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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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 설  속

편 감시 장치,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공기 포집기 등 423

건의 원자력연구기기를 제작하 고, 방사성물질 운반 cask 해체, 유도가열로 

진공챔버 수리, 하나로 2차 냉각펌  동기 보수, 해정련장치 반응기  이송

장치 수리 등 113건의 연구기기를 보수하여 시 소에 공 하므로 써 연구

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  각 연구

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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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건 ; 개량 해환원 원료공 장치, 잔류 액티늄족 해회수 시험장

치,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염분 화 장치, 연속식 염 증류장치 등)에 

해서는 외주제작 처리를 하 는데, 외주제작 시에는 생산도면과 제작시방서

를 작성하고 제작비 추산원가를 산출하여 정확하고 효율 인 외주제작 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실 을 올렸다.

업  무  실  

업         무         구         분 실   건  수

연구기기의

개발   제작 

   설   계       제    작 423

   보                  수 113

 외  주

 제  작

 ◦생산도면작성

 ◦제작시방서작성

 ◦제작비추산가  산출   

  90

생산설계   공무 리 (1,015)

공정 리   품질 리   (387)

합                                계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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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items such as ALMS and 

LPMS,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Cold-TAS, etc, and by 

maintenance of 113 devices such as Disposal container scale down 

model, FTL main cooling pump shaft maintenance, HANARO contro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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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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externally manufactured  

items, (Manufacturing a feed material supplier for a prid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Residual actinides recovery system, Salt pulverization 

equipment, Continuous salt dist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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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 of

Laboratory

Equipment

Design and Manufacture 423

Maintenance 113

 Externally

 

Manufacturing

 Article

◦ Production design

◦ Manufacturing

   Specification

◦ Cost Estimation

90

Production Design and 

T echnical Affairs
(1,015)

Process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387)

Total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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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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

발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가 문화․다양화되면서 첨단 고 정 가공이 요구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축 과 설계  가공기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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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작

업이 증가한 반면에 인력보충이 어려운 실을 감안하여 각 가공분야별로 

업무가 되는 등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하 으나 문 기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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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지원업무수행을 하여 작업운   리체계를 실성 있게 꾸 히 

연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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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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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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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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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기술을 개발･제작하여 ITER 공동 개발국과 교차 시험하여 기술 수 을 

평가하는 요한 기술개발이다.

Blanket 1차벽은 수억 도 이상의 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는데,

그 건 성이 ITER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ITER 국제기구는 도 도체, 

디버터와 함께 기술 검증을 필요로 하는 3  핵심기술 분야  하나로 ITER 기

구 주 으로 국제공동 검증시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07년도에는 자체평가용 mock-up을 개발･제작하 으며 `08,’09년도에는 국제간 

교차 시험용 qualification mock-up을 개발･제작 하여, 블랑켓 1차벽 성능 검증 

국제 공인시험의 1단계를 통과 하 다.이로써 한국은 EU,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로 핵융합로 블랑켓 1차벽의 1단계 기술검증에 성공한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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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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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표면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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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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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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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은 도

면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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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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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서와 같이 CNC milling에서 정 가공 후 그림 

2. 와 같이 압 면을 Rmax 6.3S 의 조도로 정  연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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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NC milling 가공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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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 같이 용  하 으며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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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에는 길이 100mm의 STS316L 1/4" tube를 용 하여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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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ck-up canning

그림 4. Bubbling test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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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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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IP equipment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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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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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의해 고압이 샘  외부 모든 표면에 균일하게 작용되어 압축성형, 소결, 

살균 처리가 가능해진다. 

  Mock-up canning은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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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은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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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우수 하 으며 ’10년도에는 형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을 개

발․제작할 정이다.

       (4) 품질보증

           본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은 ISO 9001 QA 

program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제작완료보고는 발행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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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향 설  속 편 감시 장치 제작･설치

        재  4호기 1차 측 주 배 의 음향  속 편 감시를 하여 센

서를 주 배 에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센서 설치를 한 pad를 배 부 에 

용 하면 각종 계측제어 장비  배  안 성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을 피하기 하여  ALMS(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 두 종류의 센서를 부착하기 한 pad 를 

설계･제작 하 다.

       (1) 속 밴드 설치의 타당성

           (가) 속 밴드 방식에 의한 AE 센서 패드 부착방법의 용 타당성 근거

: ASME V. Article 13 “Continuous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Appendix V

  - “Hostile Environment Applications” 의 V-1320 Sensors 항목에서 고온용 

AE 센서 설치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고온 환경에서는 고온 센서가 사용되어야 

하고 직   방식과 웨이 가이드 방식으로 감시 표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림 7. 에서와 같이 Steel bands를 이용한 AE 센서 Mounting 

Fixture의 용 실시 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7. Steel bands를 이용한 AE 센서 Mounting Fixture의 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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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MS Pad 설계  제작

          (가) 고온용 AE 센서

               미국 PAC사에서 고온 고방사능용 AE 센서로 개발한 S9215를 

사용하 고, 그 사양은 그림 8. 과 같다.

표 1. AE(Acoustic Emission) 센서 사양

그림 8. AE(Acoustic Emission) 센서 사진

          (나) AE 센서 Mounting Fixture 설계  제작

               AE 센서 마운 용 패드(PAD)는 2가지 타입으로 제작하 다. 이 

에서 센서의 건 성을 확보할 수 있는 type 2를 선정하여 배 에 실제 장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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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ype 1

                  그림 9. 와 같이 Type 1은 패드 앙에 AE센서가 들어갈 구

멍을 가공한 다음 볼트로 AE센서를 어 넣어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패드의 장

은 견고하게 마운 을 할 수 있으나, 센서를 고정할 때 토크 치로 정확한 힘

으로 돌려야 된다는 단 이 있다. AE 센서 mounting fixture의 설계는 도면 2-1, 

2-2오 같으며, 제작 완료된 제품은 그림 10. 과 같다.

그림 9. AE 센서 마운  패드 type 1의 개략도

그림 10. AE 센서 마운  패드 type 1의 실제 제작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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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ype 2

                  AE 센서 Mounting Fixture type 2는 SI 노즐의 외경과 같은 

곡률을 갖는 Fixture 부와 45 lb의 일정 하 으로 센서에 고정 지지하기 

하여 스 링이 장착된 AE 센서 설치 고정부, 센서 보호 카바  스트립 밴드로 

구성하여 그림 11. 과 같이 설계하 으며 그림 12. 는 제작된 AE 센서 Mounting 

Fixture를 보여주고 있다. 이 Type의 가장 큰 장 은 스 링에 의해 AE 센서를 

일정한 힘으로 배 에 어 주기 때문에 패드 부착 시 센서의 손 험을 일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type 2를 선정하여 배 에 부착하 다.

그림 11. AE 센서 Mounting Fixture type 2의 개략도

그림 12. AE 센서 마운  패드 type 2의 실제 제작된 모습

       (3) LPMS PAD 설계  제작

          (가) LPMS 센서

              LPMS용 가속도계 센서는 스림 13. 과 같이 고온 내방사선용인 

B&K사의 type 8324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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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PMS 센서 사진 (B&K type 8324)

          (나) LPMS 센서 마운  패드 설계  제작

              ALMS 패드는 AE 센서가 배 에 바로 부착되는 형식이지만, 

LPMS 패드는 배 의 진동이 패드를 통해 가속도계 센서로 달되기 때문에 이

러한 진동 달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LPMS 

센서 마운 용 패드(PAD)를 3가지 타입으로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진동특

성을 악한 다음 이 에서 최종 으로 합한 마운  패드를 선정하 다. 

  결론 으로 진동 응답 성능이 가장 좋은 type 3를 배 에 실제 장착하 다.

              1) Type 1

                 Type 1은 그림 14. 와 같이 패드  부분이 배 의 곡률과 같

게 하여 면 을 하도록 제작 설계되었다. 한 LPMS 센서를 보호하기 해 

센서를 커버로 웠다.

그림 14.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1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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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와 배 의  면 이 넓으면 장이 짧은 진동 는 패드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진동이 잘 달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 1의 설계도면은 2-3, 2-4에 나타내고, 그림 14. 

는 실제 제작된 패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 Type 2

                 Type 1의 가장 큰 단 인 배 과 패드의 면  과다를 개

선하여 면 을 인 것이 Type 2 모델이다. 그림 15. 와 같이 부 에 다

리를 두어 배 과 패드를 선 을 하도록 설계하여 고주 수 진동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15. 는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 2의 설계도면을 나타내고, 그림 16. 

은 실제 제작된 패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2의 개략도

그림 16.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 2의 제작 완료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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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ype 3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type 2의 무게를 여 진동 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 설계된 것이 type 3이다. 무게를 이기 해  형태로 

가공을 하 는데, 이 게 되면 패드 자체의 공진 주 수가 낮아져서 가용주 수

까지 내려가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본 센서의 목 은 열소매 이탈시 충격 신호

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드 공진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열소매 이탈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림 17. LPMS 센서 마운  패드 type3의 개략도

  따라서 본 설계･제작 에서는 LPMS 용 패드는 진동 특성을 고려한 Type 3를 

선정하여 부착하 다. 실제 배 에 장착된 LPMS 패드가 type3인 이 패드를 사

용하여 마운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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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제작

        (가) 공 범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하나로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설비의 핵심이 

되는 세그먼트 차폐체 제작  조립, 시험  검사, 취   보 , 운송, 품질

리 등 세그먼트 차폐체 공  계약자가 수행하는 일체의 행 에 한 제작기술 

규격  요건을 기술한다.

                 나) 공 물품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과정에서 시방서 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 합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바로 잡기 

한 일체의 역무에 한 책임을 진다. 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발주자)이 승

인한 제작도서라고 하더라도 부 합사항에 한 시정조치는 계약자 책임사항이

며, 시정조치 방법에 하여 계약자와 발주자간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발주자

의 의견을 우선한다.

                 다) 본 시방서는 세그먼트 차폐체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 

요건 는 련 규격  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술기 을 포함하고 있

지는 않다. 따라서 계약자는 비록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그먼트 

차폐체의 제작  공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요건 는 기술기 은 

히 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자 포함 업무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작시방서  설계문서, 설계도

면 등의 기술요건과 련 기술기 에 따라 물품  용역을 제공한다. 한 안

한 설치, 시험  성능시험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보조기기, 

부속품 는 용역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되는 세그먼트 차폐체

를 제작, 공 , 설치하여야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제작 련 기술기   규

격에서 정하는 차와 방법에 의한 검사  시험을 수행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모든 공 물품의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시방서에

서 요구하는 설계도면, 제작도면, 차서, 시험  검사보고서 등 품질을 입증하

기 한 련문서들을 작성, 제출한다.

                 라) 계약자는 공 물품의 성능이 제작시방서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한 일체의 시험  검사를 수행한다. 시험  검사에는 공장

검사뿐만 아니라 설치 장에서의 성능시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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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계약자는 물품을 납품하기 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세정, 

도장, 명 부착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자에 의하여 최종 승인된 물품을 시방서 요

건에 따라 포장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설치한다.

                 사) 계약자는 제작공장 는 설치 장에서의 시험, 검사 는 

보수 등을 수행하기 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장비 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세그먼트 차폐체의 조립, 설치  해체를 한 일반 공구

가 아닌 특수도구가 필요하면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2년간의 정상운 에 필요한 비부품과 목록을 

제공한다.

              3) 계약자 불 포함 업무

                 가) 아래의 항목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표 2. 소 자재 목록

       

해당 Sub Ass'y 해당 Part 부품 수량

Segment Assembly

P.E (5% Boron 함유) 460 Kg

Adapter ( 로 조인트) 34 Ea

Air Cylinder (Ø63 x 250L) 34 Ea

Side Segment Assembly
Adapter ( 로 조인트) 4 Ea

Air Cylinder  (Ø100 x 430L) 4 Ea

Limit Switch Assembly Limit Switch 19 Ea

Mustache Assembly LM-Guide (R-Type) 1 Set

                 나) 장 안내, 장지원  시설 장치 사용은 발주자가 제공

한다.

                 다) 제작, 시험  장설치의 감독은 발주자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라) 설치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자는 설계  제작 

근거로 최종 설치 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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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자 책임 사항

본 용역의 기술  사항과 법률에 되는 사항에 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

역 수행 기간  납품 후에 라도 계약자에게 있다.

                 가)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나)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는 과실로 당해 작

업 목 물 는 제 3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

야 하며, 계약자는 보험 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작업을 완료하기 에 이행

보험증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하여 계약자는 본 시방서와 

계법령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로의 안 성  신뢰

성 보장을 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된 계약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련규격  규제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락된 사항이라도 냉 성자 실험동  차페

체 구조물의 안 성 확보를 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해서는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냉 성자 실험동 내부 출입 시 출입 차를 수

하여야 한다. 한 업무수행  안 을 하여 안 작업 수칙  산업안 보건 

법을 수하여야 하며 안 사고 발생시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 종결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 으로 발표 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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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구성도(1)

그림 19.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구성도(2)

          (나) 설계기

              1) 기술기   규격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의 일반 인 제작규격  기술기 은 다

음과 같으며 계약일 기 을 용하며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의한다.

                가) 제작규격  표

                   ① KSA(Korea Standard Association)

                   ② KSB 0161 : 표면 거칠기 정의  표시

                나) 설계문서

                   ①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상세 설계보고서

                다)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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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계도면 목록

    

순번 도면번호 개정 제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HAN-NI-DW-MC-851-2007-001

HAN-NI-DW-MC-851-2007-001-001

HAN-NI-DW-MC-851-2007-001-002

HAN-NI-DW-MC-851-2007-001-003

HAN-NI-DW-MC-851-2007-002

HAN-NI-DW-MC-851-2007-002-001

HAN-NI-DW-MC-851-2007-002-002

HAN-NI-DW-MC-851-2007-002-003

HAN-NI-DW-MC-851-2007-002-004

HAN-NI-DW-MC-851-2007-002-005

HAN-NI-DW-MC-851-2007-003

HAN-NI-DW-MC-851-2007-003-001

HAN-NI-DW-MC-851-2007-003-002

HAN-NI-DW-MC-851-2007-003-003

HAN-NI-DW-MC-851-2007-004

HAN-NI-DW-MC-851-2007-004-001

HAN-NI-DW-MC-851-2007-004-002

HAN-NI-DW-MC-851-2007-004-003

HAN-NI-DW-MC-851-2007-004-004

HAN-NI-DW-MC-851-2007-004-005

HAN-NI-DW-MC-851-2007-004-006

HAN-NI-DW-MC-851-2007-009

HAN-NI-DW-MC-851-2007-009-001

HAN-NI-DW-MC-851-2007-009-002

HAN-NI-DW-MC-851-2007-009-003

HAN-NI-DW-MC-851-2007-009-004

HAN-NI-DW-MC-851-2007-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asis plate assembly

Basis plate

Rib for the basis plate

Rib guide

Segment assembly

Segment-PE

Segment-lead

Adapter

∅63 Cylinder

Guide plate

Side segment assembly

∅100 Cylinder

Adapter

Side segment  

Limit switch assembly

Mustache base

Limit switch base

Limit switch

Limit switch bracket

Rib for support rail

Mustache base

Collimator flange assembly

Collimator adapter flange

Collimator flange

Collimator frame

Collimator frame-2

Mustache

              2) 참고문헌

                가) PQR-N-001, “구매품질요건서”, 개정 1, 2007.04.20

          (다) 일반요건

              1) 납기

                 세그먼트 차폐체의 납기는 계약 후 80일로 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납품장소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의 납품장소는 “

시 유성구 덕 로 1045(덕진동 150-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발주자 지정장

소에 납품한다.

              3) 제작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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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직  종사자 인력활용계획

                나) 제작설계부터 설치, 성능시험  최종 납품까지의 체 공

정계획표

                다) 제출도서목록  제출 일정

                라) 품질보증계획

              4) 자료 출방지  비 유지

                 본 제작용역을 하여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

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일부 는 체 내용이 타인 는 외부 기 에 설되어

서는 안 된다. 만일, 기  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는 이에 한 책임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5) 설계변경에 한 사항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일지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경미한 

수정을 요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 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당 부분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방이 인정할 경우, 

의에 의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6) 하도 의 제한

                 계약자는 계약된 용역을 발주자의 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 을  수 없다. 발주자의 승인 하에 하도 을 주었을 경우에도 원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7) 도서의 작성  제출

                가) 계약자는 모든 도서를 제작시방서의 요건과 제반 설계기

에 부합되도록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도서는 한 로 작성함을 원칙

으로 하며, 도서의 이해와 독에 유리할 경우에는 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할 검토승인용 도서는 설계책임자

의 승인  품질보증책임자의 검토서명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검토서명이 없

는 도서는 공식 제출도서로써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작과 련된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

자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동일한 차에 따라 작성하고,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자에게 다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용 도서의 제출은 자 일을 

이용하고 최종 승인이 완료된 공도서는 하드카피 3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마) 설계제작과정에서 기술 안이 발생하 을 경우, 방 의

에 의하여 결정하고 의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승인한다. 회의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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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범주에 속한다.

              8) 도면  문서의 규격

                가) 도면  문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A0 : 840 x 1190 mm

                   ② A1 : 595 x 840 mm

                   ③ A2 : 420 x 595 mm

                   ④ A3 : 297 x 420 mm

                   ⑤ A4 : 210 x 297 mm

                나) 검토승인용 제출 도면의 크기는 상호 의하여 편리한 규격

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공도면은 원래 결정된 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세트 

이상의 자 일 형식으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면은 2D & 3D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자 일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다.

                   ① 2D : Autocad 2006 버  는 이하 버

                   ② 3D : SolidEdge 20버  는 이하 버

              9)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자는 월간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3부를 익월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진도보고서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제작납품이 완

료될 때까지의 각 공정에 따른 시행내용  활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작 황  진도율

                   ② 당월 추진내용  특기사항

                   ③ 익월 추진계획

                   ④ 도서제출  개정 황

                   ⑤ 문서 수･발신 황

                   ⑥ 기타 참고사항

          (라) 기술요건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의 목 에 부합하고 경제 이며 최 의 설계기 을  

                    용하여 설계･제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세그먼

트 차폐체는 하나로 원자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특수 설비임을 감안하여 제작 

착수 에 하나로 기존시설의 설계자료, 설치  운 황, 세그먼트 차폐체의 

제작에 필요한 기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여 제작설계에 반 하고 발주자가 수행

하는 타 과업과의 연계사항을 히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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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2.2.2  2.2.2항의 설계자료를 

참조하여 실제 제작에 용할 수 있는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상세 설계 등을 하고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다음 제작에 착수하

여야 한다. 상세 제작도면  발주자가 요구하는 상세설계 작성 시 생되는 

요한 설계 변경은 불일치 사항에 한 수정 제안서(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SDDR)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 제작요건

                가) 일반 요건

                   ① 제작에 앞서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상세 제

작도면 ( 산 일 디스켓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세 제작도면에는 품명, 수량, 크기, 재질, 표면가공, 용 , 도장 등이 명기 되어

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본 시방서의 용기   승인된 도면에 

하여 작업 되어야하며 도면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계획서(Q.P)와 제

작 도면을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 후 각 공정 실행 1개월 이내에 제작  

설치에 필요한 차서를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작 과정  설계 도면상의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

한 경우 사  승인된 차에 따라 DCR을 발행하여 발주자와 의하여 승인 후

에 변경한다. 

                   ⑥ 제작 과정  발주자에 의한 경미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도면을 재승인 받아야 한다.

                   ⑦ 제작에 필요한 특수 작업(용  등)은 검토, 승인 후 작업

을 진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승인된 검사  시험 계획

서(ITP)의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항목에 하여 필요한 시기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자는 세그먼트 차폐체 상세 제작도면 작성 시 첨부

한 상세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료와 공차를 만족해야 한다.

                   ⑩ 제작 과정  상세 설계도면상의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와 의하여 승인 후 변경한다. 제작과정 에 발주자에 의

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내용은 발주자의 공식 문서로 

달될 정이고 계약자는 제작종료보고서에 설계변경문서를 포함한다. 

                나) 재료

                   ① 재료요건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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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으며 본 시방서에도 추가 으로 재료 련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②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도면  시방서에 규정된 재료요

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계약자는 재료의 구매 에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

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본 시방서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에서에서 

요구하는 용되는 재료에 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세그먼트 차폐체 구성품에 한 모든 재료는 비자성체 

이여야 하며 상세 Spec.은 첨부도면에 규정하 다.

                   ⑤ 차폐체 세그먼트에 사용되는 납은 안티몬 5%를 함유한 

재료이어야 한다.

                다) 가공  조립

                   ① 기기, 부품, 부속품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  

조립 차에 따라 제작  설치해야 하며 본 시방서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재료로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는 허용공차 내에서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③ 계약자는 부품의 가공에서부터 조립, 시험  검사까지의 

체 작업공정을 문서화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부품 조립을 시작하기 에 필요한 시험  검사를 완료

하여야 하며, 조립 후 불만족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구성품은 폐기 처분하

고 최 의 차에 따라 재가공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한 불만족사항의 검

토 결과, 부분 수정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단될 경우 보수작업 차서 승인 

후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알루미늄 재질의 부품은 아노다이징(자연색) 표면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세정

                   ① 계약자는 공 상 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완성품에 한 청정도 유지를 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세정작업은 부품 

단 의 세정과 단  조립품의 세정 그리고 최종 조립이 완성된 체에 한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세정 시 다음의 기본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부품 가공 시 표면에 부착 된 이물질들(먼지, 오일에

멀젼, 가공류, 냉각류)을 부품의 품질 향상을 해 반드시 제거한다. 구성품의 형

상 는 재료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비눗물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자와 의하여 세정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조립이 완료된 차폐체에 

한 세정방법은 별도로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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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척 완료된 부품의 취  시에는 반드시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작업장은 먼지나 부유물이 없는 청결하고 습도가 높지 않은 곳

이어야 한다.

                   ④ 조립되어지는 모든 나사부  볼트류는 아세톤으로 세척

되어야 한다.

                   ⑤ 가공부를 제외한 모든 부 는 Sand Blasting 처리한다.

                   ⑥ Sand Blasting 처리 후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아세톤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완 하게 제거하여

야 한다.

              4) 기기별 제작요건

                가) Basis Plate Ass'y

                   ① 구성

                      ㉮ Basis Plate Ass'y는 Shielding Ass'y에 볼트로 조립

되어 Segment Ass'y  Side Segment Ass'y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참고도면

           - Basis Plate Ass'y : 

                            HAN-ANI-DW-MC-851-2007-001

           - Segment Ass'y : 

                            HAN-NI-DW-MC-851-2007-002

           - Side Segment Ass'y : 

                            HAN-NI-DW-MC-851-2007-003

           - Shielding Ass'y : 

                            HAN-NI-DW-MC-851-2007-005

                      ㉰ 그림 20. 참조

                   ② 기능요건

                      ㉮ Basis Plate Ass'y는 차폐체의 핵심이 되는 고 량

의 Segment들을 지지하여야 하며 각 Segment들의 상․하 운동 시 변   하

에 견뎌야한다. 

                   ③ 재료요건

                      ㉮ Basis Plate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

면에 따른다. 

                   ④ 연계요건

                      ㉮ Basis Plate Ass'y는 Shielding Ass'y에 볼트 조립되

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

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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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elding Ass'y에 볼트조립 시 풀림방지를 한 제

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작설계 시 유지보

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Basis Plate의 차폐체와 조립되는 홀(φ22.0)은 차폐체 

제작 후(제작사: 두 건설) 장측정 후 홀 치를 확인하여 재조정한 치수를 반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Basis Plate는 하나의 Plate로 가공되어야 하며 여러

개의 Plate로 용 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Basis Plate Ass'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

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립 후, 최종 Basis Plate Ass'y 제작 완료 후 마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0. Basis Plate Ass'y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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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egment Ass'y

                   ① 구성

                      ㉮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볼트로 조립

되어 상․하 운동으로 차폐를 하게 구성되어 있다.

                      ㉯ Segment Ass'y는 17개이고 공기압 실린더로 구동되

며 형태  사양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 참고도면

           - Basis Plate Ass'y : 

                            HAN-NI-DW-MC-851-2007-001

           - Segment Ass'y : 

                            HAN-NI-DW-MC-851-2007-002

           - Shielding Ass'y : 

                            HAN-NI-DW-MC-851-2007-005

                      ㉱ 그림 21. 참조

                   ② 기능요건

                      ㉮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조립되어 

235mm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Segment Ass'y의 무게  무게 심을 고려하여 공

기압 구동 실린더를 배치하여야 하며 편심 상을 방지하기 하여 로  조인

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기압 실린더의 구동 시 ․아래의 닿는 면 에 충

격  진동(1kg 미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기압 실린더에 니들조

밸 를 이용하여 유량조 로 인한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조 을 하여야 한다.

                      ㉱ 공기압 실린더의 구동 시 실린더에 내장형 근 스

치를 설치해 원하는 치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egment Ass'y는 각각 제어  동시제어가 가능하여

야 하며 근 한 3개 단 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Segment Ass'y의 구동  제어를 한 기  신호

로 작동하는 센서는 고장의 정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 . 스 링식 근

스 치)인 센서 타입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요건

                      ㉮ Segment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

에 따른다. 제작된 차폐는 성과 연성을 고려하여 간섭이 있는 부분에 마찰이 

최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연계요건

                      ㉮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볼트 조립되

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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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각 Segment들과의 조립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Segment Ass'y의 구동을 한 공기압 튜   선

들의 배치를 고려(최 한 짧게)하여야 하며 각 이블은 이블트 이에 보 되

어야 한다.

                      ㉰ Basis Plate Ass'y에 볼트조립 시 풀림방지를 한 

제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작설계 시 유지  

                      ㉱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Segment Ass'y 는 17개의 단 부품이 원주방향으로 

조립되며, 각 부품별 최  간극(Clearance)은 +0.2mm 이내 이어야하고, 총 17개

의 단 부품(Pb부분)의 원주(방향)길이는 최  1852.8mm, 최소 1849.6mm 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Segment assembly의 주요구성품은 폴리에틸 (PE)과 

납(Pb)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면과 치수를 일치시키기 해 가공 차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의 무른 성질로 인해 직  폴리에틸 , 구동 실린더

와 볼트 체결은 어렵기에 Segment assembly에 인서트를 박은 후 볼트체결을 해

야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Segment assembl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사 에 제출하여 승인된 치수검사 차서

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

립 후, 최종 Segment assembly 제작 완료 후 마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egment assembly의 제작  치수검사가 완료되면 

Basis Plate assembly에 조립하여 조립검사를 하여야 하며 조립 후 상․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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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Segment assembly에 구동시험에 한 차

서를 시험  2주일 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동시험의 

시험요건은 4.3.2의 2)항 기능요건을 따른다. 

그림 21. Segment assembly 구성도

                다) Side Segment Assembly

                   ① 구성

                      ㉮ Side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조립되

어 상․하 운동으로 차폐를 하게 구성되어 있다.

                      ㉯ Side Segment Ass'y는 2개이고 공기압 실린더로 구

동되어 형태  사양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 참고도면

           - Basis Plate Ass'y : 

                            HAN-NI-DW-MC-851-2007-001

           - Side Segment Ass'y : 

                            HAN-NI-DW-MC-851-2007-003

           - Shielding Ass'y : 

                            HAN-NI-DW-MC-851-2007-005

                      ㉱ 그림 22. 참조

                   ② 기능요건

                      ㉮ Side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조립되

어 460mm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Side Segment Ass'y의 무게  무게 심을 고려하

여 공기압 구동 실린더를 배치하여야 하며 편심 상을 방지하기 하여 로  

조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기압 실린더의 구동 시 ․아래의 닿는 면 에 충

격  진동(1kg 미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기압 실린더에 니들조

밸 를 이용하여 유량조 로 인한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조 을 하여야 한다.

                      ㉱ 공기압 실린더의 구동 시 실린더에 내장형 근 스

치를 설치해 원하는 치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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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e Segment Ass'y는 1개 단   동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Side Segment Ass'y의 구동  제어를 한 기  

신호로 작동하는 센서는 고장의 정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 . 스 링

식 근 스 치)인 센서 타입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요건

                      ㉮ Side Segment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

계도면에 따른다. 제작된 차폐는 성과 연성을 고려하여 간섭이 있는 부분에 마

찰이 최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연계요건

                      ㉮ Side Segment Ass'y는 Basis Plate Ass'y에 볼트 조

립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각 Segment들과의 조립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Side Segment Ass'y의 구동을 한 공기압 튜   

선들의 배치를 고려(최 한 짧게)하여야 하며 각 이블은 이블트 이에 보

되어야 한다. 

                      ㉰ Basis Plate Ass'y에 볼트조립 시 풀림방지를 한 

제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작설계 시 유지

보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된다.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Side Segment Ass'y의 주요 구성품은 납으로 되어있

으며 도면과 치수를 일치시키기 해 가공 차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의 무른 성질로 인해 직  구동 실린더와 볼트 체

결은 어렵기에 Side Segment Ass'y에 인서트를 박은 후 볼트체결을 해야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Side Segment Ass'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사 에 제출하여 승인된 치수검사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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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

립 후, 최종 Side Segment Ass'y 제작 완료 후 마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

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ide Segment Ass'y의 제작  치수검사가 완료되면 

Basis Plate Ass'y에 조립하여 조립검사를 하여야 하며 조립 후 상․하 이동 구

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Side Segment Ass'y에 구동시험에 한 차

서를 시험  2주일 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동시험의 

시험요건은 4.3.3의 2)항 기능요건을 따른다. 

그림 22. Side Segment Ass'y 구성도

                라) Limit Switch Ass'y

                   ① 구성

                      ㉮ Limit Switch Ass'y는 Shielding Ass'y에 볼트로 조

립되어지며 Mustache Ass'y의 회  운동 시 회 운동 제어  구조  지지를 

한다.

                      ㉯ 참고도면

Limit Switch Ass'y : HAN-NI-DW-MC-851-2007-004

Shielding Ass'y : HAN-NI-DW-MC-851-2007-005

Mustache Ass'y : HAN-NI-DW-MC-851-2007-010

                      ㉰ 그림 23. 참조

                   ② 기능요건

                      ㉱ Limit Switch Ass'y는 Shielding Ass'y에 설치되며 

Mustache Ass'y가 Limit Switch Ass'y의 설치된 가이드를 따라 정면 심으로 

좌․우 칭 60°(120°)내에 각각의 Segment Ass'y의 심 치에 제어되어야 한

다.

                      ㉲ 이를 해 Limit Switch Ass'y에는 19개(Side 

Segment 제어 2개 포함)의 Limit Switch가 있어야 하며 이동  정지를 한 

제어가 되어 원하는 치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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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it Switch Ass'y 의 Mustache Ass'y는 ·후 

동작이 아닌 LM 가이드 반경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Collimator와 같이 성자 

빔의 방향과 1' (=1/60도) 내외의 오차로 성자 빔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상용품 선정 시 LM 가이드 등과 같은 련 자료를 사 에 제출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imit Switch Ass'y의 구동  제어를 한 기  

신호로 작동하는 센서는 고장의 정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 . 스 링

식 근 스 치)인 센서 타입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

                      ㉮ Limit Switch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계

도면에 따른다. 

                   ④ 연계요건

                      ㉮ Limit Switch Ass'y는 Shielding Ass'y에 볼트 조립

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

여야 하며 조립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Shielding Ass'y, Mustache Ass'y와 볼트조립 시 풀

림방지를 한 제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

작설계 시 유지보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된다.

                      ㉰ Mustache Ass'y와 볼트조립 시 납의 무른 성질로 인

해 직  볼트 체결은 어렵기에 Mustache Ass'y에 인서트를 박은 후 볼트체결을 

해야한다.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Mustache Base는 하나의 Plate로 가공되어야 하며 여

러개의 Plate로 용 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Limit Switch Ass'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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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립 후, 최종 Limit Switch Ass'y 제작 완료 후 마

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

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그림 23. Limit Switch Ass'y 구성도

                마) Mustache Ass'y

                   ① 구성

                      ㉮ Mustache Ass'y는 Limit Switch Ass'y에 조립되어

지며 Limit Switch Ass'y에서 120°의 회  운동을 하게 되어있다.

                      ㉯ Mustache Ass'y의 회  운동을 해서 Shielding 

Ass'y 하단의 Rotary Actuator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해 계약자는 

Mustache Ass'y의 회  운동을 한 회  지지 의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

다. 회 지지 의 설계개념은 그림 24.  참조한다.

                      ㉰ 참고도면

           - Limit Switch Ass'y : 

                            HAN-NI-DW-MC-851-2007-004

           - Shielding Ass'y : 

                            HAN-NI-DW-MC-851-2007-005

           - Collimator Case Ass'y : 

                            HAN-NI-DW-MC-851-2007-009

           - Mustache Ass'y : 

                            HAN-NI-DW-MC-851-2007-010

                      ㉱ 그림 24. 참조, 그림 25. 참조

                   ② 기능요건

                      ㉮ Mustache Ass'y는 Limit Switch Ass'y에 설치되며 

Limit Switch Ass'y에 설치된 가이드를 따라 정면 심으로 좌․우 칭 

60°(120°)내에 각각의 Segment Ass'y의 심 치에 제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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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해 Limit Switch Ass'y에는 19개의 Limit 

Switch가 있어야 하며 이동  정지를 한 제어가 되어 원하는 치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Mustache Ass'y는 Segment Ass'y의 1개 단 로 

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Mustache Ass'y는 ·후 동작이 아닌 LM 가이드 반

경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Collimator와 같이 성자 빔의 방향과 1' (=1/60도) 

내외의 오차로 성자 빔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상용품 선정 

시 LM 가이드 등과 같은 련 자료를 사 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Mustache Ass'y의 구동  제어를 한 기  신호

로 작동하는 센서는 고장의 정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 . 스 링식 근

스 치)인 센서 타입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

                      ㉮ Mustache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

에 따른다. 

                   ④ 연계요건

                      ㉮ Mustache Ass'y는 Limit Switch Ass'y에 조립되어 

하단의 Rotary Actuator에 의해 미세 각도 조 되기 때문에 회 지지 의 상세

설계  제작이 요하다. 이는  Sample Table과의 조립에도 유의하여야 한

다. 계약자는 회 지지 의 상세설계 시 Sample Table과의 연계도면을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Mustache Ass'y는 Limit Switch Ass'y에 볼트 조립

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

여야 하며 조립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Limit Switch Ass'y에 볼트조립 시 풀림방지를 한 

제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작설계 시 유지

보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된다.

                      ㉱ Mustache Ass'y 내에는 Collimator Case Ass'y가 볼

트조립 되며 납의 무른 성질로 인해 직  볼트 체결은 어렵기에 Mustache 

Ass'y에 인서트를 박은 후 볼트체결을 해야 한다.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 

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Mustache Ass'y의 주요 구성품은 납으로 되어있으며 

도면과 치수를 일치시키기 해 가공 차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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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의 무른 성질로 인해 직  구동 실린더와 볼트 체

결은 어렵기에 Mustache Ass'y에 인서트를 박은 후 볼트체결을 해야하며 정확

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체조립 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Mustache Ass'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사 에 제출하여 승인된 치수검사 차서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립 

후, 최종 Mustache Ass'y 제작 완료 후 마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

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Mustache Ass'y의 제작  치수검사가 완료되면 

Limit Switch Ass'y에 조립하여 조립검사를 하여야 하며 조립 후 상․하 이동 

구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Mustache Ass'y에 구동시험에 한 차서를 

시험  2주일 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동시험의 시험

요건은 4.3.4의 2)항 기능요건을 따른다. 

그림 24. Mustache Ass'y  Collimator Case Ass'y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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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회  지지 의 설계개념도

                바) Collimator Case Ass'y

                   ① 구성

                      ㉮ Collimator Case Ass'y는 Mustache Ass'y 내부에 조

립되어지어 단색기와 연결되며 성자 빔의 발산 정도를 제어하여 직진성향을 

갖도록 하는 Collimator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참고도면

           - Collimator Case Ass'y : 

                            HAN-NI-DW-MC-851-2007-009

           - Mustache Ass'y : 

                            HAN-NI-DW-MC-851-2007-010

                   ② 기능요건

                      ㉮ 해당사항 없음.

                   ③ 재료

                      ㉮ Collimator Case Ass'y의 재료요건은 첨부의 상세 설

계도면에 따른다. 

                   ④ 연계요건

                      ㉮ Collimator Case Ass'y는 Mustache Ass'y에 볼트 조

립되며 정확한 조립을 한 포지션 핀 등의 조립요건  차를 작성하여 반

하여야 하며 조립공차는 일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 Mustache Ass'y에 볼트조립 시 풀림방지를 한 제

작설계를 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풀림방지 제작설계 시 유지보

수를 해 용 을 이용한 풀림방지를 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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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트 조립 시 원활한 조립  분해를 해 반드시 

Nuclear Grade의 Anti- seizing를 얇게 도포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⑤ 가공요건

                      ㉮ Collimator Case Ass'y의 내부에는 Collimator가 설치

되어야 하며 이를 제작 시 반 하여야 한다.  

                      ㉯ Collimator Case Ass'y는 Mustache Ass'y내부에 장

착되고 성자 빔의 방향과 1' (=1/60도) 내외의 오차로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하

고 바닥에서부터 빔의 심인 1500mm 높이에 정확이 치해야하므로 평탄도를 

잡아야하기에 필요부분은 정 가공  연마작업을 해야한다. Mustache Ass'y와

는 볼트조립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여야한다.

                      ㉰ 조립 후 각 부품의 세정은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조

립을 한 모든 부품들은 가공   가공 후에 세정 작업을 수행하여 모든 오

염물이 제거되었음을 발주자로부터 검사 받은 후에 조립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에 용할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치수, 허용오차 등은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의 기 을 따라야 한다.

                   ⑥ 시험  검사요건

                      ㉮ 시험  검사의 일반사항은 은 ‘제7장 시험  검사’

항을 참조한다.

                      ㉯ Collimator Case Ass'y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

정  부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사 에 제출하여 승인된 치수검사 차

서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립 후, 최종 Collimator Case Ass'y 제작 완료 후 마다 치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도

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Collimator Case Ass'y의 제작  치수검사가 완료되

면 Mustache Ass'y에 조립하여 조립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포장, 운송, 취   보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제품 청결도와 취   운송에 한 책임이 있다.

                나) 계약자는 기기 납품 시 발주자의 임시 보  장소와 최종 설

치될 냉 성자 실험동 치까지 반입, 운송될 것을 고려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기기의 설치 는 사용 시 이 연기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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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장기간 보 이 가능한 수 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스테인리스강 재질은 다른 속과 하지 않도록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기의 표면은 먼지나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라스틱 비닐 등

을 이용하여 진공 포장한다.

                나) 기기의 개구부(opening)는 이물질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

록 완 히 하여야 한다. 

                다) 차폐, Mustache 내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부를 불활성 기체로 충 한 상태에서 말단부를 처리한다. 을 한 마

개 장착으로 인한 기기의 손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라) 가능한 한 기기는 최 한 조립된 상태로 포장한다.

                마) 운송을 한 최종 포장 에 완성품에 한 세정상태를 확

인하고 4.2.4의 세정요건이 여 히 만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정상태가 불만

족 될 경우 본 시방서에 규정된 세정요건에 따라 세정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바) 외부로부터의 물리  충격을 방지하기 하여 모든 제품은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충분한 완충재로 감싸고 고정되어야 한다. 기기에 부착된 

배  등 부속품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방법으로 지지, 고정되어야 한다.

                사) 최외곽 표면에는 기기의 무게, 무게 심, 기기명, 발주자  

계약자 연락처 등 기기를 취 하는 작업자를 한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

다.

                아) 기기의 포장과 련하여 특수조건이 용되어야 할 경우 작

업 차서에 이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송

                가) 내부설치 부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해 무진동 특수 트럭 

는 트 일러와 같은 차량으로 기기를 운반할 경우에는 기기가 운반 장치에 견

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나) 운송  강우, 강풍, 강설 등 악천후에 노출되더라도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 보호되어야 한다.

                다) 포장된 기기를 크 인 등으로 들어 올릴 때 리 러그 체

결지 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취   보

                가) 계약자는 기기의 유지 리조건, 취   보 에 한 지침

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기가 설치 장에 도착하게 되면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 입

회하에 포장을 개 하고 한 방법으로 기기의 건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포

장의 개방 등 인수검사가 완료되기 의 일체의 작업은 계약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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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기의 인수가 성공 으로 완료되면 이후부터의 기기 리는 

발주자가 수행한다.

          (바) 품질보증

              1) 계약자는 본 시방서 는 련 규격의 기술요건을 만족시키기 

한 모든 물품 는 용역의 품질을 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역무에 속하는 각종 기기의 품질등 은 S등  이다.

              3) 본 시방서와 련된 역무는 품질등  S로 분류된 물품 는 

용역은 동종의 산업규격에서 일반 으로 용하는 품질 리요건을 용한다.

              4) 계약자는 필요한 물품 는 용역에 하여 하도 을  경우, 

하도  업체의 품질 리가 본 시방서의 품질보증요건에 합하도록 리, 감독하

여야 한다. 

              5) 계약자는 2.2 의 기술기   규격을 만족시키는 품질보증서

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험, 검사  설치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본 시방서 업무 내역으로 분류된 모든 기기에 

한 시험  검사를 2.1 에 제시된 기술기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  검사를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  행정  처리는 계약

자의 책임이다.

                나) 계약자는 세그먼트 차폐체 제작 련 시험  검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작공정표를 기 으로 시험  검사계획서에 

입회 을 표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를 수행하기 최소 

일주일 에 발주자에게 입회를 공식 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모든 시험 는 검사는 문서

화된 차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된 차서는 최소한 시험 는 검사 시행 2

주일 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라) 계약자가 공인검사원 등 필요에 의하여 외부 기 에 시험 

는 검사를 탁할 경우, 시험 는 검사보고서에 외부 기  책임자의 서명 외 

계약자 측의 품질보증책임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2) 시험  검사

                가) 재료검사

                   ① 4.2.1 , 표 2  첨부의 상세 설계도면에 따라 재료가 선

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계약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료에 한 증빙

자료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세 설계도면의 재료규격과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구매 착수 에 재질변경의 타당성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

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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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수검사

                   ① 세그먼트 차폐체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부

품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즉, 각 단품들의 부품들은 

가공 완료 후, 단품 조립 후, 최종 차폐체 제작 완료 후에 치수검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계약자는 각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치수검사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계약자는 상세 제작도면에 규정된 치수와 공차에 부합되

도록 제작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측정결과를 성 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외 검사

                   ① 표면처리  청결도 상태 각 부품 손상여부를 검사한다.

                     ㉮ 세그먼트 차폐체의 조립 후 청정도를 유지하기 해 

각 단품의 구성품 제작 가공 후, 용  후 용 부 , 그리고 최종 조립체인 세그

먼트 차폐체에 해 세정검사를 수행한다.

                     ㉯ 조립되어지는 모든 나사부  볼트류는 아세톤으로 세

척되어야 한다.

                     ㉰ 가공부를 제외한 모든 부 는 Sand Blasting 처리한다.

                     ㉱ Sand Blasting 처리 후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아세톤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완 하게 제거하

여야 한다.

              3) 공장시험

                가)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차서에 따라 계약자의 공장에서 수

행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수행 7일 까지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성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검사를 한 확인 과 입회 을 지정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확인 과 입회 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발주자의 공장 검사자가 검사를 해 공 자의 

공장을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일반사항

                   ① 계약자는 세그먼트 차폐체의 효율성과 품질 확보를 한 

발주자 검토기간(3일)을 고려하여 공장시험에 한 차서를 작성하여 시험 7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종 시험 차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 시험품목, 시험일자, 시험자, 시험장소, 시험조건

                     ㉯ 시험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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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출력 형태, 온/습도 등의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는 

제반사항

                     ㉱ 시험결과  합격여부, 정기

                   ③ 각종 시험요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시험 결

과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 인수검사

                가) 장 인수검사는 계약자와 발주자 표가 동시 입회한 상태

에서 수행한다. 포장의 개방 등 인수검사가 완료되기 의 일체의 작업은 계약자

가 수행한다.

                나) 세그먼트 차폐체의 고정상태  포장상태가 최  운송 시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리 러그를 이용하여 포장된 기기를 검사하기에 한 

장소로 옮긴다. 

                라) 포장재를 제거하고 외표면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마) 기기의 개구부(opening) 상태가 최 의 상태로 유지되

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별도 포장하여 운송한 부품류는 표면손상유무, 내부 청결상

태 등을 확인한다.

          (아) 제출도서

              1) 입찰 시 제출서류

                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제작  제출도서

                가) 사업 리 련 문서

                   - 3.3 에 따른 제작수행계획서(계약 후 1개월 이내)

                   - 3.9 에 따른 월간 진도보고서

                나) 제작도서

                   - 상세 제작도면

                   - 검사  시험계획서(Inspection and Test Plan)

              3) 차서  검사보고서

                가) 제작공정 차서: 제작공정계획표, 검사  시험계획표 포함

                나) 치수검사  측정 검사보고서

                다) 설치 차서



- 56 -

                라) 성능시험 보고서

              4) 품질증빙서류

                가) 8.3 의 각종 차서에 따라 수행한 검사/시험 결과보고서

                나) 재료검증 자료

              5) 제작종료보고서

                제작종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8.4 의 품질증빙서류

                나) As-built 도면

                다) 차서  검사보고서

                라) 특수 부품 취 차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마) 부 합사항보고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바) 설계변경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57
 -

１－３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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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제작 “ISO 9001 인증” 갱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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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날로 높아가는 원자력

기기장치에 한 품질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한 기에 공 함으로써 연구·개

발 사업이 성공 으로 수행 되도록 극 지원하고자, 본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제작을 한 설계, 로젝트 리, 제작  서비스에 한 “ISO 9001 인증” 획득

을 추진하 다.

         (1) 추진 배경

             - 원자력시설에 공 하는 기기장치의 품질보증시스템 부재

             - 원자력시설의 KINS 정기검사 강화로 안 운 시스템 필수

         (2) 추진 과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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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9.03～’06.09.04)
             - 내부 감사 실시    : (’06.09.23～’06.09.24)
             - 시정  후속 조치 : (’06.09.25～’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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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1.21～’09.01.21)
             - 내부 감사 실시 : (’09.09.18～’09.09.19)
             - 시정  후속 조치 : (’09.09.23～’09.12.16)
             - 제 2차 사후 리심사 : (’09.09.18)

             - 내부 감사 실시 : (’09.05.20)

             - 시정  후속 조치 : (’09.05.24～`09.08.14)

             - 갱신 심사 : (’09.06.09～`09.06.10)

             - 경  검토 : (’10.01.28～`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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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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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 기기장치제작기술, 안정성의 국제  인증  연구원 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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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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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설비 리

                  - 품질 검사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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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그림 “30” 은 인증서명패  인증서( 문/한 ) 등 련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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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증서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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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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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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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시정조치요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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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심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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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주제작 연구기기

     가. 개량 해환원 원료공 장치 제작(고온소성로) 제작

       (1) 품  명 : 개량 해환원 원료공 장치 제작(고온소성로)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개략도면  시방 내용 참조 

       (4) 제작 시방 내용

          (가) 목

               본 개량 해환원 원료 공 장치(고온소성로) 는 Mock-Up  

라이드 공정장치 에 원료를 공 하는 장치이다.

          (나) 사양 : 도면  장치 구성 참조

       (5) 장치의 구성

          본 장치의 구성은 U3O8 미세분말을 취 할 수 있는 러 박스와 미

세분말과 pellet을 이송하기 한 Antechamber . pellet 도가니를 취 할 수 있는 

크 인 , pellet을 고온소성 할 수 있는 가열로 , 고온장치 온도 제어를 한 콘트

롤 박스로 구성된다.

          (가) 해환원 원료공 장치 러 박스  고온소성가열로

               러 박스는 다음 사양을 공통 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시료의 

이동  실험에 필요한 기본 인 러 박스 사양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재질: 스테인 스 스틸 304, 두께: 4 mm 바닥두께: 20mm * 

높이1000mm *길이 1500mm * 폭800mm

                  - 러 박스 지지  크기 : 높이800mm * 고하 에 견딜 수 

있는 각   바퀴는 제작업체가 설계･제작한다. 

               2) 물품의 반･출입  러 박스 간 시료 이송을 한 

Antechamber가 설치되고, 러 박스 내부는 에어분 기로 유지하되 미세분말이 

밖으로 비산하지 않게 폐를 해야 한다.

               3) 러 박스 내부에 압력발생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오토 

퍼지 시스템 는 제작업체가 구상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압력 토출구 에는 미세분말이 나가지 않게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4) 러 박스 상부나 면에 내부 조명을 한 형 등을 설치하

여야 하며 반응기 취  시 안 을 고려하여 형 등에 안 망을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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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러 박스 면에는 반사  부심을 최소로 하는 

polycarbonate 재질의 10mm 안  창을 설치하고, 외부작업자가 러 박스 내부

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고무장갑(재질: butyl rubber, 규격: ø8×35L in. 이상)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양 변경 시 당소 제작감독원과 의 후 진행한다.

               6) 러 박스 내부에서 사용될 기기  장치에 원을 공 하도

록 하기 해 원 220V 콘센트 공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러 박스 벽

체에는 원  가스 공  시 기  유지를 한 feed through나 밸 를 사용하

여야 한다. 

               7) 러 박스 본체는 일정 높이의 지지  에 견고하게 설치되

어야 하며, 지지 는 고정  이동식 바퀴가 부착되어야 한다. 단) 러 박스 하

단부 무게를 고려하여 제작업체는 당소제작감독원과 의 후 진행한다.

               8) 러  박스 내로 큰 물체 주입하기 한 주입구 500(L) × 

450(W) × 320(H) 가 있어야 한다. 주입구 내에는 시료의 주입이 용이하게 슬라

이드  이 설치되고, 슬라이드  이 주입구 밖으로 10cm 이상 이동이 가능하여

야 한다.  

               9) 러 박스 내부에 시약 등의 필요한 물품을 보 하기 한 

선반을 상부에 설치하며, 부착되는 선반은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선반 설치시 반응기 취  시 간섭이 되지 않게 제작감독원과 의 후 

설치한다.

               10) 러 박스 내부에는 량물을 취 하기 한 크 인을 설치

해야 하며 크 인하 은 100Kg이상이며 로 박스 외부에서 취 이 가능 하도

록 해야 한다.

   

          (나) 고온소성로 가열 System

               1) 내부 반응기 재질 : 고 도 알루미나외경 220mm * 내경

200mm*높이300mm 

크 인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알루미나에 홈을 가공해야 한다.(도면참조) 수량 

3개

               2) 외부 반응기 재질 : STS316 Plate 로 설계제작 해야 하며 내

부 단열제 를 고려하여 외경크기는 기입하지 않았으나 설계상 제작감독원과 

의하여 진행 한다.

               3) 고온소성 가열로는 1700도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열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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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며 발열이 외부로 달되지 않게 외부 이스는 냉각수를 공 할수 있도록 

설계･제작해야 한다. 제작 감독원과 충분히 의 후 진행한다.

               4) 가열로를 지지하는 바닥은 러  박스 지지 를 높이를 고려

하여 단열이 되도록 제작업체가 설계제작 해야 한다. 

               5) 고온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로 박스에 향을 주지않게 

고온소성로 상단 뚜껑 부분을 충분히 폐하여 로 박스내 온도를 30도 이하

가 되도록 설계제작 해야 한다.(제작감독원과 의)

               6) 폐된 고온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제어하기 한 알곤 

라인을 설치하고 gas off line 에는 메탈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분말을 포집할수 

있도록 설계제작 한 후 gas 만 기존설치 된 환기구에 연결해야 한다. 

               7) 고온소성로 설계시 제작감독원과 충분히 의한 후 진행한다.

 

          (다) Antechamber

               러 박스에 시료의 이동을 하여 Antechamber는 알곤 분

기가 아닌 에어분 기 에서 운 하므로 미세분말이 출되지 않게 폐가 잘돼

야 한다.

               1) 크기 : 500(L) × 450(W) × 320(H) 형1개 

               2) 기 도:  없음

               3) 재질 : 스텐 스 스틸 304, 두께: 4 mm

    

               1) Butyl glove (15mil, #1139542A/9-3/4") :  20k 

               2) 러  오링 : 3Set

               3) Antechamber오링 : 2Set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본 해환원원료공 장치(고온소성로System) 제작업체는 도면  제

작시방서에 의해 제작하되, 작업에 착수하기 에 기술검사부서와 충분한 의를 

하여야 한다. 한, 상세설계도를 기술검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제

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제작 검수  승인 사항

          (가) 본 품의 공 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상세 설계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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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세서를 기술검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외 검사: 외 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않되며, 형상, 재질 등이 승

인도 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공 자는 본 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치설계도, 기계장 회로

도, 취 설명서, 부품사양서를 각 2부씩 제출하고, 비 부품을 제공한다.

       (8) 계약 이행 사항

   본 품의 공 자는 당 원이 임명한 제작감독원의 요구  조사항을 극 이

행하여야 하며, 제작시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  추가사항에 해서는 기 체결된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9) 안 리에 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 사고에 해서는 계약

자가 일  책임진다.

       (10) 납품  설치사항

    본 품의 납품  설치장소는 기술검사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납품일자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로 한다.

       (12) 품질보증  하자보증

    공 자는 품질(본 시방내용)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

로부터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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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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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류 악티늄족 해회수 시험장치 제작

       (1) 품  명 : 잔류 악티늄족 해회수 시험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본 장치는 카드뮴과 같은 액체 속을 이용하여 해조의 용융염

에 존재하는 HM (Heavy Metal : 액티늄족, 희토류족 등)을 해․회수하고, 그 

공정  액체음극(LCC : liquid cadmium cathode)에 착되는 우라늄 dendrite를 

제거하기 한 LCC assembly의 성능을 시험하는 실험장치(이하 장치)이다. 

          (나) 본 장치는 아르곤(Ar) 분 기로 유지되는 러  박스와 해반

응이 수행되는 해조, 해조를 가열하는 로(furnace), 그리고, 러  박스  

해조 내부의 산소와 수분을 각각 1 ppm 이하로 유지해 주기 한 정화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정화장치의 재생  운 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러  박스 내부의 한 쪽에는 해조가 설치되고 나머지 한 쪽에는 시료 

취 용 선반 등이 설치된다. 

          (다) 본 장치의 해조에서는 LiCl-KCl 용융염을 해질로 사용하므

로, 해조는 용융염에 부식 항성이 강한 스테인 스 316L로 제작되어야 한다. 

본 장치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에서는 부식성이 강한 LiCl-KCl 염을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염소(Cl2) 가스가 발생되는 조건이므로 러  박스 내부  장치에 

사용 되는 모든 부품을 내화학성, 내부 식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외부에서 러  박스 내부로 물건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간 

장소인 ante chamber를 러  박스 측면에 설치한다. Ante chamber에서 아르

곤 가스의 가압  감압은 진공 게이지에 의한 자동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

름이 다른 두 개의 ante chamber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본 장치의 해조에는 해조 교반기, 우라늄 등을 채울 수 있는 

양극 바스켓(basket), 참조 극, 그리고 카드뮴이 채워지는 LCC assembly 등이 

설치되며, 이러한 각 구성품의 설치, 교체 그리고 운 은 운 자의 손에 의한 직

 제어뿐만 아니라 기구를 이용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해조의 사용조건  성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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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조 내부 온도  용량 : 500℃, LiCl-KCl 용융염 15kg

              2) LCC 도가니 용량 : 카드뮴 2kg

              3) 해조 덮개(cover)는 기계 으로 up/down이 용이하여야 하며, 

고온으로 인한 열 달로 러 박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용융염의 증발을 

억제하기 해 해조 상부에 냉각수 라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스테인 스 해조는 용융염이 냉각  가열되는 에도 변형

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5) 해조와 해조 덮개는 상호 연되어야 하고, 해조 덮개 

아래 부분에는 용융염의 열을 1 차 으로 차단해 주는 방열 이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6) 알루미나(Al2O3) 재질로 제작된 해조 교반기는 회  운동에 

의하여 해질을 균일하게 혼합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해조 교반기가 회 할 

때 축의 흔들림(편차)은 0.5 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7) LCC assembly는 액체음극 교반기, 액체음극 리드선, 액체 음

극 도가니, 도가니 지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CC assembly 덮개는 해조 

덮개와는 독립 으로 up/down 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LCC assembly

를 독립 으로 분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조 덮개와는 별도로 높이조  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 LCC assembly 에서의 도가니 지지 부는 LCC 

assembly 덮개와도 독립 으로 높이 조 이 가능하여야 하며, 액체음극 교반기

가 가동 에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액체음극 교반기는 회   수직 상하 운동을 동시에 구 할 

수 있어야 하며, 교반기의 수직 행정거리는 목표치의 0.5mm 이내로 정 하게 제

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액체음극 교반기가 수직  회  운동을 할 때는 

교반기 축의 흔들림(편차)이 각각 0.5mm 이내로 정 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이 장치의 해조는 냉각수가 정상 으로 흐르는 한, 1년 365

일 동안 계속 500℃로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순간 정  등이 발생하 더

라도 원이 다시 공 되면 로(furnace)도 다시 재가동되어 해조가 500℃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냉각장치에 이상이 발

생하여 냉각수가 흐르지 않을 때는 해조가 off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

다.       

              10) 로의 제어기(controller)는 가열/냉각 속도 조 이 가능하고, 

각 온도마다 시간유지도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가공/조립/제작에 따른 각 규격치수

의 공차는 0.1mm  이내로 하고 한 완성 제작 후 cleaning (산세처리  세척)

이 완벽하여야 한다.

          (사) 장치의 작동은 조용하고 원활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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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도특성에 합한 베어링(bearing)을 사용하여 장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bearing과 하는 sliding 부 는 특히 정  가공 하여야 한다. 해조 교반기

가 회 할 때, 그리고, 액체음극 교반기가 수직  회  운동을 할 때에도 교반

기 축의 흔들림(편차)이 각각 0.5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러  박스, ante chamber, 정화장치 : 1 set

              1) Main Lab                                

                 - Dimension(mm) : 2200L 780D 870H

                 -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 Front view panel : Antistatic polycarbonate panel

                 - Glove : Butyl glove 8 inch dia. 15mill 4 pair

                 - Shelves ; 2 floor x 800L adjustable

                 - Light : Fluorescent 20w x 2

                 - Upper plate : 980 x 535 x 208

              2) Antechamber

                 - Dimension : 350Dia x 550Length

                 - Sliding tray

                 - Shock-up shover gate

                 - Auto purge : selector switch (1～3)

                 - Vacuum gauge : 0 ～ 760 mm/Hg Dial gauge

              3) Mini ante chamber

                 - Dimension : 110Dia x 300Length

                 - Quick access door

                 - Vacuum port : 3/8 inch ball valve

              4) Purifier : single column

                 - Mode : WP2200S

                 - Removal of moisture & oxygen

                 - Purify rate : Less than 1 ppm H2O, O2

                 - Vacuum tight seal blower : 40cfm flow rate

                 - Full automatic regeneration system  

                    : PCL process, used H2 mix gas for regeneration

              5) Pressur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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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ssure rate : ± 5 inch of water(±9 torr)

                 - Mechanical photophobic gauge system

                 - Foot switch

                 - Full automatic pressure control by vacuum & gas inlet

              6) Frame

                 - Dimension : 2200L 750D 1000H

                 - Movable footmaster GD-60 for high leveler

                 - Powder coated steel square pipe structure

              7) Vacuum pump

                 - Pumping speed : 200 L/min.

                 - Vacuum rate : 1x10-3 torr

                 - Oil mist trap : WMF12

              8) Moisture analyzer

                 - Range : -20℃ ～ -100℃ dew point

                 - Sensor : silver spot

                 - Display : 4 digit LCD

                 - Alarm : Wet, dry two alarm

                 - Origin : Super Dew, U. K.

              9) Oxygen analyzer

                 - Range : 25% ～ 0.1 ppm

                 - Sampling flow 2 L/min.

                 - Display : 4 digit LCD

                 - Output relay : 4 ～ 20 mA

                 - Accuracy : ±2% of display

          (나) 해조 장치 : 1 set

              1) Reactor vessel

                 - Dimension : 300D x 450H

                 - Material : STS 316L

                 - Water cooling port

                 - Cathode stirrer

                 - Cathode sampling port : 1/4 inch l0k

                 - Cathode feedthrough port : 1/4 inch l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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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t stirrer

                 - Salt sampling port : 1/4 inch l0k

                 - Reference electrode, Anode lead

              2) Motion part

                 - Stirrer drive motor : RPM 100

                 - V-belt type

                 - Reactor upper flange up/down motor

                 - Foot switch up/down

                 - Limit switch

                 - cathode flange up/down : STS wire

              3) Furnace

                 - Max temperature : 1000℃

                 - Thermocouple : K-type

                 - Temperature controller : NP200(program controller)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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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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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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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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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에서 반 인 성능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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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응해야 하며, 한 해당 련자료 요구 

시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련자료 제출사항 :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 내용  기일 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로 한다.

       (10)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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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염분말화 장치 제작

       (1) 품  명 :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염분말화 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염 잉곳 투입부

              본 장치는 지름 5cm의 염잉곳을 분쇄장치로 투입하기 함과 동

시에 분쇄 과정  분진의 확산을 제어하기 기 한 구성부로서, 분쇄장치의 입

구부분은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gate가 있어야 하며, 장치와 착되어 공기  

분진의 유출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름 5cm에 높이 10cm이하의 염 잉곳의 

투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1차분쇄기 

              본 장치는 투입된 5cm의 염잉곳을 지름 2～10mm내외에 분쇄하

는 1차 장치로서, 고속회 에 의한 분쇄가 아닌 좌우왕복의 충격에 의한 분쇄방

식을 통해 미분진의 외부유출이 억제되는 분쇄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한 주어

진 유격조  하에서 선정되는 입도이하로 모든 배출분쇄물이 얻어져야 한다. 장

치의 구성품은 속염화물에 한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2차 분쇄기

              본 장치는 지름 2～10mm의 분쇄물을 100㎛이하로 분쇄하는 2차 

분쇄장치로서, 속회 을 통한 분쇄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속 망 체에 

의한 입도제어가 아닌 유격제어에 의한 입도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부구조물

은 속염화물에 한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분말배출  이송장치

               1차분쇄기와 2차분쇄기사이에는 간 장 공간이 있어야 하며, 1

차분쇄기의 생성물을 2차분쇄기로 정량 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밸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 2차 분쇄물이 배출되는 부분과 분쇄물을 받는 분말용기 사이

에 ball valve를 설치하여야하며, 배출구의 규격은 기존고화공정장치와 연계되어 

제조되어야 하며, 분말용기와 분쇄물의 배출구간 착을 통하여 분진제어가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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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분말용기의 상하이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 치로 이송시킬 수 있는 장치

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앙제어장치

               본 장치는 기존의 고화공정장치의 한 부분으로서, 체장치와 연

계되어 제작되어야 하며, 모든 제어는 고화공정장치의 제어부와 통합되도록 제어

장치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 각 장치들은 완  자동화를 통하여 장치들의 구

동  조작이 앙제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로그램설정에 의한 운 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그 외 구성품

  각각의 분말장치들의 배출물은 배출이 용이하도록 진동기를 부착하여 분말 

는 분체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배출과 공  시 분진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진/분진제어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가공/조립/제작에 따른 각 규격치수의 공차는 

0.1mm  이내로 하고 한 완성 제작 후 Cleaning (산세처리  세척)이 완벽하

여야 한다.

          (사) 장치의 작동은 정숙하고 원활하며 용도특성에 합한 Bearing을 

사용하여 장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정  가공하여야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시료투입부

               - 투입부의 자동개폐장치(분진 폐)

          (나) 1차분쇄기 : 1 Set

               - 투입시료: 50mm, 배출시료: 2~8mm

               - 규격 :  500H x 300W x 600L (mm)

               - motor power : 0.75kw

               - Capacity: 15~90kg/hr

               - Jaw Opening: 70x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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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차분쇄기 : 1 Set

               - 재질: SUS 304

               - Roll size : 150(φ) x 200 (L), 100(φ) x 200 (L)

               - Capacity: 100㎛이하, 10kg/hr

               - Power : 1HP & 2HP

          (라) 분말배출  이송장치

               - 분말용기: 5L용   상부에 자동화밸 설치

               - 분말용기의 상하 이동장치: air cylinder elevator

               - 분말용기의 좌우이동장치: automated servo motor

               - Speed limit control, Stopper Safety lock

          (마) 앙 제어부

               - 자동 밸   각 장치의 운 이 원격조작가능한 제어부

               - 본 제작 외 단  장치들에 한 자동제어통합작업

               - 운 조건 설정 할 수 있는 로그램이용 운

          (바) 기타

               - 분진제어용 집진장치 (bag filter  suction blower)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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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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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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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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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염폐기물재생고화실험실)에서 반 인 성능실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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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일 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로 한다.

       (10)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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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속식 염 증류장치 제작

       (1) 품  명 : 연속식 염 증류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사양 : 제작 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본 장치는  혼합되어 있는 핵폐기물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한

장치이다.

 

          (나) 본 장치는 용융염과 병행하여 실험이 진행되며, 용융염에 강한 

스테인 스 304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다) 본 장치는 분말 상태로 공 된 우라늄을 900℃ 이상의 고온으로 

열을 가하여 잔류 염을 제거한 후 회수된 염의 회수율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 본 장치는 수시로 개방을 하여야 하므로 Door Open/Close가 용

이하도록 실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본 장치는 불순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해  진공으로 배

기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rotary vane pump등 역에 맞는 펌 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본 Chamber는 고온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온에 취약

한 부분은 열에 의한 손에 주의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 본 장치는 염을 이용한 장치이므로 진공 펌 가 부식되지 않도록 

chamber와 펌 사이에 Filter를 설치하여 펌 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가공/조립/제작에 따른 각 규격치수

의 공차는 0.5mm  이내로 하고 한 완성 제작 후 Cleaning (산세처리  세척)

이 완벽하여야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Main Chamber 부분 : 1 Set

       1) Chamber 부분

                 - 재질 :  Stainless Steel (STS304)

                 - 규격 :  Dia 165 x 1200L 

                 - Hopper & Storage tank 

       2) Frame 부분

                 - 재질 : SS41



- 85 -

                 - 규격 : 1900 x 700 x 800H

       3) Heating 부분 : 1 Set

                 - Temperature : Max 900도

                 - 규격 : 내경 160 x 1200L

                 - Heating control : Programmable control

       4) Pumping 부분

                 - Rotary vane pump 600L/min

                 - 1" Angle valve  Roughing valve

                 - Vacuum gauge

       5) Screw 부분

                 - O.D : Dia 150 10T  5Pitch

                 - Rotation speed : 0 ～ 50RPM

                 - AC Motor : 600W

 

       (6) 장치의 운 조건

          (가) Chamber :  ATM ～ 1 x 10E-3torr

          (나) 열원의 온도 : 800 ～ 900℃

          (다) 운 시간 : 12 hour/day (연속운 )

    

       (7)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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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작사양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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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련도면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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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제작업체 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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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에서 반 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 정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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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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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련자료 제출사항 :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 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기일내에 미제출 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10)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로 한다.

       (11)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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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기기제작  보수업무내용

    가. 연구기기제작

NO. JOBNAME

1 서류정리  제작  

2 Filter holder 제작

3 12M SANS collimator 제작

4 RI 포장용 차폐테이블 제작

5 방사선차폐 납쉴드 용기 제작

6 규모 재 시험용 furnace 제작

7 STS 극 제작

8 신틸 이터  보 함 제작

9 RI 캡슐용 납용기 제작

10 STS plate 제작

11 Hinge adapter 제작

12 Capsule powder 투입기 제작

13 피복입자 피복층 검사용 시  제작

14 방사선 측정지그 제작

15 X-선 캐비닛 베이스 제작

16 스텐  제작

17 인장시편 제작

18 Bearing mount 제작

19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20 작업  base plate 제작

21 탄소강 시편 제작

22 게르마늄  비지오 검출기 시료고정 마운트 제작

23 Be-CuCrZr inter layer 합시편 제작

24 염 회수용 storage tank 제작

25 정읍분원 구내식당  수집함 제작

26 부품 홀더 제작

27 자극 발 물질 결정시료 인상모듈 제작

28 T-type scraper 제작

29 고온 degassing 용 canning 제작

30 자극 발 장치 증폭배  보호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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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 성자 검출기 곡면형 커버 제작   

32 STS 시편 제작

33 박  조사시편 튜  제작

34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 제작

35 크러드 시료 거치  제작

36 Zr합  T/G 시편 제작

37 사용후핵연료 장조 모듈 고정 장치 제작

38 STS crucible 제작

39 40M SANS 장치 검출기 이송  제작

40 Bender 받침  제작

41 CCR 압력용기 제작

42 Pump grand seal cover 제작

43 냉 성자 유도  정렬 임 제작

44 운반용 이스 외 1종 제작

45 잔류응력장치 크리스탈 고정  제작

46 선반 제작

47 RI capsule용 납용기 제작

48 미경 시편 받침  제작

49 재료보 박스 도어 제작

50 Be필터 냉각시스템 제작

51 센서 치구 제작

52 방사선구역 표지  제작

53 스텐  제작        

54 STS 반응기외 1종 제작

55 원 배 용 감육 탄소강 시편 제작

56 Mixer extension bar 제작

57 부식실험  ingot 부식시편 제작

58 잔류응력장치 시료받침  제작

59 Zr합  고온산화시편 제작

60 펌  설치  제작

61 진공연결기 제작

62 염제거용 sweeper 제작

63 랜지  방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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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료 거치  제작 

65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이송용 로어 리석  제작/설치

66 Creep 장비 단열재 제작

67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68 하나로핵연료집합체 18 형 부품 제작

69               "             18 형 제작

70               "             36 형 제작

71               "             36 형 추가부품 제작

72 Lead container 제작

73 성자 검출기 고정 장치 제작

74 해환원 랜지 제작

75 Electrode ring 제작

76 Monitor die 제작

77 Slim mask 제작

78 냉 성자 유도  지지  제작

79 이 냉각 연료  mock-up 제작

80 안 보호  고정핀 제작

81 차폐체 acryl cover 제작

82 양팔 서보조작기 거치 임 제작/설치

83 Teflon ring & nipple 제작

84 Ref-V guide field 지지  제작

85 베어링 고정  제작

86 실험실 cabinet 제작

87 진공 랜지 제작

88 STS bracket 제작

89 극스탠드 외 1종 제작

90 이로미터 고정지지  제작

91 3.2V 극 고정 holder 제작

92 충격시편 제작

93 운반용 cart외 1종 제작

94 SS-CuCrZr-Be 이종 속 합시편 제작

95 방사성물질 제거 평가 장치 제작

96 핵분열생성물 복합핵종 제거 성능시험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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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I-131 capsule jig 제작  

98 이송트랙 제작

99 하나로 가스설치  제작

100 STS plate 제작

101 Compand ion source 제작

102 Ref-V용 고정 장치 제작

103 알루미늄 시편 제작

104 Window holder 제작

105 온실험장치 head cap 제작

106 Hot cell lifting tool 제작

107 납용기 stand 제작

108 Copper welding lid 제작

109 CANDU Basket용 처분용기 제작

110 Fe-Cu 이종 속 합시편 제작

111 Ref-V beam attenuator 제작

112 방사선 검출기 캡 제작

113 DC-TOF 검출기 패  제작

114 베릴늄 필터 냉각장치 제작

115 진공게이지 지지  제작

116 공기포집기 제작

117 Quartz tube jacket 제작

118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제작

119 잔류염 증류장치 외 1종 제작

120 Motor base 외 1종 제작

121 해환원 랜지 제작

122 분리  거치  제작

123 실험장치 고정 볼트 제작

124 회 계 고정 베이스 제작

125 Mount sample base외 2종 제작

126 Beaker 지지  제작

127 Cell stand외 1종 제작

128 Ingot 부식시편 제작

129 산화환원용 STS tray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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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잔류응력장치 시료받침  제작

131 용융시편 제작

132 RI용액용 납용기 제작

133 Ingot 시편 제작

134 서류 지지  제작

135 Acryl 받침  제작

136 잔류염 측정 장치 제작

137 잔류응력장치 이 시편 고정 장치 제작

138 실험실 안  fens 제작

139 차폐형 로 박스 제작/설치

140 차폐형 로 박스 납유리  임 제작

141 차폐형 로 박스 case 어 터  구조물 제작

142 온실험장치 드 캡 제작

143 Sr silinder 가 입물 제작

144 고화공정 분쇄/혼합반응 열처리장치 제작

145 냉각기 Brass connector 제작

146 4축 방 선택 인장장치 제작

147 Copper terminal 제작

148 고소 안  작업망 제작

149 조사표  용해용 tool 제작

150 RI 캡슐용 납용기 제작

151 기화학 실험용 시편 제작

152 잔류응력장치 이 시편 고정  제작

153 Stopper rod 제작

154 Acryl bracket 제작

155 해환원 반응기외 1종 제작

156 벤토나이트 압축몰드 제작

157 LIBS sample mold 제작

158 시편 행거 제작

159 실험실 부품 제작

160 Motor base 외 1종 제작

161 P32 증류장치 고정스탠드 제작

162 인장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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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Cutter 시편 holder 제작

164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165 부식시편 행거 제작

166 수소 장체 시료 장용기 제작

167 의료용 선원 검사 tool 제작

168 STS316 시편 제작

169 TLD 보 함 제작

170 펌  받침  제작

171 TLD 보 함 제작

172 CuCrZr 합  합시편  cladding 제작

173 드릴 작업  제작

174 탄소강시편 제작

175 채용서류 수집함 제작

176 RI 조사시편 운송장치 제작

177 Spark holder 제작

178 코 용 ingot 시편 제작

179 도측정 지그 제작

180 Sensor housing 외 3종 제작

181 잔류응력 실험장치 시편  고정지그 제작

182 계측기 설치  제작

183 유동분포 테스트용 outer vessel 제작

184 유동분포 테스트용 core barrel 시험부 제작

185 증류기 설치용 선반 제작

186 수소 장체 실험용 시료용기 제작

187 Teflon 극 고정 장치 제작

188 Gear train system 제작

189 발표물 시  제작

190 계측기 정리함 제작

191 탄소강시편 제작

192 첨착 활성탄 필터 제작

193 낙하시험용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제작

194 하나로 원자로수조 bridge 제작

195 벤토나이트 압축몰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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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슬러지폐액 증발 회수 처리장치 제작

197 잔류염 측정 장치 제작

198 시료분석 받침  제작

199 Motor 설치  제작

200 단마개 제작

201 극 단 이 실험용 마운트 제작

202 STS tray 제작

203 수직형 카드뮴 진공증류장치 제작

204 Compaction mold 제작

205 Loadcell guide 제작

206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제작

207 Al heat sink외 1종 제작

208 내부 반응기 제작

209 시편 제작

210 장애우 이동통로 제작

211 실험장비 거치  제작

212 원  2차 계통 배  모의시험설비 제작

213 분리  거치  제작

214 해환원 방열  제작

215 Vacuum flange 제작

216 코  반응기 제작

217 속 ingot 시편 제작

218 시험장치 하부 지지부 제작/설치

219 I-131 장 tray 제작

220 ITER blanket mock-up 제작

221 RI용액용 납용기 제작

222 변환시설 filtration unit 장치 제작

223 STS crucible 제작

224 반도체 검출기 shielding box 제작

225 STS & inconel 시편 제작

226 해정련 음극  제작

227 기화학 실험용 시편 제작

228 성자 선원 보 용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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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Compact mold 제작

230 해환원 백 극홀더 제작

231 경도/조직 검사용 시편 제작

232 간 연결  제작

233 챔버 거치  제작

234 안  cover외 1종 제작

235 압력게이지 콘넥터 제작

236 Dispenser tool 제작

237 부품 보 함 제작

238 PVC pipe 제작

239 개량 해환원 원료 공 장치 제작

240 Acryl plate 제작

241 Safety cover 제작

242 Zr creep 시편 제작

243 Ir-192 NDT선원 조사표  제작

244 동 원소 조사표  제작

245 자 미경 콘넥터 제작

246 STS crucible외 1종 제작

247 Ref-V 시료분사 고정  제작

248 Mounting sample base 제작

249 REF beam flight path 구동장치  시료  제작

250 Pb plate screw 제작

251 흡수체 공 원기둥 제작

252 마운트 지지  제작

253 PE 기형 차폐 블럭 제작

254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255 교정용 카메라 지지  제작

256 Bearing hold 제작

257 STS 시편홀더 제작

258 ECR Ion source solenoid magnet 제작

259 인코넬 부식시편 제작

260 연구장비 라켓 제작

261 Teflon colle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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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263 RI 캡슐용 납용기 제작

264 조사후시험시설 황 넬 제작

265 CNS 유연배  지지  제작

266 STS 시편 제작

267 Drilling M/C 안 보호장치 제작

268 STS crucible 제작

269 CNS STS angle 지지  제작

270 CG3 성자유도  납차폐체 제작

271 REF 시료  고정  제작

272 Rail 받친  제작

273 FTL 진 카트리지 차폐체 제작

274 Sample source storage container 제작

275 이온교환 컬럼 연결 장치 제작

276 공기포집기 리 트 제작

277 STS crucible 2 제작

278 STS tray 제작

289 Creep spherical seat pin 제작

280 기스 치 커버 제작

281 분말입자 제조용 휘발성산화장치 제작

282 압출기 치고정  제작

283 Zr tube powder 주입기구외 1종 제작

284 Zr tube LOCA실험용 멘드릴 제작

285 하이넥스  반응기 제작

286 CRDM 자석 구동장치 설계/제작

287 원자로건물 통부 차폐체 제작

288 주조시편 제작

289 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290 Drilling M/C 안 보호장치 외 1종 제작

291 Zr시편 제작

292 INAA 자동시료 교환 장치 제작

293 열 성자 PGAA 자동시료 교환 장치 제작

294 EF-500 cover & bol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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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고온조사시험 Ti열매체 재료 계장캡슐 제작

296 SMART 증기발생기 열  계장캡슐 설계/제작

297 콘크리트 NX사이즈 시편 제작

298 용해로 몰드 Chamber 부품 제작

299 시편 거치  제작

300 수소 흡･탈장 1:1 베드모형 제작

301 Pellet tray 제작

302 Rodcut punch system 제작

303 벤토나이트 압축몰드 제작

304 실험장치 커버 제작

305 시편 보 함 제작

306 실험실 받침  제작

307 STS basket 제작

309 주조재 시편 제작

309 STS 부식시편 제작

310 Flowmeter 설치  제작

311 Zr-4 용 시편 제작

312 분배기 설치 받침  제작

313 실험실 장비  제작

314 퍼 조 기 제작

315 Shrinkage 측정시편 성형 제작

316 물받이용 트 이 제작

317 STS316 시편 제작

318 RI용액용 납용기 제작

319 진공 감압주조로 부품 제작

320 실험용 STS시편 제작

321 극 단 학계마운트 제작

322 Sample base외 3종 제작

323 사용후핵연료 가열시험장치 제작

324 이  정렬 지지  제작

325 성자 선원 캡슐 제작

326 감마흡수체 원형차폐체 제작

327 Acryl slit 형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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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Water tank 시편이송모듈 제작

329 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330 핫셀 반출/입고 hole cover 제작

331 성자 선원 고정지지  제작

332 압축몰드 하단부 제작

333 흡착기 시료채취장치 산계고정  제작

334 Be-CuCrZr-SS mock-up 제작

335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336 온실험장치 head plate 제작

337 선량율 조사  제작

338 성자 실험용 차폐장치 제작

339 12M SANS 장치 검출기 탱크 제작

340 Pride 해환원 공 용 납차폐 원료공 기 제작

341            "         공정용 원료제조장치 제작

342            "         공정용 염정제장치 제작

343 PON lug 제작

344 POM support 제작

345 Furnace 받침  제작

346 PVC cover 제작

347 Gas 장고 안 문 제작

348 부식실험용기  시편 제작

349 속용기 받침  제작

350 벨라 캐스터 고정  제작

351 선원 실험용 열막음 캡슐 제작

352 POM 재부품 제작

353 압력 시편 제작

354 흡착기 포집장치 제작

355 면  유리 기  제작

356 인코넬 튜  외 1종 제작

357 STS ring 제작

358 Glass mold 제작

359 잔류악티늄족 해회수 시험장치 제작

360 액체질소 베카트 외 2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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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실험다이 제작

362 유동시험장치 설치  제작

363 검출기 이스 제작

364 성자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  제작

365 용융염 부식실험 보호도가니 제작

366 PA hold 제작

367 RI 캡슐용 납용기 제작

368 REF용 헬윰홀쯔 노즐 제작

369 STS 원형  제작

370 실험장치 설치  제작

371 조명기구 래킷 외 1종 제작

372 학 Mount 제작

373 내구성 시험기 부품 제작

374 모의연료  용 시편 제작

375 CB tester cover 제작

376 Tubing 고정지그 제작

377 결합형 차폐체 제작  설치

378 HPGe 검출기 sample holder 제작

379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  제작

380 APR 원자로 유동분포 실험 loop 제작/설치

381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382 성자유도  정렬용 SMR nest 제작

383 NVS & monitor counter 지지  제작

384 냉 성자유도  정렬 frame 제작

385 게측기 받침  제작

386 실험보조기구 제작

387 HPGe 검출기 sample holder 제작

388 콘크리트 시편 제작

389 항온수조 nipple 제작

390 유도로 고온용 인장장치  챔버 제작

391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  제작

392 이 벽 열  시제품 제작

393 오버 이 노즐 용 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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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알람 도시메타 보 용 거치  제작

395 보안잠 장치 보호캡슐 제작

396 Jig 제작

397 STS Shaft 제작

398 SM-153 생산 장치 다이 제작

399 40M SANS neutron shielding 제작

400 선원 실험용 열박음 캡슐 제작

401 STS basket 외 1종 제작

402 실험 테이블 제작

403 Sample base 제작

404 진동감지 넬 제작

405 원통형 impeller 제작

406 스크류 분리기 시제품 제작

407 CNC lathe oil fens 제작

408 방  실험기기 제작

409 Neutron camera 고정  제작

410 STS 시편 제작

411 Hr SANS boron PE 차폐체 제작

412 임피던스 측정실험용 SLAB 장치 제작

413 Tool hanger 제작

414 ERM 비상 원박스 고정  제작

415 안 주입성능 시험 장치용 열교환기 제작

416 수소 장체 압력용기 제작

417 HPGe 검출기 sample holder 제작

418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419 Lucite holder 제작

420 ITER mock-up 제작

421 Cell light 제작

422 STS plate 명  제작

423 투수시험용 공시체시편 제작

424 Ingot 시편 제작

425 Stopper 제작

426 부식실험 반응기 수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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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액체질소 고정 라켓 제작

428 성자 방사화 분석 계측기 tray 제작

429 SFR 핵연료 열수력 시험캡슐 제작

430 표 원 disc 제작

431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분말화장치 제작

432 열 달 완  이탈감시용 음향센서 설치지그 제작

433 Ingot 시편 제작

434 TAS dance floor bolt & insert block 제작

435 Ref-V B5 PE plate 제작

436 성자 sample 제작

437 성자 카메라 받침  제작

438 Zr-2.5% NB 압력  제작

439 Bio-REF 검출기 구동부 제작

440 시설운  황  제작

441 시편 장치 plate 제작

442 캡슐 용 시편 제작

443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

444 이  피닝용 지그 제작

445 Bin lifting tool 제작

446 스크류 분리기 제작

447 냉 성자 유도  PE차폐체 지지구조물 제작

448 Silicon rubber punch 제작

449 냉 성자 유도  정열 nest 제작

450 SMART ICI dummy 제작

451 SMART 원자로집합체 모형 시제품 제작

452 Stirrer 고정  제작

453 핵종 포집장치 출구밸  콘넥터 제작

454 HOF  빔 셔터 고정용 받침  제작

455 Power supply die 제작

456 HEPA filter socket & nipple 제작

457 안 주입성능 시험 장치용 냉각기 제작

458 하나로 반사체 수 송기 용 제작

459 Ge 검출기 시료받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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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Machining center jig 외 1종 제작

461 STS 고온/고압 반응조 제작

462 Air hose clamping tool 제작

463 실험장비 진열  제작

464 Ge검출기 시료 die 제작

465 Stirrer supporter 제작

466 냉 성자 실험설비 시료 캔 지지  제작

467 성능검증용 소듐루  모형 제작

468 Pride 해환원 연계성평가 장치 glove box 제작

469 STS 반응기 제작

470 FTHEL freon loop용 cooler 제작

471 합  극 제작

472 Sc-47 장비 제작

473 장비 지지  제작

474 STS base plate 제작

475 연료  인장시편 제작

476 RSI 크리스탈 bender 제작

477 연속식 염 증류 장치 제작

478 기  sample 제작

479 인출 열  운반용 납용기 제작

480 유도  GT-S PE 제작

481 LOCA flange 제작

482 소듐이송용 자펌  제작

483 12M SANS장치 시료  제작

484 In cell crane trolley hoist system 제작

485 해제련 시료취  glove box 제작

486 Sample stage Z축 spacer외 7종 제작

487 Re-188 필터 제작

488 Beam stop & beam 표시기 지지  제작

489 Be-CuCrZr-SS mock-up 제작

490 해환원용 랜지 제작

491 Pb-disc 제작

492 Wire rope clamping tool 제작



- 103 -

493 Lab 해환원 외부반응기 제작

494 STS square panel 제작

495 Acryl duct 제작

496 Vial 정렬 stand 제작

497 성자 유도  차폐실 차폐 보강물 제작

498 선원 홀더 제작

499 정 울 지지 외 3종 제작

500 앰  보호 테 론 컨테이  제작

501 Acryl round bar 제작

502 SMART-ECC 1/5척도 가시화 실린더 제작

503 탈기막장치 제작

504 Sample 제작

505 FH duct 제작

506 열 성자 삼축분 장치 조립형 차폐체 제작

507 증발염 회수부 제작

508 월성원  압력 시편 제작

509 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510 해환원 소형반응기 제작

511 Bio-REF 단색기 차폐체 내부차폐체 제작

512 시료  러그  도우 보호  제작

513 Jig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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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기기보수

NO. JOBNAME

1 탄소강 주조제 단가공

2 실험장치 수 용 가공

3 IPS mock-up 수리

4 시편블록 단가공

5 Pipe cutting 가공

6 확  튜  면 정 측정

7 모델합  KL4 블록 단가공

8 유도가열로 진공챔버 수리

9 Duralumin 부품 가공

10 알루미늄 용기 hole 확장가공

11 Lead 차폐체 홀 가공

12 Copper 극 hole 가공

13 방사성물질 운반 cask 해체가공

14 STS  plate 가공

15 량물 운반 cask 해체가공

16 Acryl round bar 가공

17 Gr911 ingot 단가공

18 베어링 하우징 면가공

19 STS pipe 가공

20 후아록 단  용

21 마이크로트론 쉴딩용 인듐와이어 사출기 수리

22 텅스텐 랜지 wire cutting 가공

23 Acryl round bar 가공

24 ODS합  STS sealing

25 Acryl plate 가공

26 Pyrometer 치조 기 수정가공

27 Acryl plate 가공

28 FMS sealing

29 Incoel BMZ tube welding

30 STS rod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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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6 screw 가공

32 실린더형 몰드수리

33 식당 스텐선반 수리

34 회 계 고정 베이스 수정가공

35 모델합  블록 단가공

36 Inconel tube 단가공

37 PE 가공

38 Source 보  차폐체 hole 가공

39 Base plate 수정가공

40 Al plate 가공

41 온도측정용 hole 가공

42 시편걸이 hole 가공

43 STS square Pipe 가공

44 수조기기 joint flange 수리

45 시편받침  가공

46 동 원소 납용기 수정가공

47 하나로 공기압축기 유지/보수

48 Chemical balance 차폐함  분리함 수리

49 탄소강 주조품 단가공

50 Flange welding 가공

51 Tank cover 단가공

52 스트 인 게이지 수리

53 감압 주조로 랜지 수정가공

54 Mold 부품 hole 가공

55 탄소강시편 표면 삭 가공

56 Acryl plate 가공

57 특수동 실험실 바닥 트 치 보수

58 Acryl plate 가공

59 하나로 2차 냉각펌  동기 보수

60 STS square pipe외 1종 가공

61 Laser inversion 장치 수리

62 Al bracket 수정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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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TS 반응기 수리

64 Pipe 외경가공

65 Cu RF anchor 수정가공

66 학마운트 수정가공

67 Air pad tap 가공

68 CF-252선원 고정용 PE가공

69 STS tube 가공

70 환형핵연료  핫셀장착용 jig 수리

71 단시험용 코 용기 표면가공

72 해정련장치 반응기  이송장치 보완수리

73 모델합  KL4 블록 단가공

74 Handling tool 수리

75 속시료 chip 가공

76 1/10축소 CANDU 처분용기 수정가공

77 STS plate 가공

78 Mold guide 면가공

79 소방 검 door 개조

80 증기 발생기 열  튜  가공

81 Ceramic rod 가공

82 Flange hole 가공

83 BMI pipe welding

84 Acryl chamber tap 가공

85 제어  넬 개조

86 Basket wire 교체가공

87 성자 감속체  지지  개조

88 ICP 기기부품 수리

89 Al plate 가공

90 Nikel 용해용 chip 가공

91 Junction plate reinforcement 수정가공

92 Acryl plate 가공

93 방열  개조

94 KL4-P2 block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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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0M SANS boron PE 차폐체 수정가공

96 핵연료 basket cover 수리

97 열  단 가공

98 DCPD 단자 soldering 

99 Al plate 가공

100 이온-원 그리드 지지구조물 수리

101 열  단가공

102 Sample 고정  수정가공

103 CP kiln system 수정  개조

104 부식시편 용 가공

105 Vacuum cleaner 호스투입구 수정가공

106 차폐 로 박스 개조

107 STS bar 가공

108 NPT screw welding

109 Fitting 가공

110 40M SANS 좌우이송 리미트 홀 가공

111 Steel pipe 가공

112 합  block 단가공

113 Pressure pipe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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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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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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09-L021-1-SP-T-S Tensile specimen(screw)

09-02 09-L021-2-SP-T-G Tensile specimen(groove)

09-03 09-L041-1-SP-I-I Irradiation specimen(inner)

09-04 09-L041-2-SP-I-O Irradiation specimen(outer)

09-05 09-L023-1-V-B-ML vessel body(M, lower)

09-06 09-L023-2-V-B-MI vessel body(M, inside)

09-07 09-L023-3-V-C-MU vessel cap(M, upper)

09-09 09-L023-4-V-C-ML vessel cap(M, lower)

09-09 09-L023-5-V-B-BL vessel body(B, lower)

09-10 09-L023-6-V-B-BI vessel body(B, inside)

09-11 09-L023-7-V-C-BU vessel cap(B, upper)

09-12 09-L023-8-V-C-BL vessel cap(B, lower)

09-13 09-L043-1-Pa-SC Support cup

09-14 09-L175-1-Pa-EP End piece

09-15 09-L190-1-M-Bo Mold body

09-16 09-L190-2-M-Ba Mold base

09-17 09-L197-1-Co-ML Container body(M, lower)

09-18 09-L197-2-Co-B-MI Container body(M, inside)

09-19 09-L197-3-Co-C-MU Container cap(M, upper)

09-20 09-L197-4-Co-C-ML Container cap(M, lower)



- 109 -

PROG.

NO.
CODE NO. NAME of PARTS

09-21 09-L197-5-Co-B-BL Container body(B, lower)

09-22 09-L197-6-Co-B-BI Container body(B, inside)

09-23 09-L197-7-Co-C-BU Container cap(B, upper)

09-24 09-L197-8-Co-C-BL Container cap(B, lower)

09-25 09-L207-1-SP-J-L Junction specimen(L)

09-26 09-L207-2-SP-J-R Junction specimen(R)

09-27 09-L298-1-C-O-C Outer capsule cap

09-28 09-L298-2-C-O-B Outer capsule body

09-29 09-L298-3-C-O-B(t) Outer capsule body(tail)

09-30 09-L298-4-C-T-H Target holder

09-31 09-L298-5-C-P-T Protection tube

09-32 09-L299-1-C-I-C Inner capsule cap

09-33 09-L229-2-C-I-B Inner capsule body

09-34 09-L299-3-C-O-C Outer capsule cap

09-35 09-L299-4-C-O-B Outer capsule body

09-36 09-L299-5-C-O-B(t) Outer capsule body(tail)

09-37 09-L504-1-Pa-PV Pressure vessel

09-38 09-L423-2-SP-T(STS) Tensile specimen(STS316L)

09-39 09-L504-1-Pa-PV Pressure vessel

09-40 09-L407-1-Co-B-ML Cask body(M, lower)

09-41 09-L407-2-Co-B-MI Cask body(M, inside)

09-42 09-L407-3-Co-C-MU Cask cap(M, upper)

09-43 09-L407-4-Co-C-ML Cask cap(M, lower)

09-44 09-L407-5-Co-B-BL Cask body(B, lower)

09-45 09-L407-6-Co-B-BI Cask body(B, inside)

09-46 09-L407-7-Co-C-BU Cask cap(B, upper)

09-47 09-L407-8-Co-C-BL Cask cap(B,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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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NC program

         (1)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가) Vessel body 1/2

 CODE NO. 09 - L023 - 1 - V - B - M

 NAME of PARTS Vessel body(M)

 MATERIAL Pb

&HE:% 

:0231( 09-03-023-1 ) 

N00

(  JIG CHUCKING 028 + 025  ) 

N01

( PCLNR M12 CCGT 04 FL K10 ) 

G28U0.W0.

G50X268.880Z355.800S3000T1100

G97S1300T1111

G00X135.Z180.

X58.Z5.

Z-2.M10

G01X56.F6.6

X53.8F0.18 

G02X49.6W2.R2. 

X-1.2

G00X58.Z5.M12

G04U4. 

X135.Z180. 

G28U0.W0.T1100 

M30( 0027 0024 0021 )

%

:0232(  JIG CHUCKING 028 + 024  )

N01

( PCLNR M12 CCGT 04 FL K10 ) 

G28U0.W0.

G50X268.880Z356.900S3000T1100

G97S1000T1111

G00X135.Z180.

X58.Z3.M10 

G01Z-4.F6.6

X55. 

X53.8Z-2.9F0.18

G02X47.4W3.R3. 

X18. 

G00X58.Z5.M12

X135.Z180. 

G28U0.W0.T1100 

N02

(   20.5 MM  DRILL   ) 

G28U0.W0.

G50X305.550Z182.770S1500T0600

G97S500T0606 

G00X155.Z90. 

X0.Z5.M10

G01Z-37.F0.12

Z10.F6.6 

G00X155.Z90.M12

PROGRAM CHECKED APPROVED



- 111 -

              2/2

CODE NO. 09 - L023 - 1 - V - B - M

G28U0.W0.T0600 

N03

(   13.0 MM  DRILL   ) 

G28U0.W0.

G50X305.500Z200.400S1500T0800

G97S500T0808 

G00X155.Z100.

X0.Z5.M10

G01Z-30.F6.6 

Z-60.5F0.15

Z10.F6.6 

G00X155.Z100.M12 

G28U0.W0.T0800 

M01

N04

( S12R-SCLCR-06 CCGT 04  K10 ) 

G28U0.W0.

G50X323.660Z282.800S1500T0400

G97S1000T0404

G00X160.Z140.

X55.Z2.M10 

G01Z0.F0.15

X23.5

X21.9Z-0.8 

Z-31.8 

X12.9Z-35.8

G00Z3.3

X160.Z140.M12

G28U0.W0.T0400 

M01

N05

( S12R-SCLCR-06 CCGT 04  K10 ) 

G28U0.W0.

G50X323.420Z282.000S1500T1000

G97S1000T1010

G00X160.Z140.

X22.Z2.M10 

G01X21.98Z-31.8F0.12 

X14.Z-35.3 

X12.Z-36.3 

G00U-1.Z3.3M12 

X160.Z140. 

G04U4. 

G28U0.W0.T1000 

M30( 0607 0440 0344 0306 0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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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9 - L023 - 1 - V - B - M

   NAME of PARTS Vessel body(M)

   MATERIAL Pb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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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Vessel cap(M) 1/2

 CODE NO. 09 - L023 - 2 - V - C - M

 NAME of PARTS Vessel cap(M)

 MATERIAL Pb

% 

:0233( 09-03-023-3 ) 

N00

(  JIG CHUCKING 010  ) 

N01

( SDJCR M11 DCGT 11T304 K10 )

G28U0.W0.

G50X241.880Z278.800S1500T0900

G97S2200T0909

G00X120.Z140.

X11.4Z3.M10

G01Z-4.8F0.12

G00X13.Z0.2

G01X-1.2 

G00X20.Z2. 

M09

Z-6.75 

G01X16.5Z-5. 

X11. 

Z-0.7

X9.6Z-0. 

X-1.2

G00X22.Z3M12 

X120.Z140. 

G28U0.W0.T0900 

M30( 0017 0020 0026 )

%

% 

:0234( 09-03-023-4 ) 

N00

(  JIG CHUCKING 005  ) 

N01

( SDJCR M11 DCGT 11T304 K10 )

G28U0.W0.

G50X241.880Z284.880S1500T0900

G97S2200T0909

G00X120.Z140.

X21.5Z2.M10

M09

G01Z-3.1F0.18

X15.1Z0.1

X-1.2

G00Z2.M12

X120.Z140. 

G28U0.W0.T0900 

M01

N02

(  END MILL 12 MM  ) 

G28U0.W0.

G50X299.550Z229.200S1800T0600

G97S2200T0606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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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ODE NO. 09 - L023 - 2 - V - C - M

G00X150.Z115.

X0.Z2.M10

M09

G01Z-3.9F0.18

G00Z2. 

X1.8 

G01Z-3.9 

G00Z2.M12

X150.Z115. 

G28U0.W0.T0600 

M01

N03

(  IN SIDE  HSS  BITE  ) 

G28U0.W0.

G50X285.350Z245.350S1800T1200

G97S2200T1212

G00X150.Z115.

X12.6Z2.M10

G01Z-3.8F0.15

X13.7

X10. 

G00Z2. 

X18. 

Z0.

G01X13.6 

X13.Z-0.3

M09

Z-4. 

X13.8

X0.

G00Z2.M12

G04U2. 

X150.Z115. 

G28U0.W0.T1200 

M30( 0035 0038 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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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9 - L023 - 2 - V - C - M

 NAME of PARTS Vessel cap(M)

 MATERIAL Pb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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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원소 조사표  제작

             가) Inner capsule body 1/5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NAME of PARTS Inner capsule body

 MATERIAL Al-1050

&HE:% 

:2992( 09-10-299-2 ) 

N00

( STOPPER BAR 120 )

G28U0.W0.

G50X306.000Z167.780T0200 

G00X150.Z85. 

X48.Z10. 

Z0.5 

/M69 

G04U2. 

/M68 

G04U2. 

G00Z10.

X150.Z85.

G28U0.W0.

N01

( 26MM SOLID DRILL 138 ) 

G28U0.W0.

G50X305.800Z174.130S2000T1200

G97S800T1212 

G00X150.Z90. 

X0.Z3.M10

G01Z-20.F0.15

W1.

Z-40.

Z20.F8.

Z-39.

Z-60.F0.12 

Z20.F8.

Z-59.

Z-70.F0.12 

Z20.F8.

Z-69.

Z-77.F0.10 

Z20.F8.

Z-76.

Z-83.5F0.10

Z20.F8.

G00X150.Z90.M12

G28U0.W0.T1200 

N02

( 25MM CARBIDE ENDMILL 130 ) 

G28U0.W0.

G50X306.000Z166.980S1000T0800

G97S800T0808 

G00X150.Z85. 

X0.Z3.M10

G01Z-78.F8.

Z-83.5F0.12

G04U1. 

G00Z10.M12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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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X150.Z85.

G28U0.W0.T0800 

N03

(SDJCR M11 DCGT 11T302 FL K10 ) 

G28U0.W0.

G50X269.000Z285.740S3000T0500

G97S2200T0505

G00X135.Z145.

X26.Z2.M10 

G01Z0.2F0.15 

X44.3

G00Z1.5

G01X36.Z-7.5 

Z-90.

X39.9

W-5. 

G00X150. 

W-15.

X42. 

Z-88.

X38. 

G01Z-10.F1.5 

X44.Z2.

G00X0. 

Z100.

X41.3Z1.5

G01X33.Z-7.5F0.15

Z-90.

G01X31.5Z-7.7F0.15 

X39.8

W-5. 

G00X150. 

W-15.

X42. 

Z-88.

X35. 

G01Z-10.F1.5 

X41.Z2.

G00X0. 

Z100.

X39.5Z1. 

G01X31.2Z-8.F0.15

Z-88.

X28.77 

Z-90.

X39.7

W-5. 

G00X150. 

W-15.

X41. 

Z-89.

X33. 

G01Z-9.F1.5

X44.Z2.

G00X0. 

Z100.

X39.8Z0.3

G00X44.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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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X135.Z145. 

G28U0.W0.T0500 

N04

( S20S SCLCR 09 CCGT 04 130 )

G28U0.W0.

G50X331.260Z160.310S3000T0400

G97S2200T0404

G00X170.Z80. 

X27.2Z3.M10

G01X27.16Z-82.1F0.15 

G03X24.16W-1.5R1.5F0.05

G00Z6. 

X35.39 

G01X25.F0.12 

G00Z4.5

X35.39 

G01X25.Z-4.5 

G00Z3. 

X35.39 

G01X25.Z-6.

Z-13.

G00Z0.7

X35.39 

G01X25.Z-8.3 

Z-13.

G00Z20.M12 

X170.Z80.

G28U0.W0.T0400 

N05

(C20S SCLCR 09 CCGT 04 130)

G28U0.W0.

G50X331.550Z159.800S3000T1000

G97S2200T1010

G00X165.Z80. 

X32.Z3.M10 

G01Z0.2F0.15 

X44. 

G00X38.59Z1.6

G01X28.5Z-6. 

X27.80Z-7. 

X27.76Z-82.2 

G03X24.76W-1.5R1.5F0.05

G00Z50.M12 

X165.Z80.

G28U0.W0.T1000 

N06

( S20S SCLCR 09 CCGT 04 130 )

G28U0.W0.

G50X331.260Z160.310S3000T0400

G97S2200T0404

G00X165.Z80. 

X28.0Z3.M10

G01X27.96Z-82.3F0.15 

G03X24.96W-1.5R1.5F0.05

G00Z6. 

G00Z20.M12 

X165.Z80.

G28U0.W0.T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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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M01

N07

( C20S SCLCR 09 CCGT 04 130 )

G28U0.W0.

G50X331.550Z159.800S3000T1000

G97S2200T1010

G00X165.Z80. 

X32.Z3.M10 

G01Z0.5F0.12 

X44. 

G00X38.59Z1.4

G01X28.05Z-7.1F0.08

X28.01Z-82.5F0.12

G03X25.01W-1.5R1.5F0.05

G00Z50.M12 

X165.Z80.

G28U0.W0.T1000 

N08

( 25MM CARBIDE ENDMILL 130 ) 

G28U0.W0.

G50X306.000Z166.980S1000T0800

G97S1800T0808

G00X150.Z85. 

X0.Z3.M10

G01Z-80.F3.

Z-83.F0.18 

S300 

Z-83.95F0.03 

G04U3. 

G00Z10.M12 

X150.Z85.

G28U0.W0.T0800 

N09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G28U0.W0.

G50X269.000Z285.080S3000T0900

G97S2200M10T0909 

G00X135.Z145.

X39.88Z1.5 

G01X31.Z-7.5F0.12

G00X44.

Z1.8 

X39.78 

G01X30.9Z-7.2

X30.87Z-83.

X30.77Z-86.5 

X28.77Z-87.5 

Z-88.3 

G00X150. 

W-20.

X40.5F1.5

Z-89.

X32. 

Z-8. 

X44.Z2.

G00X0.M12

Z30. 

G00X135.Z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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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G28U0.W0.T0900 

N10

(T-CLAMP  TTER  2525-4)

G28U0.W0.

G50X268.000Z296.420S2200T0300

G97S1800M10T0303 

G00X135.Z150.

X44.Z5.

G01Z-86.5F3.3

G01X33.

X8.F0.05 

G00X44.

G04U3. 

G00Z5. 

X135.Z150.M12

G28U0.W0.T0300 

N11

(GVR2525-3 GV503 P20)

G28U0.W0.

G50X251.500Z295.430S2200T0100

G96S1300T0101

G00X125.Z150.

X44.Z-86.M10 

G01X33.F1.8

/M19 

G01X11.F0.12 

X-1.8F0.03 

G00X66.M12 

W-7. 

G04U2. 

/M20 

G00X125.Z150.

G28U0.W0.T0100 

M30( 10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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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9 - L229 - 2 - C - I - O

 NAME of PARTS Inner capsule body

 MATERIAL Al-1050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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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소 장체 압력용기 제작

             가) Pressure vessel 1/4

 CODE NO. 09 - L504 - 1 - Pa - pv

 NAME of PARTS Pressure vessel

 MATERIAL Al-6061

&HE:% 

:5040( 09-12-504-0 ) 

N00

(  JIG CHUCKING 130  ) 

N01

(  SDJCR M11 DCGT 11T304 K10 )

G28U0.W0.

G50X268.770Z275.700S3000T0500

G97S1800M10T0505 

G00X135.Z140.

X55.Z2.

G01X-1.2F0.08

G00X55.Z2. 

Z0.2 

G01X-1.2 

G00X46.3Z2.

G01Z-16. 

X52.3Z-19. 

G00X55.Z2. 

X135.Z140.M12

G28U0.W0.T0500 

N02

( 26MM SOLID DRILL 138 ) 

G28U0.W0.

G50X305.800Z164.080S1300T1200

G97S700M10T1212

G00X150.Z70. 

X0.Z5. 

G01Z-20.F0.12

W1.

Z-40.

Z20.F3.

Z-39.

Z-60.F0.12 

Z20.F3.

Z-59.

Z-70.F0.12 

Z20.F3.

Z-69.

Z-79.8F0.12

Z20.F3.

G00X150.Z70.M12

G28U0.W0.T1200 

N03

(  T-CLAMP  TTER  2525-4  )

G28U0.W0.

G50X268.000Z286.370S2200T0300

G97S1300M10T0303 

G00X135.Z145.

X52.Z-3.65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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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CODE NO. 09 - L299 - 1 - C - I - C

G01X32.05F0.05 

G00X48.4 

Z-1.6

G01X44.4Z-3.6

X32.0

Z-3.7

X44.4

X48.4Z-5.7 

G00X52.Z5. 

X135.Z145.M12

G28U0.W0.T0300 

N04

(  C16RSTFCR11 TCMT 04  130  ) 

G28U0.W0.

G50X327.360Z178.670S3000T0600

G97S1800M10T0606 

G00X165.Z75. 

X27.5Z5. 

G01X27.46Z-74.F0.08

X21.8

Z-76.8 

X15.8

Z-79.8 

G00Z5. 

X165.Z75.M12 

G28U0.W0.T0600 

M01

  

N05

( C16RSTFCR11 TCMT 04  130 ) 

G28U0.W0.

G50X327.360Z178.670S3000T0600

G97S1800M10T0606 

G00X165.Z75. 

X27.9Z5. 

G01X27.86Z-77.F0.08

X24. 

Z-80.

X15. 

G00Z5. 

X165.Z75.M12 

G28U0.W0.T0600 

N06

(S25R-GVCGXR GVGIR6340  100) 

G28U0.W0.

G50X341.880Z182.030S1300T0800

G97S500M10T0808

G00X170.Z85. 

X27.5Z7. 

G01Z-12.F1.8 

X32.5F0.05 

G00X27.

G01Z-15.F0.8 

X32.5F0.05 

G00X27.

G01Z-18.F0.8 

X32.5F0.05 

G00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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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ODE NO. 09 - L299 - 1 - C - I - C

G01Z-21.F0.8 

X32.5F0.05 

G00X27.

G01Z-24.F0.8 

X32.5F0.05 

G00X27.5 

G01Z7.F1.8 

G00X170.Z85.M12

G28U0.W0.T0800 

M01

 

N07

(S25R-GVCGXR GVGIR6340  100) 

G28U0.W0.

G50X341.880Z182.030S1300T0800

G97S500M10T0808

G00X170.Z85. 

X27.5Z7. 

G01Z-27.F1.8 

X32.5F0.05 

G00X27.

G01Z-30.F0.8 

X32.5F0.05 

G00X27.

G01Z-33.F0.8 

X32.5F0.05 

G00X27.

G01Z-36.F0.8 

X32.5F0.05 

G00X27.

G01Z-39.F0.8 

X32.5F0.05 

G00X27.5 

G01Z7.F1.8 

G00X170.Z85.M12

G28U0.W0.T0800 

M01

 

N08

(S25R-GVCGXR GVGIR6340  100) 

G28U0.W0.

G50X341.880Z182.030S1300T0800

G97S500M10T0808

G00X170.Z85. 

X27.5Z7. 

G01Z-42.F1.8 

X32.5F0.05 

G00X27.

G01Z-45.F0.8 

X32.5F0.05 

G00X27.

G01Z-48.F0.8 

X32.5F0.05 

G00X27.

G01Z-51.F0.8 

X32.5F0.05 

G00X27.

G01Z-54.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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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CODE NO. 09 - L299 - 1 - C - I - C

(GVR2525-4  GV504  P20)

G28U0.W0.

G50X252.140Z286.790S1800T0700

G97S500M10T0707

G00X130.Z145.

X55.Z5.

Z-83.1 

X22. 

G01X9.F0.08

G00X22.

Z-86.2 

G01X9. 

G00X22.

Z-89.2 

G01X9. 

G00X55.

Z5.

X130.Z145.M12

G28U0.W0.T0700 

M30( 60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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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09 - L504 - 1 - Pa - pv

   NAME of PARTS Pressure vessel

   MATERIAL Al-6061

DRAWN CHECKED APPROVED



- 127 -

  제 3  업무결과  고찰

   1. 업무결과

     2009년도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지원업무 실 을 

보면 제작업무 423건, 보수업무 113건, 외주제작 지원업무 90 건 등 총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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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음향 설  속 편 감시 장치,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공기 포집기 등 423건을 제작하 고, 방사성물질 운반 cask 해체, 유

도가열로 진공챔버 수리, 하나로 2차 냉각펌  동기 보수, 해정련장치 반응

기  이송장치 수리 등 113건을 보수하여 의뢰부서에 공 하 으며 특수가

공 는 문, 계열화 업체에서 제작이 요구되는 품목이나 우리과제의 구

비장비 는 제작기간에 제한이 있는 개량 해환원 원료공 장치, 잔류 액

티늄족 해회수 시험장치,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염분 화 장치, 연속

식 염 증류장치 등  90건을 외주처리 하므로 써 총 626건에 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하 고 이러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의뢰부서와

의 기술상담 후 기술자료조사, 생산설계  제작도면 작성, 공작재료의 구

매  리, 제작비산출  통계 등 설계․공무 리업무 1,015건과 공정

리  품질보증 등 387건을 병행하여 처리하 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체 처리업무건수가 ’08년도와 비교할 때 48건이 증가하 으며 개발 성격의 

제작업무도 증가하고, 장기과제, 하나로 등 원자력시설 련 고난이도의 

긴 을 요구하는 안 경  제작업무가 증가하면서 물  양 으로는 년과 

비슷한 업무량을 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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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기기의 제작  보수업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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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

업   무

∙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

∙음향 설  속 편 감시 장치제작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제작

∙공기 포집기 제작

∙원 배 용 감육 탄소강 시편 제작

∙ 해환원 반응기외 1종 제작

∙ 해환원 방열  제작

∙내부 반응기 제작

∙핵연료 용해장치 제작

∙압축 벤토나이트 몰드 제작

∙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 괴강도 측정 시편 제작  

∙양팔 서보조작기 거치 임 제작/설치

∙ Ir-192 NDT 선원 조사표  제작 

∙월성원  압력 시편 제작 

423

보  수

업  무

∙방사성물질 운반 cask 해체

∙유도가열로 진공챔버 수리

∙하나로 2차 냉각펌  동기 보수

∙ 해정련장치 반응기  이송장치 수리

∙하나로 공기압축기 유지/보수

∙특수동 실험실 바닥 트 치 보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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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

제   작

∙개량 해환원 원료공 장치 제작

∙잔류 액티늄족 해회수 시험장치 제작

∙염폐기물 고화공정 검증용 염분 화 장치 제작

∙연속식 염 증류장치 제작

∙핵분열생성물 복합핵종 제거 성능시험장치 제작

90

설     계

공무 리

․기술상담   업무 의   ․자료조사

․생산설계   제도       ․시장조사

․공작재료  리          ․공기구  리

․제작비  산출   통계    ․기타  공무  등

(1,009)

공정 리  

품질 리

․제조  공정 리   검사

․작업기술 리

․품질보증  업무 (ISO  9001  시행 ) 등

(362)

합                          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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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작업 리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 130 -

  특히, 보수업무 113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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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세스먼트 차폐체 설계･제작, DC-TOF panel 설계･제작, I-131 

capsule 용 납용기, Ir-192 NDT 선원 조사표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한 In-situ  고압시료용기, coated particle tray, ITER blanket 3차분 

qualification mock-up용 인장시편, Ir-192 NDT 선원 조사표  등 의 가공공정

을 CNC lathe 와 machining center에서의 수치제어 가공방식으로 완벽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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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갱신 심사를 통과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계속 수행하

다. 이 로써 제작기술과 안정성의 국제  인증, 원자력기술개발정보의 외부 유

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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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와 표 6. 은 ’09년도에 수행한 월별 설계․제작 업무 실 을 건수

와 액  등으로 나타낸 것인데 월평균 52건의 작업을 처리하 으나 건당 

작업내용과 제작수량  작업공정 등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정 작업이나 

형작업의 경우는 제작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긴

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기 공 을 한 공정계획 수립에 애로가 많았으

나 유연성 있는 작업 리와  원의 극 인 조 아래 총 626건을 처

리하므로 써 업무를 수행하 으며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를 제외한 액은 

232,381,000원 이었다.

  표 7. 은 가공분야별 업무 실 인데 정 가공이 많은 링가공분야가  

35.8％로 제일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선반과 ․용 분야도 29.1～

20.8％를 차지하 음은 각 분야의 의뢰작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복합

인 의뢰작업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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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과 같이 계속 인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방사선

리구역내 서비스 시행 등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 한 해 다고 본

다. 설계․제작 업무에는 지 까지와 같은 유형의 업무뿐 아니라 연구개발

과 련한 기술상담 는 기술자료 제공 등 무형의 설계․제작 업무도 병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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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자력기기장치 제작․보수실

     구 분

  월

원자력기기

장치제작

원자력기기

장치보수

외주제작구매 

발주지원

CNC 

로그램 

개발(종)

계

 1 46 12 10 (2) 68

 2 27 7 6 (-) 40

 3 35 9 8 (3) 52

 4 39 11 8 (3) 58

 5 26 7 5 (-) 38

 6 35 9 8 (2) 52

 7 41 11 9 (1) 61

 8 35 10 6 (1) 51

 9 47 13 10 (3) 70

10 36 9 8 (1) 53

11 29 8 6 (1) 43

12 27 7 6 (-) 40

합계 423 113 90 17 626

 ※ 건수는 완료기 임

 ※ CNC 로그램 개발은 기기장치 제작  일부임.

표 6. 사업별 자체제작 실   제작재료비 황

(단  : 건, 천원) 

  구분

월

장기 사업 기 고유 수탁사업 기타 계

지원

실
재료비

지원

실
재료비

지원

실
재료비

지원

실
재료비

지원

실
재료비

1 37 4,190 15 1,511 4 4,039 2 2,639 58 12,379

2 16 11,173 13 614 4 1,140 1 34 12,927

3 27 3,354 10 1,376 5 183 2 86 44 4,999

4 34 3,568 11 32,570 3 1,302 2 110 50 37,550

5 16 1,625 9 1,535 5 536 3 3,761 33 7,457

6 27 11,533 12 5,118 4 1,387 1 1,697 44 19,735

7 37 5,581 10 1,201 2 201 3 107 52 7,090

8 31 2,273 8 36,687 2 346 4 3,346 45 42,652

9 36 1,607 14 2,464 6 307 4 1,374 60 5,752

10 25 1,126 13 32,834 6 1,635 1 - 45 35,595

11 19 2,166 8 17,236 4 123 6 4,793 37 24,318

12 18 9,512 11 11,466 3 484 2 465 34 21,927

합계 323 57,708 134 144,612 48 11,683 31 18,378 536 232,381

 ※ 외주제작 구매발주 지원 제외

 ※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 제외

 ※ 장기사업(60.2％), 기 고유사업(25％)분야에 자체제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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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공분야별 업무실

    분야

 월
선   반   링 ․용 외주․기타 계

1 20 24 14 10 68

2 11 14 8 7 40

3 15 19 11 7 52

4 17 21 12 8 58

5 11 14 8 5 38

6 15 19 11 7 52

7 18 22 12 9 61

8 15 18 11 7 51

9 20 25 15 10 70

10 15 19 11 8 53

11 13 15 9 6 43

12 12 14 8 6 40

계 182 224 130 90 626

백분율 29.1 35.8 20.8 14.3 100

표 8. 공무 리  작업 리

        구                분   건     수   비  고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 184

 ․외주구매  제작품  발주 90

 ․물품구입   시장조사 132

 ․제작재료비  산출   재료카드  정리 626

 ․지출 체  결의서  작성 51

 ․운 계획   공문  발송 29

 ․제조공정 리 84

 ․품질보증   작업․공정 리 270

 ․기타공무 25

               계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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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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에는 62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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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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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