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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로 1,2호기 해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최근 원자

력시설의 해체 현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 다. 해체 대상이 되는 연구로 및 상업

용 발전소의 현황을 파악하 다. 해체 업무 수행에 관련된 정부 및 관련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수행한 원자력시설들의 해체

활동에 대해 조사를 하 고, 1981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해체 관련한 기술 및 전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 다. 이러한 기술들은 작년부터 해체사업

을 시작한 Tokai Power Station의 해체 사업이나 2003년부터 해체를 계획하고 있

는 Fugen Nuclear Power Station 같은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계획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해체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을 통해 그 현황을 파악

하 다. 해체활동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처리 및 극저준위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분 운 하는 시설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 다.

Summary

While proceeding the KRR-1 & 2 decommissioning project, we are carried 

out study for the state of the art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in 

Japan. Also, we are studied for the research reactors and commercial power 

plant that has the object of decommissioning, and for the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related on decommissioning operation. We are investigated for 

decommissioning activities of nuclear facilities achieved by JAERI, and 

collected the information and data for decommissioning techniques and 

computational system through the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decommissioning activities. Such techniques are applying for Tokai Power 

Station bega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from last year, and for Fugen 

Nuclear Power Station to be planned the decommissioning from 2003. Recent 

techniques for decommissioning was acquired by direct contact. The status of 

the treatment for decommissioning waste and the disposal facility for  the 

very low-level radioactive concrete wastes was gras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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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본의 기본적인 해체 정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사용자가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조화로운 유

대관계 속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에 있어서는 폐쇄 

후 가능한 빠른 해체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결정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그 부지를 재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82년에 원자력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원자력 에너지의 장기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원자력 시설의 현황을 알아보면, 상업용 발전소가 2000년 12월 기준으

로 총 52기가 운  중에 있으며 이중 BWR이 28기, PWR이 23기 그리고 

ATR(Advanced Thermal Reactor)이 1기이다. 이 ATR은 Fugen Nuclear Power 

Station으로 2003년부터 해체 할 계획에 있다. 이밖에 GCR(Gas Cooled Reactor) 

1기가 1998년 3월에 shutdown 되었는데 이것이 Tokai Power Station으로 현재 

해체를 위한 안전 관리(2001년∼2010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해체는 2011년부터 

시작 할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1998년 5월부터 제거작업을 시작하여 2001년 

3월에 완료하 고, 동년 6월에 전량 국으로 이송되었다. 안전관리 기간 중 1단

계 5년 동안 해체 준비 및 일부 부속시설을 철거 할 예정이며 2단계 5년 동안 

SRU(Steam Rising Unit) 4기를 철거 할 예정으로 있다. 

이 밖에 연구용 원자로 및 임계시설이 19기가 운  중에 있으며 핵연료 제조시

설이 6기, 실증을 위한 재처리시설이 1기가 운  중이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 1기

가 건설 중에 있다. 이밖에 원자력 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시설이 약 180여 개

가 있고 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약 5,000여 개가 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상업용 발전소 중 30년 이상 운 되어온 것

이 모두 4기가 있는데 이 중 Tokai Power Station 해체는 일본 최초의 상업용 발

전소의 해체사업으로서 운 을 해 왔던 일본전력공사(Japan Atomic Power 

Company, JAPCO)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나머지  Tsuruga Unit 1, Mihama 

Unit 1 및 Fukushima Unit 1은 수명연장을 위해 현 운 기간을 포함하여 총 60

년 동안의 운 계획에 대한 안전성보고서를 1999년 2월에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외 Kansai 전력공사에서는 Mihama Unit 2에 대한 

10년 수명연장을 위한 보고서를 2001년 9월에 지방자치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음 표 1 은 25년 이상 운 되고 있는 일본의 상업용 발전소의 현황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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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5년 이상 운 되고 있는 상업용 발전소 현황

Name
Tokai

Fukushima I (3)

Mihama (1)
Fukushima I (1)
Mihama (2)
Shimane (1)
Fukushima I (2)
Takahama (1)
Genkai (1)
Takahama (2)

Operation
(years)Type Capacity

(MWe)

Magnox 166 Jul. 1966
BWRTsuruga (1) 357 Mar. 1970 31
PWR 340 Nov. 1970 31
BWR 460 Mar. 1971 30
PWR 500 Jul. 1972 29
BWR 460 Mar. 1974 27
BWR 784 Jul. 1974 27
PWR 826 Nov. 1974 27
PWR 559 Oct. 1975 26
PWR 826 Nov. 1975 26

PWR 784 Mar. 1976 25

32

First operationName
Tokai

Fukushima I (3)

Mihama (1)
Fukushima I (1)
Mihama (2)
Shimane (1)
Fukushima I (2)
Takahama (1)
Genkai (1)
Takahama (2)

Operation
(years)Type Capacity

(MWe)

Magnox 166 Jul. 1966
BWRTsuruga (1) 357 Mar. 1970 31
PWR 340 Nov. 1970 31
BWR 460 Mar. 1971 30
PWR 500 Jul. 1972 29
BWR 460 Mar. 1974 27
BWR 784 Jul. 1974 27
PWR 826 Nov. 1974 27
PWR 559 Oct. 1975 26
PWR 826 Nov. 1975 26

PWR 784 Mar. 1976 25

32

First operation

상업용 발전시설을 제외한 1957년부터 1965년 사이에 건조된 10기의 연구용 원

자로 및 임계로 중 4기의 시설이 shutdown 되었으며 이 중 Japan Research 

Reactor(JRR)-2는 현재 부분 해체 중에 있음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1957년부터 1965년 사이에 건조된 연구용 원자로 및 임계로의 현황

Jan.19653,500PoolJRR-4
Jun.19645,000TankKUR
Dec.19630.2TankNAIG (Toshiba)
Jan. 1963100Triga MkIIMusashi Reactor
Aug.19620.2Critical AssemblyTCA (JAERI)
Dec.1961100Triga MkIITriga II, Rikkyo*1
Dec.1961100PoolHTR*1
Nov.19610.001Modified ArgonautUTR Kinki
Oct.196010,000Heavy WaterJRR-2*2
Aug.195750Light WaterJRR-1*1

First criticalityPower  (kw)Reactor typeStation name

Jan.19653,500PoolJRR-4
Jun.19645,000TankKUR
Dec.19630.2TankNAIG (Toshiba)
Jan. 1963100Triga MkIIMusashi Reactor
Aug.19620.2Critical AssemblyTCA (JAERI)
Dec.1961100Triga MkIITriga II, Rikkyo*1
Dec.1961100PoolHTR*1
Nov.19610.001Modified ArgonautUTR Kinki
Oct.196010,000Heavy WaterJRR-2*2
Aug.195750Light WaterJRR-1*1

First criticalityPower  (kw)Reactor typeStation name

 *1 : Shutdown    *2 : Under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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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일본 내 조직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으며 과기부 

같은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산

하에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및 RANDEC(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Technology Center)과 같은 연구기관이 있고, 

우리나라 산자부같은 정부기관인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NUPEC(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이라는 

Engineering 전문기관이 있다. 이외에 Japan, Tokyo, Kansai Nuclear Power 

Company같은 전력공사의 경우, MEXT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 및 정보 등을 활용

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해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Tokai Power 

Station의 해체는 JAPCO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Fugen Nuclear Power Station같

은 실증용 상업용 발전소 해체는 JNC에서 계획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해체 관련 조직

CABINET

Nuclear Safety Commission (NSC)

MEXT JAERI

JNC

RANDEC

NUPEC

Atomic Energy Commission (AE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Technology Center

Cabinet Office

METI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

CABINETCABINET

Nuclear Safety Commission (NSC)Nuclear Safety Commission (NSC)

MEXTMEXT JAERIJAERI

JNCJNC

RANDECRANDEC

NUPECNUPEC

Atomic Energy Commission (AEC)Atomic Energy Commission (AE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Technology Center

Cabinet OfficeCabinet Office

METIMETI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관련 법규는 법에 의거 주무 당국에 시설의 해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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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있다. 또한 적절한 해체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분장 확보 사업과 비방사성폐기물의 분류를 위한 기본 개

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상업용 발전소 해체 사업에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규제한도 내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문제와 무

제한 방출을 위한 규제면제 폐기물에 대한 기준 설정 미비 등이 대두되고 있는 

현안점이다. 또한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제 등도 풀

어 나아가야 할 쟁점화로 되어 있다. 

표 4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를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

고, 이를 기준으로 1,100MWe 급 경수로의 해체를 모델링하여 여러 가지 평가 및 

예측을 하 다. 그 결과로 사용후 핵연료 제거 후 5년에서 10년 동안 원자로심을 

안전 폐관리한 후, 해체를 수행하는 절차의 표준화를 고찰하 고, 시설제염, 안

전 폐관리, 해체활동 및 방사성과 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제외)에 소요되

는 해체 비용으로 300억엔(1984년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체활동 

중의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은 BWR의 경우 13.5man-Sv, PWR의 경우 

10.08man-Sv로 평가되었고, 발생 방사성폐기물은 BWR의 경우 11,300 Ton, 

PWR의 경우는 11,750 Ton으로 예측 평가되었다.  

표 4.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표준절차

D ecom m iss ion ing S afe  s to rage (5  to  10  yea rs)

T e rm ina tion  o f ope ra tion

R em ova l o f spen t fue l

S ystem  decon tam ina tion

D ism an tling

T rea tm en t &  d isposa l o f w aste

R euse  o f s ite

O pera tion

R euse  o f s ite

D ecom m iss ion ing S afe  s to rage (5  to  10  yea rs)

T e rm ina tion  o f ope ra tion

R em ova l o f spen t fue l

S ystem  decon tam ina tion

D ism an tling

T rea tm en t &  d isposa l o f w aste

R euse  o f s ite

O pera tion

R euse  o f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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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정책 및 모델링은 일본원자력연구소(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에서 수행한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JPDR, 실증로)와 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JRTF, 재처리시설)의 해체

사업 수행에서 실증되었으며, 이를 평가하고 예측되는데 COSMARD (Computer 

System for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라는 전산시스템이 사용되

었다. 해체결과 발생된 모든 실증자료와 당초 예측 평가한 자료를 비교 평가한 결

과 5%이내의 오차를 보 다. 또한 JAERI에서는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를 위해 

JPDR 및 JRTF의 해체경험에서의 노하우를 근거로 개발된 해체 장비에 대한 지

속적인 개선 및 새로운 장비의 개발뿐만 아니라 방사선 측정 기술, 원격 절단 기

술, 제염 기술 및 장치의 개발 등을 중․장기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

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Up grade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계획 및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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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현황

2.1.1 Tokai Power Station 해체 

1959년 4월 16일에 착공하여 1965년 5월 4일에 초기 임계에 도달한 후, 1966년 

7월에 첫 상업용 발전을 시작한 Tokai Power Station은 전력 생산 166Mwe의 

Graphite Moderated, Carbon Dioxide Gas cooled reactor로서 1998년 3월까지 31

년 8개월 동안 총  29TWh를 출력하 다. 이 발전소는 main 원자로건물과 2기의 

터빈설비가 있는 터빈 건물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 건물로 크게 3개로 구성

되었고, 원자로건물은 원자로와 4기의 SRU(Steam Raising Unit)와 Charge 

Machine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Tokai Power Station

해체계획에 의거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16,804 rods의 핵연료를 제거하여  

국으로 이송하 다. 이 후 2001년 10월 4일에 정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 고,

동년 12월 4일부터 해체활동을 시작하 다. 주요 해체전략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과 건물을 해체하여 철거하는 것이며, 원자로는 10년 동안의 안전 폐관리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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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체 철거하기로 하 다.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즉시해체하기로 하

다.

전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해체하기로 하 으며 총 해체기간은 2017년까지 

17년 동안으로 하 다.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해체 준비 및 관련 시설

을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기의 SRU(Steam 

Raising Unit)를 해체하기로 하 다. 마지막 3단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

자로 및 건물을 해체하여 철거하기로 하 다. 1단계 해체활동에서는 시스템의 격

리를 위해 원자로 냉각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를 잠그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수를 배수시키고 제염하고, 터빈, 발전기, 스팀 및 순환 pipe, 펌프와 Charge 

machine 등 주변시설을 해체할 것이다. 

표 5. Tokai 발전소 해체 계획 일정

원자로 건물의 제염․해체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원자

로의 해체를 위해 다목적 대형 mast를 포함한 실물크기와 같은 pilot 시설을 건조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흑연 블록을 제거하는 기술 등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 중

에 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 깊이 2cm까지의 오염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비파괴 

오염측정 장비와 폐기물 저장용기 속의 저준위 폐기물의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

는 장비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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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생 해체폐기물의 량을 177,500 Ton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방사성폐

기물은 18,200 Ton으로 평가하 고 비방사성폐기물은 159,300 Ton으로 예측 평가  

하 다. 이들 방사성폐기물은 준위에 따라 Level I, II, III 로 구분되어지고 각각 

1,600 Ton, 8,500 Ton 및 8,100 Ton으로 그 량을 예측하 다. (그림 2 참조)

그림 2. Tokai 발전소의 해체 폐기물의 시설별 예상발생도

방사성폐기물은 흑연과 콘크리트 및 금속류이며 이들 폐기물은 감용, 고화 등의 

처리를 하여 부지 내에서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한 후 3단계 전에 건설, 운  예정

인 처분장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 처분장은 지하 50m ∼ 100m 깊이의 지하에 

터널 또는 silo에 처분하거나 10m 지하의 깊이에 콘크리트 pit를 건설하여 처분 

할 계획이다. 만약 이 처분장이 계획대로 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폐관리 

기간을 연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1,2 단계 해체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량

은 많지 않기 때문에 3단계 해체활동 동안 기존의 저장시설에 저장할 계획이다. 

주로 콘크리트 및 금속류로서 규제면제 폐기물을 포함한 비방사성폐기물은 부지 

내에 별도의 시설 없이 저장하 다가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콘크리트류는 파쇄하

여 자갈로 사용하거나 되메움 재료 등으로 재활용 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은 발생 

폐기물의 처리를 개념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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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생 폐기물 처리 예측 개념도

해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체활동에 35조엔, 폐기물 처리 및 처분에 58조

엔, 총 93조엔이 소용될 것으로 평가하 다. 아래 표는 해체 방사성 폐기물에 대

한 분류기준이며 이는 시설별 해체폐기물의 예상 발생지역 구분 및 해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표 6. 해체 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핵종 Level I Level II Level III

H-3 3.07E+05 3.0E+02 2.0E+02

C-14 8.51E+03 1.1E+01 -

Mn-54 - - 1.0E+00

Co-60 2.78E+06 8.1E+02 4.0E-01

Ni-59 8.88E+03 - -

Ni-63 1.11E+06 7.2E+02 -

Sr-90 1.67E+04 4.7E-01 1.0E+00

Nb-94 8.51E+01 - -

Tc-99 1.85E+01 - -

I-129 2.78E-01 - -

Cs-134 - - 5.0E-01

Cs-137 1.04E+05 1.0E+01 1.0E+00

Eu-152 - 3.6E+01 4.0E-01

Eu-154 - - 4.0E-01

All α 5.55E+02 1.7E+00 2.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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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예측 평가된 해체 폐기물량

단위 Ton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Total

Low 

Level 

Waste

Comparatively high 

radioactive level 

(Level I)

0 0 1,550 1,600

Comparatively Low 

radioactive level

 (Level I)

10 560 7,840 8,500

Very Low Level

 (Level III)
10 60 8,010 8,100

Sub total 18,200

Non-radioactive Waste

(Including clearance level)
10,580 7,070 141,580 159,300

Total(Ton) 10,600 7,690 158,980 177,500

2.1.2 Fugen Nuclear Power Station 해체 계획

Fugen Nuclear Power Station은 Advanced Thermal Reactor(ATR)로서 

Heavy water moderated, Boiling light water cooled, Pressure tube type의 원자

로이며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

발된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1967년에 현 JNC의 전신인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제안되어 1970년에 

건설이 시작되고 1979년 3월에 상업 운전을 승인 받았다. 금년 초까지 22년 동안 

총 21 TWh의 전력을 생산 중에 있으며, 130,000 시간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다. 

1998년 2월에 일본 Atomic Energy Commission으로부터 2003년까지 운 을 마친 

Fugen의 해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새로운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Fugen 해체 사업의 기본 전략은 가능한 기존의 해체 기술을 활용하며, 안전하

고 경제적이며, 지구환경과 조화 있게 하고, 그 지역사회에 해체 사업을 이해시키

며 이러한 결과를 다른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에 반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해체사업을 위한 정책수립의 바탕으로 운  중에 사업의 투명성으로 세계적/

국지적으로 경험을 나누고, 기존 해체기술을 이용한 합리적인 사업과 세 한 해체

폐기물 관리를 통해 경비를 절감하며, 물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친화 적이며 지

역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정책을 바

탕으로 Fugen Project가 추후 일본의 해체센터가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

다.

이 해체 센터에서는 해체 기술의 개발 및 발전과 전수를 실행 목표로 해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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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개발된 기술의 전수 및 개발결과를 발

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토의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발 일정 수립 및 개발 목표 

설정, Frame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해체사업 관점에서 볼 때, Fugen 해체사업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원자로와 중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LWR(Light Water Reactor)와 시스

템이 매우 유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활동에서 생산되는 해

체 방사성폐기물의 량이 비슷하며, 또한 방사능 재고량이 상업용 발전소와 비슷하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Fugen의 성공적인 해체 사업은 일본내 다른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해체사업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경험, 노하우, 자료 및 정보와 결과 등을 일본 내 여러 기관들과 더 나아

가 세계적으로 토의 및 공동업무 수행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 다. 아래 그림은 Fugen의 해체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에 대

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Fugen 해체기술의 역

Fugen Nuclear Power Station의 해체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체 대상물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 다. 이는 해체활동에서 생산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의 방사화 평가를 위해 샘플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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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베타 및 감마가 조사 분석되었다. 이는 Fugen의 원자로가 Heavy water 

reactor 이기 때문에  트리튬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결과로, 대부분의 원자로 

콘크리트는 clearance level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외에 외부로부터 감마 검출기를 

사용하여 오염구역 내의 각종 구성품 및 배관류의 조사도 수행되었다. 아래 표는 

각 계통별 오염조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오염 조사 결과

이러한 각각의 시설 및 해체 대상물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 및 방사선/능의 평

가를 통해 전체 예측되는 발생폐기물은 총 370,000 Ton이며 이 중 방사성폐기물

은 약 4,000 Ton으로 예측 평가하 으며 준위별 수량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에

서 볼 수 있다.

표 9. 해체 방사성폐기물량 예측 평가
단위 : K-Ton

Description Metal Concrete Total

Low Level 

Waste

Level-I ≦0.2 0 ≦0.2

Level-II 1 0 1

Level-III 2 1 3

Non 

Radioactive 

Waste

Clearance 4 30 34

Non-
Radioactive 10 320 330

Total 20 35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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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와 같이 예측 평가된 폐기물의 발생시설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시설물을 준위별로 구분하여 도식하므로 서 해체활동 계획 및 발생 폐기물에 대

해 시설별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림 5. Fugen의 시설별 해체 폐기물 예측 분포도

 Fugen 해체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염 및 해체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JPDR

의 해체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및 규모에 맞는 해체 절단 공법을 계획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직 없다. Fugen 발전소의 해체 계획 중 특이할 만

한 것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전산 시스템 및 이

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Decommissioning Engineering Support System은 방사선 재고량 자료, 시

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3D CAD 자료를 입력, 활용하여, COSMARD를 이용한 

비용 예측, 해체 방법, 피폭 평가 및 폐기물량에 대한 평가 및 최적화하는 업무와 

해체 사업 및 발생 폐기물 관리에 대한 DB 구축, 그리고 해체 활동에 대해 VR을 

이용한 전산 모사, 해체 Simulation, 교육 훈련, 원격 로봇 기술 개발 및 대국민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이러한 관계를 쉽

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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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체 Engineering Support System 개념도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3차원 CAD, Virtual Reality 및 Visualization 

기술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해체 사업이 방사선적 환경에서 수행되

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에는 작업량의 조절, 피폭량 감소, 발생 폐기물의 최적 처리 및 비용

의 절감과 적절한 작업공정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그 자체가 무

수히 많은 구성품들과 구조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체 활동

에서의 해체 작업공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다. 

3D CAD의 자료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구성품들에 대한 빠른 이해와 그것들

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능 재고에 대한 표현, 그리고 보다 세 한 상화 작업에 

유용할 것이고, 해체 작업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발생 가능한 간섭사항에 

대해 빠르게 확인되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해체 대상물에 

대한 3D CAD화 작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해체 물량 예측, 방사선학적 자료 등에 대한 DB 자료를 확보하고 해

체계획을 근거로 해체활동에 대한 전산모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해체계

획 단계 내인 2003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는 엔지니어링 기법은 3D CAD를 통해 시설

이나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학적 정보 나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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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컬러로 그래픽 화하여 각각 해체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쉽

게 인식하게 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체활동에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에 대한 

준위 평가 및 그 량을 예측하는데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3D CAD 

DB, 방사선 재고를 평가한 자료 및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Digital Mock-up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가상의 작업종사자(마네킹)가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서 해체 작업 활동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산모사화 함으로서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방사화 물질에 대해 접근 또는 취급하는데 교육적, 훈련적인 도움을 주

고있다. 이러한 전산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JAERI에서 개발된 COSMARD를 이용

하여 해체계획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가상작업자를 이용한 VR 해체 과정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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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ERI의 원자력시설 해체 활동

JAERI에서 수행한 제염 해체 사업에 대한 현황은 표 5에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의 특성 및 정책에 따라서 일괄해체 및 부분해체로 수행되었다. 

표 10. JAERI에서 수행한 해체관련 원자력 시설 현황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JPDR) [Dismantling]
Phase I  : 1981 - 1986 (R&D)
Phase II : 1986 - 1996 (Dismantling)
Phase III : 1996 - 2000 (R&D)

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 (JRTF) [Dismantling]
Phase I  : 1990 - 1996 (R&D)
Phase II : 1996 - 2004 (Dismantling)

Japan Research Reactor No.2 (JRR-2) [One-piece removal]
1997 - 2007

Nuclear Ship Mutsu (NS Mutsu) [One-piece removal]
1993 - 1995

Japan Research Reactor No.3 (JRR-3) [One-piece removal]
1981 - 1987

 

2.2.1 Japan Research Reactor-3(JRR-3)의 해체

Japan Research Reactor-3(JRR-3)는 부분 해체가 수행된 연구용 원자로로서 

Heavy water moderated 타입이며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1962년부터 

1984년까지 운 되었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수행된 부분해체에서는 2,250 

Ton 이나 되는 원자로심 본체를 코아 보링 작업을 통해 원자로 기초로부터 이격 

시킨 후, Lift frame과 유압식 잭을 사용하여 Ground level 위로 끌어올려 고정시

킨다. lift frame 과 일체가 된 원자로심 본체는 롤러 및 레일을 이용하여 임시 보

호용 격납 건물로 이동한 후 다시 Lift frame 및 유압식 잭을 이용하여 격납고 지

하에 저장, 폐 관리함으로서 부분 해체의 목적을 달성하 다. 이때 이동 거리는 

총 34m이다. 그림 1에서는 이러한 해체작업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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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RR-3 부분 해체 개념도

2.2.2 원자력 상선 Mutsu의 해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운 되었던 원자력 상선인 Mutsu는 36MWt 급의 

PWR 타입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부분적인 해체 및 분리가 바다 위에서 수

행되었으며 제거된 원자로심은 완전 제염 후 Mutsu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해체 과정 및 전시된 원자로심을 보여주고 있다.

Reactor room

Diving barge

Crane

Reactor 
room

그림 9. Mutsu 원자력상선 부분해체 개념 및 원자로심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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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JRTF)의 해체

현재 해체가 진행 중인 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JRTF)는 3개의 건

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3,000m2, 160m2 및 400m2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1968

년부터 1년간 운 하면서 JRR-3의 핵연료로부터 200g의 플루토늄을 회수하 고, 

PUREX(Pu-U Recovery-Extraction)연구에 사용된 시설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해체사업은 1단계로 1996년까지 여러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진 후 

1998년까지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하 으며 시설에 대한 해체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Hot Cave 내의 각종 콤포넌트를 해체 철거하는 작업 절차를 다음 그

림 3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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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JRTF Hot Cave 내의 콤포넌트 해체 작업 절차 및 개요

2.2.4 Japan Research Reactor(JRR)-2 해체 

Japan Research Reactor(JRR)-2는 현재 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960년에 

첫 임계에 도달한 후 1996년까지 약 36년 동안 총 열 출력 726,500MWh와 총 운

전시간 81,300의 이력을 가진 Heavy Water moderated and cooled 타입의 연구용 

원자로이다. 1997년부터 해체를 시작하 고 전부 4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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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7년에 완료 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Control Rod Drive Mechanisms를 

제거하 고 1차 및 열 차폐냉각제를 배수 저장시켰으며 총 15m
3의 중수 중 5m3

는 JRR-3로, 10m
3
는 JRR-2 저장탱크에 저장하 다. 이때 포함된 

3
H의 방사능 값

은 3.5×10
7 Bq/Cm3으로 측정되었다. Control Rod Drive Mechanisms는 5개의 

Shim rods와 1개의 Regulating rod로 구성되어 있으며 Ball nut screw 타입에 의

해 운전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2단계기간(1998∼2000)동안에는 장기간의 

원자로의 안전 폐관리를 위해 1차 냉각시스템을 격리 차폐시키고 2차 냉각 시

스템을 철거하 다. 1999년에는 150 rods의 사용후 핵연료는 미국으로,  1단계에

서 저장되고 있던 중수는 캐나다로 이송하 으며, 사용후 핵연료 이송 용기의 해

체작업도 수행하 다. 다음 그림 4에서 단계별 해체일정을 볼 수 있다.

그림 11. JRR-2의 단계적 해체사업 일정

현재 3단계로서 전반적인 제염작업과 냉각계통에 대한 해체 작업 중에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되는 원자로의 해체를 대비하여 원자로의 Openning은 알루미늄

으로 완전 용접하여 안전 폐관리 중에 있다. 원자로의 해체는 JRR-3의 경우처

럼 원자로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방안과 원자로실 지하에 저장시설을 구

축하여 안전 폐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추후 원자로실은 Hot 실험시



- 20 -

설로 유용할 계획에 있다. 다음 그림 5에 이러한 저장관리 방법을 도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 JRR-2 해체 4단계에서의 원자로 해체 방법

2.2.5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사업

JAERI에서는 부분적인 해체를 제외하고 본격적인 완전해체 활동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실증을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의 해체사업을 통

하여 이루어 냈다. JPDR은  JAERI site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3년부터 1976

년까지 총 21,500MWD의 출력 이력을 가지고 있는 BWR 타입의 동력실증로 이

다. JPDR의 해체사업은 연구개발을 병행한 해체사업으로서 총 3단계로 나뉘어 수

행되었으며 그 중 1단계(1981∼1986)와 3단계(1996∼2000)에서 해체 관련 연구개

발을 수행하 고, 2단계인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실제적인 해체활동을 수행하

다. 

2단계에서의 JPDR 해체사업은 NSC(Nuclear Safety Commission)에 의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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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침에 기초를 두고 해체활동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해체계획에는 작업종사자

의 안전과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대한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활

동에서 발생되는 해체 방사성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분류

원칙 수립과 저장고까지의 소내 이송 및 저준위 해체 방사성폐기물을 천층 처분

하는 활동까지도 수행되었다. 총 소요비용은 230억 엔(1,3단계 연구개발 비용 포

함)이며 작업종사자의 총 피폭량은 306 man-mSv로 평가되었고 총 발생 폐기물 

24,400 Ton 중에 방사성폐기물은 3,770 Ton(15.4%)이며 비방사성폐기물은 20,700 

Ton(84.6%)으로 집계되었다.

연구개발의 목적은 연구용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에서의 실제적인 경험 

축적과 해체활동에서 개발된 장비 및 해체기술을 실증함과 동시에 해체활동에 관

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다. 연구개발 항목으로 원격기술을 포함

한 제염 및 해체 기술, 비파괴 방사능 측정 및 잔류방사선 평가기술, 방사성폐기

물 처리기술과 추후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를 겨냥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이다. 이 기술개발에는 해체자료 및 정보를 Database화하고 해체활동의 특성을 

도출하며 시스템엔지니어링에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인 COSMARD를 실증하는 것

도 포함되어 있다. 

해체활동에서 수집된 정보 및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해체작업 중에서 주

요한 작업이 무엇인지가 도출, 확인되었고, 이 주요작업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단위요소를 평가하 다. 그 결과 총 145,000 man-day의 투입 인력 량 중 27.4%가 

원자로 건물 내 여러 콤포넌트의 해체활동에 투입됨을 알았으며 관리, 감독활동에

도 20.4%의 인력 량이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총 작업종사자의 피폭 량 

306 man-mSv 중 35.2%인 108 man-mSv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해체활동에서 피

폭되었고, 원자로 내부에서의 활동에서도 23.9%인 73 man-mSv의 피폭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해체활동 중 50%가 넘음을 알 수 있었다. 230억 엔의 해체 

비용 중에 해체활동에 42%인 약 100억 엔이 소요되었고 연구개발에 24.1%인 

55.4억 엔과 장비개발 및 제작에 11%인 25억 엔의 비용이 투입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2차 적으로 작업종사자와 

해체장비수의 소요관계 및 해체장비의 무게에 따른 인력의 소용관계 등을 분석 

평가하 다. 또한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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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체 기술 현황

대표적이고 가장 큰 해체사업인 JPDR의 해체 기술을 보면 원자로를 비롯한 주

변의 구성물들을 각각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해체 및 절단 기술을 적용하 다. 원

자로심 내부의 각종 구성품들은 수중 원격 Plasma arc 기술을 사용하 고 원자로 

압력용기는 수중 원격 Arc saw 절단 공법을 이용하 다. 냉각 계통 Pipe는 그 구

경 및 작업장소 여건에 따라 회전원판칼날 및 성형폭약(成形爆藥)을 이용한 부분

적 제한발파 공법을 사용하 다. 원자로를 둘러싼 차폐체 콘크리트는 기계적인 절

단방법과 Abrasive water jet 공법을 사용하 고 mass한 콘크리트 해체 대상물에

는 제한적인 발파 공법을 병행하 다. 또한 각종 공법을 사용한 후 그 결과를 분

석하여 작업에 소용된 man-power 및 총 소요시간을 평가하 다.

2.3.1 Plasma Arc 절단

원자로내부의 구성품들은 대부분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이며 이를 제거하기에는 

작업여건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들을 절단 및 해체하기 위해 전도성 

해체 대상물에 적용된 plasma arc 절단공법은 고정식과 manipulator 방식을 함께 

사용하 다. 고정식은 원자로 상부에 원격 조작 mast-type을 설치하고 plasma 

torch node를 원자로 내로 삽입시켜 원하는 대상물을 일단 큰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저장 pool로 이송하여 slave arm을 장착한 robotic 

manipulator로 원하는 대상물을 저장용기에 수용하기에 적당한 규격으로 절단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두 가지 방법 모두는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 공히 작업이 

가능한 공법으로 대기 중에서는 분당 50mm의 절단 속도로 최고 230mm 두께까

지 절단하 고, 수중에서는 분당 75mm의 속도로 130mm까지 절단을 하 다. 또

한 이 공법에서 발생되는 aerosol을 환기시키기 위해 원자로 상부에 임시 격납시

설을 설치하고 강제 순환시키기 위한 air 커튼 시스템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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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lasma Arc 절단 및 Air 커튼 

2.3.2 회전원판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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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법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 차폐체 콘크리트 속의 pipe, 원자로압

력용기 노즐부위 등의 내부에 회전원판 칼날 헤드를 삽입하여 내부표면에 유압을 

이용하여 칼날에 의해 pipe의 소성을 변형시키며 절단하는 방법으로 pipe 두께 

33mm까지는 28분이, 17.4mm까지는 2.5분이 소요되었다. 이 방법은 통상 외경이 

76.2mm(3 in) 이상의 pipe 절단에 이용되었고 그 이하의 외경을 가진 pipe의 절단

에는 성형폭약에 의한 발파공법이 적용되었다. 

 

그림 14. 회전원판 칼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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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성형폭약에 의한 발파공법

이 공법은 폭약의 발파에 의해 생성되는 폭압을 한 방향 또는 요구되는 방향으

로 유도하여 그 압에 의해 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공법으로 성형폭약의 제조 

모양과 그 폭약의 폭압을 사전 계산하여 산출된 폭약량으로 제한된 발파를 시행

하는 것이다. 산정된 폭약을 Robotic transporter를 부착한 guide tube를 원하는 

위치 내부에까지 삽입 유도 한 후 폭파 시켜 원하는 부위 절단을 유도하 다. 

pipe 두께가 5.1mm까지는 10g의 성형폭약을, 두께 7.6mm 까지는 50g의 성형폭약

을 사용하 다.

그림 15. 성형폭약을 이용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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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수중 Arc saw 절단

이는 절단대상물과 회전원판 blade 사이에 전기 Arc가 발생하면서 절단하는 공

법으로 총 30.2 Ton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절단에 사용되었고 80mm에서 250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liner 및 주철 용기가 절단되었다. Blade 크기는 914, 

1000, 1100mm 직경에 12mm 두께이며 400rpm의 속도로 작동되며 이를 작동시키

는 구동장치는 유압공급 시스템이 이용되었고 이 모든 것은 수중에서 작동이 되

었다. 70cm 내지는 80cm 크기로 잘려진 조각들은 수조 밖으로 끄집어내어져 용

기에 보관되었다.

그림 16. 수중 Arc Saw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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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Mechanical 절단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 사용된 이 방법에는 주로 다이아몬드 비트를 장착한 

회전톱과 코어 드릴링 장치가 이용되었으며 이 역시 원격으로 조작되었다. 먼저 

드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직면에 구멍을 유도한 다음 회전 톱으로 수평절단

을 실시하여 제거하 다. 80cm×80cm×40cm 규격의 한 덩어리를 절단하고 제거

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때 발생되는 부스러기의 채집을 위해 원자로 하

단부에 바스켓을 설치하 다. 총 9.3 Ton의 차폐체 콘크리트가 제거되었다. 

그림 17. Mechanical 절단

2.3.6 Abrasive Water Jet 절단

방사화된 차폐체 철근 콘크리트의 해체에 사용된 방법으로 먼지의 발생을 최소

화하는 것이 그 우선 목적이다. 이는 2,000 kgf/cm2 압력의 water je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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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내부 철근까지 동시에 절단하 다. 그러나 사용된 연마재 및 2차 액

체폐기물이 발생량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 다. 이 연마재 및 2차 액체폐기물은 원

자로 하단부에 깔대기 형태의 바스켓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이를 슬러리 처리 시

스템으로 이송시켜 처리하 다. 총 24.6 Ton의 철근 콘크리트가 제거되었고 56cm

×37cm×40cm 크기의 블록을 제거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때의 절단깊이

는 450∼600mm이며 절단속도는 30mm/min이다.

그림 18. Abrasive Water Jet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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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Controlled Blasting 공법

제한발파 공법은 비방사화 콘크리트 구조체에 크랙을 유도한 후 이를 소형 브

레이커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계산된 폭약량과 지연뇌관을 사용하여 제

한적으로 발파하는 것이다. 이는 mass한 콘크리트를 해체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

하나 작업 중 소음과 발파에 의한 진동을 초래한다. 내부 210 Ton과 외부 1,260 

Ton이 제거되었고 천공, 장약, 발파 및 파쇄작업으로 시간당 8.8 M
3
의 콘크리트

가 제거되었다.

그림 19. 제한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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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원격해체 기술

최근에 연구 개발된 성과 중의 하나인 원격 해체기술에는 최적의 해체공정 절

차를 분석하기 위한 Computer Simulation Systems와 Dual Arm Manipulators의 

개발을 들 수 있다. Computer Simulation Systems은 컴퓨터 화면상에 해체 과정

의 적절성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 개발로서 컴퓨터 Tool을 이용하여 3차

원 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세부 작업 공

정을 미리 보여줌으로서 실제의 해체작업 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대국민 홍

보 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Setting

Cutting

Transportation

그림 20. 작업공정의 3차원 Simulation

상기와 같이 Computer Simulation 기법을 접목하여 자동으로 조정되고 제어되

도록 개발한 장치인 Dual Arm Manipulators는 원격으로 조정되며 2개의 

manipulator와 이동장치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 2개의 manipulator에는 각각의 

end-effector가 부착되어 handling, cutting, radioactivity measurement 및 제염작

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및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원격작업이 가능하고, 컴

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리 프로그램화 된 작업을 수행하므로 서 오염구역에서

의 작업종사자의 접근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 방사선/능 조사, 측정 및 제염작

업도 가능하다. 다음 그림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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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ual Arm Manipulators의 여러 작업

2.4 방사선 측정 장치

최근에 JAERI에서 개발된 방사선 자동 측정 기술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준위 방사능 검출기 개발, 건물 표면오염 원격자동 측정장치, 매립 Pipe

의 내부 오염 원격 측정 장치 및 해체 폐기물 측정 시스템의 개발이다.

측정 인력의 투입 및 측정 시간을 줄이고 외부 방사선의 향하에서 저준위 오

염 분포의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 측정 장비는 대상이 콘크리트의 표면과 

매립 Pipe의 내부로서 각각 RAPID-1600(Radiation Measuring Pilot Device for 

Surface Contamination)과 MISE(Measuring Device for Inner Surface of 

Embedded Pipes)라 불리고 있다. 두 가지 측정장치의 검출기 개발은 첫 번째 검

출기에서 베타-감마선을, 두 번째 검출기에서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도록 층 검

출기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RAPID-1600은 총무게 350 Kg, 높이 0.13m, 폭 0.12m의 재원을 가지고 최고 

속도 50cm/sec의 속도로 이동하며, 검출하한값은 0.14 Bq/cm2(측정시간 30초), 효

율은 12 m
2/hr이고 최대 작동시간은 지점당 30초의 측정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시간이다. MISE는 15m 길이에 1.2 Kg의 케이블과 320g의 몸체 무게와 외경 

71mm, 길이 270 mm로서 초속 25mm의 속도로 이동하며 검출 하한값은 0.17 

Bq/cm
2(측정시간 30초), 효율은 3.6 m/hr이고 위치 분해능은 1 Bq/cm2 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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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cm2사이에서 5cm 이다. 아래 그림은 이들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RADIP-1600과 MISE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감용 및 처리시설 내에 설치되어 현재 운  중에 있는 

해체폐기물의 오염도 및 방사능 자동 측정 장치가 있다. 벨트 콘베이어 시스템으

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폐기물의 표면 오염을 측정하며 폐기물을 저장한 용기의 

표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아래 사진은 두 가지 측정장치를 보여 주

고 있다.

    

그림 23. 해체폐기물 오염측정 및 용기 표면선량율 자동 측정 장치

최근에 JAERI에서 개발된 제염 기술로는 Pipe 내부에 연마재를 첨가한 공기를 

흐르게 함으로서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과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하

는 기술, 그리고 국지적인 오염 제거에 효과적인 화학 반응을 유도한 레이저 제염 

기술이 있다. 또한 유리의 용융반응에 의해 표면에 오염층이 생성된 것을 저온의 

열 충격을 이용하여 제염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아래 사진은 제염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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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4. 연마재를 사용한 공기 제염장치 및 Laser 제염장치

2.5 극저준위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JAERI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 팀에서는 JPDR의 해체활동에서 발생한 방

사성폐기물 중 극저준위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Tokai site 내

에 운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준

위 방사성 폐기물, 초우라늄 폐기물, 우라늄 폐기물 및 동위원소 사용자와 연구소

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은 재처리 공장에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원자력 시설을 운 하면

서 또는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종이류나 피폭류 같은 잡고체와 방사성 액

체 폐기물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기본 정책은 모든 종류의 방사성 폐기물

은 발생자의 기본 책임 하에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되어야 하며, ALARA 원칙에 

의해 기체 및 액체 폐기물의 방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로의 방출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방사성 고체폐기물은 지구상의 환경 속에 처분되어야 

하는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천층 처분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심지층 처

분을 해야 한다.  이때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방벽으로 격리되어야만 한다.

극저준위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JPDR의 해체에서 발생된 극저준위 콘크

리트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단순 천층 처분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지표면으로부터 2.5m의 지하에 인공적인 방벽 없이 건조되었으며 이후 운  

및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극저준위 해체 방사성 처분장을 건조하

면서 제시된 주요 기술기준 및 시험 운  시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매설한 방사성물질 종류별 방사능 량이 허가신청서 기재 값을 넘지 않을 것

- 매설 구역내의 물 고임 배제 및 매설작업시의 우수침입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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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의 비산 방지 조치

- 매설종료 후 공극이 남지 않도록 조치

- 유해물, 폭발성 물질의 매설을 하지 않을 것 

- 주변 토양에 비하여 투수성이 크지 않도록 토사로 덮을 것

또한 매설하는 비고형화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관한 주요 기술 기준과 매설 대

상 폐기물의 대응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핵종들이 최대 방사능농도를 넘지 않을 것

   => 시료채취에 의한 방사능 측정

-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해체공사 발파작업시의 완폭 확인 기록 등으로 확인

- 기록과 일치할 수 있을 것

   => 매설단위마다 정리번호 표시

- 플라스틱 sheet block의 건전성과 Flexible 콘테이너의 JIS 표시 및 봉인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서 건조된 JAERI 처분장은 45m×16m×깊이 3.5m의 크

기로서 부속시설로 지하수 검사 및 채취공, 방사선 모니터링 포인트 및 운 건물

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Flexible 콘테이너(0.8 M
3 용량) 1,440개와 플라스틱 

Sheet로 포장된 Block 형태의 폐기물 20개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매

립되었다. 한 층에 약 90개의 콘테이너가 수납되었고 콘테이너 사이 및 층간(25 

cm)에는 모래질 토사로 공극없이 충진되었다. 플라스틱 sheet block은 최하단에 

매립되었다. 

아래 그림은 처분장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JAERI의 극저준위 콘크리트 폐기물 자체 처분장

처분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투수계수가 약 3×10
-2 cm/sec인 모래질 토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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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지표수는 처분장 pit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다

까지는 약 20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지역의 년 평균 강우량은 1,300 mm이다. 

이 처분장에는 약 1,670 Ton의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이 처분되었는데 이 중 방

사화 콘크리트가 1,310 Ton, 오염 콘크리트가 360 Ton 이다. 총 방사능량은 230 

MBq이며 공시적인 관리기간은 30년으로 선정되어있다.

이 처분장을 건조, 운 하면서 예측되는 주변 환경으로의 피폭에 대해 매설단

계와 보전단계 및 보전단계 종료 후의 상황으로 나누고, 선량당량 평가를 위해 피

폭경로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평가하 다. 매설단계 및 보전단계 시에 평가를 위

한 시나리오는 매설되는 비고형화 콘크리트 등 폐기물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

이 지하수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가, 그 향을 받은 해산물의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으로 구축된 평가 모델에 의해 계산되었다. 평가 결과, 매설단계에서 비고형

화 해체 콘크리트 등 폐기물의 외부 피폭 선량은 1.2×10
-5
 mSv/y로 계산되었다.

보전단계 종료 후의 피폭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매설 및 보전 단계 시의 시나

리오와 보전단계 종료 후 무제한적인 시설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부지 굴착 시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직접 γ선에 의한 외부 피폭 및 분진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과 이 위에 건축한 주거물에서 사는 주거자의 직접 γ선에 의한 외부 

피폭 및 분진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을 평가하는 시나리오를 모델로 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최고 값은 주거자의 직접 γ선에 의한 외부 피폭일 때 6.2×10-1 μ

Sv/y로 나타났다.

이 단순 천층 처분장에 적용되는 핵종별 법적 방사능 농도의 상한 값과 보전기

간 종료 후의 예측 평가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핵종별 법적 방사능 농도의 상한 값 및 보전 기간 종료 후 예측값(Bq/t)

폐기물

종류
H-3 C-14 Ca-41 Co-60 Ni-63 Sr-90 Cs-137 Eu-152 α핵종

오염

콘크리트
3.0E+09 1.1E+08 - 8.1E+09 7.2E+09 4.7E+06 1.0E+08 - 1.7E+07

방사화

콘크리트
3.0E+09 1.1E+08 1.5E+08 8.1E+09 7.2E+09 4.7E+06 1.0E+08 3.6E+08 1.7E+07

예측,평가

한 값
1.1E+06 2.0E+04 4.8E+03 1.6E+05 3.0E+04 2.0E+04 1.0E+04 1.1E+05 6.4E+02

처분장의 운 과 관련된 수시 및 정기 점검 기록항목을 살펴보면 처분장 주변 

장소에 대한 수시 점검이 있고 방사능 관리에 있어서 3개월마다의 작업종사자 반

사선량의 점검과 매월 콘크리트와 지하수의 방사능 점검 및 주변 환경 방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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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검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강우량의 점검과 월별 지하수위의 점검이 있으며 

수시로 처분장의 운  및 처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감시를 위해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의 측점에서 

매월 H-3, Co-60 및 Cs-137을 감시하고 Sr-90과 전 α 방출체를 1년에 한번 감

시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40개의 측점에서 지속적으로 지표수를 점검하

고 5개소에서 soil과 3곳의 솔잎에서 1 년에 한번씩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

다. 8개소의 측점에서 등가선량을 매 3개월마다 감시하고 1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침투수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주변 환경 감시 프로그램은 규제기관에 운 에 대

한 인허가를 득 하면서 제시된 안전한 감시의 원칙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까

지도 계속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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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일본의 원자력 시설 해체 활동은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의 JPDR의 해체 

경험에서 계획되고 실증되어진 COSMARD 같은 해체 Engineering 기술과 여러 

해체 절단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JPDR 뿐만 아니라 JRR-3와 

현재 해체 활동 중인 JRR-2에도 이러한 개발된 기술들을 실증하면서 개선해 나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해체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기준설정에 지속적인 연

구활동을 수행하여 실제적으로 해체 사업자가 해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불편

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정책 및 해체 기술은 

Tokai Power Station 및 Fugen Nuclear Power Station 등 앞으로 계획 중에 있

는 많은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활동에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해체 계획 중에 있는 2곳의 상업용 발전소에 대해 해체 전략, 해체 

계획, 폐기물 처리 및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Fugen Nuclear 

Power Station의 해체 계획에는 이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사업 수행을 통해 일본

의 대표적인 해체 Engineering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알았다. 이러한 해

체 사업의 계획에는 JAERI에서 개발된 해체 계획 전산 시스템의 이용하는 것뿐

만 아니라 3D CAD를 이용한 해체 대상물의 방사능 재고 및 해체 대상 폐기물을 

준위별, 위치별 구분 표현과 가상의 작업자를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투입하여 해

체 활동을 예측, 평가하는 VR을 이용한 Simulation 및 시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및 자료의 DB를 Graphic Visualization화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Tokai Power Station에서는 원자로 및 압력용기의 해체 절단을 위해 산업체와 공

동으로 실제 크기의 Mock-up facility를 설치하고 여기에 다목적 용도의 대형 절

단 기계를 설치하여 현재 Test를 하고 있다.

COSMARD를 이용한 해체 Engineering 업무에서는 해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을 평가하고 발생폐기물을 예측하고 작업자의 피폭 및 투입량을 시설별로 3D 

Graphic화하여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해체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DB화하여 해체 사업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분석하기도 하 다. 

이렇게 평가되고 분석된 정보 및 자료는 다른 원자력 시설의 해체 계획에 도움이 

되거나 해체 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방사능 재고 평가

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DB에 접목시켰다. JPDR의 해체 절단 기술

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작업의 난이도, 작업공정별, 작업장소별 등 많은 분석 요

건대로 투입작업자량, 투입시간, 비용 등을 평가하 다.  

해체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치의 개발에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개발에 

필요한 인적, 시간적인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되고 반 된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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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pgrade 및 실증, 그리고 새로운 제염․해체 기술의 개발과 방사선/능의 자동 

측정 창치 개발 및 원격해체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 및 규제 면제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여 대부분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량으로 발생되는 

해체 저준위 폐기물의 감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운 하고 있다. 또한 다량의 해체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해체 현장 내에 자체적으로 처분장을 운 하고 있

으며, 이러한 시설을 운 하는 동안 및 운  종료 후 까지도 지속적인 환경감시활

동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피폭 우려를 극한적인 가상 피폭 경로 시나리오를 구축

하여 평가하 다. 해체 폐기물 중 대부분인 규제면제 폐기물에 대한 방출 허용기

준의 설정도 근시일 내로 일본 정부로부터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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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연구로 1,2호기 해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와 인접

한 일본의 최근 원자력시설의 해체 현황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하 다. 해체 대상이 되는 연구로 및 상업용 발전소의 현황

을 파악하 다. 해체 업무 수행에 관련된 정부 및 관련 조직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수행

한 원자력시설들의 해체활동에 대해 조사를 하 고, 1981년

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JPDR)의 해체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해체 관련한 

기술 및 전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 다. 

이러한 기술들은 작년부터 해체사업을 시작한 Tokai  Power 

Station의 해체 사업이나 2003년부터 해체를 계획하고 있는 

Fugen Nuclear Power Station 같은 상업용 발전소의 해체 

계획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해체 관련 기술에 대

해서도 직접 방문을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 다. 해체활동에

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처리 및 극저준위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분 운 하는 시설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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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we are carried out study for the state of the a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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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missioning operation. We are investiga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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