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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orea Research Reactor KKRR 1 ; TRIGA Mark-II) is the first

reactor in Korea, but its decommissioning is underway due to its life. In

this paper, presenting the reason and object of decommissioning KRR 1,

then describing reactor structure and survey result of the facility,

activ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around reactor and nearby equipment

and vicinity. Estimating dose rate was evaluated for every work stage.

Those of survey, evaluation and radiological status wer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safe and resonable decommissioning methods. The order of

decommissioning works are divided by section to minimize possible

hazard. Proposed decommissioning plan is based on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to protect workers and residents from radiation expose.

요 약 문 

연구로 1호기 (TRIGA Mark- II )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로서 그 

수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폐로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해체설계 중에 있다. 

서론에 해체사유 및 목적을 제시하고， 본론을 통해 해체대상물의 구조 및 현 

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원자로를 중심으로 시설 및 장치의 방 

사선학적 상태를 방사능 현황과 오염현황 및 방사화 현황으로 구분하여 기 

술하였다. 또한 각 단위 작업별로의 예상피폭선량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및 평가자료와 방사학적 상태를 근거로 합리적이며 안전한 해체 방법 

을 제시하였다. 해체작업 순서를 각 단위별로 구분하여 상호 간섭사향을 배 

제함으로서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최소화하였다. 해체공사 시 일부 

특수한 경우륭 제외하고는 가농한 한 시설내의 기존 장비나 설비들을 이용 

하도록 하고， 새로운 장비의 절치를 최대한 배제하여 경제적인 해체공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제안된 해체계획은 기본적으로 작업자나 주민들에게 피 

폭의 위험으로부터 배제토록 위험도 및 작업성평가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다. 

Summary 

Korea Research Reactor 1 (KRR 1 TRIGA Mark- II ) is the first 

reactor in Korea, but its decommissioning is underway due to its life. In 

this paper, presenting the reason and object of decommissioning KRR 1, 

then describing reactor structure and survey result of the facili방， 

activ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around reactor and nearby equipment 

and vicinity. Estimating dose rate was evaluated for every work stage. 

Those of survey, evaluation and radiological status were considered to 

detennine the safe and resonable decommissioning methods. The order of 

decommissioning works are divided by section to minimize possible 

hazard. Proposed decommissioning plan is based on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to protect workers and residents from radiation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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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울 공롱동에 소재한 연구로 1호기 (TRIGA Mark-ll)는 1955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목적으로 미국이 우방국에 원자로 건 

설을 제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58년 12월 General Atomic사와 도업계약 

올 체결하고 1959년 7월에 착공하여 1962년 3월 19일 첫 임계에 도달한 우 

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이다. 연구로 1호기는 1969년에 초기의 100kW 

에서 똥OkW로 용량을 증가하여 중성자 빔을 이용한 각종 물성 연구뿐만 아 

니라 동위원소 생산， 방사화 분석， 원자로 특성 연구， 원자력 공학도의 교육 

훈련 둥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어 1없5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과학기술 발전과 원자력 과학교육 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 

다. 

당초 연구로 1호기 도업과정에서 100 kW급의 열 출력은 사뭇 과분한 것 

으로 여겨졌던 생각은 연구로 1호기가 가동된 후 점차 이용도가 높아지고， 

이용 분야도 확대됨에 따라 100 kW의 낮은 출력으로는 모든 연구활동과 시 

료조사에 제한올 받기 시작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의학， 농학 및 산업 분야 

에 소요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중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향후 국산 원 

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고출력 원자로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연구로 1호기를 500 kW 또는 1，αX> kW의 출력으로 중강하는 방안이 고려되 

었으나， 이는 노심 냉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구로 1호기 가동 3년만인 

1965년에 연구로 2호기의 건절이 추진되었다. 연구로1호기는 33년간의 운전 

기간 중 총 운전시간은 36，535시간， 총 열출력량은 3，735MWh의 실적을 기록 

하였다.(표 1. 참조) 

이후， 원자력올 이용한 연구개발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원자력기술의 향상 

으로 보다 안전한 시절과 운영이 요구되었고 연구로 시설의 노후화로 장기 

방치에 따른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어 주민 및 주변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며，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건설된 30MW급의 다목적 연 

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년 준공 •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그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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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었다. 연구로 1호기의 활용방안에 대해 1989년부터 약 5년 동안 관련 

기관 및 학계와 많은 검토 • 협의를 거친 후 과학기술부는 1996년 3월 r원 

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에 연구로 1호기의 폐로 계획을 보고하고 폐로사 

업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하반기에 연구로의 제염 • 해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 

성，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으며 1997년 1월에 혜로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제염 · 해체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중반기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고 후반기에는 제염 • 해체 의 공사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절차 

에 따라 제염 • 해체 작업에 착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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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로 1호기의 제원 및 부대설비 

구 분 연구로 1호기 

·형태 Open pool, Fixed core 

·최초임계일 1962. 3. 19 

·운전정지일 1995. 1. 

·운전년수 약 34 년 

·총 운전시간 36,000 시간 

·전출력환산일수 1,522 일 

• 적산출력 156 MWD 

·최대열출력 250 kW 

• 노짐 크기 (cm) 45.70 x 58.4H 

· 노심 channel 수 91 개 

·냉각수용량 4,500 gal 

• 냉가재 및 감속재 H20 

·제어봉수 3 개 

·반사체 Graphite 

. Beam Port 수 4 개 

. Thermal Column 2 개 

( Beam Port) 

• 열교환기 수 1 개 

• 원자로실 크가 (m) 25.5L x 17W x 1따f 

• 수조외부크기 (m) 8.2L x 6.5W x 6.좌f 

• 수조내부크기 (m) 2.30 x 6H 

. 1차냉각 펌프 수 2 

. 2차냉각 펌프 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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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로 1호기 구조 

2.1 연구로 1호기 건물(KRR-l) 

연구로 1호기 건물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갈이 원자로실， 찾셀， 연구 

실과 실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 내 

의 시설로는 연구로 1호기 (TRIGA Mark-ID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원자 

로실의 동남쪽 구석에 범 포트 플러그 저장랙과 북쪽 바닥의 Pit에 원자로 

수조수 냉각 및 정화에 필요한 열교환기， 필터 및 각종 펌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2 원자로 수조 

원자로 수조는 내부직경 2.0 m, 깊이 6.25 m의 원통형 스틸로서 그 안쪽 

면을 에폭시 플라스틱으로 코팅처리를 했고， 10 cm x 10 cm 크기의 철망 

127ß가 보강되어 있는 5 cm 두께의 콘크리트 그라우트로 둘러 쌓여진 후 

6.3 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Lining되어 있다. 5 cm x 5 cm의 알루미늄 

Channel이 Ion Chamber와 Guide Tube 둥을 고정 시 키 기 위 해 수조상부에 

127ß의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로 고정 설치되어 있고， 탱크의 윗 부분은 높이 

25 cm, 가로와 세로가 각각 2.5 m 넓이의 정사각형 구조로 짜여 있다. 또한 

직 경 152 cm의 빔 튜브 4개 와 Graphite Thermal Col따nn(122cm x 152 cm 

x 깊이 162 cm)이 원자로 수조를 이루고 있는 생물학적 콘크리트 차폐에 매 

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61 cm x 61 cm x 132 cm(깊이) 크기의 Graphite 

Thermalizing Column이 실험수조(Bulk-Shielding Experimental T없1k)쪽으 

로 설치 되 어 있다(그림 2-2 참조). 

2.3 원자로 노점 빛 노섬 반사체 

30 cm 두께의 흑연 반사체로 둘러싸여진 직경 45.7 cm, 높이 58.4 cm의 

연구로 1호기 노섬은 원자로수조 아래쪽 중앙부분에 고정되어 설치되어 었 

다. 그림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자로 노섬을 둘러싸고 있는 30 c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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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연 반사체는 내부직경 약 45.7 cm, 높이 58.4 cm의 원통형구조로 되어 

있다. 반사체는 Rotary Specimen Rack (RSR)을 설치하기 위해 안쪽 상부 

에 원주를 따라 흠이 파져 있는 형태이며， 내부 흑연으로 물이 침투되지 않 

도록 알루미늄으로 can 모양으로 용접이 되어 있다- 반사체는 반사체 바닥 

에 용접된 2개의 알루미늄 Ch없mel이 반사체 Platform위에 알루미늄 Anchor 

B이t로 고정되어 있고， 이 반사체 Platform은 원자로 수조 바닥에 용접되어 

있다. 반사체의 총 무게는 대략 1,700 파운드(770 kg) 정도이다. 노심 반사 

체는 3개의 Ion Chamber와 1개의 Fission Chamber가 2 cm 알루미늄 관으 

로 연결된 알루미늄 용기에 내장되어 있고 이들 Chamber들은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반사체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원통의 알루미늄 

housing에 담겨 있다. 이들 Chamber의 길이는 대략 5.8 m로 원자로수조의 

상부에 U-Bolt로 결합되어 있다. 

2.4 Rotary Specimen Rack (RSR) 

조사기간 동안 시료를 고정시키기 위한 40개의 작은 well로 구성된 Ring 

모양의 Rotary Specimen Rack이 반사체 안쪽 상부에 파여진 홈에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다. Rotary Specimen Rack에는 시료의 삽입과 제거를 위해 

내부직경 3.39 cm의 관이 약 46 cm 돌출 되어 있다. 현재 연구로 1호기의 

Rotary Specimen Rack은 실험수조에 보관되어 었다. 각 40개소의 작은 

well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Drive-and -Indicator 집합체가 원자로 수조 상 

부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조사용기를 Rotary Specimen Rack에 삽입하고 제 

거하기 위한 Reel형식의 Specimen - Lifting 집합체가 원자로 수조 덮개판 중 

앙에 설치되어 있다 Rotary Specimen Rack의 구동에 필요한 스테인레스 

steel 체인 및 치차， 볼트 퉁이 현재 가장 많이 방사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다. 

2.5 Pneumatic Transfer System 

방사화 분석을 위해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빠른 시간에 시료를 이송하기 

c “ 



위 해 관， 송풍기 및 4개 의 Solenoid Valve 둥으로 구성 된 Pneumatic 

Transfer System이 실험실까지 설치되어 있다. 송풍기는 원자로실 바닥의 

Pit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은 원자로실 바닥 Trench를 통해 원자로실의 동쪽 

실험실의 바닥으로 올라와 Fume-Hood내로 연결되어 있다. 

2.6 Central Thimble 

외부직경이 3.81 cm, 두께가 2.03 cmCU 알루미늄 관으로 구성된 Central 

Thimble이 최대 중성자 속에서 시편을 조사시키기 위해 원자로 수조의 상부 

에서부터 노심의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다. 

2.7 빔 튜브 

연구로 1호기에는 4개의 빔 튜브가 설치되어 있다. 3개의 빔 튜브는 노 

심 중앙에 방사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한 재는 노심의 바같부분과 접선방향 

으로 설치되어 있다. 노심의 동쪽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Radial Beam Tube 

2개와 노심에 접선방향으로 설치된 Tangential Beam Tube는 반사체의 바깥 

부분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남쪽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Radial Piercing Beam 

Tube는 반사체의 안쪽 면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들 Beam Tube의 대부 

는 노심 쪽으로부터 콘크리트 Plug; 목재 Plug, Lead-Filled Shutter 및 Lead 

Lined Door로 차폐되어 있고， 원자로 콘크리트 차폐 내에는 10.2 cm두께의 

1mx1m 넓 이 의 Steel Shadow Shield가 설치 되 어 있다. 콘크리 트 차폐 

와 반사체 사이의 범 튜브 연결은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Bellow와 

Flange로 사용하였다. 

2.8 Th얹mal Column 

Graphite Thermal Column은 넓 이 1 m x 1.5 m, 길 이 약 1.6 m 크기 의 

Boral-파1ed된 1.3 cm 두께 의 알루미 늄 Container에 약 10 cm x 10 cm 크기 

의 흑연 벽돌이 채워진 형태로 콘크리트 차폐 내에 끼워져 있다. 

- 6 -



2.9 Thermalizing Column과 잘혐 수조 

Thennal Column과 같은 구조를 가졌지 만 크기 가 약간 작은(60 cm x 60 

cm, 길이 1.3 m) Thenn외izing Column이 실험수조 쪽으로 설치되어 었다. 

실험수조는 깊이 3.70 m 넓이 2.46 m x 2.8 m의 크기로 에폭시 코탱 처리 

되어 있으며 현재 2개의 회전시료조사대(RSR)과 1개의 연료 저장랙이 수조 

내에 보관되어었다. 또한 연구로 2호기에서 1개의 회전시료조사대가 이곳으 

로 이송되어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분해 및 해체작업이 실험수조내에서 이루 

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2.10 원자로 수조수 냉각 및 정화 시스햄 

원자로 수조수 냉각 및 정화장치는 원자로실의 북쪽중앙 1층 바닥의 Pit 

에 펌 프， Fiber Cartridge Filter, Mixed-bed type의 Demineralizer 및 열 교환 

기 등으로 구성되어 알루미늄관 및 밸브 둥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2-4 참 

조) 

2.11 사용후핵연료 져장잘 

원자로실의 서쪽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핵연료 저장실이 설 

치되어 었다. 핵연료 저장실은 내부면적이 약 1.88 x 4.15 m, 깊이 3.9 m인 

콘크리트 수조 2개와 핵연료 Cask 이송용 C따t 및 레일과 3톤 용량의 호이 

스트로 구성되어 었다. 현재 핵연료저장수조 내에는 알루미늄재질의 핵연료 

저 장꽂이 8개 와 교체 된 Ion Chamber 및 Pneumatic Transfer Tube 둥이 저 

장되어 있다. 

2.12 범 포트 플러그 져장 Rack 

원자로실의 남동쪽 구석 1층 바닥에는 3.26 x 1.8 m 높이 1.8 m의 콘크리 

트 구조체 내에 빔 포트 차폐 플러그를 저장하기 위한 직경 약 22 cm의 

Rack이 12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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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핫쩔 및 Fume Hood 

연구로 1호기 건물에는 원자로실 동쪽에 제염실， 선원저장실， Hot Cave 

Room 및 ].R Cave Room과 보건물리실이 있다. 이들 실험실의 바닥은 테 

라조타일 위에 아스타일을 붙인 형태이나 현재는 아스타일이 거의 손상되어 

있어 정확한 방사능 준위의 측정 후에 오염확인 시 제염작업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실험실에는 현재 5개의 납찾젤과 Fume Hood 5개 및 실험용테 

이블 2개가 있으나， 납찾젤의 차폐창은 이미 재사용을 위해 제거되었고， 납 

핫셀 및 Fume Hood 둥은 사용을 중지한지가 오래되어 방사선 준위가 자연 

방사능 수준정도이다. 이들 납찾젤은 주로 1-131 과 Au-198의 생산을 위해 

1965년부터 1972년말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연구로 2호기의 콘크리트 및 납 

찾젤의 설치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납핫젤의 차폐창 및 시험기구 

동은 이미 재사용을 위해 제거된 상태이다. J.R Cave Room에 있는 Fume 

Hood에는 연구로 1호기의 Pneumatic Transfer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해체 

후 방사성폐기물로 처리 할 것이다. 

2.14 져하 Pit 및 기타 부대시절 

연구로 1호기 건물에는 그림 2-5와 같이 원자로실 동 서쪽바닥에 환기덕 

트와 배관라인의 통로역할을 하는 지하 Pit가 설치되어 있다. 이 Pit는 폭 

1.0m, 높이 L7m로서 원자로실의 지하 Pit는 방사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염 

및 해체 할 것이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지하 Pit는 위생 및 난방배관만이 

셜치되어 있어 제염 · 해체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부 

대시설로는 지하의 HVAC 급기실과 전기실 및 2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HVAC 배기실 퉁이 설치되어 있다. 

2.15 연구실 및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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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1호기 건물에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원자로실의 서쪽과 남쪽 

에 각종 연구실 및 실험실 퉁이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실내의 실험시설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오염도 확인된 상태로서 96년 한국전력으로 이미 이관 

하였기 때문에 해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틀 시설은 현재 한전 중앙연수원 

에서 일부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2.16 전원공곱계통 

연구로 1호기의 전원공급시설은 3.3 kV를 공급받아 변압기를 100 kVA용 

량의 변압기와 30 kVA용량의 변압기(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를 이용하 

여 단상 110 V용으로 다운시 켜 사용하고， 또 다른 100 kVA 용량의 변압기 

를 삼상 220 V로 다운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의 하면 간단한 동력 

기구는 단상 110 V 및 삼상 220 V가 원자로실 내에 분전반 및 리셉터클이 

있어 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17 환기절벼 계통 

연구로 1호기의 환기설비는 지하층에 있는 3대의 Group Air Conditioner 

에 의해 급기 되어 약 66 피트 높이의 배기 Stack(48"cþ)을 통해 대기로 방출 

되는 것으로 설계 및 운영되었으나 현재 공급설비는 팬을 포함한 일부시설 

이 파손되어 작동불능으로 오직 배기 팬에 의해서만 배기 되고 있다. 

원자로실은 2층 배기팬실에 설치되어 있는 14,950 CFM용량의 배기팬에 

의 해 Stack으로 방출되 고 Source Storage Room, Service Gallery, 

Decontarnination Room, Operating Room 및 ]R. Cave Room은 각각 4,760 

CFM 및 1,900 CFM용랑의 배기팬에 의해 Stack으로 방출된다. 1,320 CFM 

용량의 배기팬 2대가 실험실의 환기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각 

실험실의 Duct가 벽과벽 사이의 연결부분만 남긴 채 철거된 상태로 배기팬 

2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팬들은 해체공사 시 필요하면 

이용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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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로 1호기 이력 

3.1 원자로 

연구로 1호기는 애당초 100 kW 열출력으로 설계되었으나 가동된 지 얼마 

안되어 곧 중성자속이 더 높은 고출력의 원자로에 대한 펼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로의 도입도 구상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연구로 1 

호를 250 kW로 출력 증강시키는 작업을 1969년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작업 내용은 크게 원자로 본체 개조， 1 . 2차 냉각계통 파이프 및 열교환기 
교체와 냉각탑 및 2차 냉각계통의 개조 그리고 일부 계측제어계통 설계변경 

및 보정 등으로 나뉘어졌다. 원자로 본체 개조는 노섬 주변의 Ion chamber 

mounting을 제거하고 새로 도입한 250 kW용을 설치하였으며， F-링 및 D

령에 있던 3 개의 제어봉 위치를 E-령과 c-링으로 옮겨 구성하였다. 

기존 100 kW용 열교환기에 250 kW용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동 사용이 가 

능토록 하였으며， 관련 파이프도 새로 설치하였고 냉각탑의 물탱크를 확장하 

는 동의 개조 작업을 하였다. 계측제어계통은 출력지시계， Ion chamber 및 

Fission chamber, 핵연료 온도 즉정 회로 둥이 250 kW 출력에 맞도록 각각 

보정 되었다. 이 공사로 연구로 1호기는 1969년 6월부터 한달 이상 운전을 

중지하였고， 무엇보다도 원자력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우리의 힘 

만으로 이루어진 첫번째 원자로 설계 변경 작업이란 점에 주목되었다. 

건설 당시 연구로 1호기의 계측제어계통은 진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잦은 청비와 보수에 인력과 경비의 손실이 많았다. 

특히 ’70년대 말부터는 제어반 구성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 중지되어 부품 수 

급에 어려움이 커지게 되어 1981년부터 진공관 대신 반도체와 집적회로소 

자를 사용한 새로운 계측제어계통 및 기존의 직립 선반식 제어반 운전과 보 

수에 용이한 Wing-shape로 변경하는 설계 및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고 1982 

년 초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어반 내 계측제어계통은 계측계통， 제어계통， 그리고 안전 및 보호계통 

으로 구성하여 계측계통은 Source level로부터 F버1 power까지 전 영역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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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할 수 있도록 Count rate channel, Log power & Period channel, Linear 

power channel의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제어계통은 제어반 

에 누름 단추를 사용하여 원자로 출력을 증감할 수 있는 수동 제어계통과 

자동 제어계통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원자로 운전에 중요한 변수인 냉각수 

온도， 전기 전도도， 방사능 측정계통과 핵연료의 온도 측정계통도 추가하였 

고， 비상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 및 자동정치 기능과 

Interlock 기능도 추가하였다. 

1962년 가동 이후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어 왔으나 회전시료조사 

대의 지속적인 고장， 중성자공의 누수 등 보수로 인한 운전 정지가 많았고， 

처음 수년간은 단전으로 인하여 하루종일 운전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한달에 

한， 두번씩 발생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연구로 1호기의 이용 범위가 크게 좁아져 학생실험 및 

원자로 특성 실험에만 중점으로 사용됨으로서 운전 시간 및 출력 생성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서울대와 한양대 학생들뿐 아니라 지방 타 대학 

의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까지 실험실습의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국제 

원자력기구와의 공동 연구 “PC를 이용한 원자로 실험 기술 개발” 수행， 노 

심내 또는 중성자공에서의 중성자 에너지 분포， 방사선 흐름 등 측정을 위한 

실험에 미엄계 또는 저출력 형태의 운전으로 기초 연구 지원에 활용되었다. 

연구로 2호기가 동위원소 생산 동의 시료 조사를 위한 안정된 고출력 운전 

을 제공한 반면， 연구로 1호기는 다양한 출력 준위로 여러 가지 실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면서부터 1차냉각계통의 열교환기 및 2차냉각계통의 냉각탑 

이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사용을 중단해 왔으며， 1994년 

말로 학생 실험실습도 중단하고 폐로 시 사용후핵연료 이송에 따르는 방사 

능 부담올 줄이기 위한 핵연료 냉각에 들어갔다. 1995년도 정기검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자로 기동을 수반하는 모든 검사를 제외한 본체 및 

부대 시설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연구로 1호기는 1995년 12월 30일자로 휴지 신고하였으며， 사용하던 모든 

핵연료와 기타 핵물질을 연구로 2호기 수조로 옮긴 후 같은 해 4월 1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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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폐지 신고하여 이 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증을 반납하였다. 

3.2 핵연료 

그 동안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잃9봉으로서 20% 
농축 핵연료가 178봉， 70% 농축핵연료가 121봉이다. 

이들 핵연료들은 원자력연구소가 대덕으로 이전함에 따라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13봉을 운반용기에 담아 대전으로 이송 

하였다. 나머지 핵연료들은 1995년 연구로가 운전정지될 때까지 노섬에 장 

착되거나 연구로 2호기 수조내에 저장관리 되어 오다 1998년 6월 전량 미국 

으로 반송되었다. 

3.2.1 사용후헥연료 이송경위 

1995년 미국 에너지성 (DOE)은 핵비확산조약(NPT)을 근거로 전세계를 대 

상으로 미국이 생산 공급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의 사용후핵연료 

를 수거하여 미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 

에 동의하여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에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를 미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 5월 DOE와 핵연료 이송전담회사인 NAC (Nuclear Assurance 
Company)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였 
다. 이때 원자력연구소(본소)에서 이송용기에 담아 관리되어온 사용후핵연 

료는 하나로 시설로 옮겨 하나로 수조내에서 검사하였으며，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노심에 장전된 핵연료도 모두 제거하여 연구로 2호기 수조로 옮겨 연 

구로 2호기 수조내에서 검사하였다. 

3.2.2 사용후핵연료 01송작업 

미국 에너지성은 사용후핵연료 이송천담회사를 NAC로 선정하여 NAC로 

하여금 운반용기를 준비토록 하고 핵연료 작업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 

다. 핵연료 취급작업은 NAC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소 하나로운영팀원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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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1호기 및 2호기 운전원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운송된 

3개의 운반용기에 분배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1998년 6월 전량 미국으로 운 

송하였다. 현재 소내에는 신핵연료 11봉만 향후 연구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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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션학적 상태 

연구용 원자로실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노심내 및 노심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수조내 구조물， 기기 및 장치， 그리고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된 콘크리트， 또한 부식생성물 퉁이 생성， 순환됨에 따라 생기는 각종 

배관 및 오염된 기기 둥이 있다. 또한 배출공기 정화를 위한 펼터류， 방사 

성액체폐기물 관리로 인한 수조 및 탱크류 오염 둥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도 예측치 못한 누수 둥으로 인한 오염 둥이 있을 수 있다. 

4.1 방사능 현황 

원자로수조 내 노섬 주변의 방사화된 방사성물질과 원자로실내의 각종 실 

험장치 및 구조물 표면 등의 방사선량율 그리고 원자로 시설을 비롯한 전 

시설내의 공간방사선량율 현황을 표 4-1 에 집계하였다. 

원자로수조 내 노심주변의 방사화된 방사성물질의 표면 방사선량율은， 연 

구로 1호기의 경우 최대 25 mSv/hr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실험수조 내에 있 

는 회전시료조사대에서는 최대 48 mSv/hr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공간방사 

선량율 분포는 표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차폐체 바깥 면은 0.15-

0.23 μSv/hr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연방사선 준위 정도에 해당하 

는 것이다. 

원자로실 바닥 및 벽면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실 부근에서의 분포는 0.13-

13.0 μSv/hr로 나타났는데， 이는 벽면의 범 포트 플러그 저장랙과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주변에 있는 일부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로실 지하 피트에서는 0.18-8.5 μSv.가rr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하 피트를 지나는 공기이송장치의 일부가 오염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오염 현황 

표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로 1호기의 베타방출체에 의한 오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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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로 수조 상부 바닥에서 극히 일부분이 계측기의 검출한계치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이상의 오염도를 나타낸 부분이 있 

으나 대체로 MDA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실내의 바닥 및 벽면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주로 1층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주변 일부분 

으로서， 152 - 344,424 Bq/ m' 이었다. 콘크리트 차폐블록 및 원자로실 내에 

있는 수송 용기 둥의 구조물 표면에서는 중성자 실험장치에서 2,994 Bq/m' 

의 오염도를 보였다. 따라서 원자로실 내의 표면오염도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MDA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실 동쪽에 위치한 각 실험실 바닥 및 벽면 오염도는 134-3,615 

Bq/m'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 지점에 한정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MDA이하를 나타내었다. 실험실내의 Fume Hood, 테이블 및 Sink 등의 구 

조물에서 152-4，많o Bq/m' 로서 주로 내부표면에서 측정된 것이며 납셀 내 

외부 표면에서는 MDA이하로 측정되었다. 알파방출체에 의한 오염도에 대 

하여는 실험실내의 Sink, Fume Hood 내에서만 1,725 Bq/m' 과 2,013 Bq/m' 

로 측정되었다. 

표 4-1 연구로 1호기의 방사선량율 및 최대 표면오염도 

구 τ Br 
방사선량율(μSv，써r) 최 대 표면오염 도(Bq/m') 

최 대 최소 Alpha Beta 
수조내 노심주변 25,000 
실험수조내 48,000 -

원 
원자로 차폐체 바깥면 0.23 0.15 MDA이하 863 자 

로 원자로실 바닥 및 벽면 7.0 0.13 44 MDA이하 1 
실 

중성자 실험장치 0.7 0.18 MDA이하 2,994 
사용후핵연료 저장실 13.0 0.2 176 344,424 

실험 
바닥 및 벽면 7.0 0.15 818 3,615 

Fume Hood 및 테이블 35.0 0.18 2,013 4,550 
실 

납젤 내외부 0.2 0.15 MDA이하 MDA이하 

(MDA) Alpha : 29.8 Bq/m\ (MDA) Beta : 131 B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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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사화 분석 

연구로 해체설계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예상 방사화 폐기물의 양 및 특 

성올 추정하기 위하여， 원자로의 운전 중에 방사화된 연구로 1호기의 노심 

주변의 주요 기기 및 물질에 대한 방사화분석을 수행하였다. 

4.3.1. 회전시료조사대 

회전시료조사대의 이송 시 사용되는 차례용기의 차폐두께를 결정하고 방 

사성폐기물 분류기준에 따른 중준위 또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로 1호기의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화 정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연구로 1호기에는 처음에 사용되던 회전시료조사대가 고장남에 따라 새로 

운 회전시료조사대를 새로이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방사화 계산은 1대의 

회전시료조사대가 처음부터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총방사 

능이 2대의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의 총계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 

• 1개의 회전시료조사대 내에 있는 스태인레스 스틸 부품은 다음과 같으 

며 스테인레스 스틸의 총 중량은 3.4kg이다 

Dowel Pins 2개 

Washers 147TI 

Split Lock Washers 47개 

assorVed Screws 40개 

Chain 1개 

Screws 8개 

Roll Pins 2개 

Hexagona1 Nuts 237~ 

Bearing 1개 

Drive Gear 1 개 

• 스테인레스 스틸은 다음과 같은 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 : 73.88 w/o (Fe-54:5.8%, Fe-56:91.8%, Fe-57:2.1%, Fe-58:O.3%) 

니 켈 7.97 w/o (Ni-58:68.3%, Ni-60:26.1%, Ni-61:1.1%, Ni-62:3.6%, 

Ni-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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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롬: 17.94 w/o (Cr-50:4.4%, Cr-52:83.8%, Cr-53:9.5%, Cr-54:2.4%) 

코발트 0.20 w/o CCo-59) 

• 연구로 1호기는 33년간 운전하여 총출력이 3，735MWh에 여르렀으며， 

가동정지 후 3년이 경과하였다. 

• 연구로 1호기가 250kW로 운전될 때 노섬에서의 최대중성자속은 1.0x 

1013ψcm2 • sec이다. 또한 방사화 계산프로그램인 Fispin 코드로 계산한 결 
과 최 대중성자속 1.0x 1013n/cm2 . sec하에서 33년간 조사 받고 가동정지 후 

3년 경과시의 스테인레스 스틸의 방사화는 25. 92mCi!g (Co-60) 이다. 

• 
연구로 l호기의 평균출력은 연구로가 33년 내내 평균출력으로 계속 운 

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3.735 Mßk (총출력) = 12.9 kW 289 , 080 h (33년간운전시 간) 

• 
따라서 평균중성자속은 다음과 같다. 

꿇운 &%{짧환좋렐~ x 1.0 x 10 13n/ cm2 않c = 5.16 x 10 11n/ cm2 • sec 

• 
최대 중성자속하에서의 방사화가 25.92mCi/g이므로 평균중성자속하에 

서의 방사화는 다음과 같다. 

5.16 x 1011n/αn2 • sec (펑균중성자속) x 25.92 mCi/g= 1.34 mCi/g 
1.0x 1Q 13n/αn2 • sec(최 대중성자속) 

회전시료조사대의 총 스태인례스 스틸양이 3.4kg에 달하므로 총 방사능량 

은 4.55Ci (Co-60)에 이르며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대로 부터 1m 떨 

어진 지점에서의 선량율은 6O.06mSv/hr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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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원자로차핵구조물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능량 및 핵종 평가는 현재 분석자료가 

없어서 노형이 유사하고 최대출력이 똥OkW로서 연구로 1호기의 노심 구조 

와 유사한 영국의 연구용 원자로인 ICI 원자로의 콘크리트 방사화 평가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CI 원자로의 차폐 콘크리트의 방사화 펑가는 미국 Micbigan 원자로의 해 

체 시 콘크리트 시료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원자로 가동 정지 

후 9개월이 경과한 Michigan 원자로의 해체 시 발생한 20톤의 방사화 콘크 

리트(비중 2.4)의 총 방사능량은 4.0X 107 Bq로 실측되었으며， 핵종별 방사능 

량과 핵종 구성비는 표 4-2와 같다. 

연구로 1호기 차폐 콘크리트의 구성원소는 Micbigan 원자로와 같다고 가 

정하고， 연구로 1호기의 가동 정치 후 3년경과 시 차폐 콘크리트의 총 방사 

능량과 핵종별 비방사능을 방사화 계산 프로그램안 Fispi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표 4-3에 나타내었다. 

표 4-2 미국Michigan원자로 차혜체 콘크리트의 핵종별 방사능(9깨월 후) 

핵 종 반감기 방사능구성비 (%) 
가동정지 후 9개월 경과시의 

총방사능 (Bq) 

Na-22 2.6년 0.6 2.4 X 105 

Mn-54 314일 2.4 9.6X 105 

Fe-55 2.7년 36 1.4X 107 

Co-60 5.3년 20 8.0X 106 

Eu-152 12.2년 26 1.4X 107 

Eu-l54 16년 2.5 1.0X 106 

합 계 100.0 4.0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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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동정지 후 3년 경과시의 연구로 1호기 원자로차례구조물인 콘크 

리트의 평균방사화 농도는 다음과 같다. 

표 4-3 연구로 1호기 차혜체 콘크리트의 헥종별 총방사능량 및 

벼방사능 (3년 후) 

핵 극。E 총방사능(Bq) 비 방사능(Bq/m~) 

Na-22 1.3 X 105 1.6X 104 

Mn-54 1.6 X 105 1.9x 104 

Fe-55 8.1 X 106 9.7X 105 

Co-60 5.9X 106 7.1 X 105 

Eu-152 1.3x 107 1.5X 106 

Eu-l54 8.3X 105 1.0X 105 

합 계 2.8 x 10' 3.3x lOb 

위 값은 미국의 Michigan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의 설측자료를 근거로 

영국 ICI 원자로의 자료로부터 추산되었으므로 콘크리트의 조성비의 차이로 

인해 핵종별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로 1호기의 차폐체 콘 

크리트 해체공사 시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의해 정확한 값을 산정 할 수 있 

다. 

4.3.3. 원자로 수조의 스탈탱크 

원자로 수조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 내부의 스틸탱크는 원자로의 운전 

시 중성자속이 매우 낮으므로 대부분의 스틸은 방사화 되지 않고 노심에 인 

접하고 있는 일부분만이 방사화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원자 

로 수조 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값의 산출 

은 곤란하며 해체공사 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에 의해 방사화 정도를 산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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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방사화정도를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운전기간중의 노섬 

에 인접한 스틸탱크의 중성자속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φ -” -f 
φo ν 

여기서， φ= 스틸탱크에서의 평균중성자속 Cn!cm2 • sec) 

φ0= 노섬 에 서 의 평 균중성 자속 Cn!cm2 
• sec) 

t== 노심과 스틸탱크사이의 물의 두께 C43.75cm) 

L= 물속에서의 열중성자의 확산거리 C2.9cm) 

노섬에서의 평균중성자속은 5.16 x 1011n/cm2 
• sec이므로 위의 식을 이용하 

여 스틸탱크에서의 평균중성자속을 구하면 1.잃6 x 107n!cm2 
• sec이 된다. 

스틸탱크내의 주된 핵종인 Co-60의 가동정지시의 단위중량당 방사능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t-T 

-
왜ν
-
-
A
 

--× 
e -m 二m 

--× r -”
l 

6 
-φ

-
3
 

nhU-nu--Q
]

여기서， s= 비방사능 CCi!g) 

φ= 스틸탱크에서의 평균중성자속 crνcm2 • sec) 

(J = Co-59의 핵 반응단면적 Ccm2
) 

t == 운전시간 

T= Co-60의 반감기 

A= 원자량 CCo-59) 

따라서 비방사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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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J) 6X1 뼈8 × 1o;× 38 × 0.%1 = 1. 5X lO-4C강화5.6 X 10 6짧/빙 
3.7 X 10 lV x 59 

스틸에 포함된 Co-59의 함량을 130ppm이라고 가정하면 스틸의 단위중량 

당 Co-60의 방사능은 다음과 같다. 

1.96x 10-2μ Ci/ g(7 .25 x 10 2 Bq/ g) 

위 값은 보수적으로 산출된 값이며 최대 지점에서의 비방사능으로서 정확 

한 값은 해체공사시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의해 산출한다. 

4.3.4. 노점반사체 

연구로 1호기의 노심반사체는 알루미늄통 내의 흑연분말로 이루어져 있으 

며 노섬주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의 운전 시 방사화 되어 있다. 구 

성물질이 흑연이므로 주된 방사화 핵종은 C-14일 것으로 예상되나 리륨과 

같은 불순물에 의해 H-3둥과 같은 핵종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핵 

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심반사체로부터 흑연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노형으로서 출 

력도 비슷한 영국의 ICI 원자로 노심의 흑연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 연구로 1호기 노심반사체의 흑연에 포함된 핵종 및 방사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표 4-4 흑연의 팩종별 방사능농도 

핵 종 총방사능(Bq) 

C-14 2.0x 1010 

H-3 3.0x 1012 

1-129 5.0x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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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로 1호기의 혜체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 해체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3. 
연료져창때 쩨껴 

4. 
Fisslon/lon CI냉빼er 

째 커 뉴「|2」鍵왜옳커 

5. 
수충방사션/농죠샤 6펀칙로수초수 배수 빅 7 밸1 %lm 뉴→|& 브렛져혜커 」

k 

뺑
 
」
배10 월짧짧# 뉴→월웹두l 

5.1 준벼작업 

원자로상부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분리대를 설치하고 작업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원자로 수조 상부에는 안전벨트를 걸 수 있 

는 고리를 설치한다. 원자로 수조 상부에 기기 임시저장장소를 확보하고 원 

자로살 바닥에는 측정 및 배수/건조설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기기 임 

시저장장소의 드립트레이(Ðrip Tray)에 폴리에틸렌 비닐 커버를 씌워 드립 

트레이의 오염을 방지한다. 

5.2 주변기기 및 배관의 채거 

조사관을 포함한 원자로 수조내의 모든 느슨한 배관을 한데 묶어 절단 중 

에 원자로 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를 수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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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수조로부터 꺼내면서 유압전단기를 이용하여 취급하기에 적당한 길 

이로 절단한다. 절단된 배관은 기기 임시저장장소에서 다시 한 번 방사선조 

사를 수행하여 방사성폐기물 준위를 확인한 후 원자로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실 바닥으로 내린 다음 방사성폐기물 용기에 포장한다. 

조사관은 제거하기 전에 원자로 운전기록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위혐의 존 

재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내시경을 사용하여 조사관 내부를 검사한다. 만 

일 조사관 내에서 시료가 발견되면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5.3 연료저장랙의 채거 

원자로수조 상부에 매달려있는 연료저장랙을 제거하여 원자로 수조 상부 

에서 절단/검사한 후 원자로실 바닥의 저장용기에 수납한다. 

5 .4 Ion Chamber, Fission Chamber 및 고청 장쳐 의 째 거 

노심반사체 주위에 3개의 Ion Chamber와 1개의 Fission Chamber가 설치 

되어 있는데 저장용기에 포장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준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체 중에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Ion Chamber 및 Fission Chamber는 원자로수 

조의 상부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찬넬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 

늄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용기는 제거 전에 묶어 두어야 하며 유압 

전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원자로로부터 분리된다. 다음에 고정장치 

를 제거한다. 

5.5 원자로섬의 수중 방사션 조사 

원자로심의 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중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차폐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훨요시에는 납앞치마와 같은 개인차혜복을 착용 

해야 한다. 원자로섬은 약간의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 

- 28 -



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저준위폐기물로서 저장용기에 포장 가능하다.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심에 있는 4곳의 인양고리의 상태를 조사하여 인 

양러그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6 원자로섬의 쩨거 

원자로실의 크레언을 원자로 상부로 옮기고 Cable Spreader를 부착한다. 

원자로실 크레인에 부착된 인양 체인을 노심 4곳의 인양러그에 결착하는데， 

인양러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원격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인양 사에 

는 노심의 혼들렴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을 노심의 상부에 정확히 위치시 

켜야 한다. 노심의 인양 시에는 노심이 수조의 바닥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인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Load Cel1을 크레인에 설치하여 

크레인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반사체 지지대는 수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볼트를 절단함으 

로써 노심 및 지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 반사체 지지대가 바닥으로부터 완 

전히 분리될 때까지 크레인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는 않된다. 크레인은 노 

심의 흔들렴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속도로 운전된다. 인양 시 

원자로심 주위의 선량율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특히 원자로수조의 상부에 

접근함에 따라 선량율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노심을 폴리에틸렌 비날로 포장하여 반출한다. 선량율이 기준치 이상이면 

차폐용기를 사용한다. 

5.7 회전시료조사대(RSR)의 분혜 

분해할 RSR은 현재 연구로 1호기의 실험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연구로 1 
호기용 2개 및 연구로 2호기의 해체 시 운반되어 올 연구로 2호기용 1개 동 

총 3개가 있다. 연구로 2호기의 회전시료조사대는 연구로 2호기 수조보다 

수심이 낮아 가시거리가 짧은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 내에서 의 작업이 훨 

씬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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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절단， 분해하여 스태인레스 스틸 부분과 알루미늄 부분으로 분리 

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부분은 차폐 용기에 포장하고 알루미늄 부분은 저장 

용기에 포장한다. 분해작업은 연구로 1호기의 실험수조에서 이루어진다. 

연구로 1호기용 2개의 RSR에 대한 분해 작업은 꽁간이 협소하므로 연구로 

2호기용 1개의 RSR이 이송되어 오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RSR 분해장비 

를 수조 내로 반입하기 전에 현재 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1개의 연료저장대 

를 제거해야 한다. 

장비를 수조 내에 설치한 다음 시운전을 실시한다(그림 5-1 참조). 장비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RSR의 분해작업을 시작한다. 장 

비를 사용하여 RSR를 절단하기 전에는 매번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절단위 

치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운전의 일환으로 모의 

RSR에 대한 훈련작업을 미리 실시하여 정확한 절단위치를 장비에 설정해두 

는 것이 향후 실제작업에서 정확한 절단위치 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 

RSR은 한 번에 한 개씩 분해하여 작업이 진행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및 알루미늄은 미리 작성된 상세한 절차서， 육 

안 확인 및 측정결과에 따라 분리된다. 스테인례스 스틸 부분은 중준위폐기 

물로서 RSR 저장용기에 수납되며， 알루미늄은 저준위폐기물로서 저장용기에 

수납되므로 방사성폐기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준 

위폐기물 포장용 수집용기와 저준위폐기물 포장용 수칩용기는 다른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스테인례스 스릴 수집용기는 수조 

내의 물속에서 RSR 저장용기에 수납된다. RSR의 분해가 완료되고 모든 방 

사성폐기물이 적절한 용기에 포장되어 반출된 다음 수조수를 배수한다. 

5.8 원자로수조수의 배수 

원자로수조수를 배수하기 전에 수조수 전체를 순환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 

여 오염정도를 분석한다. 원자로수조수는 기존의 펌프를 이용하여 방사성액 

체폐기물 처리시설 뒷면에 위치한 희석방류조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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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Th많mal Column의 채 거 

트랙 위 에 설치 된 Thennal Column Door를 열 어 Thennal Column으로 

접근한다. 작업자는 방호복 및 방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에 필수적 

인 요원의 출입만을 허용한다. 혹연 블록은 혹연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하나 

씩 제거하며 각 블록은 방사선을 측정하고 폴리에틸렌 비닐로 포장하여 반 

출한다. 

흑연 분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파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나， 분진의 폭발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드시 혹연 분진을 물로 적신 다음에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블록을 

제거한 후에는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후속 작업인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흑연으로부터 대표시료를 재취/분석하여 혹연 내 

의 핵종 및 준위를 파악한다. 최종적으로 잔류 오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조사를 실시한다. 

5.10 브릿지의 책거 

브릿지는 원자로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인양시에는 브릿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자로실 바닥에서 브릿지는 적당한 크기로 절 

단하며 방사선 측정 결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규제면제 폐기물 혹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5.11 원자로냉각계통의 책거 

원자로냉각계통의 일차계통 배관은 방사성폐기물로， 이차계통 배관은 비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한다. 

열교환기는 원자로실의 북쪽의 피트에 설치되어 었다. 열교환기의 제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계통을 모두 격려시켜야 한다. 열교환기를 열차 

계통으로부터 기계적으로 격리시키고 연결된 배관을 제거한다. 제거작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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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인양 시 열교환기는 원자로실 크레인으로 지지되며 원자로실 바닥의 

정해진 위치에 놓여진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내부의 물기를 제거한 후 

용기에 수납한다. 이온교환수지 탱크는 계통으로부터 제거 후 모든 개구부 

를 밀봉하여 별도로 포장한다. 정화계통의 나머지 부품은 모두 방사성폐기 

물로 처리된다. 

5.12 벼 방사생 콘크리트의 채거 

원자로 수조의 내부를 조사하여 국부적인 고방사선량율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국부차폐설비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전에 방사 

화의 범위를 결청하기 위해 콘크리트 쿄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코아 

시료는 드렬링기법을 이용하는데 작업 시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보장치를 갖춘 베타 공기오염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료채취지점 및 깊이를 기록하고 분석결과 추가 조사가 필 

요할 경우 이를 기초로 추가 위치를 결정한다. 스틸/알루미늄 및 모르타르 

영역의 코아 시료 채취에는 서로 다른 드릴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료분석에 의해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범위가 결정되면 방사성 콘크리트 

가 비방사성 콘크리트로 제거되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안전여유를 고려하 

여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범위를 설정한다.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방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절단될 단면을 표시하고 

각 부분에 인양용 아이볼트를 설치한다. 절단된 콘크리트 부분은 원자로실 

크레인에 의해 취급된다. 상부의 콘크리트 돌출부의 제거 시에는 절단 전에 

미리 크레인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한다. 콘크리트는 다이아몬드 Wire 

saw 나 드렬 또는 유압식 잭을 이용한 드렬링 및 버스팅 방법으로 전달되며 

콘크리트 내의 철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절단한다. 분리된 각 블록은 제거 

전에 비 방사성임을 확인한다. 제거된 콘크리트 블럭은 원자로실 크례인을 

이용하여 원자로실 바닥으로 내려놓은 후 무게를 측정하고 이송용 카트에 

실려 원자로실 밖으로 내보내진다. 특이한 점은 연구로 1호기에는 알루미늄 

/모르타르/스틸 라이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먼저 비방사성 콘크리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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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다음에 디스크 saw 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라이너를 제거한다. 

또한 연구로 1호기의 범튜브는 카드륨으로 코탱되어 있으므로 제거 시 특 

별한 주의를 요한다. 범튜브의 제거는 반드시 격납설비 및 환기계통이 설치 

된 후에나 착수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차드륨 연기나 

분진은 매우 유독하므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연기나 분진의 발생을 동반하 

는 절단작업올 사용해서는 않된다. 

5.13 방사생 콘크리트의 쩨거 

방사성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전에 주위에 임시격납설비를 세우고 HEPA 
필터를 갖춘 이동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베타 공기오염감시기를 격 

납설비내에 설치하여 공기 중의 오염 발견 시 경보를 울리도록 한다. 필요 

한 조명 및 비상조명도 갖춘다. 

방사성 콘크리트의 제거방법은 비방사성 콘크리트 제거방법과 동일하게 

콘크리트 코아를 채취 분석한 후 드렬렁이나 버스탱 방법으로 절단하여 저 

준위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로 구분하여 제거한다. 주된 차이점은 임시격 

납설비의 설치이다. 격납설비의 천정에는 도어를 설치함으로서， 원자로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할 수 있다. 

천청도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때 개방될 수 있다. 

• 임시격납설비의 환기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 

• 건물의 환기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 

• 포장된 콘크리트에 비정상적인 오염이 없을 것 

• 원자로실로의 출입도어가 닫혀 있을 것 

• 격납설비내에서 모든 드릴령 또는 버스탱 작업이 중단될 것 

•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여 격납설비내의 오염수준이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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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향을 확인한 후에나 천정도어를 개방하여 제거된 콘크리트를 

원자로실 크레인으로 언양할 수 있다. 콘크리트 블록을 격납설비 밖으로 옮 

기고 천정도어를 닫은 후 드릴령 및 버스링 작업을 재개한다. 

콘크리트 제거작업 중에는 항상 콘크리트 표면 가까이에서 선량율을 감시 

하며， 특히 차폐판에 접근할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부 차폐 

설비를 사용한다. 차폐판은 상부의 콘크리트를 먼저 제거한다. 차폐판의 

상부가 노출되면 차폐판의 상부에 구멍을 뚫어 아이볼트를 끼우고 적당한 

방법으로 차폐판을 지지한다. 차폐판 주위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3개의 차폐 

판을 서로 묶어놓은 볼트를 제거한 후 원자로실 크레언을 이용하여 차폐판 

을 따로따로 제거한다. 제거된 차폐판은 플라스틱으로 포장하고 오염 및 방 

사능을 검사한 후 격납설비의 천정도어를 통해 저장용기에 수답한다. 콘크 

리트 부스러기는 봉지에 담아 저장용기에 수납한다. 작업자는 전신방호복， 

글러브 및 방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원자로수조의 벽체 제거가 완료되면 바닥의 콘크리트 제거를 수행한다. 

먼저 코아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방사화 범위 및 오염의 침투여부를 확인한 

다. 가능하면 방사화 혹은 오염 콘크리트를 실측치보다 깊게 제거하여 잔여 

방사화물질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도 드릴령에의해 공간을 확 

보한 후 유압식 책을 이용하여 버스탱한 후 제거하여 포장후 저장용기에 수 

납하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제거가 완료되면 격납설비， 환기계통 및 임시출 

입구 풍을 제염한 다음 오염확인 후 제거한다‘ 

5.14 져하피트의 책거 

지하피트는 밀폐된 공간이므로 관련된 산업안전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한다. 해체작업방법의 선정에는 밀폐작업공간에서의 작업임을 고려하여 그 

라인더 또는 스파크 연기 및 가스를 발생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피트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공기를 조사하여 연기나 가스 

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호마스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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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사선조사의 결과로는 지하피트의 오염 및 방사선량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상세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및 방사선량율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피트에는 배수관 및 환기관이 

지나고 있으나 일단 환기관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피트의 바닥에는 오염된 물 및 슬러지가 고여 았다. 따라서 부스러 

기， 액체， 슬러지 둥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은 봉지나 적절한 용기에 수거 

하고 측정/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배관을 제거하기 전에는 배관 내에 

남아 있는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하며 피트 밖으로 이송하기에 적당한 크기 

로 절단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피트밖으로 이송 한 후 다시 용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 한 후 수납한다. 오염된 콘크리트는 Scabbler 둥을 이용하여 

제염한다. 콘크리트의 제염 시에는 건물의 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5.16 핫첼 및 질혐질의 혜체 

해체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상세한 방사선조사를 실시하여 방사선량율을 

측정하고 오염지점을 확인 한 후 부분오염일 경우는 오염된 부분을 Scabbler 

둥을 이용하여 제염 및 표면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이 클 경우는 전체를 해체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의 해체는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해체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찾젤과 실험실 

에서 사용 되었던 모든 오염된 기기를 제거하고 오염된 지점을 제염한다. 

바닥재나 천장재 같은 내부 마감재 퉁은 가능한 모두 뜯어내도록 한다. 

5.17 범 포트 플러그 져창시절의 혜체 

범 포트 플러그 저장시설은 방사화는 되어있지 않고 약간의 오염은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포트플러그 저장시설의 각 흘의 방사선량율 및 표면 

오염을 조사하여 표면오염이 발견되면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염한다. 

연구로 1호기 건물내의 모든 시설의 해체를 완료하면 환기계통을 제거하고 

최종 방사선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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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주변시절의 혜체 

해체대상이 되는 주변시설은 다음과 같다. 

• 수지재생시설 

• 구 액체폐기물저장실 

• 액체페기물 처리시설 

• 희석방류조 및 액체폐기물 저장조 

• 고체폐기물 저장고 

• 자연증발시설 

이들 시설에 대한 해체방법은 동일하다. 일단 모든 동위원소 선원의 제 

거를 확인한 후에 방사선 조사를 수행하여 오염지역/설비를 확인한다. 오염 

지역의 제염시 필요에 따라 간이격납절비를 설치하며 제염제를 사용하여 문 

질러서 제염한다. 문질러서 제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착성오염을 제거 

하기 위해 Scabbling 방법을 사용하여 제염한다. 간이격납설비를 제거하기 

전에 모든 오염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다. 

오염된 기기는 제거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탱크 

및 액체폐기물 저장조의 해제방법은， 우선 폐액의 상둥액을 액체폐기물 분류 

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이온교환 또는 자연증발시설로 이송 후 처리 

한 다음， 슬러리를 제거하여 별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의 저장탱크 

는 지상으로 끌어내어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한다. 

5.19 환기시절의 혜체 

배기덕트 및 배기필터는 오염검사 후 결과에 따라 철거유무를 결정한다. 

배기필터에 대한 오염검사결과는 배기덕트에 대한 오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제거된 배기필터는 분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비닐로 

포장하여 처리한다. 배기덕트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감용 

처리한 다음 저장용기에 수납한다. 

- 36 -



2 

그렴 5-1 RSR분혜짱비 및 혜체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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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원자로의 폐지방식에는 밀폐관리， 차폐격려; 그따고 흉흉뤘혈혈 촬혈 했석학 

있는데 대부분이 밀폐관리 또는 차폐격리하고 있어 해체계획이 정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운전을 종료한 원자로를 안전하게 폐지 조치하 

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로의 해체는 원 

자로내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제염 및 해체하고， 잔류 구조물은 비제한적 사 

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염하는 것이다. 

연구로 1호기 폐로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2차에 걸쳐 직접적인 현 

장조사와 30년 전의 건조당시 건설용 도면과 그간의 유지， 관리사항 및 보수 

등에 대한 이력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건조 당시부터 원자력 건물이니 만큼 

안전성 요건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로 수행을 위한 가용 유틸리티도 비교적 양호하여 일부 소모 

성 부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100% 가용하도록 해체 계획에 반영하였다.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수조 내 노심 주변의 회전시료조사대에서 48mSv써r 

의 표면 방사선량이 측정되었고， 원자로 차폐구조물의 바깔면에서는 0.15-

0.23μSv/hr의 공간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자연 방사선 준위에 해 

당되는 것이다. 베타 방출체에 의한 오염정도는 수조 상부의 일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한계치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운전 중 방사화된 주요 기기 및 물 

질은 RSR과 수조 스틸탱크， 노섬반사체 및 콘크리트 차폐 구조물로서 그중 

RSR의 스틸 3.4kg에서 4.또Ci(Co-60)의 총 방사능량으로 평가되었으며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선량율은 60.06μSv/hr로 예측되었다. 

해체공사는 국내 법규 및 국제규제 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제안된 해 

체방법은 작업자 및 주민의 피폭선량과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소화 

함으로서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가 

능한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연구로의 해체 방법은 원자로의 구조적 및 방사 

학적 상태와 전반적인 해체안전성을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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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험도 및 작업성 평가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로 1호기는 1995년 

가동을 중지하고， 1998년 6월에 사용후핵연료가 전량 미국으로 이송됨에 따 

라 시설내의 방사능이나 오염도가 일부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산업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수행 

될 수 있다. 

제염 • 해체 공사 시 가능한 한 시설내의 기존 장비나 설비들을 이용하도 

록 하고 새로운 장비의 설치는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특히 기존 원자로실 

크레인 및 환기설비는 해체공사 시 중요하게 사용될 시설들로 필요 시 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이러한 장비 나 설비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의 안전 설비 및 장치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모든 단위 작업별로 예상 피폭선량을 예측，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결 

과와 방사선 평가자료 및 작업위해도를 예측하여 이들을 근거로 안전한 해 

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각 공정별로 별도의 작업지침 및 절차 

를 결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상호 작업별 간섭사항의 발생이나 시행 착 

오를 최대한 배제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최소화하였다. 

본 해체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해체작업은 가능한 한 피폭선량 평가 시 예 

상된 피폭선량에 따라 수행되며 어떤 작업의 피폭선량이 예상피폭선량을 초 

과하면 그 작업은 중단되고，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 

여 새로운 작업절차를 검토하고 그 작업에 대한 예상피폭선량도 재평가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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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survey result of the faciliψ. activation 없d 

contamination status around reactor and nearby equipment 없ld vicinity. 
Estimating dose rate was evaluated for every work stage. Those of 
survey, evaluation and radiological status were considered to detennine 
the safe and resonable decommissioning methods. The order of 
decommissioning works are divided by section to minimize possible 

h잃ard. 안oposed decommissioning plan lS based on hazard and 
。perability study to protect workers and residents from radiation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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