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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Ⅱ. 업무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연구기기를 개발 및 제작․보

수하여 적시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중요성이

있다.

Ⅲ.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작업에 대한 기술상담

2. 기술자료 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및 제도

4. 외주제작품에 대한 제작시방서, 생산도면, 제작원가추산서 작성검토

5.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보수

선반가공, 밀링가공, CNC가공, 판금 및 용접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및 표면처리 가공 등.

6. 공무관리.

7. 품질보증 및 작업관리.

Ⅳ. 업무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과제에서는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 설비 제작 설치,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 실험장치, 공기 포집

기(9) 등 421건의 원자력연구기기를 제작하였고, 핵연료 집합체 시험장비 수

정, 폐액 저장탱크 수리, 납차폐 캐비닛 수리, 전해 반응조 도가니 수리, 열교환

기 수리 등 96건의 연구기기를 보수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므로 써 연구개

발 사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 또 각 연구실

에서는 우리 과제를 최대로 활용하므로 써 시간과 예산의 절약뿐 아니라 연

구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의뢰되는 작업내용 중 제작시간과 장비, 인력 등의 제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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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119건 ;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 용융염계 전위 측정 장

치,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장치, 공융염 혼합 반응장치 등)에 대해서는 외

주제작 처리를 하였는데, 외주제작 시에는 생산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하

고 제작비 추산원가를 산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외주제작 구매업무를 진

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실적을 올렸다.

업 무 실 적

※ 합계건수에는 생산설계 및 공무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보증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업 무 구 분 실 적 건 수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

설 계 및 제 작 421

보 수 96

외 주

제 작

◦생산도면작성

◦제작시방서작성

◦제작비추산가 산출

119

생산설계 및 공무관리 (1,141)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373)

합 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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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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items such as Simulation

test facility for NPP secondary piping system, Deposit transforming equipment in

electro-refining, ITER blanket mock-up, etc, and by maintenance of 96

devices such as Fuel rod assembly test equipment, Waste wate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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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Pb shield cabinet, Hea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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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externally manufactured

items, (Melting salt system dislocation measuring device, Spent fuel frame

under water cutting device, Multiplex vol-oxidizer, Soil & concrete

decontamination waste disposal system, Mixer reactor for LiCl-Kcl waste sal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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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nufacture 421

Maintenance 96

Ex ternally

Manufacturing

Article

◦ Production design

◦Manufacturing

Specification

◦Cost Estimation

119

Production Design and

Technical Affairs
(1 ,141)

Process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373)

Total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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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지원과제에서는 연구원의 모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의 생산설계․제작 및 보수와 관련된 기

술개발 및 공작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개발 장치와 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고,

 연구․실험도중 수시로 연구기기를 설계변경 하거나 개조 및 보수․보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에 따른

시간과 제작비의 절약효과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금년도에 수행한 업무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중장기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연구기기를 설계․제작하였고 하나로 운전, 이용기술개

발과 관련 의료용, 산업용 등에 활용되는 각종 동위원소 생산에 필요한 조

사표적 및 취급 장치, 냉중성자 실험동의 각종 차폐체 및 이동 cask, 국제핵

융합실험로(ITER) 개발을 위한 이종금속 접합 표준시편 등을 개발․제작하

여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작은 밀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개

발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가 전문화․다양화되면서 첨단 고 정밀가공이 요구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축적과 설계 및 가공기술

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원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기동지원팀을 운영

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긴급제작 지원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품질과 정밀도 요구가 다양해지고 긴급 의뢰작업

이 증가한 반면에 인력보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각 가공분야별로 업

무가 누적되는 등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하였으나 전문 기능 인력

을 위촉연구원(4명)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보다 발전

적인 지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운영 및 관리체계를 현실성 있게 꾸준히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공작지원업무수행 방법을 요약하면 각 연구개발 과제에서 각종

연구기기의 제작 및 보수에 대한 의뢰작업의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는 충분

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처리방법에 따라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으로 분류하여

지원하였는데 의뢰건수로 비교할 때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비율은 85:15으

로 거의 대부분을 자체제작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제작의 경우, 의뢰부서와 기술협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술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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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서 의뢰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생산설계 및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소요재료와 공구류 등이 준비되면 가공 공정별로 공정계획을 수립

하고 제작에 착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공작업무는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특수성

을 고려하여 작업과정은 품목마다 다르고 매건 마다 선삭가공, 밀링 및 형

삭가공, 연삭가공, 판금 및 용접 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및 표면처리 가공

등의 공정이 일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체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한 후 제품을 의뢰자에게 공급하고 소요제작비를 산출하여 계정

대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작업이 종결된다.

외주제작의 경우, 우리과제에 의뢰되는 작업 중에서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제작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하고 제작비 기초원가 산출을 위한 제작비 추

산가격을 산출근거와 함께 상세히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구매요구한 후 계약

이 체결되면 제작공정중의 제작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이 납품되면 관련

기술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외주제작발주와 관련된 제반문서작성이 가능한 연구 부서에서는 관

련문서를 작성한 후 제작비추산가 및 산출근거 등을 검토․확인하므로 써

연구부서의 외주제작 발주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 되도록 지원하였다.

금년도에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분

석해보면 참여인력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지원건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

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대형장치 제작과 고정밀, 고난이도의 안전경영관련

기기장치 제작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축적된 가공기술 및 현장경험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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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기기장치 개발․제작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기술업무 절차

서를 정비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기기장치개발․제작"에 대한

ISO 9001 인증(’06. 09 .22)을 획득․운영하고 있으며 ’09년도에 2번째 갱신 후

’10년도에는 2-1번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므로 써 품질보증등급(Q, T Class)

를 개발․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공 생산형태를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 방식을

접목하여 범용 공작기계와 CAM 공작기계를 조화 있게 활용하는 생산방식

을 계속 추진하면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전 과제 참여자의 능동적인 협조정신과 참여의식 등의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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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1절 업무 및 가공내용

1. 업무내용

본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기를 생산설계,

제작․보수 및 개발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공작업무 내용으로 연구과제

의 의뢰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동일한 품목을 다량 생산하는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는 제작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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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삭 가공, 밀링가공,

형삭가공, 연삭가공 등과 판금, 용접 및 조립가공 등 각 공정을 경유하여 각

종 부품의 형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다시 반복생산과 일 품목 생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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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자료조사와 생산설계 및 공작도면

작성은 물론 모든 제작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각종 공작기계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가공에 소요되는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며 제품의 생산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3가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품

질의 향상, 재료의 관리 등 종합적인 생산관리를 체계적이고 융통성을 강조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의뢰되는 작업내용 중에서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기(고정밀 가공

품, 방전가공제품, 특별한 code 또는 품질보증 등급을 적용하는 제품, 전문

가공이 필요한 제품이거나 이와 관련된 장치류, 전자회로와 관련된 장치류

등), 대형 가공물 또는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장치와 우리과제 시설로

는 가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기 및 부품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제

작을 하였는데 외주제작품에 대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 및 제작원가

추산서를 작성하여 제작 구매요구서에 의해 계약부서에 구매요구 하는 제도

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므로 써 외주제작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 4 -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 분야

(1) 각종 방사선 및 원자력 연구 실험장치

(2) 각종 기계부품, 운반기구 및 구동장치

(3) 각종 용접구조물, 지지대 및 판금작업

(4) 각종 개발 특수소재의 시편 및 ITER 표준시편

(5) 각종 방사선 차폐물

(6) 각종 동위원소의 운반용기

(7) 각종 압력 및 진공용기

(8) 핵연료 및 동위원소 취급 장치

(9) 각종 구동 조정장치 및 측정 장치

(10) 각종 부품의 표면처리 및 열처리

(11) 기타 기기 류

나. 외주구매 제작 분야

(1) 설계 자료조사 및 물가자료조사

(2)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시방서작성

(3) 제작원가 추산서 및 원가산출근거목록작성

(4) 제품에 대한 기술검사 및 제작감독업무

(5) 제조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의 검토․확인업무

다. 설계, 공무 분야

(1) 의뢰작업에 대한 기술상담 및 자료조사

(2) 제작재료의 품목 및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 및 시제품 개발

(4) 제작비 산출 및 통계

(5) 공작 재료창고 운영, 공기구 및 자산관리

(6) 기타 공무업무

라. 작업 및 품질보증

(1) 제작공정 기술개발

(2) 기기장치에 대한 품질보증(ISO 9001 적용)

(3) 완제품에 대한 검사와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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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내용

각 연구실에서 의뢰되는 작업은 제작 및 보수에 대한 기술협의와 자

료 조사가 완료되면 생산설계와 공작도면을 작성한 후에 기계 가공, 판금

및 용접가공, 소성가공, 다듬질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및 표면처리가공 등으

로 구분하여 진행을 했는데 가공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계가공

(1) 선삭 가공(Turning)

(2)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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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팅 가공(Slotting)

나. 판금 및 용접 가공

(1) 판금, 제관 및 소성가공

(2) 가스 용접가공/아-크 용접가공

(3) 저항 용접 및 TIG 용접

(4) Plasma 절단가공

(5) Brazing 가공

(6) 납땜가공

(7) 기타 구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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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제작 연구기기내용

1. 자체제작 연구기기

가.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 설비 제작/설치

본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 설비” 는 원전 2차 계통 배관결함 및

배관감육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loop system 으로 기본형식은 철골/형강/배관 구

조물로서 test loop part, pump & motor part,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cooling part, control part 로 구분되며, 각 part를 지지/구성하는 base frame으로

구성되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1) 설계요건

(가) Test loop part

1) loop part 는 실험요건이 최대 온도 200℃, 최대 압력 20kg/㎠,

최대 유속 10m/s 로 가변 운전이 가능 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200℃ 온도까지 가열 할 수 있는 장치와 일정 온도의 유지를 위

한 보온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열장치는 최대 200℃ 까지 가변 조절이 가능하여

야 하며, 필요시 loop part 부분적으로 가열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실험 시(온도 200℃이상, 압력 20kg/㎠이상) 온도, 압력, 유속, 유

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종 측정기기를 선정 장착 하여야 한다.

4) Loop part 를 일정한 높이에 고정하기 위한 support는 진동전달

방지 기능을 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고온, 고압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므로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선정

장착하여야 한다.

6) Loop part 중간에는 실험용 각종 시편(pipe type)을 원활하게

장 탈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나)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1) Supply tank는 최소 OS∅650mm x H800mm 규격으로 최대

20kg/㎠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라

인을 구성하는 모든 배관은 1/2” STS304 tube와 플렌지로 연결되도록 설계 하여

야 한다.

2) Supply tank에는 내부에 저장되는 물의 양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level gauge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반 및 설치가 용이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7 -

3) Tank part에는 loop part에 유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surge

pump(motor 포함)를 선정 부착하여야 하며, loop part에 발생되는 진동이 전달되

지 않도록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

4) Surge pump 및 계통의 고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tank와 loop part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실험 시 loop system에 순환되고 있는 유체가 상온(30℃ 이하)으

로 온도가 다운되어 surge tank로 유입될 수 있도록 cooling system을 설계 제

작하여야 하며, 다운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Pump & motor

최대 온도 200℃, 최대 압력 20kg/㎠, 최대 유속 10m/s 로 가변 운

전을 위한 pump 및 motor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ump

- 펌프는 STS304 재질로 내 외부가 매끈하고 유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기공, 돌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 Loop part 실험조건에 적합한 200℃ 온도, 내부식성, 내유성, 내

약품성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각종 O-ring 등 부품들 또한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흡입 및 토출 구는 면이 평평한 플렌지 type 으로 되어야 하며

펌프 수리 및 분해 시 케이싱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여

야 한다. 또한, 펌프 수리 시 유체 차단을 위한 제수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

다.

2) Motor 부분 :

- 모터 사양 : VS motor, 5.5kw, 3,510rpm

- 모터 소손 발생 시 긴급 대체가 가능하도록 주위에서 간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규격에 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이이야 한다.

- 잦은 기동빈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모터를 사용

해야 한다.

(라) Control Part

운전 및 운전요건을 확인을 위한 control part 와의 연계가 되어하

며 모든 측정기 및 연계부품은 운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장·탈착이 용이한 구

조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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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st loop part 연계 부분 :

- Heater : on/ off, 온도 가변을 제어

- Pressure transmitter (지시계)

- Pressure gauge (지시계)

- Temp. gauge (지시계)

- Flowmeter (지시계)

2) Pump & motor part 연계 부분 :

- VS motor : on/off, 유속 제어

3)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연계 부분 :

- Motor : on/off

4) Cooling part 연계 부분 :

- Cooling : on/off

- Temp. gauge (지시계)

(마) 기타 부분 : 1 Set

- 150mm(T) x 3500mm(W) x 4000mm(L) 규격의 test loop prat

frame과 150mm(T) x 1000mm(W) x 1500mm(L) pump & motor frame은

SM45C + H형강 재료로 제작하되 조립 방법은 형강 및 plate 조립식 (조립 후

고정식), 현장요건을 반영한 방진, 운반, 고정, 레벨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lifting lug 또는 eye bolt 를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최소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장치의 모든 연결 부위는 실험 시 Pump & Motor 등에서 발생되

는 진동이 loop part에 최대한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 내부식성 재료인 STS304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부식방지

를 위해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용접은 용접절차서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산

세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설비는 도면

1-1, 1-2 및 1-3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으며 상세 설계 제작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가) Test loop part

Test loop part는 도면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온도 20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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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압력 20kg/㎠, 최대 유속 10m/s로 연속 유체유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

므로 써 test specimen 내부의 감육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 배관은 ASTM-Ⅷ division 1 code 에 근거하여 STS304 3" x SCH20S 규격

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배관라인에는 원심펌프 및 cooler(부품 2), 온도 200℃ 까

지 가열하기 위한 immersion heater Ⅰ, Ⅱ(부품11, 11-1), flowmeter(부품 12),

pressure meter(부품 13), temp. meter(부품 14), 를 적소에 설치하여 각종 시험

인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서계 제작하였다.

STS304, carbon steel, SA508 재질의 3종으로 제작하여 Test specimen(부품

6)을 재질별로 교체 설치하여 감육상태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배관라인 중간을

flange type으로 설계 제작 하였다. Test main base frame 구조물(부품 1)은 높

이 185mm x 가로 5,000mm x 세로 4,000mm 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level

조정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cater를 부착하였다. Flow meter, pressure

transmitter, temperature transmitter, test report 및 결선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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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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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st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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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st she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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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est she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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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est shee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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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est shee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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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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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시험용 demiwater를 test loop part에 공급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cooling demiwater를 회수하기 위한 supply tank(부품 16)은 STS304 재질로

ASTM-Ⅷ division code 에 의하여 두께 6mm x OD∅650mm x H800mm 규격
으로 설계 제작 하였다. Supply tank 하단부에 1/2” 규격의 STS304 tune로 원심

펌프 라인에 연결하여 demiwater를 공급하고 시험 종료 후 pump 와 연결된

1/2” 규경의 tube를 통하여 회수되도록 하는 cycle type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가)항의 test loop part와 (나)항의 supply tank 제작에 따른 침투탐상보고서,

압력시험보고서, 용접절차서(WPS), PQR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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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침투탐상검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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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압력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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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용접절차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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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용접절차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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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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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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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mp & motor part

최대 온도 200℃, 최대 압력 20kg/㎠, 최대 유속 10m/s 조건으로 운

전하기 위한 pump 설계사양으로 유량 0.15㎥/min, head 15.0m, 회전수 1,750rpm,

motor power 1.5kw 규격의 centrifugal pump 로 CW-HYDRO. HB 40x25-200을

선정하였다. Pump 구동용 motor로는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HLS-095-AL201-RN 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centrifugal pump data sheet,

pump performance curves, pump test report, test report for dynamic

balancing, 시험성적서, 열처리 가공검사 성적서, material certificate, head

treatment record, test report of induction motor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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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entrifugal pump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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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ump performance curves



-
3
0
-

그
림
19.
P
u
m
p
test

rep
o
rt



-
3
1
-

그
림
2
0.
P
u
m
p
p
erfo
rm
a
n
ce
cu
rv
es



-
3
2
-

그
림
21
.
H
y
d
ro
static

test
rep
o
rt



- 33 -

그림 22. Test report for dynamic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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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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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열처리 가공 검사 성적서-1



- 36 -

그림 25. 열처리 가공 검사 성적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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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aterial certificate



- 38 -

그림 27. Heat treatment reco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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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Heat treatment rec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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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Heat treatment reco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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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Heat treatment reco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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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est report of inducti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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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ntrol part 및 기타 부문

본 장치의 운전요건을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art는 test loop part,

pump & motor part,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cooling part와 관련된 각

종 기기, 계기, 측정기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였으며, 각 부분의 연

동제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Test loop part

- Heater on/off

- Pressure transmitter

- Pressure gauge

- Temperature gauge

- Flowmeter

2) Pump & motor part

- Motor on/off

- Motor rpm

- 유량 제어

3) Supply tank for demiwater part

- Motor on/off

- level gauge

4) Cooling part

- Cooling on/off

- Temperature gauge

관련된 회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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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onstruc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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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실험 장치 제작

본 장치는 실제 hot cell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용 장치를 제작하기 전 “전

해정련장치”에서 생성된 전착물에 대한 대용물질을 이용하여 이송 시험 및 평가

하기 위한 장치로 실험결과는 용융염을 이용한 실험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금번

제작에서는 기계적인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제작하였다.

(1) 설계요건

(가) 본 장치에 사용되는 물질이 용융염(금번 사용물질은 전착물 대용

물질)이므로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선정 제작하여야 한다.

(나) 본 장치의 구동 부문은 지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

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조작이 되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다) 본 장치는 필요한 위치로의 이동과 고정이 원활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본체에 있는 전착물은 오부로 배출되기 전 까지 용융염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마) 본 장치의 조립부분은 내부에 저장된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

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바) 전착물을 이송하기 위한 통로의 길이는 내부 온도가 약 500℃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flange에 설치되는 구동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최소화 되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실험 장치 는 도면

과 같이 설계 제작 하였으며 본 장치는 전해조부문과 이송장치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상세 설계 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해조 부문

하단이 45° 형태로 제작된 원통형(OD∅ 430mm x H 625mm) 으로

제작한 전해조 하단 Cone 옆면에는 전착물이 이송장치에 장착된 bucket 으로 낙

하 할 수 있도록 폭 60mm 규격의 슬릿을 가공하고, 상단에는 각종 구동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flange 1조를 도면과 같이 가공 부착하였다. 또한 전해조 내부에

서 발생된 전착물이 bucket 으로 이송과 60mm 폭으로 가공된 슬릿을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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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scraper 를 전해조 하단 형태와 비슷하게 닻 형태로 설계 제작하여 shaft

하단에 조립하였다. Scraper 가 조립된 shaft 상단에는 scraper 를 회전시키기 위

한 구동장치를 부착하였으며 그 중간에는 bearing housing을 설계 제작하여 조

립 하므로 써 원활한 구동을 시킬 수 있었으며, 구동부문에는 스테핑모터를 사

용 하고 근접센서를 사용하여 순간 정지 시에도 슬릿부분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전해조 구동 조건 및 사용 부품은 다음과 같다.

- 회전속도 : 2 ～ 20 rpm

- 사용부품 : 스테핑모터(Model : 4S56Q04054SG1000)

모터드라이브(Model : MD2U-ID20)

서보감속기(PGX60-N-50)

(나) 이송장치부문

이송장치 부문은 전해조에서 나오는 전착물을 장치 외부로 배출시

키기 위한 부문으로 설계 제작내용을 살펴보면

1) STS304 OD∅139.8mm x L1,700mm 규격의 기존 파이프(tunnel

body)를 기본으로 전해조와 접촉되는 하단 옆면에는 cone 형태로 제작된 전해조

에 가공된 슬릿 규격과 동일한 규격으로 사각형태의 슬릿을 가공하여 전착물 통

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단 마구리에서 상단으로 약 930mm 떨어진

위치에는 bucket에 담겨 tunnel을 따라 위로 옮겨진 전착물을 수집 장치에 저장

하기 위한 통로를 도면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상단에는 필요한 각종 구

동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flange를 가공 부착하였다. Tunnel body 내부에는

angle을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므로 써 bucket의 상하 및 회전용 rack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었다.

2) 전해조로부터 전착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bucket은 L250mm x

W100mm x H70mm 사각형 규격이 되도록 가공하고 아랫부분에는 전착물과 동

시에 담겨진 액체가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경 3mm 규격

의 hole을 다공형태로 가공하였다.

3) Bucket의 선형이송장치로는 랙(M=2)과 피니언(M=2)을 사용하였

고, 회전 장치로는 spur gear(M=2)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구동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선형 이송장치

- 회전속도 : 약 8-10 cm/min(0.5rpm ～ 20rpm)

- 사용부품 : 스테핑모터(Model : 4S56Q04054SG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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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드라이브(Model : MD2U-ID20)

서보감속기(PGX60-N-50)

나) 회전 장치

- 회전속도 : 2rpm ～ 20rpm

- 사용부품 : 스테핑모터(Model : 4S56Q04054SG1000)

모터드라이브(Model : MD2U-ID20)

서보감속기(PGX60-N-50)

(다) 외부에서 전착물을 받는 수집 장치는 1mm 두께 STS304 plate로

외경 300mm x 높이 300mm 규격이 되도록 원통형 shell을 제작하였으며, 일정한

높이에서 수집되도록 받침대도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라) Control system 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전해조부문

- Scraper 조절기능(2rpm ～ 20rpm)

- 일정한 위치에 scraper 정확한 정지 기능

2) Bucket 선형 이송부문

- 이송속도 조절기능[약 8 ～ 10 cm/min(0.5rpm ～ 20rpm)]

- 설정된 상단과 하단 위치에서의 정확한 정지 기능

3) Bucket 회전 부문

- 회전속도 조절기능(2rpm ～ 20rpm)

- 180° 회전 후 원위치 복귀 기능

(마) L2,300mm x W1,100mm 규격이 되도록 도면과 같이 frame을 제

작하여 모든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단 4개소에는 이동과 고정을

위한 caster를 부착하여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바) 본 장치는 실험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설계하여 실용 장

치 제작 시 반영할 예정이며, 보완하여 할 예상 문제점으로는

- 전해조에 있는 전착물의 전부 수집 기능

- 전해조 통로의 완벽한 차단 기능

- 전착물 이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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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전착물을 1회에 수집할 수 있는 기능

- 액체 배출을 위해 가공된 홀(bucket에 가공된 3mm hole)을 통한

미세한 누출방지 기능

- 실제 사용되는 용융염에 강한 재료 선정

- Tunnel에 가공된 배출구에서 전착물의 걸림 현상 방지 기능

-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bearing 등) 선정

- 사용으로 인한 손상부품 교체

- Hot cell에서 사용하므로 원격 조작 기능

등 다양한 수정 보완 문제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사전 실증실험이 이루어 져

야 하며,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계 제작을 하므로 써 원하는 장

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5
6
-

치장험실송이물착전련정해전１－２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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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ER blanket mock-up 제작

차세대 원자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 중국,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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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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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를 관리하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연구원

은 ITER blanket 제 1차 방벽재료 및 제조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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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접합기술을 개발 제작하여 ITER 공동 개발국과 교차 시험하여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술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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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전성이 ITER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ITER 국제기구는 초전도 도체,

디버터와 함께 기술 검증을 필요로 하는 3대 핵심기술 분야중 하나로 ITER 기

구 주관으로 국제공동 검증시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07년도에는 자체평가용 mock-up을 개발 제작하였으며 `08,’09년도에는 국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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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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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핵융합로 blanket 1차벽의 1단계 기술검증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10년도에는 mock-up 중형화, semi-prototype 설계검증을 위한 1, 2 channel,

U type mock-up을 설계 제작하였다.

(1)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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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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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시켜야 한다.

(나) 3종 금속을 압접하는 방법으로는 HIP(hot isostatic press) 공법

을 적용 하는데 HIP process를 정확히 이해하고 품질보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작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 Be metal 은 인체에 유해한 금속으로 가공 용접 시 방호체계를

구축 하여야 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STS, Cu, Be 3종 금속을 STS plate canning 후 진공누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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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STS, Cu, Be 표면조도는 Rmax 기준 6.3S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 58 -

표면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바) 1, 2차 HIP 공정의 중요한 사항은 품질보증 관련하여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사) Semi-prototype 설계검증을 위한 예비 1, 2 channel 과 U type

mock-up을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기본규격 및 사양

(가) 1차 HIP은 STS316 block과 CuCrZr 이종 재료를 접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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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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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에 삽입하기 위하여 R6 규격의 hole을

가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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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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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의 STS plate로 완전 밀봉 전 추가로 알-콜 초음파 세척을 하여 불순물을 “0”

에 근접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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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
-3
Torr 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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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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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좌, 우 3mm 씩 정밀 가공하여 tube만 남긴다.

(아) Decanning block의 CuCrZr 표면을 정밀하게 연삭한 후 표면조

도는 Ramx 기준 6.3S 이상 이어야 한다. “2)” 항 기준으로 초음파 세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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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rZr 연삭 면 상단에 3장의 Be coating block을 조적한 후 “3)” 항과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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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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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은 도

면 3-1, 3-2 및 3-3 과 같이 설계 제작 하였으며 기술개발 제작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P process 공정 진행을 위하여 먼저 각각의 원 소재를 정밀가공하고 진공용

접을 통한 기밀유지의 canning 제작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한

Cu(99.99%)는 ingot(50tx500x50) 형태로 먼저 band saw를 이용하여 1차 가공하

였으며 STS block(50mm x 90mm x 210mm)은 원 소재를 구입하였다. B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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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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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제작하였다. Be는 금속 중 최저밀도(비중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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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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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점(1,287℃)을 지니고 대기 중에서 상당히 안정하여 760℃ 까지는 산화저항

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매우 바람직한 특성으로 인하여 Be은 핵반응

로에서 중성자 완충기 및 반사체로, X-선 투과감지기, Ir 표적획득시스템, 관성항

법장치, 컴퓨터 부품, 항공기, 위성 구조물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e는 가

격이 비싸고 취성과 유독성에 의해 응용이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mock-up 최내벽의 고온부분에 STS-Cu-Be 3종 접합 금속을 개발하게 되었고

Be의 유독성으로 인한 집진설비가 구비된 제한된 공간에서 기계가공 하여야 하

나 우리는 기계가공을 하지 않는 설계․제작으로 설계요건 “(다)” 항 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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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었다. STS, Cu block은 그림 38. 에서와 같이 CNC milling에서 정밀가

공 후 그림 2. 와 같이 압접면을 Rmax 6.3S 의 조도로 정밀 연삭하였다.

그림 37. 원자재

그림 38. CNC milling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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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평면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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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여 30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건조된 소재

는 비닐 랲으로 포장․보관하여 canning 용접 공정을 대기하는 동안표면 오염을

방지하였다. 50mm STS block, 30mm Cu block, 10mm Be block 순서로 적층하

고 두께 1.5mm STS plate로 육면을 그림 39. 과 같이 밀봉용접 하였으며 상단

부위 중앙에는 길이 100mm의 STS316L 1/4" tube를 용접하여 그림 40.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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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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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0. Mock-up 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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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ubbling test

그림 41. 에서와 같이 10-3 Torr에서 진공누설 시험을 거친 후 Mock-up

canning은 HIP 공정으로 이송된다. HIP 전문업체는 국내에서 아직 bench scale

수준이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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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 업체로서 HIP은

KOHIPS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42. HIP equipment



- 63 -

그림 43. ITER blanket mock-up

등방 정압프레스(isostatic press)는 냉간 등방프레스(cold isostatic press), 열간

정압프레스(hot isostatic press), 적층 압착프레스(laminator or warm isostatic

press), food press로 구분되며 그 원리와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으나 사용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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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초고압을 사용하여 세라믹, 금속성형, 금속분말 소결, 전자부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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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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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 의해 초고압이 샘플 외부 모든 표면에 균일하게 작용되어 압축성형, 소결,

살균 처리가 가능해진다.

Mock-up canning은 그림 42. 에서와 같이 KOHIPS에서 HIP 방법으로 압축성

형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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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되어 조밀화 되고 치밀화 되어 기존 물성을 향상시킨다. 그림 43. 은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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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우수 하였으며 ’11년도에도 계속하여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을

개발․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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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본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은 ISO 9001 QA

program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제작완료보고서는 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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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기기장치개발 및 제작 “ISO 9001 인증” 심사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술위원회(TC) 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전 산업계에 적용되는 일련의 품질경영 국제규격,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품질

경영(QM)의 모든 요구사항을 규정, 조직의 효율적인 품질경영관리를 위한 성공

적인 지침, 조직의 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써, 팀 에서는 의뢰자(연구과제)의 날로 높아가는 원자력기기

장치에 대한 품질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또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본 원자력기기장치개발 및 제

작을 위한 설계, 프로젝트 관리,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였다.

(1) 추진 배경

- 원자력시설에 공급하는 기기장치의 품질보증시스템 부재

- 원자력시설의 KINS 정기검사 강화로 안전운영시스템 필수

(2) 추진 과정 및 경과

- 부서업무 진단 및 ISO 교육 : (’06.05.10～’06.05.19)

- 부서별 업무 및 조직 확정 : (’06.05.10～’06.05.19)

- 품질경영 매뉴얼 작성 및 검토 : (’06.05.10～’06.06.20)

- 문서 정리 (Filing system) : (’06.05.15～’06.06.20)

- 절차서 / 지침서 작성 및 검토 : (’06.05.01～’06.06.20)

- 업무 시스템 교육 : (’06.07.01～’06.07.10)

- 각 부서 이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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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후속 조치 : (’06.09.25～’06.09.29)

- 경영 검토 : (’06.09.11～’06.09.15)

- 각 부서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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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심사 : (’07.09.18)

- 경영 검토 : (’08.01.21～’08.01.21)

- 내부 감사 실시 : (’08.09.18～’08.09.19)

- 시정 및 후속 조치 : (’08.09.23～’08.12.16)

- 제 2차 사후관리심사 : (’08.09.18)

- 내부 감사 실시 : (’09.05.20)

- 시정 및 후속 조치 : (’09.05.24～`09.08.14)

- 갱신 심사 : (’09.06.09～`09.06.10)

- 경영 검토 : (’10.01.28～`10.02.01)

- 내부 감사 실시 : (’10.05.24)

- 시정 및 1, 2차 후속 조치 : (’10.05.31～`10.06.18/’10.07.19)

- 제 2-1차 사후관리심사 : (’10.06.24)

(3) 인증 관련 기관

- 인증 자문 : HCC (Hartford consulting co.)

- 인증 기관 : HSB Registration services

(4) 추진 계획

- 장치개발팀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은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조직의 변화하는 요구, 특정 목표,

제공되는 제품, 운용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의 규모 및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

으로 원자력기기장치를 개발⋅제작하는 장치개발팀 요원들은 품질관리 및 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여, 본 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담당은 품질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건의 또는 제공하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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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업무는 비용 및 일정에 관계없이 충분한 조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될

것임.

(5) 기대 효과

- 원자력 Q.A등급(Q & T class)제작 서비스로 원자력시설 안전

운영에 기여

- 원자력 기술개발 정보의 외부 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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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구매 제작 건을 자체 제작으로 흡수

- 핵연료, 원자로 기기장치 안정성 확보 및 KINS 정기검사 요건

충족

- 기기장치제작기술, 안정성의 국제적 인증 및 연구원 위상 강화

(6) 향후 추진계획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정착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7) ISO 인증제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써,

-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경영에 관한 기준.

- ISO 9001 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 체질에 맞는 품질경

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받아 「신뢰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급자 품질경영시스템에 대

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

(8) 주요 ISO 관련 인증 종류

-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9001 & ISO 14001 : 품질 및 환경통합시스템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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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 / TS 16949 :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13485 :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인증

- ISO 27001 : 정보 보호관리 체계(ISMS)에 관한 인증

(9) 품질보증 및 기술업무 절차서 내용

(가) 품질보증 절차서 주요 내용

- 문서/자료 관리 - 품질보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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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관리/경영검토 - 교육 훈련

- 제작 설비 관리 - 품질 검사자 자격 부여

- 기술지원 - 구매품목/용역관리

- 설계/개발 - 구매 관리

- 제품 식별/추적성 관리 - 취급, 보관, 포장, 보존/인도

- 검사, 측정/시험장비 관리 - 서비스 관리

- 검사/시험 관리 . - 부적합 사항 관리

- 시정/예방 조치 . - 품질보증감사

- 감사자 자격부여

(나) 기술업무 절차서 주요 내용

- 용접 작업 절차 - 피클링 작업 절차

- 클리닝 작업 절차 - 선반 작업 절차

- 밀링 작업 절차 - 연삭 작업 절차

- 조립 작업 절차 - 성능 검사 절차

- 수압 시험 절차

그림“44”, ～ 그림 “53” 은 인증서명패 및 인증서(영문/한글) 등 관련 사본이다

그림 44. 인증서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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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영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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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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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시정조치요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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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시정조치요구/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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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시정조치요구/보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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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시정조치요구/보고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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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정조치요구/보고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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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심사 노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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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심사 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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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제작 연구기기

가. 용융염계 전위측정 장치 제작

(1) 품 명 : 용융염계 전위측정 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본 장치의 제작 목적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 란탄족 원소와 악티늄 대

체원소의 열역학 물성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악티늄 대체원소와 우라늄은 α 방

사능 방출 핵종으로 방사성 독성이 강하여 인체에 흡입되는 경우 치명적인 위험

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대기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시약준비와 실험이 이루

어 져야 한다.

또한, LiCl-KCl eutectic을 이용하는 용융염 실험은 실험 시 수분과 산소

의 제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Sealing 및 수분과 산소를 1ppm 까지

확실히 제거하고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5) 장치의 구성

(가) 일반사항

정제장치를 설치하여 내부의 불활성기체 (Ar or N2 Gas)가 정제장

치를 통해 순환함으로써 수분 및 산소를 1 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분, 산소 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원활히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성

1) Glove Box 부문

가) Glove Box

- 특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전 밀폐된 Box 형태.

- Box 내부 분위기 : 불활성 가스 분위기 (Ar or H2 Gas).

- Box Dimension : 1,700mm x 760(D) x 890(H)

- 장치 (Main Box)의 양쪽 모서리는 동종의 Small Box가 연결

되는 타입으로서 이곳에는 시료 이송이 가능하도록 380mm dia.의 Door가 설치

되며, 이 Door는 Leak Free 타입이어야 한다.

- 장치의 연결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한 gasket을 사용하여 밀폐

를 시킨다.

- 장치재료 : 304 Stainless Steel (4mm).

- 작업 Port : 3개의 9“dia. Port가 필요하다.

- Service Port : NW40, 3/8", 1/4" port.

- 장치 안에서의 전원공급을 위해 110, 220V 콘센트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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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 충격에 강한 Poly-Carbonate Panel (Thick : 10mm)

에 설치되며 대전처리 및 Hard Coating 처리가 되어 있어야한다.

- 윈도우는 작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경사를 주도록

한다.

- Glove 는 두께가 0.4mm정도의 제품이 사용되며 특정화학 약

품 및 외부공기 와의 차단성이 우수한 Butyl Rubber Glove 를 사용한다.

- Main Box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제거를 위해 3 micron

Filter 를 설치한다.

- Box의 밑면에는 특수한 고온용융염 분광측정 용해장치전기로

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하며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Water

Jacket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수리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부위는

Flange로 가공되어져야 한다.

나) Transfer Chamber

- Size : 380mm dia. x 500mm length 이며 각 끝단에는 Flange

가공을 한다.

- Vacuum capacity : One micron (1 x 10-3 torr)이하.

- Leak Certificate : Helium Mass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Leak rate가 3 x 10-10 std. cc/sec. 이하 이어야 한다.

- 시료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진공배기라인 및 Refill Valve 그

리고 Broudon 타입 진공 게이지를 설치한다.

- 개폐구 : Clamp 가공을 한 손잡이에다가 수직으로 개폐 시킬

수 있도록 고안 하였으며 주물 가공을 한 Door Bar를 설치하여 여러 번 Door

를 개폐하여도 문제없도록 Door Bar 한쪽에 Weight를 설치한다.

- Tray : Chamber 안쪽에 Size : 150mm x 460mm Tray를 설

치하여 시료의 입 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Tray 밑쪽에 Ball bearing type

guard를 설치한다.

- Vacuum Pump : Oil Rotary Type으로 Oil Most Filter 와 함

께 설치된다.

다) 압력제어 및 Control 장치

- 압력제어 센서가 5W.C인 것을 설치하여 양, 음압 조절시

Control Panel 인 Touch screen에 나타나도록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압력 조절

이 가능하여야 한다.

- Pressure Gauge에 입력되는 압력은 10
-30
psi 정도임.

- Controller의 명령은 Solenoid Valve 가 열림과 닫힘을 시행하

며 이에 따라 Gas의 유입과 배기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Main Box 장치 내의

분위기가 사용자 위주의 분위기로 치환되어 간다.

또한 정화장치내의 정화필터를 재생 할 때도 Solenoid Valve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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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닫힘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한다.

- 이밖에 장치 내 에는 Program Logic Controller가 설치되어

가스의 유입과 배기 및 고압과 저압에서 Box내의 분위기를 보존 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절되어 진다.

- 모든 명령은 Controller 의 Touch Screen에 표시된 상황에 따

라 작동자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정화필터의 재생과정은 13시긴 동안 진행되며 모든 과정

(Heating - Purge - Vacuum - Refill)은 자동으로 진행되어 져야한다.

- 장치에 소요되는 Plumbing 등은 모두 SUS304 Type 이며 모

두 전해연마 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정화 장치

- 이장치의 상용으로 Main Box내의 수분 및 산소가 1ppm 이하

를 유지하여야 한다.

- Box 내의 습도 및 산소제거를 위해 Copper Oxide 와

Aluminum Oxide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Catalyst를 사용하며 이것의 제거용량은

H2O가 2.3kg/hr. 산소가 20liter/hr 임

- 정화장치는 정화필터가 과포화가 되면 이것을 재생 시킬 수

있도록 Heater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Leak Free제품 이어야 한다.

- Main 장치내의 불활성 Gas 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Blower

가 필요하며, 이것의 Flow rate는 63CFM 이다.

- Blower 작동 시 Plumbing 및 정화장치를 통과하면서 부하가

걸리며 이때 열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가 위해 속도조절용 Inverter를 설치하

며 외부에는 Cooling Fan 이 설치된다.

- 정화장치에 설치되는 Isolation Valve는 Pneumatic 으로 작동

되는 것을 사용한다.

마) H2O & O2 Sensor

- 수분, 산소를 장치를 부착하여 원활히 기능이 발휘 되는지 실

시간으로 검색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빨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고온 용융염 분광측정 용해장치

Glove Box 바닥에 Sealing 처리된 Flange에 Leak가 생기지 않도

록 설계 및 설치하고 최대사용 사용온도는 700℃까지 사용도록 설계한다. 또한,

고온사용으로 고열에 문제점을 설계 시 반영하여 Cooling System을 설치한다.

Cooling System 장치에는 냉각능력을 갖춘 Water Chiller를 부착하여 냉각효율

을 높여 System의 능력을 증가 시키며 안전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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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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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

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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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 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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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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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양자광학팀 연구실)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

하여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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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관련자료 제출사항 :

(8)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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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제작

(1) 품 명 :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목적

본 구매 시방서는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제작”에 대한 구

매절차, 구매서류, 인수검사 및 설치검사 등 구매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

한다.

(5) 적용범위

(가) 제작자에 적용된다.

(나) 제작자란 품목을 제작하는 사람(회사)을 의미한다.

(다) 적용되는 code & standard의 품질요건은 품질 Class의 구분 없이

모든 제작자에 적용된다.

(6) 일반요구사항

(가)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저장

풀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장치는 중성자 조사로 취화된 사용후 핵연료

골격체를 손상 없이 해체하기 위하여 골격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 상/하의 안내

관 및 계측관을 고정부(clamping part)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수중카메라를 통하

여 절단부를 관찰하면서 수중절단기의 절단 휠(diamond wheel)을 사용하여 손상

없이 절단 및 분리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기술시방서 및 도면에 의한 설계, 제

작, 시험 및 검사 등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규격입찰 시에는 최

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공정계획서

2) 상세도면 구성 및 설명서

3) 납품실적(원자력관련 장치 등)

4) 설계 제작 능력

5) 시설보유현황(기계가공 등)

6) 품질보증계획

(나) 품질요구사항

1) 제작자는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되는 품질보

증계획서를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작자의 QAM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의 제

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면 구

매발주자는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다) 계약 후 제출서류

1) 제작자에게 보내진 도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은 완결 후 구매발주

자가 요구할 경우 구매발주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 87 -

2) 제작자는 구매발주자가 요구한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

치의 제작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구매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3) 제작자는 작업 스케줄을 구매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4) 모든 품질관련 기록, 절차서 등 관련기록들은 구매발주자의 품질

활동을 위하여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작자와 구매발주자 사이의 관계

(가) 제작자

1) 구매발주자와 제작자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구매발

주자의 guideline에 맞게 수립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서는 구매발

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자가 재하청시에는 반드시 구매발주자를 대표하는 자격 부여

된 사람에게 재하청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Coordination and Progress Meeting(공정진행회의)

1) 구매제작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 체결 후 구매발주자는 예비회합

과 주기적인 공정진행 회의를 주재한다.(필요시)

2) 예정에 없던 spot meeting도 구매발주자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8) 문서에 의한 감독

(가) 일반사항

1) 구매발주자에게 보내져야 할 제작자의 문서는 구매발주자가 요구

한 문서로서 기술사항 및 Drawing, Information용이나 작업수행 전에 승인되어

야 할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구매발주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은 문서의 내

용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3)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제작자는 구매발주자의 승인 전에는 어떠

한 업무활동도 시작할 수 없다.

(나) 도면과 문서의 작성

1) 문서

시방서, 절차서, notes 등과 같은 문서는 A4 size 용지에 작성한다.

2) 도면

도면은 AutoCAD로 작성하여 file 및 사본(A3) 1부를 제출한다.

(9) 제작 감독

(가) 감독방법

제작자의 제작과정에 대한 구매발주자의 감독은 다음을 통해서 구매발주자의 감

독자에 의해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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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tification point

2) Pre-determined surveillance plan

3) or, by the spot action following non-conformance or specific

technical problem

(나) 제작 전

1) 제작자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매발주자에게 work schedule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발주자의 감독관은 work schedule를 할 수 있으며

notification point를 IP에 기입한다.

3) 구매발주자의 감독관과 제작자 간의 최초 meeting은 제작 전에

개최도어야 한다.

(다) 제작 중

1) Updating of Inspection Plan

가) 제작자는 follow-up 기간 동안 IP를 update하여야 한다.

나) IP는 제작되는 동안 구매발주자의 감독자가 available 할 수 있

어야 한다.

2) Notification by the 제작자

가) 구매발주자에게 실제 Operation 날자 3일전에 notification

points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구매발주자의 감독관은 제작자의 회사에 상주하거나 방문 시에

는 notification의 방법이 협의될 수 있다.

(라) 제작의 완결

1) EMR(End of Manufacturing Reports)

가) 제작이 끝난 후 제작자는 “As-built" 상태의 모든 data

(drawing & requirement, IP, work schedule, list)를 포함하고 있는 EMR 복사본

1부를 승인용으로 구매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EMR 복사본 3부를 EMR 승인이 완료된 후에 구매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기술적 시방(technical specification)에 요구하는 제작검사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information으로 구성된 final documentation은 반드시 구매발

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0) 제작에 대한 기술적 시방

(가) 사용 후 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의 개요

사용 후 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저장풀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장치는 중성자 조사로 취화된 사용 후 핵연료 골격체를 손

상 없이 해체하기 위하여 골격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 상/하의 안내관 및 계측

관을 고정부(clamping part)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수중카메라를 통하여 절단부

를 관찰하면서 수중절단기의 절단 휠(diamond wheel)을 사용하여 손상 없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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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분리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11) 제작에 관한 사항

(가) 절단에 관한 사항

1) 수량

가) 수중절단 장치 : 1 set

나) 수중모터 기동장치 : 1식

다) 안내관/계측관 고정 장치 : 2 set

라) 절단 Wheel (Diamond Wheel 4", 5") : 2 set

2) 부품 재질 및 가공 제작

제작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 본체는 수중에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함을 원칙이며 길이가 긴 관계로 (7m) 무게절감을 위하여 알루

미늄 6061 계열의 재질을 사용 한다.

나) 수중절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터 및 모든 부품들은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 시 바로 해체가 가능하게 설

계및 제작 되어야 한다.

다) 수중절단을 위하여 이동되는 리테나 및 LM 가이드, 베어링 등

은 수중에서도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인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라) 안내관/계측관 등이 수중절단이 완료되면 절단 Wheel과 절단

이송 장치는 자동으로 동작이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 모터를 사용한다.

마) 절단 Wheel을 가변으로 속도가 조절 되도록 설계 및 제작 되

어야 한다.

바) 유압 및 공압을 사용하는 호스는 본체 안쪽으로 장입이 가능하

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사) 본체를 크레인에 매달수 있도록 본체 후크는 PIEF 크레인 후

크와 접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한다.

아) 수중 절단 시 절단 Wheel 이 마모로 인하여 교체 시 절단 휠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자) 안내관/계측관 지지부도 Plus7 골격체 절단 후 ACE7, 16x16

골격체 절단 지지부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3) 소모품

가) 소모품인 절단 휠 (Diamond 4", 5") 마모시 교체할 수 있도록

각 1장 씩 공급한다.

나) 공압호스 및 유압 호스 등은 길이가 충분하도록 여유분을 공급

한다.

다) 상기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을 함께 공급한다.

(나) 일반 사항

1) 설치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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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자는 이를 즉시 구매발주자에게 알려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

2) 안전관리

제작자는 작업 추진에 필요한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가) 제작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

여야 하며 각 부분의 시험, 조작, 조정 등을 실시하여 기능을 최적화 한다.

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

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하자 보증 기간

가) 하자 보증기간은 완성검사 및 인도 후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자재의 결함, 부적합 설계, 성능저하 및 불만족 등에 대한 책임은 제

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하자 보증 수리를 요청할 시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연락 후

최소 1일)에 도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능검사 및 인도

가) 장비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구매발주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함께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나) 인수인계 : 제작 성능 시험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준공 사

진 등을 구매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장비를 인계한다.

6) 장비 입고 검사

장비의 검수는 당원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제시된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본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의 제작과정 중 수정사항이 발

생하였을 경우 구매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기타 행정적인 사항은

당원의 물품구매 계약의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13) 납품장소

본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

험시설 저장 풀로 지정 납품한다.

(14) 납품일자

제품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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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제작

(1) 품 명 :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제작 개요 :

(가) 목 적

본 시제품은 사용후핵연료봉의 피복관을 절단하여 사용후핵연료와

피복을 연속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사용후핵연료와 피복관은 각각의 산화공정

을 거쳐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화 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방사선 차폐구역(Hot

-Cell)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부품들을 모듈형식으

로 구성한다.

(나) 사양 : 도면 참조

(다) 제작 내역

본 시제품의 구성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 사용후핵연료 봉 장입 : 다단 롤러 가압 구동 방식

2) 사용후핵연료 피복 절단 : 상하 가압식 Blade 수직 절단 방식

3)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처리 : 가압 롤러 압착 및 파쇄방식

본 장치는 Hot-Cell에서 운영 되므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각 단계별 장치로 구성하되 각 단계장치별 부품 등의 조립 및 해체가 원격 조

작이 가능 하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한다.

(라) 제작의 주요 특징

다음과 같은 운전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도면 참조).

1) 본장치의 첫 단계인 사용후핵연료 봉 장입을 위한 다단 롤러 구

동 부분은 최소 4단 이상의 롤러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봉의 휨 상태 또는

뒤틀림 상태를 직선성 및 일정화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 봉의 피복 절

단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롤러의 압력을 유압 릴리프밸브로 조절 할 수 있

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봉의 탈피복시 롤러 및 브레이드의 압력에 의해 사

용후핵연료 물질이 비산 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수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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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장치는 Hot-Cell에 원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형으로 제작 하여야 하며 이때 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 제

작 하여야 한다.

4) 본 장치의 부품은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하도록 모듈형태로 구성

을 해야 하며 각 부품의 치수는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장치의 특

성상 부품을 주문 제작 할 경우 그에 따른 도면과 제작업체를 명시하고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제작 요구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5) 본장치의 제작 시 주요 고려 사항

(가) 장치 구성

1) 본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봉의 피복관을 Blade에 의해 수직방향으

로 이등분하여 피복관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하는 장치로서 크게 봉 장입, 피복

관 절단, 피복관 세분처리 단계 등으로 모듈 형태로 구성되었다.

2) 사용후핵연료 장입 모듈은 구동과 회전 롤러가 한 쌍으로 된 4단

이상의 가압식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의 가압 방법은 고정된 구동 롤러가

회전하는 롤러의 간격을 조절 하여 장입 단계부터 가압 하여 사용후핵연료 봉의

휨 또는 비틀림 상태를 바르게 잡아주어 피복관 절단 시에 절단 날물을(Blade)

보호하고 원활한 피복관 절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복관 절단 모듈은 사용후핵연료봉의 피복관 중심에서 상, 하

두개의 원형 절단 날물(blade)로서 피복관을 이등분 절단을 하도록 하며 이때 피

복관에 접촉된 날물(Blade)의 균질한 절단을 위하여 날물이 피복 관 최대 두께인

1미리 이상 침입 하지 않도록 날물 주위에 원통형의 안내자(Guide)를 설치하여

날물보호 및 피복관의 균일한 절단을 하도록 한다.

4) 피복관 세분 처리 모듈은 이등분된 절단 피복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또한 피복관에 묻어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듈로서

절단된 피복관 모듈은 분할 Guide pin에 의해 모듈로 진행이 되며 진입해 들어

온 피복관은 일차적으로 롤러에 의해 순차적으로 압착되며 압착이 완료 된 후

피복관 양면을 흠집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Nulling) 롤러에 의해 피복관에 묻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물질을 완전하게 제거 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 한다.

5) 절단된 사용후핵연료봉의 핵연료 부스러기는 장치하부에 부착된

호퍼(Hopper)에 담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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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치의 구동방법 및 Control System

1) 본 장치 의 구동은 유압 구동 방식으로 각 모듈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압력 조절 Valve를 설치하여 조절하도록 하며 control panel에

는 유압을 작동하는 전원과 유압의 작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호등을 구성

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를 구동하는 유압 장치는 최소형의 무 소음 유닛으로 구

성하며 Control Panel과 일체 형이어야 한다.

3) 본 장치의 이상 작동을 감지할 수 있는 (Sensor)를 각 모듈에 부

착하여 Control panel에서 지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 작동 시에는 경고음 및

경고등의 작동과 함께 유압 구동을 차단하고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4) 본 장치의 전원은 220V 단상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본 장치의 제작 중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STM에 근거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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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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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치수 검사 및 외관 검사

2) 납품 시 단위공정 시험 검사 및 종합 시험 등

3) 발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검사하고 시험한다.

(8) 탈피복/분말화 복합 처리장치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가) 본 “탈피복/분말화 복합 처리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

항은 당소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승인 하에 제반공정

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본 장치 제작중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탈피복/분말화 복합 처리

장치의 사용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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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 탈피복/분말화 복합장치 제작”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부서(재순환핵연료기술개발부)에서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9) 설치 및 계약 완료 조건 등

(가) 설치 완료 조건

1) 구매 사양서 상에 명기된 부품 사용 및 최종 승인도면 대로 장치

가 제작될 것.

2) 설치 완료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할 것.

3) 검수 일정은 설치 완료 후 2주 이내로 하며,

다만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모두 만족할 때 단축 가능함.

(나) 계약 조건

1) 계약에는 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의 모든 사항을 포함 함.

2)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최종 상세 설계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확정하여야함.

(10) 납품일자

본 탈피복/분말화 복합장치 제작의 완료일자는 계약체결 후 설치완료까

지 60일 이내로 한다.

(11)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본 탈피복/분말화 복합장치 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

전사고(특히, 본 제작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부위의 파손)에 대해서는 계약자

가 일괄 책임진다.

(12) 납품 사항

본 장치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발주 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장치 등이 안전하게 안착되어 시운전하는 것까지 완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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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 및 콘크리트 제염 폐수 처리장치 제작

(1) 품 명 : 토양 및 콘크리트 제염 폐수 처리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

(가) 본 "토양 및 콘크리트 제염폐수 처리장치" 는 토양오염 제거 장

비로서 토양오염에서 발생하는 폐액을 모아 폐액 양을 축소하고 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비의 목적이다.

(나) 본 장비 구매 시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세부 사항은 제품 제작 시 별도로

제시하는 기준이나 사양에 따라서 제작 한다

(다) 본 장치의 제작 공급범위 는 각 부분별 상세 설계도면 , 제작 , 설

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장비 제작 과 관련하여 제반 설계사항 및 각 부분별 세부사항

수정 보완 시 는 사용 목적 및 기능 , 특성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여 사용 예

정자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제작 하도록 한다.

(마) 본 장비 제작 과 관련하여 제반 설계사항 및 각 부분별 세부사항

수정 보완 시는 사용목적 및 기능, 특성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여 사용 예정

자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제작 하도록 한다.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가) 본체 : 1 Set

1) 집 수 조

- 재질 : PE

- 규격 : Volume 2.0

2) 침 전 조

- 재질 : STS304

- 규격 : Volum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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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 축 조

- 재질 : STS304

- 규격 : Volume 0.7

4) 드레인 펌핑조

- 재질 : STS304

- 규격 : Volume 1.7

5) 약품 탱크

- 재질 : PE

- 규격 : 200Litter

6) 침전조사다리, 받침대

- 재질 : SS4000

7) 배관

- 재질 : PVC

8) 교반기(1)

- 사양 : 1/2HP, 180RPM

9) 교반기(2)

- 사양 : 1/2HP 60RPM

(6) 장치의 운전조건

(가) 소모전력 : 25kw

(나) 가동시간 : 24 hour/day (연속운전)

(7)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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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

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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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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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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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반입 후 우리연구원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판정

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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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관련자료 제출사항 :

관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10)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40일 이내로 한다. 끝



-
1
0
3
-

치장리처수폐염제트리크콘및양토１－７면도



- 104 -

마. 공융염 혼합 반응장치 제작

(1) 품 명 : 공융염 혼합 반응장치 제작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부문별 제작특성 :

(가) 장치의 개요

본 장치는 고화에 제조에 있어 원료물질인 공융염과 고화매질의 균

일한 혼합을 장치와 수화물시료의 탈수를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있

는 glove box를 이용하여 분위기조절장치를 부착하며, glove box외부로 기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며, 시약의 탈수를 위한 반응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설치한

다.

(나) 제작특성 ( * 제작도면 참조)

1) glove box 수정

가) glove box의 전면판을 다시 개조하여 기체의 출입이 전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전면 plate는 2개로 구분하여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

도록 한다.

나) 가압 및 감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차압계를 설치하며 분

위기 유지기체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주입하도록 한다.

다) 전체적으로 기체의 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leak가 없도

록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2) 시약 내 결정수제거장치

가) 염화물 시약 내 포함되어 있는 결정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glove box내에 설치한다.

나) 본 장치는 quartz 관내에 시약을 넣고 Ar등을 주입하면서 가

열하면(최대 300℃) 시료 내 수분이 서서히 제거되는 장치이다.

다) Quartz의 가열은 외부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control 판넬

을 수정하며 기체의 유입 시 leak가 발생하지 않도록 tube위 fitting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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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위기 조절장치

가) Glove box내 존재하는 수분 및 산소를 수십 ppm으로 유지하

기 위한 장치로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이

다.

나) Glove box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고 재생조작

이 간편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control의 용이성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

다.

(5)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6)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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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기제작 및 보수업무내용

가. 연구기기제작

NO. JOBNAME

1 STS lug 제작

2 PE collimator 제작

3 관류형 증기발생기 차압측정 시험장치 제작

4 Sample stage Z축 spacer외 7종 제작

5 Zr합금 cladding & 시편 제작

6 Sodium cone 제작

7 GT-S 단색기 구동부 연결 장치 제작

8 REF-V beam stopper block 제작

9 Collimator 받침대 제작

10 Acryl shell 제작

11 RSI beam catch 차폐체 제작

12 I-131 캡슐용 납용기(대형) 제작

13 Motor clamp 제작

14 백금 rod 부품 제작

15 방열판 제작

16 Bio-REF 단색기 차폐체 보강재 제작

17 I-131 capsule holder 제작

18 Glove box filter adapter 제작

19 여과장치 고정대 제작

20 I-131 반출용 table 제작

21 시편 block 제작

22 Zr 인장시편 제작

23 Flange 제작

24 R1 캡슐용 A형 납용기(중형) 제작

25 Cable tray 지지대 제작

26 Container spacer 제작

27 증대사고 core-catcher 실험시편 제작

28 STS 장비 받침대 제작

29 하나로 공기압축기 샤프트 제작

30 DC-TOF PE 차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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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C-TOF 장치 tank 차폐체 제작/설치

32 RF test pin 제작

33 자연증발용 tray의 1종 제작

34 시편 block 제작

35 ITER 합금 시편 제작

36 PE block 제작

37 시편제작용 제어시스템 거치대 제작

38 HEPA filter adapter 외 2종 제작

39 REF-V 차폐체 catch 수정 제작

40 세라믹 시편 제작

41 핵연료 무계장캡슐 그립헤드 수정 제작

42 LDMS pad 제작

43 FTL 해치 체결볼트 수정 제작

44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45 Ni-Cd 충전용 holder 제작

46 핵연료 시편 운반용기 고정대 제작

47 렌즈 고정 장치 제작

48 열 인장시험기 base plate 제작

49 Boron PE 차폐체 제작

50 Zr 합금 부식시편 제작

51 Coupling 제작

52 부품보관함 제작

53 가속도 센서 고정 장치 및 케이스 제작

54 시편 블록 제작

55 펌프 압력계 연결배관 제작

56 중성자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대 제작

57 STS 316L 내부반응기 제작

58 Plug cassette mounting table 제작

59 하이브리드 초소수력 수차장치 제작

60 냉중성자 유도관 PE 차폐체 제작

61 I-131 조사표적 열 방출 지지대 제작

62 실험장치 door 고정판 제작

63 실리콘 도핑용 NTD-1 구동장치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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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Furnace die 제작

65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66 공용융염 혼합반응장치 제작

67 오양토양 제염 실험장치 제작

68 시편 block 절단/제작

69 Beaker cover 제작

70 Zr합 인장시편 외 1종 제작

71 TAX용 X-stage base plate 수정 제작

72 중성자 빔 콜리메타 차폐체 제작

73 Calibrator mounting fixture 제작

74 검증용 잔류염증발 실험장치 제작

75 XRD장비 시편홀더 제작

76 집속 단색기 지지대 제작

77 R1용액용 A형 납용기(소형, 중형)제작

78 핵연료 집합체 모의기 제작

79 Lab-scale cathode processor 장치 제작

80 열교환기 배관 콘넥터 제작

81 전해정련 반응기 제작

82 소듐 시각차장치 flange 제작

83 장비운반 cart 제작

84 중성자 유도관 차폐 보강재 제작

85 가진기 stinger 제작

86 Balance 받침대 외 2종 제작

87 Duralumin flange 외 1종 제작

88 차폐 block 제작

89 REF-V adapter 제작

90 납 전극 제작

91 고액 분리용기 제작

92 Fume hood 칸막이 제작

93 I-131 캡슐용 납용기(대형) 제작

94 Stop motor 고정대 제작

95 Zr tube texture 분석시편 제작

96 압착 베니어 받침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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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사용 후 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 제작

98 집속형 중성자 유도관 유리 기판 제작

99 REF-V 전단 빔 인출플러그 이 1종 제작

100 REF-V 구동케이블 내부/외부 통로 제작

101 수냉 도가니 및 주변장치 제작

102 실험실 cover 제작

103 유도관 접합용 지그 제작

104 전해환원 flange 제작

105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106 REF-V용 PE 필터 sensor plate 제작

107 R1 캡슐용 A형 납용기(중형) 제작

108 Goniometer stage 제작

109 측정 장치 거치대 제작

110 PE 시편 제작

111 REF-V 집속형 단색기 지지판 제작

112 재료실험용 hermetically sealed system 제작

113 Smart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 CT 공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114 집속형 단색기 빔 시험 검출기 tank 제작

115 동위원소 운반용기 제작

116 STS cathode 제작

117 레이저 방사장치 handle 제작

118 Inconel 시편 제작

119 냉온수기 받침대 외 1종 제작

120 Al box 제작

121 REF-V filter block 제작

122 STS 받침대 외 1종 제작

123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부품(18봉형) 제작

124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부품(36봉형)제작

125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추가부품 제작

126 S/F 골격체 및 캡슐 절단장치 제작

127 Inconel 시편 제작

128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129 방사선 관리구역 분리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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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전착 cell 제작

131 HANA trex 절단/제작

132 REF-V beam stopper 저작

133 겔 화학제염 시험시편 제작

134 컨베이어 형 마이크로 수차장치 제작

135 Inconel pipe 시편 제작

136 작업대 제작

137 전기화학 부식시편 제작

138 하나로 손발 오염 감시기 센서 고정 장치 제작

139 원심분리기 부품 제거 tool 제작

140 검증용 잔류염증발 실험장치 제작

141 REF detector die 수정/제작

142 PE washer 제작

143 핵연료 골격체 절단공정장치 및 관련기구 제작

144 대형 중성자검출기 곡면형 커버 제작

145 수중용 tool 제작

146 실험장비 보관함 제작

147 1/2 채널 시험루트 이온교환기 차단밸브 설치

148 STS316 부식시편 제작

149 I-131 캡슐용 납용기(대형) 제작

150 XRD 시편제작

151 가스보관함 안전펜스 제작

152 전해정련 음극 제작

153 Guide duct 동압측정용 core barrel 모의부 제작

154 Chopper support 제작

155 Smart-set 부속 실험장치 제작/수정/설치

156 고화공정 혼합반응기 구조 및 온도제어계통계량장치 제작

157 Capsule holder tool 제작

158 용융염 실험대 보강 판 제작

159 용융염 전해로 crucible 제작

160 Inconel alloy 시편 제작

161 수소저장체 bombe base 제작

162 손발 오염감시기 센서 고정 장치(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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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STS fitting 제작

164 Hood 칸막이 제작

165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166 탄소강 시편 제작

167 I-131 조사표적 열 방출 지지대 제작

168 Mock-up 제작 예비테스트 Cu.Cr.Zr/SS 제작 및 Canning

169 STS 스크로버 탱크 제작

170 GTS 제작

171 Inconel 시편 제작

172 Be filter 상부 차폐 블록 제작

173 자료정리 puncher 제작

174 첨착 활성탄 (charcoal) 필터 제작

175 연료봉 완충제 제작

176 REF-V 차폐체 고정 bracket & pin 제작

177 I-131 캡슐용 납용기(중형) 제작

178 소듐내부 시각화 실증시험장치 호이스트 제작

179 장비 받침대 제작

180 SANS collimator 차폐체 제작

181 중수로 미조사 압력관 시편 제작

182 수중용 tool adapter 제작

183 시편 보관함 제작

184 방사선시료 보관함 제작

185 NB 이온원 전극 제작

186 결합형 차폐체 제작 및 설치

187 겔 화학제염 시험시편 제작

188 STS316L 시편 절단 제작

189 Bio-diffractometer 설치용 차폐체 제작

190 중성자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대 제작

191 ICI dummy 2nd 제작

192 냉중성자 SANS chamber PE 차폐체 제작

193 간이 커넥터 제작

194 Laser head 고정 bolt 제작

195 파괴시험용 진공 챔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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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197 전단시험용 주철용기 제작

198 티타늄 벤토나이트 부식 측정용기 제작

199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 제작

200 전착물 잔류염 분리시스템 제작

201 고수율결정판 이송장치 개량 제작

202 고 하중 슬림형 X-stage 설계/제작

203 Inconel rod 제작

204 레이저 제염장치 원격 이송장비 제작

205 연마석 holder 제작

206 간이 콘넥터 제작

207 Lab-scale 열분해/수증기개질 시험장치 제작

208 촉매 산화장치 제작

209 슬레이브 조작기 기구부 내구성개량제작

210 시편 절단/제작

211 Chamber 받침대 제작

212 SFR 핵연료 조사시험 캡슐 제작

213 Smart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 계장캡슐 제작

214 선반 cover 제작

215 Mirror 기판 제작

216 와 유동 유량제어장치 제작

217 Ir-192 NDT선원 조사표적 제작

218 X-ray 장비 지그제작

219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220 Gauge adapter 제작

221 Ti-STS 합금 시편 제작

222 중수로 미조사 압력관 시편 제작

223 감마선 스펙트로메터 시료교체기 제작

224 벤토나이트 시편홀더 상부 제작

225 카메라 고정대 제작

226 GTS 유도관 지지대 제작

227 CCTV 카메라 지지대 제작

228 하이브리드형 지지대 제조용 금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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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금속조직 시편 연마 holder 제작

230 STS pipe 제작

231 검증용 잔류염증발 실험장치 backet 제작

232 염 분배 기구 제작

233 미분진 방지용 수소 흡 탈장 소형베드 모형 제작

234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235 Ti-STS 접합시편 제작

236 수직형 카드뮴 진공증류장치 개선제작

237 Pressure balance bolt 제작

238 종자결정법과 브릿지만법을 이용한 단결정 성장장치

239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 제작

240 방사선 출입관리기 수평조절판 제작

241 CN SANS champer PE 차폐체 제작

242 Mock-up 금속전해환원 반응기 및 가열로 자동화

243 Pride 전해환원 공정용 원료제조장치 수리 제작

244 텔레스코프 트롤러 제작

245 Gamma spectrometer sample holder 제작

246 CN SANS champer 고정판 제작

247 광섬유 홀더 수정/제작

248 제염실험 시편 제작

249 STS sample holder 제작

250 Dry fan panel 제작

251 Sample holder 제작

252 TGA 배기가스 처리장치 제작

253 STS corrosion SEM 시편 제작

254 Sample holder 고정판 제작

255 Rotator upper plate 제작

256 전자현미경(SEM)샘플 홀더 제작

257 공기 포집기(V9) 제작

258 핫셀 운반용기 충격완충제 제작

259 인장시편 수정/제작

260 라쳇트 렌치 핫셀전용 tool 제작

261 시뮬레이션 전용 콘솔 랙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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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Acryl mold 제작

263 수압파쇄시험용 패커 제작

264 GTS 검출부 Al base plate 수정/제작

265 겔 화학제염 시험시편 제작

266 모의 염폐기물 전처리장치 제작

267 모터 제어용 panel 제작

268 슬러지 필터 제작

269 실험동물 케이지 제작

270 컵 살균건조기 거치대 제작

271 이중냉각 피복관 모형 creep 시편 제작

272 전선 연결구 제작

273 Dispenser 고정대 제작

274 Vial 용기 제작

275 PVC screw 제작

276 유도관 접합 지그 tap 제작

277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278 고온시험 이중열매체구조 계장캡슐 제작

289 초고온 가스로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제작

280 삼중수소 저장/ 운반용기 제작

281 중공사막 제조 반응기 제작

282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283 방사선 측정기 교정용 bar 제작

284 RSI sample 제작

285 Flash lamp 가이드 제작

286 Gas mixer & cooler chamber 제작

287 원격 조정기 tong 개조 제작

288 하나로 핸드레일 제작

289 CuCrZr-SS hipping & decanning 제작

290 집속형 중성자 유도관 (C3-4형 K4-5형) 제작

291 R1 용액용 A형 납용기 (소, 중형) 제작

292 폐기물통 lifting용 ring 제작

293 STS tank 제작

294 와이어 scanner 지지대 수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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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오염 토양 동전기 제염장치 제작

296 시료용기 tray 제작

297 실험부품 보관함 제작

298 Mirror 고정대외1종 제작

299 Gas bubbler 제작

300 복스 스패너 연결대 제작

301 삼각 flask 마개 제작

302 캡슐용 납용기 (대형, 중형) 제작

303 STS 받침대 제작

304 W-type 열전대 외 1건 제작

305 블록 정치걸이 제작

306 End plug 제작

307 Collimator flange 제작

309 단일채널 시험루프 1단 수조 제작

309 소형 유도 용해로 제작

310 Copper connector 제작

311 진공 감압 주조로 flange 제작

312 FTL in-pool bypass 배관 및 거치대 제작

313 삼축분광장치 quick shutter-In 설계 제작

314 Sample holder 고정판 제작

315 금속시편 연마홀더 Ⅱ 제작

316 ODS 합금 hip용 canning

317 염 증류장치 시료투입/ 반출입부 개량 제작

318 삼축분광장치 콜리메이터 자동교체기 유닛 설계/제작

319 감마선 검출기 시료선반 제작

320 하나로 수조게이트 bracket 수정/제작

321 ST-3 유도관 정렬장치 제작

322 전해환원 inconel-625 내, 외부 반응기 제작

323 Ta-anode 및 inconel-625 heat shield 제작

324 Lab-scale 전해환원 반응기 및 flange 제작

325 교정용 카메라 보정치구 제작

326 중성자 집속체 외 1종 제작

327 Filtering box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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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방사화 분석용 자동 시료 교환 장치 제작

329 점도 측정기 spindle 제작

330 스마트 원자로 홍보용 미니어처 제작

331 전자빔 가속 실험장치 제작

332 Sample changer 전면부 제작

333 중성자 방사화 분석용 grip 제작

334 겔 화학제염 시험시편 제작

335 신형 수중용 캡슐 절단기 설계/제작

336 1.5인용 글로브박스 제작

337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338 회전형 핫셀 운반용기 축소 시험모델 제작

339 토양 및 콘크리트 제염 폐수 처리장치 제작

340 Container 운반용 cart 제작

341 FM steel 절단/제작

342 Gas 안전 fens 제작/설치

343 정밀기계실 배기 fan 설치

344 공기포집기 거치대 제작

345 시료장착 acryl mold 수정/제작

346 Aluminium window 제작

347 장비 거치대 제작

348 동위원소 표적 시험품 제작

349 받침대 제작

350 금속 용융물 몰드 제작

351 카메라 support 제작

352 전기화학 실험용 합금시편 제작

353 R1 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354 마스터 조작기 힘 반영 내구성 개량 제작

355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NVS 설치대 제작

356 부식챔버 코팅용기 제작

357 부식챔버 고정용기 제작

358 회전구동 듀얼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 제작

359 소듐 정재용 콜드트랩 제작

360 IPS 차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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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유도관 접합용 지그 제작

362 공기 유량계 설치대 제작

363 건물 스텍 배수관 제작

364 STS 원형 용기 제작

365 빔 셔터 차폐체 보론 커버 부착용 블록 제작

366 Al 분석시편 chip 제작

367 부식챔버 알루미늄 용기 제작

368 핫셀작업 die 제작

369 Al disc 제작

370 Working table 제작

371 Aluminium 시편 제작

372 하나로 bank 3 door 경사발판 제작

373 FTL IPS 거치대 제작

374 Motor stage 외 2종 제작

375 U - 전착물 연계 이송장치 제작

376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377 열간압연 판재시편 제작

378 Acryl guide 제작

379 수소저장 합금 미분말 제조장치 제작

380 Pipe line cover 제작

381 동위원소 표적 시험품 제작

382 시료 hanger 제작

383 납용기 운반용 cart 수리

384 I-131 캡슐용 납용기 (중, 대형)제작

385 IPS 거치대 base plate 제작

386 TeO2 용해용기제작

387 중성자 집속체 Ⅱ제작

388 Load cell 방열판 제작

389 방사선 차폐체 제작

390 핵종제거 필터 분리용 jig 제작

391 전기화학 실험용 보조시편 제작

392 동위원소 캡슐 조립지그 제작

393 Through tube 홀딩 프레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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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NVS spacer 제작

395 시험용 mock - up 제작

396 시편 case holder 외 5건 제작

397 중성자 유도관 지지기둥 및 지지대 제작/설치

398 Re-188 흡착컬럼용 PE 필터 제작

399 실험용 PE 마개 제작

400 실험 작업대 상판 제작

401 배관 곡관부 내부중형 및 검사 스크류형 로봇 제작

402 코어캐처 냉각특성 검증 소형실험장치 제작

403 수냉 도가니 제작

404 Sample stage 외 1종 제작

405 삼축분광장치 crystal holder 제작

406 테크네튬 생산 장치 제작

407 소형 배전만 cover 제작

408 반응조 cover 제작

409 차폐체 보호대 제작

410 DTL 튜너 수정/제작

411 RF 모뎀 거치대 제작

412 Motor stage 제작

413 VCR gland fitting 제작

414 NTD 2 5인치 조사통 제작

415 동위원소 인코넬 표적 시험품 제작

416 ST-3 차폐체 케이스 지지대 제작

417 방사선차폐 wall 제작

418 요르단 JRTR dummy 핵연료 집합체 제작

419 방사선 차폐체 부품 제작

420 관류형 증기발생기 차압측정 시험장치 모형 제작

421 Ruptur disk housing 제작

422 2단 mold 냉각프레스 제작

423 In-diffusion cell 제작

424 TFP 홀더 제작

425 전해정련 반응기 우라늄전착물 이송실험장치 제작

426 Block hang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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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수소 저장체 연구용 고온/고압 시료 환경장치 제작

428 I - 131 캡슐용 납용기 (중, 대형)제작

429 Pump joint 부품 제작

430 Re-188 운반용기 제작

431 유도관 조립용 지그 제작

432 마이크로 소수력 수차장치 mock-up 제작

433 핵연료 집합체 모의기 최적설계제작/도압관 설치

434 Inconel 625 부식시편 외 2종 제작

435 전자빔 발생기 부품 수정/제작

436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장 탈착 장치 제작

437 R1 용액용 A형 납용기 (소, 중형) 제작

438 Shield 제작

439 RSI sample plate 제작

440 중성자 방사화분석 계측용 시료받침대 제작

441 팽윤용기 및 고정 장치 제작

442 Fume hood 지지봉 제작

443 Stage base 외 3종 제작

444 실러 캡 제작

445 CG2B라인 중성자 유도관용 유리 기판 제작

446 대용량 off-gas trapping system 제작

447 코팅용기 부착용 handle 제작

448 DC-TOF 유도관 접합지그 제작

449 STS bracket 제작

450 RSI 시료 제작

451 바스켓 전동장치 제작/설치

452 캡슐용 납용기 제작

453 감마선 조사용 시편 제작

454 Basket 및 전극 제작

455 Al target 제작

456 RF test chamber 제작

457 DC-TOF 유도관 설치용 pilla 제작

458 잔류염 증발 실험장치 부품 제작

459 감압식 염 이송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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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납 콜리메이터 제작

461 부식챔버 고정대 제작

462 Cart die 제작

463 Pellets T/C Hole 가공 치구 외 2종 제작

464 진공펄프 오일미스터 제작

465 용융염계 전위 측정 장치 제작

466 PE 콜리메타 지지대 제작

467 POM 제작

468 Dummy billet 시편 제작

469 전자빔 가속관 test용 single plate 제작

470 액체 질소 통 카바 제작

471 Typical cell 6x6 plus-7 중간 지지 격자

472 R1 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473 가속기 표적장치용 chiller 제작

474 Copper tube fitting 제작

475 첨착 활성탄 필터 제작

476 Bending tool 이동보관함 제작 외 2건

477 레이저용 진공 gasket 제작

478 Water tank 외 1종 제작

479 염 증발장치 부품 제작

480 하나로 보안문 부품 제작

481 Alloy-800HT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제작

482 HPGe 검출기 차폐체 제작

483 국기 계양대 걸쇠 제작

484 Hepa filter 제작

485 Angle frame 제작

486 자유전자레이저용 진공 flange 제작

487 GTS 검출기 수정/제작

488 금속수송저장 겸용 용기 1/3 시험모델 제작

489 전자빔 가속장치 flat press 제작

490 복권변압기 보관함 제작

491 양성자가속기 터널 관통부 고주파 전송라인 제작

492 원자로 수조 순수 채취용 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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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PASCAL 실험장치 응축 열교환기 튜브 제작

494 Cold crucible 제작

495 Large mock-up sample 제작

496 용융염 pellet 제조장치 제작

497 토양폐액 받침대 제작

498 R1 표적 시험품 제작

499 I-131 캡슐용 납용기 (중, 대형)제작

500 가속장치 부품 제작

501 시편 holder 제작

502 DC-TOF 유도관 정렬용 지지대 제작

503 LOCA test end cap 제작

504 공정장치용 원격 취급기구 제작

505 TAS용 limits bracket 제작

506 개량형 Cd 증류장치 제작

507 BIO-REF beam stopper 외 1종 제작

508 ST-3 후단부 유도관 차폐장치 제작

509 시료채취용 punch 제작

510 장기 부식시험용 티타늄용기 제작

511 Casic stack 외 1종 제작

512 Al & STS 시편 제작

513 재장전기중기 제어 panel 냉각 펜 커버 제작

514 REF-V 전자식 지지판 제작

515 Elbow type 시험체 제작

516 Re-188 운반용기 제작

517 중성자 방사화 분석 시료 마운트 제작

518 Pellet mold 제작

519 ITER 액체 형 blanket large mock-up 제작

520 중성자 방사화 분석용 vial 지지대 제작

521 STS cover 제작

522 CG5 납차폐체 제작

523 겔 화학제염 시험시편 제작

524 하이브리드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지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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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조립장치 및 조립체 결합 제작

526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제작

527 진공용 glove box 제작

528 가스 분배기 제작

529 REF-V 차폐 보강 제작

530 FA main test section 제작/설치

531 횡 유동시험 loop 제작

532 열손실방지 및 laser beam 차폐용 slide형 panel 제작

533 PASCAL 실험장치 철골구조물 제작/설치

534 Teflon 보온판 제작

535 핵연료봉 보관 튜브 제작

536 차폐체 홀 plug 제작

537 Vial 차폐지지대 제작

538 Bio-D support 제작

539 반도체 검출기 패턴성형 jig 제작

540 STS plat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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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기기보수

NO. JOBNAME

1 컬럼 지지대 수리

2 Worm gear keyway 가공

3 단색기 flange hole 수정

4 Born PE hole & Screw 가공

5 Inconel tube 가공

6 Pressure balance 수리

7 RSI 시편 wire cutting

8 STS flange home 가공

9 열교환기 수리

10 Stage 고정치구 hole 가공

11 PE & Pb 가공

12 CN NVS case Hole 가공

13 전해 반응조 도가니 수리

14 Freon DC power bus bar hole 가공

15 HR-SANS 셔터 수리

16 Al profile 가공

17 Acryl plate 가공

18 HANA trex wire cutting

19 09M-02K 안내관/보호관 연결부 용접

20 납차폐 캐비닛 수리

21 Flange hole 가공 및 용접

22 Pb container 운반용 cart 수리

23 STS pipe 가공

24 Acryl plate 가공

25 STS pipe 절단

26 Bracket 용접

27 TC-99M 납차폐체 hole 가공

28 Acryl plate 가공

29 GTS 크리스탈 판 pole 가공

30 Ratchet 렌치 핫셀 tool 개조

31 GTS base plate tap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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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cryl plate 가공

33 Table 수리

34 STS 봉 절단 및 용접

35 드럼 압축 누름 판 tap 가공

36 Acryl plate 가공

37 LAUE 회절기 die 수리

38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단색기 시료테이블 연결부 보수

39 시설물품 반입용 hatch 보수

40 STS316 Tube 절단

41 방사성물질 안전 바리케이트 보수

42 납 컨테이너 수정

43 SANS aperture 지지대 수정

44 STS can 용접

45 핵연료 집합체 시험장비 수정 / 보완

46 에폭시 가공

47 Zr disk 연삭 가공

48 폐액 저장탱크 커버 수리

49 Oil adapter tapping 가공

50 Water jacket soldering

51 PA부품 홈 가공

52 Vise 날 연삭 가공

53 Socket Head 수정

54 Inconel 690 round bar cutting

55 Al chamber 절단

56 4 way fitting hole 가공

57 SGTR 파단 시험대 플랜지 홈 가공

58 STS tube 가공

59 셀 고정 구 내경 수정

60 STS flange 내경 가공

61 STS tube 가공 및 용접

62 모델합금 KL4 블록 가공

63 에폭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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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STS 바벨 tap 가공

65 Glove box 수리

66 Pb block & Al plate 가공

67 멤브레인 셀 수리

68 Al flange O-ring home 가공

69 Alloy 690 육성용접 가공

70 Al tuner O-ring groove 가공

71 STS tube 가공

72 도가니 고정대 용접 가공

73 Control panel hole 가공

74 Bio-REF filter case 수정

75 베크라이트판 가공

76 Encoder jig 수리

77 Mini plate 용접

78 Acryl plate 가공

79 제어용 motor shaft hole 가공

80 Tube cutting 가공

81 Mini plate 용접 가공

82 STS pump 토출구 크랙 용접

83 PE 가공

84 AL profile 절단 가공

85 용기 cover hole 가공

86 Copper tube 부착 가공

87 폴리카보네이트 가공

88 STS tube 가공

89 STS plate 가공

90 Core-drill head stopper 수리

91 부식용기 copper tube 부착 가공

92 TAS용 시료대 수리

93 DCPD 단자 silver soldering

94 Three-point 시험 fixture lower baring

95 호이스트 크레인 수리
96 SEM cell cutting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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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NC Lathe Manufacturing

그동안 우리과제 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유연생산 쉘

(FMC)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CNC lathe를 이용하여 Ir-192

NDT 선원 조사표적, I-131 capsule 운반용 lead vessel, 열 방출 지지대, LOCA

tube end plug, 장기부식 시험용 티타늄용기 등을 개발․가공하였다.

’10년도 가공공정에 적합한 제품을 programming 하여 제작하므로 써 품질향상

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CNC lathe로 가공한 list와 이중 3종류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CNC PROGRAM LIST

PROG.

NO.
CODE NO. NAME of PARTS

10-01 10-L013-1-TV-Pu(B) Trans-vessel plug(B, upper)

10-02 10-L013-2-TV-Pl(B) Trans-vessel plug(B, lower)

10-03 10-L013-3-TV-Bb(B) Trans-vessel body(B, bottom)

10-04 10-L013-4-TV-Bi(B) Trans-vessel body(B, inside)

10-05 10-L069-0-HE-Su Heat emission support

10-06 10-L104-1-V-Pu(B) Vessel plug(B, upper)

10-07 10-L104-2-V-Pl(B) Vessel plug(B, lower)

10-08 10-L104-3-V-Bb(B) Vessel body(B, bottom)

10-09 10-L104-4-V-Bi(B) Vessel body(B, inside)

10-10 10-L171-1-LC-Pu(B) Lead container plug(B, upper)

10-11 10-L171-2-LC-Pl(B) Lead container plug(B, lower)

10-12 10-L171-3-LC-Bb(B) Lead container body(B, bottom)

10-13 10-L171-4-LC-Bi(B) Lead container body(B, inside)

10-14 10-L195-0-HE-Su Heat emission support-1

10-15 10-L208-1-C-Pu(M) Container plug(M, upper)

10-16 10-L208-2-C-Pl(M) Container plug(M, lower)

10-17 10-L208-3-C-Bc(M) Container body(M, coner)

10-18 10-L208-4-C-Bi(M) Container body(M, inside)

10-19 10-L235-1-B-B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10-20 10-L235-2-B-C Rust measurement bottle cap

10-21 10-L258-1-Ir-OC-C Outer capsule cap

10-22 10-L258-2-Ir-OC-B Outer capsule body

10-23 10-L258-3-Ir-OC-Bt Outer capsule body(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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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NO.
CODE NO. NAME of PARTS

10-24 10-L258-4-Ir-T-H Target holder

10-25 10-L258-5-Ir-T-Hg Target holder guide

10-26 10-L258-6-Ir-T-G Target guide

10-27 10-L332-1-V-Cu(M) Vessel cap(M, upper)

10-28 10-L332-2-V-Cl(M) Vessel cap(M, lower)

10-29 10-L332-3-V-Bu(B) Vessel cap(B, upper)

10-30 10-L332-4-V-Bl(B) Vessel cap(B, lower)

10-31 10-L332-5-V-Bc(M) Vessel body(M, coner)

10-32 10-L332-6-V-Bi(M) Vessel body(M, inside)

10-33 10-L332-7-V-Bb(B) Vessel body(B, bottom)

10-34 10-L332-8-V-Bi(B) Vessel body(B, inside)

10-35 10-L455-1-PC-Cu(M) Pb container cap(M, upper)

10-36 10-L455-2-PC-Cl(M) Pb container cap(M, lower)

10-37 10-L455-3-PC-Bu(B) Pb container cap(B, upper)

10-38 10-L455-4-PC-Bl(B) Pb container cap(B, lower)

10-39 10-L455-5-PC-Bc(M) Pb container body(M, coner)

10-40 10-L455-6-PC-Bi(M) Pb container body(M, inside)

10-41 10-L455-7-PC-Bb(B) Pb container body(B, bottom)

10-42 10-L455-8-PC-Bi(B) Pb container body(B, inside)

10-43 10-L589-1-LTC-Cu(M) Trans-container cap(M, upper)

10-44 10-L589-2-LTC-Cl(M) Trans-container cap(M, lower)

10-45 10-L589-3-LTC-Bu(B) Trans-container cap(B, upper)

10-46 10-L589-4-LTC-Bl(B) Trans-container cap(B, lower)

10-47 10-L589-5-LTC-Bc(M) Trans-container body(M, coner)

10-48 10-L589-6-LTC-Bi(M) Trans-container body(M, inside)

10-49 10-L589-7-LTC-Bb(B) Trans-container body(B, bottom)

10-50 10-L589-8-LTC-Bi(B) Trans-container body(B, inside)

10-51 10-L593-1-SP-RW Fuel rod right welding specimen

10-52 10-L593-2-SP-RL Fuel rod light welding specimen

10-53 10-L601-1-RMB-B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10-54 10-L601-2-RMB-C Rust measurement bottl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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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NC program

(1) Ir-192 NDT 선원조사표적 제작

가) Outer capsule cap 1/3

CODE NO. 10 - L258 - 1 - Ir - OC - C

NAME of PARTS Outer capsule cap

MATERIAL Al - 1050

1Z-10.F1300

/M69

G04U2.

G01W20.

G04U2.

/M68

G04U2.

G01W22.

G00X150.Z100.

G28U0.W0.

M01

N01

( SDJCR M11 DCGT 11T304 K10 )

G99

G28U0.W0.

G50X241.590Z254.850S3000T0100

G97S2500T0101

G00X120.Z120.

X42.Z3.

G01Z0.1F0.15M10

X-1.2

G00X42.Z3.

X38.5

G01Z-5.

X36.5

G01Z-5.

G00X42.Z3.

X34.5

G01Z-5.

X38.5

G01Z-20.

X42.5Z-23.

G00X180.

Z-25.

G01X41.F0.8

G01Z-18.

X39.

Z2.

G00X0.M12

G00X120.Z120.

G28U0.W0.T0100

M01

N02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25.000Z264.500S3000T0700

G97S2200T0707

G00X120.Z130.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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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DE NO. 10 - L258 - 1 - Ir - OC - C

G01Z-12.2F0.8M10

X25.5F0.08

G00X44.

Z-14.7

G01X25.5

G00X44.

Z-16.5

G01X22.

G00X40.

G01Z10.F0.8

X0.

G00X120.Z130.M12

G28U0.W0.T0700

M01

N03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

G28U0.W0.

G50X241.330Z254.550S3000T0900

G97S2500T0909

G00X120.Z125.

X38.Z0.

G01X-1.2F0.12M10

G00X31.18Z2.

G01Z0.

G03X33.98W-1.4R1.4

G01Z-5.5

X37.38

X37.98Z-5.8

Z-14.

G00X40.

G01Z3.F0.8

X0.

G00X120.Z125.M12

G28U0.W0.T0900

M01

N04

( T-C TTER 2525-3 TDT 3E-0.4 )

G28U0.W0.

G50X240.830Z264.680S3000T0300

G97S2200T0303

G00X120.Z130.

X38.5Z3.

G01X38.05Z-9.F0.05M10

G03X32.05W-3.R3.

G01X24.95

Z-14.3

G03X21.4W-1.8R1.8

G01X40.F0.8

Z5.

X0.

G00X120.Z130.M12

G28U0.W0.T0300

M01

N05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30.000Z264.850S3000T0500

G97S2200T0505



- 131 -

3/3

CODE NO. 10 - L258 - 1 - Ir - OC - C

G00X115.Z130.

X40.Z10.M10

G01Z-16.F0.8

X26.

/M19

G01X-1.2F0.05

Z40.F0.8

G04U2.

/M20

G00X115.Z130.M12

G28U0.W0.T0500

M30( 02 46 )

%



- 132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258 - 1 - Ir - OC - C

NAME of PARTS Outer capsule cap

MATERIAL Al - 1050

DRAWN CHECKED APPROVED



- 133 -

나) Outer capsule body 1/4

CODE NO. 10 - L258 - 2 - Ir - OC - B

NAME of PARTS Outer capsule body

MATERIAL Al - 1050

&HE:%

:2582( 10-08-258-2 )

N00

( STOPPER BAR 170 )

G28U0.W0.

G50X300.000Z117.660T0200

G00X150.Z60.

X50.Z10.

Z0.5

/M69

G04U3.

/M68

G04U1.

G00Z10.

X150.Z60.

G28U0.W0.

N01

( 32MM SOLID DRILL 140 )

G28U0.W0.

G50X305.500Z101.500S2000T1200

G97S800T1212

G00X150.Z50.

X0.Z4.M10

G01Z-15.F0.15

Z20.F8.

Z-14.

Z-30.F0.15

Z20.F8.

Z-29.

Z-45.F0.15

Z20.F8.

Z-44.

Z-60.F0.12

Z20.F8.

Z-59.

Z-70.F0.12

Z20.F8.

Z-69.

Z-80.F0.12

Z20.F8.

Z-79.

Z-90.F0.08

Z20.F8.

Z-89.

Z-97.F0.08

Z20.F6.

Z-96.

Z-101.3F0.08

G00Z10.M12

X150.Z50.

G28U0.W0.T1200

N02

PROGRAM CHECKED APPROVED



- 134 -

2/4

CODE NO. 10 - L258 - 2 - Ir - OC - B

( 30MM CARBIDE ENDMILL 122 )

G28U0.W0.

G50X305.700Z116.200S1000T0800

G97S800T0808

G00X150.Z60.

X0.Z3.M10

G01Z-90.F3.3

Z-97.F0.08

Z-101.5F0.04

G04U2.

G00Z10.M12

X150.Z60.

G28U0.W0.T0800

N03

( C20R STFCR11 TCGT 110204 120 )

G28U0.W0.

G50X331.630Z118.440S3000T0600

G97S2500T0606

G00X150.Z50.

X44.Z5.M10

G01Z0.05F0.15

X31.85

G01Z-93.F3.3

Z-101.0F0.15

G00U-0.5Z50.

X42.

Z0.

G01X36.45

G02X34.05W-1.2R1.2

G01X34.00Z-101.3

G00U-0.5Z10.M12

X150.Z50.

G28U0.W0.T0600

N04

( S25R-GVCGXR GVGIR6330 100 )

G28U0.W0.

G50X343.440Z142.440S1800T1000

G97S1300T1010

G00X150.Z70.

X32.Z10.M10

G01Z-6.5F3.3

X35.95F0.08

G00X32.

Z-8.

G01X35.95

G00X32.

Z-10.

G01X35.95

G00X32.8

Z-5.5

S500

G01X34.8Z-6.5F0.05

X36.05

Z-10.

X34.8

X32.8Z-11.

G00Z10.M12

X150.Z70.



- 135 -

3/4

CODE NO. 10 - L258 - 2 - Ir - OC - B

G28U0.W0.T1000

N05

( SCLCR M12 CCGT 120404 K10 )

G28U0.W0.

G50X268.660Z235.810S3000T1100

G97S2500T1111

G00X200.Z120.

X29.Z3.9M10

G01X39.Z-1.1F0.15

G00Z2.

X38.10

G01X38.02Z-153.5

X39.8

W-5.

X43.8W-2.

G00X150.

W-3.

X44.

G01X43.2

W10.5F3.3

X42.2

Z5.

G00X150.Z120.M12

G28U0.W0.T1100

N06

( SDJCR M11 DCGT 11T304 K10 )

G28U0.W0.

G50X268.890Z235.440S3000T0500

G97S2200T0505

G00X150.Z120.

X37.95Z3.M10

S700

G01X37.92Z-20.F0.08

S2200

G01X37.87Z-153.5F0.12

G00X43.Z10.M12

X150.Z120.

G28U0.W0.T0500

N07

( C20R STFCR11 TCMT KP500 120 )

G28U0.W0.

G50X331.630Z119.700S3000T0400

G97S2200T0404

G00X150.Z55.

X34.10Z2.M10

S1000

G01X34.10Z-12.5F0.12

S2200

G01X34.05Z-101.45F0.12

X13.

G00Z25.M12

X150.Z55.

G28U0.W0.T0400

M01

N08

( C20R STFCR11 TCGT 110204 120 )

G28U0.W0.

G50X331.680Z118.440S3000T0600



- 136 -

4/4

CODE NO. 10 - L258 - 2 - Ir - OC - B

G97S2200T0606

G00X150.Z55.

X33.65Z5.M10

G01Z-99.F1.8

X34.05Z-101.50F0.12

X13.F0.04

G00Z10.M12

X150.Z55.

G28U0.W0.T0600

N09

( GVR2525-4 GV504 P20 )

G28U0.W0.

G50X251.550Z246.790S2500T0700

G97S1800T0707

G00X150.Z150.

X44.Z-150.5M10

G01X18.F0.04

X55.F0.8

X22.F0.08

Z-150.

G04U3.

/M19

G01X-1.2F0.04

G00X66.M12

Z0.

/M20

G00X150.Z150.

G28U0.W0.T0700

M30( 09 09 )



- 137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258 - 2 - Ir - OC - B

NAME of PARTS Outer capsule body

MATERIAL Al - 1050

DRAWN CHECKED APPROVED



- 138 -

다) Target holder 1/3

CODE NO. 10 - L258 - 4 - Ir - T - H

NAME of PARTS Target holder

MATERIAL Al - 1050

%

:2584( 10-08-258-4 )

N00

( ZERO POINT 120.0 [ 22.5 ] )

G98

G28U0.W0.

G50X298.800Z203.000T0400

G00X150.Z100.

X0.Z15.

G98G01Z-15.F1800

/M69

G01W98.

G04U2.

/M68

G04U2.

G01W25.

G00X150.Z130.

G28U0.W0.

N01

( 19MM SOLID DRILL )

G99

G28U0.W0.

G50X300.000Z044.200S1500T0200

G97S600T0202

G00X150.Z20.

X0.Z5.M10

G01Z-20.F0.10

Z20.F5.

Z-18.

Z-40.F0.12

Z20.F5.

Z-38.

Z-60.F0.12

Z20.F5.

Z-58.

Z-80.F0.12

Z20.F5.

Z-78.

Z-93.F0.12

Z20.F5.

Z-91.

Z-102.F0.12

G04U1.

G00Z5.M12

X150.Z20.

G28U0.W0.T0200

N02

(SCLCR M12 CCGT 120404 FL K10 )

G28U0.W0.

G50X241.890Z174.600S3000T0900

G97S2200T0909

G00X120.Z80.

PROGRAM CHECKED APPROVED



- 139 -

2/3

CODE NO. 10 - L258 - 4 - Ir - T - H

X33.Z0.2M10

G01X16.F0.12

G00X29.1Z3.

G01X29.09Z-95.

X30.3Z-98.

G00X33.Z3.M12

X120.Z80.

G28U0.W0.T0900

N03

( S16R STFCR11 TCGT 110204 )

G28U0.W0.

G50X321.180Z066.550S3000T0800

G97S2200M10T0808

G00X160.Z33.

X22.95Z5.

G01Z1.F0.13

X19.97Z-0.5

X19.96Z-96.

G00U-0.5Z5.

X160.Z33.M12

G28U0.W0.T0800

N04

(SDJCR M11 DCGT 11T302 FL K10 )

G28U0.W0.

G50X241.640Z175.060S2500T0100

G97S1800T0101

G00X120.Z80.

X33.Z3.M10

G01Z0.F0.12

X18.

G00X26.Z1.

G01X29.Z-0.5

X28.99Z-94.2

X28.Z-94.7

Z-97.

G00X36.Z10.M12

X120.Z80.

G28U0.W0.T0100

N05

( C16R STFCR11 TCGT 110204 )

G28U0.W0.

G50X319.890Z067.560S3000T1000

G97S2200T1010

G00X160.Z30.

X24.03Z5.M10

G01Z1.7F0.15

X20.03Z-0.3

X20.02Z-96.

G00U-0.5Z5.M12

X160.Z30.

G28U0.W0.T1000

M01

N06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30.000Z184.990S1800T0500

G97S2200T0505

G00X115.Z80.



- 140 -

3/3

CODE NO. 10 - L258 - 4 - Ir - T - H

X36.Z10.

Z-94.M10

/M19

G01X16.F0.03

G04U2.

/M20

G00X36.Z10.M12

X115.Z80.

G28U0.W0.T0500

M30( 06 36 )

%



- 141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258 - 4 - Ir - T - H

NAME of PARTS Target holder

MATERIAL Al - 1050

DRAWN CHECKED APPROVED



- 142 -

라) Target guide 1/3

CODE NO. 10 - L258 - 6 - Ir - T - G

NAME of PARTS Target guide

MATERIAL Al - 1050

&HE:%

:2586( 10-08-258-6 )

N00

( STOPPER BAR 120 )

G28U0.W0.

G50X306.000Z168.000T0800

G00X155.Z85.

X45.Z10.

Z0.5

/M69

G04U3.

/M68

G04U1.

G00Z10.

X155.Z85.

G28U0.W0.

N01

( 26MM SOLID DRILL )

G28U0.W0.

G50X305.500Z149.800S1500T1200

G97S1000M10T1212

G00X155.Z75.

X0.Z5.

G01Z-20.F0.08

Z20.F5.

Z-18.

Z-40.F0.08

Z20.F5.

Z-38.

Z-60.F0.08

Z20.F5.

Z-58.

Z-80.F0.08

Z20.F5.

Z-78.

Z-108.F0.08

G04U1.

Z20.F5.

G00X155.Z75.M12

G28U0.W0.T1200

N02

( SCLCR CCGT 120404 K10 )

G28U0.W0.

G50X268.220Z285.800S3000T1100

G97S2200M10T1111

G00X135.Z145.

X44.Z0.2

G01X24.F0.08

G00X38.Z5.

G01Z-104.

X42.Z-106.

G00X88.Z44.

PROGRAM CHECKED APPROVED



- 143 -

2/3

CODE NO. 10 - L258 - 6 - Ir - T - G

X36.Z4.

G01Z-104.

X38.

X42.Z-106.

G00X88.Z44.

X34.Z4.

G01Z-104.

X38.

X42.Z-106.

Z-110.

G00X88.Z44.

G00X135.Z145.M12

G28U0.W0.T1100

N03

( S16R STFCR11 TCMT 110204

KP300 )

G28U0.W0.

G50X327.000Z179.400S2200T1000

G97S1300M10T1010

G00X165.Z90.

X30.5Z5.

G01Z1.5F0.12

X26.5Z-0.5

X26.45Z-102.

G00U-0.5Z50.

X33.Z5.

G01Z1.5

X29.Z-0.5

X28.95Z-102.

G00U-0.5Z5.

X165.Z90.M12

G28U0.W0.T1000

N04

( C20R STFCR11 TCMT 04 KP300

)

G28U0.W0.

G50X331.020Z149.810S2500T0400

G97S1300M10T0404

G00X165.Z75.

X33.1Z5.

G01Z1.3F0.08

X29.1Z-0.7

X29.05Z-102.

G00U-0.5Z5.

G00X165.Z75.M12

G28U0.W0.T0400

N05

( SVJCR VCGT 160404 KP300 )

G28U0.W0.

G50X265.350Z285.650S2500T0900

G97S1300M10T0909

G00X135.Z145.

X26.Z3.

G01Z0.F0.08

X32.7

G01X33.7Z-0.5

X33.65Z-100.3

X32.65Z-100.8



- 144 -

3/3

CODE NO. 10 - L258 - 6 - Ir - T - G

Z-102.

G00X44.Z10.

X135.Z145.M12

G28U0.W0.T0900

M01

N06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58.780Z295.860S1800T0700

G97S1300M10T0707

G00X125.Z145.

X40.Z10.

Z-100.

/M19

G01X18.F0.08

G04U1.

/M20

G00X40.Z10.

X125.Z145.M12

G28U0.W0.T0700

M30( 08 48 )

%



- 145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258 - 6 - Ir - T - G

NAME of PARTS Target guide

MATERIAL Al - 1050

DRAWN CHECKED APPROVED



- 146 -

(2) I-131 조사표적 열 방출 지지대 제작

가) Heat emission support 1/4

CODE NO. 10 - L069 - 0 - HE - Su

NAME of PARTS Heat emission support

MATERIAL Al-1050

%

:0690( 10-02-069-0 )

N00

( ZERO POINT 110 [ 031 ] )

G98

G28U0.W0.

G50X300.000Z197.000T0400

G00X150.Z100.

X0.Z15.

G01Z-10.F1300

/M69

G04U2.

G01W79.

G04U2.

/M68

G04U2.

G01W25.

G00X150.Z90.

G28U0.W0.

N01

(SCLCR M12 CCGT 120404 FL K10 )

G99

G28U0.W0.

G50X242.220Z184.660S3000T0700

G97S2500T0707

G00X120.Z100.

X33.Z2.M10

G01Z0.1F0.12

X-1.2

G00X27.Z2.

G01Z-69.8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28.F1.2

Z2.

G00X33.Z33.

X24.Z2.

G01Z-69.8F0.12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25.F1.2

Z2.

G00X33.Z33.

X21.Z2.



- 147 -

2/4

CODE NO. 10 - L069 - 0 - HE - Su

G01Z-69.8F0.12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22.F1.2

Z2.

G00X33.Z33.

X18.Z2.

G01Z-69.8F0.12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19.F1.2

Z2.

G00X33.Z33.

X15.Z2.

G01Z-69.8F0.12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16.F1.2

Z2.

G00X33.Z33.

X12.2Z2.

G01Z-69.8F0.12

X32.

G00X130.

Z-100.

X32.

Z-68.8

G01X13.2F1.2

Z2.

G00X33.Z33.M12

X120.Z100.

G28U0.W0.T0700

N02

( TTER 2525-3 TDT3.0 TT7220 )

G28U0.W0.

G50X241.220Z194.880S1800T0300

G97S1500T0303

G00X120.Z100.

X36.Z-76.M10

G01X20.F0.08

G00X32.

Z-73.5

G01X27.Z-76.

G00X32.

Z-71.

G01X22.Z-76.

G00X33.

Z-71.1

G01X28.2



- 148 -

3/4

CODE NO. 10 - L069 - 0 - HE - Su

G03X22.2W-4.4R4.4

G00X33.

Z50.

X120.Z135.M12

G28U0.W0.T0300

N03

( TTER 2525-3 TDT3.0 TT7220 )

G28U0.W0.

G50X241.030Z194.880S1800T0300

G97S1500T0303

G00X120.Z100.

X28.3Z-65.M10

G01X28.1Z-70.8F0.08

G03X22.1W-4.4R4.4

G01Z-76.

G00X33.

X28.2Z-65.

G01X28.Z-70.5F0.04

G03X22.W-4.4R4.4

G01Z-76.

G00X130.

Z-100.

X32.

Z-65.

G01X14.F1.2

Z6.

G00X33.Z33.M12

X120.Z100.

G28U0.W0.T0300

M01

N04

(SCLCR M12 CCGT 120404 FL K10)

G28U0.W0.

G50X242.020Z184.640S3000T0900

G97S1500T0909

G00X120.Z100.

X15.Z2.M10

G01Z0.F0.08

X-1.2

G00X9.Z0.2

G03X11.98Z-1.3R1.5

G01X11.98Z-70.0

X26.52

X27.92Z-70.6

Z-74.

G00X130.

Z-100.

X32.

Z-69.

G01X14.F1.2

Z2.

G00X33.Z33.M12

X120.Z100.

G28U0.W0.T0900

N05

( GVR2525-3 GV503 P20 )

G28U0.W0.

G50X228.020Z195.000S3000T0500



- 149 -

4/4

CODE NO. 10 - L069 - 0 - HE - Su

G97S1800T0505

G00X110.Z100.

X33.Z-75.M10

X24.

/M19

G01X-1.2F0.03

G00Z33.M12

G04U3.

/M20

G00X33.

X100.Z100.

G28U0.W0.T0500

M30( 06 34 )

%



- 150 -

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069 - 0 - HE - Su

NAME of PARTS Heat emission support

MATERIAL Al-1050

DRAWN CHECKED APPROVED



- 151 -

(3) 장기 부식시험용 티타늄용기 제작

가)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1/3

CODE NO. 10 - L601 - 1 - RMB - B

NAME of PARTS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MATERIAL Ti

&HE:%

:6011( 10-13-0601-1 )

N00

( STOPPER BAR 050 )

G28U0.W0.

G50X305.200Z238.000T0200

G00X150.Z120.

X18.Z10.

Z0.5

/M69

G04U2.

/M68

G04U2.

G00Z10.

X150.Z120.

G28U0.W0.

N01

( 26MM SOLID DRILL )

G28U0.W0.

G50X305.300Z243.500S1500T1200

G97S300M10T1212

G00X150.Z150.

X0.Z4.

G01Z-12.F0.05

Z20.F2.

Z-11.

Z-20.F0.05

Z20.F2.

Z-19.

Z-27.F0.05

Z20.F2.

Z-26.

Z-35.F0.05

Z20.F2.

G00X150.Z150.M12

G28U0.W0.T1200

N02

(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

G28U0.W0.

G50X269.100Z355.500S2500T0500

G97S1000T0505

G00X135.Z180.

X44.Z0.2M10

G01X22.F0.12

G00Z3.

G01Z0.

X36.9

X39.9Z-1.5

Z-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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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DE NO. 10 - L601 - 1 - RMB - B

X37.

Z-28.

X38.

X42.Z-30.

G00X55.Z3.M12

X135.Z180.

G28U0.W0.T0500

N03

( TH2525RE THR42M P20 1.5 )

G28U0.W0.

G50X270.000Z357.360S1000T0900

G97S200M10T0909

G00X150.Z150.

X44.Z10.M10

G01X40.F0.15

G76P010060Q150R025

G76X38.06Z-25.5P0970Q150F1.5

G01X40.Z10.

G00X150.Z150.M12

G28U0.W0.T0900

N04

(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

G28U0.W0.

G50X269.100Z355.500S2500T0500

G97S700T0505

G00X135.Z180.

X22.Z3.M10

G01Z0.F0.12

X36.9

X39.9Z-1.5

Z-25.2

X37.

Z-28.

X38.

X40.5Z-29.

G00X44.Z3.M12

X135.Z180.

G28U0.W0.T0500

N05

( TH2525RE THR42M P20 1.5 )

G28U0.W0.

G50X270.150Z357.360S1000T0900

G97S200M10T0909

G00X150.Z150.

X44.Z10.M10

G01X40.F0.15

G76P010060Q150R025

G76X38.06Z-25.5P0970Q150F1.5

G01X40.Z10.

G00X150.Z150.M12

G28U0.W0.T0900

M01

N06

( S20S SCLCR 09 CCMT 09T308 )

G28U0.W0.

G50X331.200Z281.700S1500T0600

G97S500M10T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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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DE NO. 10 - L601 - 1 - RMB - B

G00X150.Z150.

X28.Z3.

G01Z-26.5F0.08

G00U-0.5Z3.

X30.

G01Z-26.5

G00U-0.5Z3.

X150.Z150.M12

G28U0.W0.T0600

N07

( S16R SDUCR 07 DCMT 070204 )

G28U0.W0.

G50X327.630Z308.390S1500T0800

G97S500M10T0808

G00X150.Z150.

X36.5Z2.2M10

G01X30.5Z-0.8F0.08

Z-25.5

G00U-0.5Z10.

X150.Z150.M12

G28U0.W0.T0800

N09

( GVR2525-4 GV504 P20 )

G28U0.W0.

G50X250.000Z366.750S1800T0700

G97S500T0707

G00X125.Z170.

X44.Z20.M10

G01Z-24.F1.8

X40.

/M19

G01X28.F0.03

X18.F0.13

G04U2.

/M20

G00X55.M12

Z20.

X125.Z170.

G28U0.W0.T0700

M30( 13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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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601 - 1 - RMB - B

NAME of PARTS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MATERIAL Ti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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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1/4

CODE NO. 10 - L601 - 2 - RMB - C

NAME of PARTS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MATERIAL Ti

&HE:%

:6012( 10-13-0601-2 )

N01

( TTER 2525-4 TDT 4E-0.4 )

G28U0.W0.

G50X268.000Z358.500S2500T0300

G97S600T0303

G00X135.Z180.

X50.Z3.M10

G01Z-15.2F1.8

X16.F0.04

G00X55.M12

X135.Z180.

G28U0.W0.T0300

M01

N02

( GVR2525-4 GV504 P20 )

G28U0.W0.

G50X250.000Z359.130S1800T0700

G97S500T0707

G00X125.Z180.

X55.Z20.M10

G01X50.Z-15.1F1.8

/M19

G01X18.F0.18

G01X5.F0.03

G04U3.

G01X0.

/M20

G00X55.M12

Z20.

X125.Z180.

G28U0.W0.T0700

( STOPPER BAR 041 )

M01

N03

( PCLNR M12 CCGT 04 FL K10 )

G28U0.W0.

G50X268.800Z367.200S3000T1100

G97S800T1111

G00X135.Z180.

X55.Z0.2M10

G01X28.F0.12

G00X40.Z2.

G01X45.8Z-1.

Z-21.

X47.Z-22.

Z-27.

X51.Z-29.

G00X55.Z30.M12

X135.Z180.

G28U0.W0.T1100

PROGRAM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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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DE NO. 10 - L601 - 2 - RMB - C

M01

N04

( KNURING )

G28U0.W0.

G50X242.600Z383.500S2500T0900

G97S600T0909

G00X135.Z180.

X85.Z1.M10

G01X51.F3.3

G01X45.6F0.18S100

Z-14.

G00X51.M12

X85.Z30.

X135.Z180.

G28U0.W0.T0900

M01

N05

( STOPPER BAR 060 )

G28U0.W0.

G50X305.200Z230.000T0200

G00X150.Z120.

X55.Z10.

Z0.

/M69

G04U2.

/M68

G04U2.

G00Z10.

X150.Z120.

G28U0.W0.

N06

( 32MM SOLID DRILL )

G28U0.W0.

G50X305.200Z213.360S1500T1200

G97S300M10T1212

G00X150.Z110.

X0.Z4.

G01Z-7.F0.08

Z20.F6.

Z-6.

Z-11.F0.08

Z5.F6.

G00X150.Z110.M12

G28U0.W0.T1200

N07

( SDJCR M11 DCMT

11T304 CT3000 )

G28U0.W0.

G50X268.900Z347.710S2500T0500

G97S700T0505

G00X135.Z180.

X28.Z2.M10

G01Z0.F0.12

X43.8

X47.8Z-2.

G00Z-17.

G01X42.8

Z-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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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DE NO. 10 - L601 - 2 - RMB - C

X45.8

X49.8Z-21.

G00X55.Z30.M12

X135.Z180.

G28U0.W0.T0500

N08

( S20S SCLCR 09 CCMT 09T308 )

G28U0.W0.

G50X331.330Z272.390S1500T0600

G97S500M10T0606

G00X150.Z150.

X20.Z2.

G01Z-9.9F0.08

G00U-1.Z2.

X23.

G01Z-9.9F0.08

G00U-1.Z2.

X26.

G01Z-9.9F0.08

G00U-1.Z2.

X29.

G01Z-9.9F0.08

G00U-1.Z2.

X32.

G01Z-9.9F0.08

G00U-1.Z2.

X35.

G01Z-9.9F0.08

G00U-1.Z2.

X38.

G01Z-9.9F0.08

G00U-1.Z1.5

X32.5

G01X38.5Z-1.5

Z-9.9

X8.

G00Z10.

X150.Z150.M12

G28U0.W0.T0600

N09

( S16R SDUCR 07 DCMT 070204 )

G28U0.W0.

G50X327.800Z300.730S1500T0800

G97S500M10T0808

G00X150.Z150.

X36.Z3.M10

G01Z-6.F1.2

X38.5F0.12

X39.5Z-6.5

G01Z-9.9

X37.5

Z-6.

X38.5

X40.5Z-7.

Z-9.9

X37.5

G00Z2.7

X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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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DE NO. 10 - L601 - 2 - RMB - C

G01X38.5Z-1.3

Z-7.

X40.5Z-8.

Z-10.

X4.

G00Z3.

X150.Z150.M12

G28U0.W0.T0800

N10

( S20P THCNR16 TH16NR30 P20 )

G28U0.W0.

G50X331.800Z302.280S300T1000

G97S200M10T1010

G00X150.Z150.

X36.5Z10.M10

G01X38.5F0.15

G76P010060Q300R025

G76X40.44Z-9.5P0970Q300F1.5

G01X38.5Z10.

G00X150.Z150.M12

G28U0.W0.T1000

N11

( S16R SDUCR 07 DCMT 070204 )

G28U0.W0.

G50X327.800Z300.730S1500T0800

G97S500M10T0808

G00X150.Z150.

X46.5Z2.7M10

G01X38.5Z-1.3F0.15

Z-7.

X40.5Z-8.

Z-10.

X36.

G00Z3.

X150.Z150.M12

G28U0.W0.T0800

N12

( S20PTHCNR16 TH16NR30 P20 )

G28U0.W0.

G50X331.500Z302.280S300T1000

G97S200M10T1010

G00X150.Z150.

X36.5Z10.M10

G01X38.5F0.15

G76P010060Q300R025

G76X40.44Z-9.5P0970Q300F1.5

G01X38.5Z10.

G00X150.Z150.M12

G28U0.W0.T1000

M30( 18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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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f CNC MANUFACTURING

CODE NO. 10 - L601 - 2 - RMB - C

NAME of PARTS Rust measurement bottle body

MATERIAL Ti

DRAWN CHECKED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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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업무결과 및 고찰

1. 업무결과

2010년도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 지원업무 실적을

보면 제작업무 421건, 보수업무 96건, 외주제작 지원업무 119 건 등 총 636

건을 처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설계 및 공무관리 1,141건, 작업관리 373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주요 업무내용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

험 설비,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실험 장치, ITER blanket mock-up, 방사성 동

위원소 운반용기, 공기 포집기(9) 등 421건을 제작하였고, 핵연료 집합체 시

험장비 수정, 폐액 저장탱크 수리, 납차폐 캐비닛 수리, 전해 반응조 도가니 수

리, 열교환기 수리 등 96건을 보수하여 의뢰부서에 공급하였으며 특수가공

또는 전문, 계열화 업체에서 제작이 요구되는 품목이나 우리과제의 구비장

비 또는 제작기간에 제한이 있는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 용융

염계 전위 측정 장치,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장치, 공융염 혼합 반응장치

등 119건을 외주처리 하므로 써 총 636건에 대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

하였고 이러한 설계․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부서와의 기술상담

후 기술자료조사, 생산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공작재료의 구매 및 관리,

제작비산출 및 통계 등 설계․공무관리업무 1,141건과 공정관리 및 품질보

증 등 373건을 병행하여 처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전체 처리업무건

수가 ’09년도와 비교할 때 10건이 증가하였으며 개발 성격의 제작업무도

증가하고, 중장기과제, 하나로 등 원자력시설관련 고난이도의 긴급을 요구

하는 안전경영 제작업무가 증가하면서 물적 양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업

무량을 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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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기기의 제작 및 보수업무 실적

구 분 주 요 공 작 지 원 작 업 명
처리

건수

제 작

업 무

∙

∙

∙

∙

∙

∙

∙

∙

∙

∙

∙

∙

∙

∙

∙

ITER blanket qualification mock-up 제작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 설비 제작 설치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 실험장치 설계 제작

스크로버 탱크 제작

냉중성자 SANS chamber 차폐체 제작

전기화학 실험용 시편 제작

티타늄 벤토나이트 부식 측정용기 제작

ITER liquid type blanket Large Mock-up 제작

공정장치용 원격 취급기구 제작

DC-TOP 유도관 정렬용 지지대 제작

R1 용액용 A형 납용기 (소, 중형) 제작

동위원소 인코넬 표적 시험품 제작

냉중성자 SANS Chamber PE 차폐체 제작

Ir-192 NDT 선원 조사표적 제작

공기포집기(9) 제작

421

보 수

업 무

∙

∙

∙

∙

∙

∙

열 교환기 수리

전해 반응조 수리

09M-02k 안내관/보호관 보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단색기 보수

핵연료 집합체 시험장비 수정/보완

페액 저장 탱크 보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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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

제 작

∙

∙

∙

∙

∙

용융염계 전위 측정 장치 제작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수중절단장치 제작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제작

토양 및 콘크리트 제염 폐수 처리장치 제작

공융염 혼합 반응장치 제작

119

설 계

및

공무관리

∙

∙

∙

∙

기술상담 및 업무협의

생산설계 및 제도

공작재료 관리

제작비 산출 및 통계

∙

∙

∙

∙

자료조사

시장조사

공기구 관리

기타 공무 등

(1,141)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

∙

∙

제조 공정관리 및 검사

작업 기술관리

품질보증 업무(ISO 9001 시행) 등

(373)

합 계 636

※ (합계건수는 실질적인 의뢰작업 처리건수로써 설계 및 공무관리, 품질

보증 및 작업관리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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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보수업무 96건은 연구․실험도중 실험기구 및 장치의 보수 또는

보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 보며 이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설계․제작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금년도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업무 중 특이한 내용은 원전 2차 계통 배관

모의시험 설비 제작 설치, 전해정련 전착물 이송실험장치 설계 제작, I-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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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기 부식 시험용 티타늄 용기, I-131 운반용 납용기, LOCA tube

welding 시편, Ir-192 NDT 선원 조사표적 등 의 가공공정을 CNC lathe 와

machining center에서의 수치제어 가공방식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므로 써

가공 기술수준을 향상시켰으며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생산방식을

도입하므로 써 생산성과 정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기기장치개발․제작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보증시스템을 구

축․운영 하므로 써 ’07년도부터는 품질보증등급(Q, T Class)를 제작․공급하여

왔고, 금년에도 작년과 달리 갱신 심사를 통과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계속 수행하

였다. 이 로써 제작기술과 안정성의 국제적 인증, 원자력기술개발정보의 외부 유

출방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원자력시설 안전운영과 관련된 긴급작업과 중장기 과제에 필요한 각종

실험기기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축

적된 설계․제작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탄력적인 가공분야 운영을 한 결

과라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제작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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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실적에 대한 고찰

금년도 설계․제작 업무의 수행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와 표 3. 은 ’10년도에 수행한 월별 설계․제작 업무 실적을 건수

와 금액 등으로 나타낸 것인데 월평균 53건의 작업을 처리하였으나 건당

작업내용과 제작수량 및 작업공정 등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정밀작업이나

대형작업의 경우는 제작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긴급

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적기 공급을 위한 공정계획 수립에 애로가 많았으

나 유연성 있는 작업관리와 전 팀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총 636건을 처

리하므로 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620,810,000원 이었다.

표 4. 는 가공분야별 업무 실적인데 정밀가공이 많은 밀링가공분야가

34.8％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선반과 판금․용접분야도 28.6～

17.9％를 차지하였음은 각 분야의 의뢰작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복합

적인 의뢰작업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각종 의뢰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공

무관리와 작업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생산설계 및 공작도면 작성은 선

반․밀링가공분야의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업무처리의 효율

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체작업은 스케치 도면으로 활용하는데 만족

해야만 하였다.

또한 각 연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계획

수립, 작업관리 또는 질적 서비스면에서 모든 의뢰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년과 같이 계속적인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 방사선

관리구역내 서비스 시행 등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 한 해 였다고 본

다. 설계․제작 업무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유형의 업무뿐 아니라 연구개발

과 관련한 기술상담 또는 기술자료 제공 등 무형의 설계․제작 업무도 병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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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자력기기장치 제작․보수실적

구 분

월

원자력기기

장치제작

원자력기기

장치보수

외주제작구매

발주지원

CNC

프로그램

개발(종)

계

1 33 8 9 (1) 50
2 44 10 12 (2) 66
3 40 9 12 (-) 61
4 41 9 12 (1) 62
5 32 7 10 (3) 49
6 41 10 11 (2) 62
7 32 8 10 (-) 50
8 35 8 10 (-) 53
9 37 8 8 (1) 53
10 30 7 8 (-) 45
11 28 6 9 (2) 43
12 28 6 8 (1) 42
합계 421 96 119 13 636

※ 건수는 완료기준임

※ CNC 프로그램 개발은 기기장치 제작 중 일부임.

표 3. 사업별 자체제작 실적 및 제작재료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월

중장기 사업 기관고유 수탁사업 기타 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1 28 3,307 4 3,117 4 710 5 144 41 7,278
2 40 14,348 8 889 2 1,012 4 6,478 54 22,727
3 23 2,429 9 672 5 415 12 24,659 49 28,175
4 24 8,917 14 477 3 289 9 32,112 50 41,795
5 21 4,932 7 1,044 7 478 4 5,155 39 11,609
6 24 891 8 246 7 38 12 55,791 51 56,966
7 23 14,500 6 135 7 0 4 50,103 40 64,738
8 21 1,527 7 83 7 517 8 53,052 43 55,179
9 25 95,314 11 2,627 3 8,056 6 245 45 106,242
10 22 829 6 394 4 8,087 5 60,297 37 69,607
11 12 1,899 13 435 2 118 7 47,554 34 50,006
12 19 22,352 4 324 5 1,091 6 82,721 34 106,488
합계 282 171,245 97 10,443 56 20,811 82 418,311 517 620,810

※ 외주제작 구매발주 지원 제외

※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 제외

※ 중장기사업(54.5％), 기관고유사업(18.8％)분야에 자체제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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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공분야별 업무실적

분야

월
선 반 밀 링 판금․용접 외주․기타 계

1 14 18 9 9 50

2 19 23 12 12 66

3 17 21 11 12 61

4 18 21 11 12 62

5 14 17 8 10 49

6 18 22 11 11 62

7 15 17 8 10 50

8 15 18 10 10 53

9 17 17 11 8 53

10 13 16 8 8 45

11 12 15 7 9 43

12 12 14 8 8 42

계 184 219 114 119 636

백분율 28 .6 34.8 17.9 18 .7 100

표 5. 공무관리 및 작업관리

구 분 건 수 비 고

․생산설계 및 공작도면 작성 186

․외주구매 제작품 발주 119

․물품구입 및 시장조사 134

․제작재료비 산출 및 재료카드 정리 636

․지출대체 결의서 작성 36

․운영계획 및 공문 발송 30

․제조공정관리 86

․품질보증 및 작업․공정관리 259

․기타공무 28

계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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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연구원의 설계․제작 업무를 생산형태별 특성으로 분석하면

∙ 연구부서의 필요에 의한 완전 수주생산 ; 예측생산이 불가능

∙ 생산의 반복성이 없는 개별생산 ; 제품마다 제조공정이 다름

∙ 다품종 소량생산 ; 생산준비, 작업방법 등이 제품마다 다름

∙ 생산흐름의 단속생산 : 작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복잡․난이

등과 같은 복잡한 생산체제에서 업무내용에 따른 가공방법과 조건은 광범

위하고 긴급 의뢰작업 등이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관리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공작업무 경험과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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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노력을 하였다. 특히 설계․제작업무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관리체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크게 기여

한 내용과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보증등급(Q, T class) 공급자격

을 획득하므로 써 보다 생산적인 작업관리 체제를 구축한 내용 등은 큰 수

확이었다고 생각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연구․보완해 나갈 과

제라고 본다.

’10년도에는 636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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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치제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I-131 capsule용

container, 동위원소 운반용기, 열방출 지지대 등의 가공공정을 보다 발전적으

로 개선하므로 써 가공정밀도는 물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내용과

∙ 하나로 운영 , 냉중성자 실험동 소요기기 및 이용기술개발과 동위원소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설계․제작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진전을 보았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설계․제작 업무의 신뢰

도가 향상되면서 각 연구과제에서는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에 따른 업무

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구에 전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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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공작업무의 불만요소 해소에 최선을 기울였다고 보며 내년부터

는 보다 좋은 작업환경과 보다 발전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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