시자 차폐체 제작

217 진압축용 Weight 제작

218 I-131 생산 폐함 외 1건 제작

219 학  기화학실험용 러 박스 제작

220 실험  지지  제작

221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222 MPC용 다이셋트  서보구동장치 제작 

223 장비 보 장외 3종 제작

224 CNC Lothe oil protecto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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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부식시편 샌딩가공용 지그 제작

226 MCCB Panel Cover 제작

227 시편 Adaptor 제작 

228 실린더 Base 제작

229 Laser Alignment 제작

230 Demolder System 제작

231 이 시편 고정장치 제작

232 ITER Blanket 3차분 Qualification Mock-up 제작

233 Sim Fuel off-Gas Trapping System 제작

234 ED Modulater case 제작

235 Jig 제작

236 실험 Table 제작

237 고온용융염 지 제작

238 Flange Adaptor 제작

239 동 원소 생산용 Al Tube 제작

240 실험장비 부품 제작

241 화학폐수 보  제작

242 고 압 연체 제작

243 성자 유도  제작용 면  유리기  제작

244 가스보 함 안 스 제작

245 합  잉코트 시편 제작

246 벤토나이트 Diffusion Cell 제작

247 Cathode Process용 Kiln장치 제작

248 Zr-Tube 부식시편 제작

249 Heating Box 제작

250 STS Box 고정  제작

251 Fuel Rod cutter 제작

252 X-Y Stage 고정장치 제작

253 OSL 측정장치 자극부 수정 제작

254 라스틱 섬 체 시편 제작

255 STS시편 제작 

256 Calibration Jig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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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Vacuum Connector 제작

258 Irradiation Target 제작

259 화학  핵종 분리장치 제작

260 분 장치용 Collimator 자동교체기  휙셔터 제작

261 이 냉각 조사시험용리그 노외시험 Test section 제작

262 액체폐기물 실험장치 상부카바 고정  제작

263 STS Tube Connector 제작

264 차폐체 받침  제작

265 FCD Beam Pass외 1종 제작

266 STS Connector 제작

267 응축수 받침  제작

268 수소 흡탈장 1:1베드 Mock-up 제작

269 냉각용 Copper Coil 제작

270 유리시험  스탠드 제작

271 XRF장비 부품 제작

272 라스틱 섬 체 시편 제작

273 장비거치  제작

274 진 웨이트 제작

275 벨라캐스터 고정  제작

276 Cathole Adapter 제작

277 유동채 용 Ceramic Liner 제작

278 STS Tray 제작

289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제작

280 실험장비 보호  제작

281 STS Pipe 제작

282 IPS 공압시험 랜지 제작

283 백열등 스탠드외 1종 제작

284 RI 캅셀용 납용기 제작

285 소형 Cart 제작

286 REF-V용 헬륨홀쯔 자석 지지  제작

287 STS Box 제작

288 Zr합  ladding  분석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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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연료 지 평가장치 3축 Table 제작

290 SS-Be 합시편 제작

291 Cathode 제작

292 백  극 제작

293 Mirror 지지   커버 제작

294 RI이용 산업공정 유동시험 모사장치 제작

295 Mock-up 해환원 Atmosphere 장치 제작

296 CN 빔포트 수감지기 고정 라켓 제작

297 증착장치용 STS Mask 제작

298 Wire Tension 조정장치 제작

299 정 장비 설치  제작

300 Teflon Washer 제작

301 Sample Supporting Device 제작

302 조사용 연료  용 치구 제작

303 Magnet Bracket 제작

304 고용량 해환원장치 제작

305 Detector Frame 외 3종 제작

306 NTD-1 8" 조사통 제작

307 기 보호  제작

308 비이커 Template 제작

309 RI용액용 A형 납용기(소, , 형) 제작

310 SR-90 Window Plate Wire Cutting 제작

311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외 1종 제작

312 용해시편 보 함 제작

313 Needle 고정치구 제작

314 재료계장캡슐(08M-10K)설계/제작

315 압축 벤토나이트 티타늄 몰드 제작

316 회 계 고정 라켓 제작

317 제습기 Nipple 제작

318 ECR장치 스탠드 부품 제작

319 REF-V용 가이드 필드 설치  제작

320 해환원 랜지 방열 외 1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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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몰리 덴 볼트 제작

322 Hull 잔여분말 자동분리장치 제작

323 실험기기 받침  제작

324 FTL 주가열기 Cover 제작

325 우라늄 ingot 주조장치 제작

326 기화학셀 Cover 제작

327 Needle Holder 제작

328 자기분리용 필터 하우징 제작

329 PE Nipple외 1종 제작

330 고 량물 이동 차  경사부 구조물 설계/제작

331 조사표  용 용 Glove Box 제작

332 Cu 차폐체 제작

333 Limit Switch Jig 제작

334 동 원소 Collimator  지지  제작

335 회 계 고정 라켓 제작

336 정션 이트 보강재 제작

337 AHR CRDM 완충/내구성 시험장치 제작  시험

338 β 측정용 용기 제작

339 체감시자 부착 넬 제작

340 Gas Bubbler((Ⅰ) 제작

341 Gas Bubbler(Ⅱ) 제작

342 용액제조 작업  제작

343 P-3 Window Plate 제작

344 Collimator Holder 제작

345 Si Sample 열 달  제작

346 형 성자 검출기 곡면형 챔버 제작

347 정 기계 설치 Die 제작

348 출입문 바닥  제작

349 실험장치 설치 임 제작

350 해환원 랜지 제작

351 Chamber용 Window Holder 제작

352 극 Hold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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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Pb받침  제작

354 Tube 제작

355 정기 선반 제작

356 핵연료 용해장치 제작

357 Acryl Panel 제작

358 열 성자 삼축분 장치 Jib Crane 제작

359 샘 건조기 제작

360 FCD Support 제작

361 Ref-v용 가이드 필드용  제작

362 STS Cam 제작

363 Al1050 용 시험편 제작

364 증착용 Mask 고정  제작

365 산화물시료 장용기 제작

366 REF-V용 자석 지지  제작

367 해환원장치 방열  제작

368 이동형 차폐체 제작

369 D'Al Plate 제작

370 STS 실험  제작

371 Si 웨이퍼 열 달 고정  제작

372 CRUD 시편제조용 Mold 제작

373 Stainless steel Capsule 제작

374 P-32용 Pencel 제작

375 토양 채취기 제작

376 Acryl Plate 제작

377 스피링 지지  제작

378 이상유동 측정장치 제작

379 시편 스탠드 제작

380 Anode  Cathode 극 제작

381 Junction Plate 보강재 제작

382 PGAA 조립식 난간 제작

383 Acryl 정리  제작

384 실험장비 거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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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Mesh Holder 제작

386 고온 산화시험용 시편 제작 

387 SFR-Pyro 연계 홍보모형 제작

388 ATLAS장치 모형 제작

389 Creep 발열체 제작

390 방사능 측정시료 지그 제작

391 STS Can 제작

392 STS Flange & 방열  제작

393 2차 계통 약품주입 배  PT 검사

394 용융염실험 부품 제작

395 자극 발 장치 Case외 1종 제작

396 Beam Block 제작

397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398 STS Filter & 합 잉코트 부식시편 제작

399 핫셀용 L Wrench Jig 제작

400 PMT Housing 부품 제작

401 일체형 원자로 입체퍼즐 제작

402 카드뮴 박  제작

403 진공펌  오일 회수장치 제작

404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405 내부 반응기 제작 외1종

406 에폭시 섬 체시편 제작

407 1/10 축소 주철용기외 1종 제작

408 기화학 측정장치 거치  제작

409 원  Tube 내경 주 니 도 장치 제작

410 S-Curve 개수로 실험장치 제작

411 핫셀용 Tray 제작

412 시편 가공틀 제작

413 보호장비 보 함 제작

414 Acryl Plate 제작

415 고화공정 분 기 제어모듈 제작 

416 세라믹 우다 성형몰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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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Table용 Beam Block 제작

418 Chamber 보호용 홀더 제작

419 Inconel Disc 제작

420 ODS합  STS Sealing 제작

421 장치설치용 Spacer 제작

422 PG-BOX 받침  제작

423 Eye Nut 제작

424 Lead Brick 제작

425 Gas Filter Hausing 제작

426 Irradiation Station 제작 

427 STS 극 제작

428 고용량 해환원장치 제작

429 In-Situ 고압 시료용기 제작

430 실험실 싱크  상  제작

431 챠콜필터 커버 제작

432 스트 이  실험장치 제작

433 이 냉각 지지구조체 심이동형 격자  제조 형 제작

434 이 냉각 지지구조체 외팔보형 격자  제조 형 제작

435 반도체 검출기 성자 실험  제작

436 Vacuum Chamber Furnace 제작/설치

437 첨착 활성탄필터 제작

438 PALAS 표 형 핵연료집합체 시제품 제작

439 계측기 거치  제작

440 모터 커 링  스페이서 제작

441 활성탄 여과기 제작

442 OR공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08M-02K) 설계/제작

443 형 수소 흡탈장 장용기 제작

444 Ion Exchanger Resin Cartridge 제작

445 Hinge 제작

446 황  스탠드 제작

447 실험실 Die 제작

448 40M SANS장치 시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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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Acryl Shell 제작

450 실험 스탠드 제작

451 시편 Chip 제작

452 Motor Spacer 제작

453 실험실 Table 제작

454 비 괴 시험 벤치 라켓 조립공구 제작

455 Cathode 극 제작

456 Target 제작

457 Zr합  TG시편 제작

458 성자 차폐용 PE보강 제작/설치

459 Acryl Hopper 제작

460 백 극 제작

461 Sieve 고정  제작

462 에폭시 섬 체 시편 제작

463 잔류응력장치 부품 제작

464 수소 장/공  진공시스템 제작

465 고온용융염 해환원 원격Test 장치 제작

466 ODS합  STS Sealing 제작

467 Hot Cell용 Mirror 제작

468 Sensor 부품 제작

469 실험실 작업  제작

470 납용기 운방용 Cart 제작

471 CN Ref-v용 지 크 인 제작/설치

472 Bearing Support외 1종 제작

473 원심분리기 받침  제작

474 원심분리기 Cell Rack 제작

475 Hot Cell Weight 제작

476 극 단 방사선 발생장치 인듐와이어 노즐 제작

477 Stand Bar 제작

478 곡면형 성자 검출기 챔버 지지  제작

479 Nozzle Cap 제작

480 ATLAS Separating Vessel 주입노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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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Nozzle Sleeve 제작

482 Zr시편 Cladding  TG시편 제작

483 압력 콘트롤 밸  Housing 제작

484 ST1 모니터 고정  제작

485 AI203 Tube End Cap외 1종 제작

486 Bearing Housing 제작

487 원심분리기 Stand Bar 제작

488 FCD Front Box 제작/설치

489 RadShield 제작

490 모니터 부착  제작

491 모터 정역스 치 넬 제작

492 캅셀 방사능측정 Tube 제작

493 조작기 평가용 기 하  제작

492 Stand Clamp 제작

493 고온용 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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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기기보수

NO. JOBNAME

1 시험용 원주형 검출기부품 가공

2 울진 5호기 시료 단 가공

3 작업 Table 수리

4 납차폐체 컬럼 투입구 가공

5 챔버 타켓 홀더 수정가공

6 챔버내 타켓 수정가공

7 압력용기강 시편 가공

8 모의 고화체 부품 삭가공

9 동력 달용 Coupling수리

10 회  수리

11 LBE 성형기 수리

12 FTL 제2기기실 Samp헤치 보수

13 X-Ray Reglector Holder 수리

14 챔버타켓홀더 수정가공

15 CT시험기 지그보수

16 Grinber wheel 장착 Hole 가공

17 Target Holder 수정가공

18 Zr-Tube cutting 가공

19 Grinder Disk Hole 가공

20 Acryl plate 가공

21 SPND Housing 가공

22 Drum Cart 수리  

23 확  튜  가공

24 Aluminum Flang 가공

25 Acryl 시료분석 받침  면 가공

26 LBE 성형기 수리

27 하나로 제어  구동모터 축 가공

28 주조 탄소강시편 가공

29 괴강도 측정 세라믹시편 가공

30 하나로 2차계통 약품주입 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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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시편 확  튜  가공

32 STS Tube Welding 가공

33 STS Tube 가공

34 SA508 plate 용 가공

35 Alloy 600 Welding 가공

36 실험 Cart 수리 

37 STS Pipe 가공

38 Ni Plate 가공 

39 주조 탄소강시편 가공

40 L Wrench 가공외 1종 가공

41 Acryl plate 가공

42 FTL 주냉각수 펌  축 보수

43 PAAC Pump Housing 수리

44 BMI Mock-up 용 부 선삭 가공

45 07M-09K 캡슐 하부스터퍼 보강용  가공

46 Al 시편 단가공

47 Load Cell Bracket 수정가공

48 Alloy 시편 가공

49 의료기 운반용카트 수리

50 FTL 주 가열기 보수

51 실험기기 수리

52 BMI Mock-up Welding 가공

53 Gr P11 용 시편 단가공

54 Steel plate 가공

55 FTL 조사시험용 Fuel Rod 가공

56 Flange Hose Connector 가공

57 원격조정기 Tong 수리

58 Acryl Cover Hole 가공

59 Gr 91 시편 단 가공

60 실험장치 부품 삭 가공

61 이온원 원공 용 Cu부품 Hole 가공

62 Socket Wrench 연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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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종용 시편 형삭 가공

64 NBI 장치 부품 Hole 가공

65 Thermocouple Hole 가공

66 처분용기 축소모델 표면  내부 가공

67 신호선 연결잭 넬 가공

68 Cathode 극수리

69 시편 단 가공

70 VCR Type End Plug Pin Hole 가공

71 Copper Plate Hole 가공

72 STS Pipe Welding 가공

73 LVDT장치 개발용 특수강 가공 

74 속시편 단 가공

75 Al Box 가공

76 페리스탈틱 펌  헤드수리

77 PH 극 부품 수리

78 Gas Nozzle 수리

79 라스틱 섬 체 시편 가공

80 Zr-4 용 시편 가공

81 라스틱 섬 체시편 가공

82 NTD 상부 Graphite 버블테스트

83 Beam Guide Hole 가공

84 CO₂Chanel Duct Welding 가공

85 하나로 OR-4 Guide Tube 수정가공

86 탄소강시편 단가공

87 실험장치 수리

88 실험장치 부품 가공

89 Motor Coupling 수리

90 Coupling 내경 가공

91 Teflon Rod 가공

92 지지격자 치구 수정 가공

93 박  조사표  용 부  가공

94 Lead Brick Hole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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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납 차폐체 가공

96 Al Profile 가공

97 Mold Tray 고정나사 용 가공

98 탄소강 시편 단가공

99 Al Plate 가공

100 시편 단 가공

101 Mold Tray 고정나사 용 가공

102 OSL 장치 이스 수리

103 모자나이트 시편 단 가공

104 철제 블럭몰드 수정 가공

105 CNC Lathe 수리

106 Al Plate 외 1종 가공

107 시편 단 가공

108 Duct 수리

109 주조용 탄소강 시편 가공

110 KL4 모델합  블록 가공

111 KL4 모델합  단가공

112 합  가공

113 Inconel600 Rod 가공

114 탄소강 주조재 단 가공

115 냉각수 환밸  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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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NC Lathe Manufacturing

      그동안 우리과제 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에 합한 유연생산 쉘

(FMC)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운 해오고 있다. CNC lathe를 이용하여 In-situ  

고압시료용기, coated particle tray, Zr & Al 소형캡슐, ITER blanket 3차분 

qualification mock-up용 인장시편, Ir-192 NDT 선원 조사표  등을 개발․가공

하 다. 

  ’08년도에 가공공정에 합한 제품을 programming 하여 제작하므로 써 품질향

상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CNC lathe로 가공한 list와 이  3종류의 내용

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CNC PROGRAM LIST 

PROG.
NO. CODE NO. NAME of PARTS

08-01 08-L009-1-C-IC Inner capsule cap
08-02 08-L009-2-C-IB Inner capsule body
08-03 08-L009-3-C-OC Outer capsule cap
08-04 08-L009-4-C-OB Outer capsule body
08-05 08-L009-5-C-OB(t) Outer capsule body(tail)
08-06 08-L022-0-C-SB Seal capsule body - A
08-07 08-L022-1-C-SB Seal capsule body - B
08-08 08-L022-2-C-SC Seal capsule cap
08-09 08-L022-3-C-SG Seal capsule guide
08-10 08-L090-1-E-IT Enlarge inner tube
08-11 08-L090-2-E-OT Enlarge outer tube
08-12 08-L113-1-C-SB Small capsule bottle
08-13 08-L113-2-C-SC Small capsule cap
08-14 08-L113-3-C-SP Small capsule plug
08-15 08-L113-4-C-SB Small capsule body
08-16 08-L115-1-T-C Target cap
08-17 08-L115-2-T-B Target body
08-18 08-L115-3-T-Bt Target body(tail)
08-19 08-L115-4-T-H Target holder
08-20 08-L115-5-T-HC Target hold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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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NO. CODE NO. NAME of PARTS

08-21 08-L183-1-SP-T-A Tensile specimen - a type
08-22 08-L183-2-SP-T-Al Tensile specimen - a type(left)
08-23 08-L183-3-SP-T-B Tensile specimen - b type
08-24 08-L151-1-H-LB Lens holder body
08-25 08-L151-2-H-LC Holder cap
08-26 08-L279-1-AC Alignment cap
08-27 08-L279-2-AG Alignment guide
08-28 08-L314-1-TG-I Irradiation inner target
08-29 08-L314-2-TG-O Irradiation outer target
08-30 08-L283-1-SP-T-SS Tensile specimen(SS)
08-31 08-L283-2-SP-T-Cu Tensile specimen(Cu)
08-32 08-L283-3-SP-T-Cu/SS Tensile specimen(Cu/SS)
08-33 08-L384-1-PA-MBO Mold body
08-34 08-L384-2-PA-MBA Mold base
08-35 08-L388-1-GC Guide color
08-36 08-L388-2-GS Guide support
08-37 08-L443-1-S-I(A) Inner welding specimen - A
08-38 08-L443-2-S-1(B) Inner welding specimen - B
08-39 08-L443-3-S-O Outer welding specimen
08-40 08-L440-1-GR Guide rod
08-41 08-L445-1-V(170) Vessel - 170
08-42 08-L445-2-V(100) Vessel - 100
08-43 08-L445-3-V(60) Vessel - 60
08-44 08-L445-4-VC-A Vessel cap - A
08-45 08-L445-5-VC-B Vessel cap - B
08-46 08-L445-6-VC-C Vessel cap - chamfer
08-47 08-L529-1-SB-O Sample bottle(외부)
08-48 08-L529-2-SB-I Sample bottle(내부)
08-49 08-L529-3-SB-C Sample bottle cap
08-50 08-M164-1-PT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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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NC program

          (1) In-situ 고압 시료용기 제작

             가) Sample bottle 가공 1/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NAME of PARTS Sample bottle

 MATERIAL Al - 1050

&HE:% 
:5292( 08-16-529-2 ) 
N00
(  JIG CHUCKING 006  ) 
N01
( 32MM SOLID DRILL 140 ) 
G28U0.W0.
G50X305.800Z265.000S1300T1200
G97S500T1212 
G00X150.Z132.
X0.Z5.M10
G01Z-70.F6.6 
Z-79.8F0.08
Z5.F6.6
G00X30.Z30.M12 
G00X150.Z132.
G28U0.W0.T1200 
M01

N02
( PCLNR 2525 M12 CCGT 120404 ) 
G28U0.W0.
G50X268.880Z401.800S2500T1100
G97S500T1111 

G00X135.Z200.
X82.Z3.M10 
G01Z0.7F0.12 
X30. 
G00X82.Z3. 
G01Z0.2
X33. 
G00X82.Z3.M12
X135.Z200. 
G28U0.W0.T1100 
M01

N03
( S20S SCLCR 09 CCGT 09T304 )
G28U0.W0.
G50X332.110Z304.140S1500T0200
G97S400T0202 
G00X165.Z150.
X43.5Z3.M10
G01X33.5Z-2.F0.12
Z-66.F6.6
Z-72.F0.08 
G00U-0.5Z5.
G00Z30.M12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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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X166.Z150. 
G28U0.W0.T0200 
M01
 
N04
(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 
G28U0.W0.
G50X268.770Z401.770S2500T0500
G97S500T0505 
G00X135.Z200.
X82.Z5.M10 
G01Z-0.75F3.3
X78.F0.08
G02X76.2Z0.R0.9
G01X44.
G00X82.Z5.M12
X135.Z200. 
G28U0.W0.T0500 
M01
 
N05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77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16.0F6.6
X39.5F0.05 

G00X33.5 
G01Z-19.0F6.6
X39.5F0.05 
G00X33.5 
G01Z-22.0F6.6
X39.5F0.05 
G00X33.5 
G01Z-25.0F6.6
X39.5F0.05 
G00X33.5 
G01Z-28.0F6.6
X39.5F0.05 
G00X33.5 
G01Z5.F3.3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06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77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31.5F6.6
X39.5F0.05 
G00X33.5 
G01Z-35.0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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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X39.5F0.05 
G00X33.5 
G01Z-38.5F6.6
X39.5F0.05 
G00X33.5 
G01Z-42.0F6.6
X39.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07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77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45.5F6.6
X39.5F0.05 
G00X33.5 
G01Z-49.0F6.6
X39.5F0.05 
G00X33.5 
G01Z-52.5F6.6
X39.5F0.05 
G00X33.5 

G01Z-56.0F6.6
X39.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08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77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59.5F6.6
X39.5F0.05 
G00X33.5 
G01Z-63.0F6.6
X39.5F0.05 
G00X33.5 
G01Z-66.5F6.6
X39.5F0.05 
G00X33.5 
G01Z-70.0F6.6
X39.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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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28U0.W0.T0800 
M01
 
N09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16.0F6.6
X38. 
X43.5F0.05 
G00X38.
G01Z-19.0F6.6
X43.5F0.05 
G00X38.
G01Z-22.0F6.6
X43.5F0.05 
G00X38.
G01Z-25.0F6.6
X43.5F0.05 
G00X38.
G01Z-28.0F6.6
X43.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0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31.5F6.6
X38. 
X43.5F0.05 
G00X38.
G01Z-35.0F6.6
X43.5F0.05 
G00X38.
G01Z-38.5F6.6
X43.5F0.05 
G00X38.
G01Z-42.0F6.6
X43.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1
( S25R-GVCGXR GVGIR634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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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45.5F6.6
X38. 
X43.5F0.05 
G00X38.
G01Z-49.0F6.6
X43.5F0.05 
G00X38.
G01Z-52.5F6.6
X43.5F0.05 
G00X38.
G01Z-56.0F6.6
X43.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2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59.5F6.6
X38. 
X43.5F0.05 
G00X38.
G01Z-63.0F6.6
X43.5F0.05 
G00X38.
G01Z-66.5F6.6
X43.5F0.05 
G00X38.
G01Z-70.0F6.6
X43.5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3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16.0F6.6
X42. 
X47.8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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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00X42.
G01Z-19.0F6.6
X47.8F0.05 
G00X42.
G01Z-22.0F6.6
X47.8F0.05 
G00X42.
G01Z-25.0F6.6
X47.8F0.05 
G00X42.
G01Z-28.0F6.6
X47.8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4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31.5F6.6
X42. 
X47.8F0.05 
G00X42.

G01Z-35.0F6.6
X47.8F0.05 
G00X42.
G01Z-38.5F6.6
X47.8F0.05 
G00X42.
G01Z-42.0F6.6
X47.8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5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45.5F6.6
X42. 
X47.8F0.05 
G00X42.
G01Z-49.0F6.6
X47.8F0.05 
G00X42.
G01Z-52.5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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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X47.8F0.05 
G00X42.
G01Z-56.0F6.6
X47.8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6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420Z304.730S1300T0800
G97S300T0808 
G00X171.Z152.
X33.5Z5.M10
G01Z-59.5F6.6
X42. 
X47.8F0.05 
G00X42.
G01Z-63.0F6.6
X47.8F0.05 
G00X42.
G01Z-66.5F6.6
X47.8F0.05 
G00X42.
G01Z-70.0F6.6
X47.8F0.05 

G00X33.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800 
M01
 
N17
( S20S SCLCR 09 CCGT 09T304 )
G28U0.W0.
G50X332.110Z304.140S1500T0200
G97S400T0202 
G00X166.Z150.
X33.5Z5.M10
G01Z-68.F6.6 
X15. 
Z-75.
Z-77.F0.12 
G00Z-73.0
X17.5
G01Z-77.5
X14. 
G00U-0.5Z-72.
X20. 
G01Z-78.0
X14. 
G00U-0.5Z-70.
X25. 
G01Z-78.5
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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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00Z100. 
M01
G00Z-68. 
X30. 
G01Z-79.0
X14. 
G00U-0.5Z-68.
X33. 
G01Z-79.5
X14. 
G00U-0.5Z-68.
X35.8
G01Z-79.9
X14. 
G00U-0.5Z-68.
X33.5
G01Z5.F6.6 
G00X30.Z30.M12 
X166.Z150. 
G28U0.W0.T0200 
M01
 
N18
( S20S SDUCR11 TCGT 11T304 100 ) 
G28U0.W0.
G50X331.770Z306.140S1300T0400
G97S400T0404 
G00X166.Z150.
X33.5Z5.M10

G01Z-68.F6.6 
X40.4
Z-75.61F0.12 
X36.Z-79.8 
G00U-0.5Z-68.
X44.8
G01Z-75.91 
X36.4Z-79.8
G00U-0.5Z-68.
X33.5
Z5.F6.6
G00X170.Z80.M12
G28U0.W0.T0400 
M01
 
N19
( S20S SCLCR 09 CCGT 09T304 )
G28U0.W0.
G50X332.110Z304.140S1500T0200
G97S400T0202 
G00X165.Z166.
X38.Z3.M10 
G01Z-3.45F0.12 
G00U-1.Z3. 
X42. 
G01Z-3.45
G00U-1.Z3. 
X47.3
G01Z0. 



- 110 -

              9/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02X45.5Z-0.9R0.9
G01Z-3.45
X37.3
G02X35.5Z-4.35R0.9 
G01Z-13. 
G00U-0.5Z3.
G00Z30.M12 
X166.Z166. 
G28U0.W0.T0200 
M01
 
N20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800Z305.020S1300T0600
G97S300T0606 
G00X171.Z152.
X34.5Z5.M10
G01Z-14.0F6.6
X35.5F0.05 
X47.5Z-16.33 
G00X34.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600 
M01
 
N21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800Z305.020S1300T0600
G97S300T0606 
G00X171.Z152.
X34.5Z5.M10
G01Z-14.0F6.6
X36.0F0.05 
X47.9Z-15.83 
X47.93Z-70.
X44.93Z-71.
Z-72.
G00X34.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600 
M01

N22
( S20S SCLCR 09 CCGT 09T304 )
G28U0.W0.
G50X332.160Z304.140S1500T0200
G97S400T0202 
G00X165.Z166.
X47.85Z3.M10 
G01Z0.F0.08
G02X46.05Z-0.9R0.9 
Z-3.55 
G01X37.85
G02X36.05Z-4.45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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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CODE NO. 08 - L529 - 2 - SB - I

G01Z-13. 
X33.5
G01Z5.F6.6 
G00X30.Z30.M12 
X166.Z150. 
G28U0.W0.T0200 
M01

N23
( S25R-GVCGXR GVGIR6340  100 ) 
G28U0.W0.
G50X343.750Z305.020S1300T0600
G97S300T0606 
G00X171.Z152.
X34.5Z5.M10
G01Z-12.F6.6 
X36.0F0.05 
G02X39.W-2.R2. 
G01X48.0Z-15.83
X48.0Z-70. 
X45.Z-71.
Z-72.
G00X34.5 
G01Z5.F6.6 
G00X171.Z152.M12 
G28U0.W0.T0600 
M01
 
N24

( S20S SDUCR11 TCGT 11T304 100 ) 
G28U0.W0.
G50X331.660Z306.190S1300T0400
G97S200T0404 
G00X166.Z150.
X34.5Z5.M10
G01Z-68.F6.6 
X45. 
G01Z-76.11F0.05
X36.6Z-80.0
X34.5
Z5.F6.6
G00X170.Z80.M12
G28U0.W0.T0400 
M01
 
N25
( S20S SCLCR 09 CCGT 09T304 )
G28U0.W0.
G50X327.300Z317.330S1500T1000
G97S300T1010 
G00X165.Z166.
X34.5Z5.M10
G01Z-77.F6.6 
X36.05F0.08
Z-80.0 
X3.
G00Z-77. 
X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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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08 - L529 - 2 - SB - I

G01Z-80. 
X3.
G00Z30.M12 
X166.Z166. 
G28U0.W0.T1000 
M01
M30( 90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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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8 - L529 - 2 - SB - I

   NAME of PARTS Sample bottle

   MATERIAL STS304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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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TER blanket 3차분 qualification mock-up 제작

             가) Tensile specimen( 가공 1/3

 CODE NO. 08 - L283 - 3 - SP - T - Cu/SS

 NAME of PARTS Tensile specimen

 MATERIAL Cu/SS

% 
:2833( 08-10-283-3 ) 
N00
( DRILL CHUCK  060 + 040 ) 
N01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G50X238.96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3Z11.6
G02X4.03W-1.94R4.
G01Z7.24 
G02X6.03W-2.64R4.
G01X6.53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N02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G50X239.66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3Z11.6
G02X4.03W-1.94R4.
G01Z7.24 
G02X6.03W-2.64R4.
G01X6.53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N03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G50X240.36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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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ODE NO. 08 - L283 - 3 - SP - T - Cu/SS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3Z11.6
G02X4.03W-1.94R4.
G01Z7.24 
G02X6.03W-2.64R4.
G01X6.53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N04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G50X240.86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3Z11.6
G02X4.03W-1.94R4.
G01Z7.24 

G02X6.03W-2.64R4.
G01X6.53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N05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G50X241.27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5Z11.6
G02X4.05W-1.94R4.
G01Z7.24 
G02X6.05W-2.64R4.
G01X6.55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M01
N06
( SVVBN M16  VCGT 04  KT 300 ) 
G28U0.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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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08 - L283 - 3 - SP - T - Cu/SS

G50X241.400Z243.000S1800T1100
G97S700T1111 
G00X180.Z100.
X66.Z42. 
X13.Z38.6M10 
G01X6.F0.08
G02X4.W-2.64R4.
G01Z33.19
G02X3.W-1.94R4.
G01X3.06Z11.6
G02X4.06W-1.94R4.
G01Z7.24 
G02X6.05W-2.64R4.
G01X6.55Z2.
G00X66.Z42.
X180.Z100.M12
G28U0.W0.T1100 
M30( 09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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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8 - L283 - 3 - SP - T - Cu/SS

   NAME of PARTS Tensile specimen

   MATERIAL Cu/SS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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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Zr & Al 소형 캡슐 제작

             가) Sample capsule bottle 1/4

 CODE NO. 08 - L113 - 1 - C - SB 

 NAME of PARTS Sample capsule bottle

 MATERIAL Zr & Al

% 
:1131(  08-04-113-1  ) 
N00
(  JIG CHUCKING 080  ) 
N01
( 16MM  HSS DRILL 123 )
G28U0.W0.
G50X300.000Z095.000S2000T0200
G97S800T0202 
G00X150.Z50. 
X0.Z3.M10
G01Z-25.F0.12
Z20.F1.8 
Z-23.
Z-45.F0.12 
Z10.F1.8 
G00Z50.M12 
X150.
G28U0.W0.T0200 
N02
( S12M SCLCR 06 CCGT K10 080 ) 
G28U0.W0.
G50X317.390Z137.730S3000T0800
G97S2200T0808
G00X160.Z70. 

X16.8Z3.M10
G01Z-43.F0.08
G00U-0.5Z20. 
X17.5Z3. 
G01Z-44.8
G00U-0.5Z20. 
X26.4Z3. 
G01X18.4Z-1. 
Z-6. 
X18.Z-6.2
Z-44.8 
G00U-0.5Z20. 
G00Z50.M12 
X160.Z70.
G28U0.W0.T0800 
N03
( C12R SCLCR06 CCMT KP300 080 )
G28U0.W0.
G50X317.180Z137.030S3000T0600
G97S2200T0606
G00X160.Z70. 
X26.5Z2.2M10 
G01X18.55Z-1.8F0.08
Z-5.5
X17.95Z-5.7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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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CODE NO. 08 - L113 - 1 - C - SB 

Z-44.8 
G00U-0.5Z3.M12 
X160.Z70.
G28U0.W0.T0600 
N04
( S16M THSNR 16 TH16NR 30 P20 )
G28U0.W0.
G50X318.550Z137.700S1000T1000
G97S300T1010 
G00X150.Z100.
X22.Z10.M10
G01X18.5Z10.F0.1 
G76P010060Q100R025 
G76X20.44Z-7.P0970Q0300F1.5
G01X18.5Z10. 
G00X150.Z100.M12 
G28U0.W0.T1000 
N05
G28U0.W0.
G50X317.180Z137.030S3000T0600
G97S2200T0606
G00X160.Z70. 
X26.5Z2.2M10 
G01X18.55Z-1.8F0.08
Z-5.5
X18.Z-5.7
Z-44.8 
G00U-0.5Z3.M12 
X160.Z70.

G28U0.W0.T0600 
N06
( S16M THSNR 16 TH16NR 30 P20 )
G28U0.W0.
G50X318.550Z137.700S1000T1000
G97S300T1010 
G00X150.Z100.
X22.Z10.M10
G01X18.5Z10.F0.1 
G76P010060Q100R025 
G76X20.44Z-7.P0970Q0300F1.5
G01X18.5Z10. 
G00X150.Z100.M12 
G28U0.W0.T1000 
N07
G28U0.W0.
G50X317.180Z137.030S3000T0600
G97S2200T0606
G00X160.Z70. 
X26.5Z2.5M10 
G01X18.5Z-1.5F0.08 
Z-6. 
X18.05Z-6.2
Z-44.8 
G00U-0.5Z3.M12 
X160.Z70.
G28U0.W0.T0600 
N08
( 16MM CARBIDE ENDMILL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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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ODE NO. 08 - L113 - 1 - C - SB 

G28U0.W0.
G50X300.000Z137.690S1000T0400
G97S800T0404 
G00X150.Z100.
X0.Z3.M10
G01Z-42.F1.8 
Z-44.9F0.08
G04U3. 
G00Z10.M12 
X150.Z100. 
G28U0.W0.T0400 
N09
( S16M THSNR 16 TH16NR 30 P20 )
G28U0.W0.
G50X318.550Z137.700S1000T1000
G97S300T1010 
G00X150.Z100.
X22.Z10.M10
G01X18.5Z10.F0.1 
G76P010060Q100R025 
G76X20.44Z-7.P0970Q0300F1.5
G01X18.5Z10. 
G00X150.Z100.M12 
G28U0.W0.T1000 
N10
G28U0.W0.
G50X317.180Z137.030S3000T0600
G97S2200T0606
G00X160.Z70. 

X26.5Z2.5M10 
G01X18.55Z-1.5F0.08
Z-6. 
X18.05Z-6.2
Z-44.8 
G00U-0.5Z3.M12 
X160.Z70.
G28U0.W0.T0600 
N11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G28U0.W0.
G50X241.900Z214.750S3000T0900
G97S2200T0909
G00X120.Z110.
X16.Z3.M10 
G01Z0.F0.08
X23.15 
X23.98Z-0.4
Z-52.95
X22.98 
Z-54.5 
G00X33.Z3.M12
X120.Z110. 
G28U0.W0.T0900 
M01
N12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28.300Z224.900S3000T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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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CODE NO. 08 - L113 - 1 - C - SB 

G96S500T0303 
G00X110.Z115.
X40.Z10.M10
G01Z-52.F0.8 
X28. 
/M19 
G01X-1.2F0.03
G04U2. 
/M20 
G00X44.
Z4.M12 
X110.Z115. 
G28U0.W0.T0300 
M30( 08 30 ) 
%



- 122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8 - L113 - 1 - C - SB 

   NAME of PARTS Sample capsule bottle

   MATERIAL Zr & Al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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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ated particle tray 제작

             가) Tray 제작 1/3

 CODE NO. 08 - M164 - 1 - PT

 NAME of PARTS Tray

 MATERIAL Al-6061

COATED - PARTICLE - TRAY.MPF
G54G00X0Y0 ;
         T01<엔드밀 ø5mm>
M03 F100 ;
G00 X37.5 Y26.25 ;
Z1.0
G01 Z-5.0 ;
X-26.25 ;
Y26.25 ;
X26.25 ;
Y-26.0 ;
Y-22.0 ;
X-22.0 ;
Y22.0 ;
X22.0 ;
Y-18.0 ; Y2.0 ;
X-18.0 ; X6.0 ;
Y18.0 ; Y0 ;
X18.0 ; X-6.0 ;
Y-14.0 ; G00 Z0 ;
X-14.0 ; X0 Y0 ;
Y14.0 ; M05 ;
X14.0 ; M30 ;
Y-10.0 ;
X-10.0 ;

Y10.0 ;
X10.0 ;
Y-6.0 ;
X-6.0 ;
Y6.0 ;
X6.0 ;
Y-2.0 ;
X-6.0 ;
G54G00X0Y0 ;
         T02<볼엔드밀 R0.6mm>
M03 F60 ;
Z20 ;
MCALL CYCLE 82(2.000, 0.50000, 
0.0000, -0.60000, 0.0000, 2.0000)
HOLES 01(23.7500, 2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2(23.7500, 21.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3(23.7500, 18.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4(23.7500, 16.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5(23.7500, 1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6(23.7500, 11.2500, 180.0000,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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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ODE NO. 08 - M164 - 1 - PT

0.0000, 0.0000, 2.5000, 20)
HOLES 07(23.7500,  8.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8(23.7500,  6.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09(23.7500,  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0(23.7500,  1.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1(23.7500, -1.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2(23.7500, -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3(23.7500, -6.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4(23.7500, -8.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5(23.7500, -11.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6(23.7500, -1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7(23.7500, -16.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8(23.7500, -18.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19(23.7500, -21.2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HOLES 20(23.7500, -23.7500, 180.0000, 
0.0000, 0.0000, 2.5000, 20)

G00 Z20 ;
X0 Y0 ;
M05 ;
M30 ;

G54G00X0Y0
          T03<엔드밀 ø2mm>
Z20.0 ;
M03 F50 ;
G00 Y-25.75 X1.25 ;
Z1.0 ;
G01 Z-5.0 ;
Y-19.75 ;
G00 Z20.0 ;
X0 Y0 ;
M05 ;
M30 ;

G54G00X0Y0 ;
          T04<엔드밀 ø10mm>
Z20.0 ;
M03 F100 ;
G00 X33.65 Y40.0 ;
G01 Y26.15 ;
G02 X26.15 Y-33.65 CR=7.5 ;
G01 X-26.15 ;
G02 X-33.65 Y-26.15 CR=7.5 ;
G01 X26.15 ;
G02 X-26.15 Y33.65 CR=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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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CODE NO. 08 - M164 - 1 - PT

G01 X26.15 ;
G02 X33.65 Y-26.15 CR=7.5 ;
G00 Z20.0 ;
X0 Y0 ;
M05 ;
M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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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8 - M164 - 1 - PT

   NAME of PARTS Tray

   MATERIAL Al-6061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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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업무결과  고찰

   1. 업무결과

     2008년도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지원업무 실 을 

보면 제작업무 401건, 보수업무 115건, 외주제작 지원업무 92 건 등 총 608

건을 처리하면서 이와 련된 설계  공무 리 932건, 작업 리 334건 등

의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요 업무내용은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 원  스트 이  동

특성 실험장치,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등 401건을 제작하 고, FTL 주

냉각수 펌  축 보수, LBE 성형기 수리, 처분용기 축소모델 가공 등 115건을 

보수하여 의뢰부서에 공 하 으며 특수가공 는 문, 계열화 업체에서 

제작이 요구되는 품목이나 우리과제의 구비장비 는 제작기간에 제한이 

있는 우라늄 잉곳 주조장치, 화학  핵종분리장치, 우라늄 해정련 장치,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등  92건을 외주처리 하므로 써 총 608건에 

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하 고 이러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의뢰부서와의 기술상담 후 기술자료조사, 생산설계  제작도면 작

성, 공작재료의 구매  리, 제작비산출  통계 등 설계․공무 리업무 

1,015건과 공정 리  품질보증 등 387건을 병행하여 처리하 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체 처리업무건수가 ’07년도와 비교할 때 15건이 감소 하

으나 개발 성격의 제작업무가 증가하고, 장기과제, 하나로등 원자력시설

련 고난이도의 긴 을 요구하는 안 경  제작업무가 증가하면서 물  

양 으로는 년과 비슷한 업무량을 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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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기기의 제작  보수업무 실

구   분   주   요   공   작   지   원   작   업   명
처리
건수

제   작

업   무

∙ ITER  b lanket  qualification  m ock-up  제작

∙ In-situ  고압  시료용기제작

∙CN  plug  transport  cask  &  beam  stopper  제작

∙원  스트 이  동 특성  실험장치  제작

∙Gas  유동 ･유출  감시장치  제작

∙고온용융염 해환원 원격test장치 제작

∙수소 장/공  진공시스템 제작

∙ Si 웨이퍼 열 달 고정  제작

∙핵연료 용해장치 제작

∙압축 벤토나이트 티타늄 몰드 제작

∙이 냉각 조사 시험용 리그 노외시험 test section 제작

∙ 괴강도 측정 시편 제작  

∙ 자극 발 (OSL) 실험장치 제작

∙ Ir-192 NDT 선원 조사표  제작 

∙핵물질 운반용기 제작 

401

보  수

업  무

∙ FTL 주냉각수 펌  축 보수

∙ LBE 성형기 수리

∙처분용기 축소모델 가공

∙페리스탈틱 펌  헤드 수리

∙하나로 제어  구동모터 축 가공

∙ FTL 제2기기실 pump헤치 보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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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

제   작

∙우라늄  잉곳  주조장치  제작

∙화학  핵종분리  장치  제작

∙우라늄  해  정련장치  제작

∙방사성  나노물질  취  공정장치  제작

∙고용량  해환원  장치  제작 

92

설     계

공무 리

․기술상담   업무 의   ․자료조사

․생산설계   제도       ․시장조사

․공작재료  리          ․공기구  리

․제작비  산출   통계    ․기타  공무  등

(1,015)

공정 리  

품질 리

․제조  공정 리   검사

․작업기술 리

․품질보증  업무 (ISO  9001  시행 ) 등

(387)

합                          계 608

 ※ (합계건수는 실질 인 의뢰작업 처리건수로써 설계  공무 리, 품질

    보증  작업 리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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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수업무 115건은 연구․실험도  실험기구  장치의 보수 는 

보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 보며 이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설계․제작 업무의 요성이 강조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년도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업무  특이한 내용은 하나로운 과 련

하여 하나로 압축공기 밸  제작․설치, FTL 설치 련 긴 제작, CN plug 

transport cask  beam stopper, 개방형 핵연료 용해장치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한  In-situ  고압시료용기, coated particle tray, Zr & Al 소형캡슐, ITER 

blanket 3차분 qualification mock-up용 인장시편, Ir-192 NDT 선원 조사표  등 

의 가공공정을 CNC lathe 와 machining center에서의 수치제어 가공방식

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므로 써 가공 기술수 을 향상시켰으며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생산방식을 도입하므로 써 생산성과 정 도 향상에 

기여하 다.

  기기장치개발․제작에 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보증시스템을 구

축․운  하므로 써 ’07년도부터는 품질보증등 (Q, T Class)를 제작․공 하여 

왔고, 년에도 작년과 같이 사후 리심사를 완료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계속 수

행하 다. 이 로써 제작기술과 안정성의 국제  인증, 원자력기술개발정보의 외

부 유출방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원자력시설 안 운 과 련된 긴 작업과 장기 과제에 필요한 각종 

실험기기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축

된 설계․제작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탄력 인 가공분야 운 을 한 결

과라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능동 인 발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제작 업무 수행에 

만 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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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실 에 한 고찰

   년도 설계․제작 업무의 수행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과 표 11. 은 ’08년도에 수행한 월별 설계․제작 업무 실 을 건

수와 액  등으로 나타낸 것인데 월평균 48건의 작업을 처리하 으나 건

당 작업내용과 제작수량  작업공정 등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정 작업

이나 형작업의 경우는 제작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긴 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기 공 을 한 공정계획 수립에 애로가 많

았으나 유연성 있는 작업 리와  원의 극 인 조 아래 총 608건을 

처리하므로 써 업무를 수행하 으며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를 제외한 액

은 128,279,000원 이었다.

  표 12.는 가공분야별 업무 실 인데 정 가공이 많은 링가공분야가  

33.2％로 제일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선반과 ․용 분야도 30.9～

20.7％를 차지하 음은 각 분야의 의뢰작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복합

인 의뢰작업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은 지 까지 설명한 내용의 각종 의뢰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공

무 리와 작업 리 등에 한 내용으로써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은 선

반․ 링가공분야의 작업에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업무처리의 효율

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체작업은 스 치 도면으로 활용하는데 만족

해야만 하 다.

  한 각 연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 한 분야의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계획

수립, 작업 리 는 질  서비스면에서 모든 의뢰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방사선 리구역내 서비스 시

행등으로 의미있는 한 해 다고 본다. 설계․제작 업무에는 지 까지와 

같은 유형의 업무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련한 기술상담 는 기술자료 제

공 등 무형의 설계․제작 업무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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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원자력기기장치 제작․보수실

     구  분

  월

원자력기기

장치제작

원자력기기

장치보수

외주제작구매 

발주지원

CNC 

로그램 

개발(종)

계

 1 24 10 5 (2) 39

 2 26 8 5 (-) 39

 3 43 9 8 (3) 60

 4 16 12 9 (3) 37

 5 36 10 11 (-) 57

 6 20 11 7 (2) 38

 7 60 10 8 (1) 78

 8 27 10 7 (1) 44

 9 35 7 7 (3) 49

10 37 10 7 (1) 54

11 46 10 12 (1) 68

12 31 8 6 (-) 45

합계 401 115 92 17 608

 ※ 건수는 완료기 임

 ※ CNC 로그램 개발은 기기장치 제작  일부임.

표 11. 사업별 자체제작 실   제작비 황

(단  : 건, 천원) 

  구분

월

장기 사업 기 고유 수탁사업 기타 계

지원

실
제작비

지원

실
제작비

지원

실
제작비

지원

실
제작비

지원

실
제작비

1 23 2,137 8 1,646 6 3,473 2 17 39 7,273

2 27 4,406 9 4,410 - - 3 1,253 39 10,069

3 30 3,743 12 879 7 223 11 795 60 5,640

4 6 926 13 976 9 559 9 1,735 37 4,196

5 42 15,748 5 77 6 2,523 4 181 57 18,529

6 20 4,962 11 900 5 20,391 2 393 38 26,646

7 47 3,169 18 3,684 7 833 6 862 78 8,548

8 20 1,777 10 1,223 8 781 6 91 44 3,872

9 34 8,058 6 848 8 1,025 1 234 49 10,165

10 35 8,787 8 830 2 56 9 450 54 10,123

11 47 5,340 15 3,670 6 285 - - 68 9,295

12 15 1,271 21 10,854 8 1,781 1 17 45 13,923

합계 346 60,324 136 29,997 72 31,930 54 6,028 608 128,279

 ※ 외주제작 구매발주 지원 제외

 ※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 제외

 ※ 장기사업(47％), 기 고유사업(23.4％)분야에 자체제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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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공분야별 업무실

    분야

 월
선   반   링 ․용 외주․기타 계

1 12 13 9 5 39

2 12 14 8 5 39

3 19 20 13 8 60

4 11 12 5 9 37

5 18 19 9 11 57

6 11 12 8 7 38

7 24 26 20 8 78

8 14 14 9 7 44

9 15 16 11 7 49

10 17 19 11 7 54

11 21 22 13 12 68

12 14 15 10 6 45

계 188 202 126 92 608

백분율 30.9 33.2 20.7 15.2 100

표 13. 공무 리  작업 리

        구                분   건     수   비  고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 178

 ․외주구매  제작품  발주 92

 ․물품구입   시장조사 304

 ․제작재료비  산출   재료카드  정리 608

 ․지출 체  결의서  작성 78

 ․운 계획   공문  발송 32

 ․제조공정 리 76

 ․품질보증   작업․공정 리 284

 ․기타공무 23

               계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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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연구원의 설계․제작 업무를 생산형태별 특성으로 분석하면

  ∙ 연구부서의 필요에 의한 완  수주생산 ; 측생산이 불가능

  ∙ 생산의 반복성이 없는 개별생산 ; 제품마다 제조공정이 다름

  ∙ 다품종 소량생산 ; 생산 비, 작업방법 등이 제품마다 다름

  ∙ 생산흐름의 단속생산 : 작업계획  공정 리의 복잡․난이

등과 같은 복잡한 생산체제에서 업무내용에 따른 가공방법과 조건은 범

하고 긴  의뢰작업 등이 수시로 수되기 때문에 체 인 작업 리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 까지 축 된 공작업무 경험과 탄력  운

등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고객(의뢰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하

여 노력을 하 다. 특히 설계․제작업무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작업 리체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효율 인 업무처리에 크게 기여

한 내용과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보증등 (Q, T class) 공 자격

을 획득하므로 써 보다 생산 인 작업 리 체제를 구축한 내용 등은 큰 수

확이었다고 생각하며 보다 발 인 방향으로 계속 연구․보완해 나갈 과

제라고 본다.

  ’08년도에는 608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lathe, Machining center 등을 이용

한 수치제어 방식으로 로그래  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In-situ  고압시료

용기, coated particle tray 등의 가공공정을 보다 발 으로 개선하므로 써 

가공정 도는 물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내용과 

 ∙ 하나로운 , 냉 성자 실험동 소요기기  이용기술개발과 동 원소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설계․제작 업무의 질  수  

향상에 큰 진 을 보았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설계․제작 업무의 신뢰

도가 향상되면서 각 연구과제에서는 연구기기의 개발  제작에 따른 업무

와 기술 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구에 념하므로 써 연구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제의 특성상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연구과제에서 의뢰되는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

부 분야의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운 의 묘”를 최 한 

발휘하면서 공작업무의 불만요소 해소에 최선을 기울 다고 보며 내년부터

는 보다 좋은 작업환경과 보다 발 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하여 극 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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