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AR-634/2002

일본의 원자력시설 해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 현황 분석 

A State-of-the Art on the Computer Systems 

for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in Japan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제   출   문

소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연구 개발 사업인 “연구로 해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

한 일본의 원자력시설 해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 현황 분석 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2. 5. 13 . 

연 구 과 제 : 연구로해체기술개발과제

주   저  자 : 박 승 국

공동 연구원 : 서 범 경

정 기 정



요  약

연구로 1,2호기 해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일본의 원자력 시설 해

체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심층 분석 연구를 하

다. 이 시스템들은 단위 작업 계수(Unit Productivity Factors) 및 작업 난이 

계수(Work Difficulty Factors)에 근거하여 소요 인력, 작업자 선량 등의 평가

와 작업 분류 체계(WBS)의 구성에 적용되도록 하 고, JPDR 해체 활동에 대

한 실제적 자료를 분석하므로서 개발되었다. 더군다나, 사업 계획에 필요한 정

보는 시스템들 사이에서 방사능 재고량 및 일련의 선량률 계산과 같이 부 프

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를 전송하므로서 computer 화면상에 그래픽 형

태로 효과적으로 모여질 수 있다. 이 전문적인 시스템들은 작업 분류 체계와 

작업 시방서가 재구성된 규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해체 사업을 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결과로서, 시스템들은 해체 사업의 효과적인 모델링과 이

전 경험의 재검토에 근거한 사업 관리 자료 평가, 그리고 그래픽을 이용한 사

용자의 접촉 환경(GUI)을 통한 정보 수집에 의하여 특징 지워졌다. 또한, 시스

템들은 JPDR 해체 활동에 투입된 실제 인력과 예측 계산된 결과를 비교하므

로서 타당성을 확인하 다



Summary

The developed computer systems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decommissioning in Japan was studied. The systems are intended to be 

applied to set up of work breakdown structures and estimation of manpower needs, 

worker doses, etc. based on the unit productivity and work difficulty factors, which 

were developed by analyzing the actual data on JPDR dismantling activities. In 

addition, information necessary for project planning can be effectively integrated as a 

graphical from on a computer screen by transferring the data produced by 

sub-programs such as radioactive inventory and dose rate calculation routines among 

the systems. Expert systems were adopted for modeling a new decommissioning 

project using production rules by reconstructing work breakdown structures and work 

specifications. As the results, the systems were characterized by effective modeling 

of a decommissioning project, project management data estimation based on feedback 

of past experience, and information integration through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On the other hands, the systems were validat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results 

with the actual manpower needs of the JPDR dismantling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s will be applicable to planning and evaluation of other 

decommission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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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일본에는 전기 생산량의 약 35%를 공급하는 5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그 

중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2005년에는 30년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험설비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연구 개발을 위한 몇

몇 연구시설은 해체되었거나, 또는 해체를 위한 계획 단계에 있다. 이들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가까운 미래에 일본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다.

해체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지난 경험의 재검토는 새 사업의 공정, 위해 및 

요소의 평가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얻은 자료나 교훈은 새로운 시

스템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해체는 시설의 물리적, 방사선학적 상태의 현

황 특성 파악, 계통의 제염, 장치와 구성물의 해체, 건축물의 철거, 그리고 폐기물

의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계획과 

관리가 해체 사업에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computer tools은 

과거 원자력시설의 해체 경험에서 수집된 자료와 교훈을 반 하므로서 해체 사업

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많은 computer tools이 전세계적으로 비

용 평가, 시나리오 분석, 자료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해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지만, 그들 중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재검토가 일부만이 고려되어 유

용 되고 있다.

1996년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해체 

시범 사업은 일본 최초의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이다. 이 사업은 해체 사업을 안전

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습득한 기술에 대한 경험과 자료를 얻어 해체 기술과 

작업 활동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정보 수집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해체 사업을 수행한 후에, 해체 사업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computer tools의 개

발과 더불어 특징적인 해체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노력하 다. JPDR 

해체사업 자료를 분석하므로서, 해체 활동에서 단위 작업 계수들, 작업 난이 계수 

그리고 전형적인 작업 분류 체계를 도출하 고, 다른 해체 사업에서 필요한 작업

자의 투입량과 작업자 피폭 선량의 평가에 적용될 것임을 알았다. JPDR의 해체

를 위한 연구 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computer tools은 해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방사능 재고량, 재원, 그리고 작업자의 피폭 선량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적

용되도록 개선되었고 체계화되었다. computer 도구는 실제 해체 활동으로부터 얻



어진 단위 작업 계수의 응용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난 경험의 효과적

인 재검토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다음 그림은 Data 자료 입력 및 출력 시스

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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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ta 자료 입력 및 출력 시스템 기본 개념도



2.  해체 사업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2.1  정보 관리

해체 사업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과거 경험으로 얻은 교훈, 시설 

특성, 그리고 작업 활동 패키지로 구성될 수 있다. 정보는 각각의 구성물의 특징

으로부터 사업 그 자체로까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의 재검토를 포함

한 효과적인 정보관리는 해체 사업을 계획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림 2는 해체 사업

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정보관리의 개념을 도식한 것이다. 

그림 2. 해체 계획의 평가를 위한 정보관리 개념

방사성 물질은 운전이 정지된 후에도 해체될 원자력시설에 남아있기 때문에, 

방사선학적 및 물리적 상태를 포함한 시설의 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은 기본적이

다. 해체 사업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한 공정 및 작업 시방에 의해 

구축된다; 즉, 사업 모델링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작업 활동은 조사 가능한 대

상 구성물들로 분류된다. 계획된 공정으로부터 도출된 사업 요소와 위해 결과는 

좀더 나은 사업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하여 시간 경과, 작업 조건, 그리고 기술 응

용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바꿈으로서 평가된다. 지난 경험을 유용함으로서 해체



사업을 평가하고 최적화 하는데 효과적인 계획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2.2  시설 정보

시설의 방사선학적 그리고 물리적 특성은 해체 사업 전략을 좌우한다. 이들은 

각 구성물들과 시설구조의 무게, 위치, 방사능, 형태, 물질 등을 포함하고, 이들은 

건조 당시의 특성 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구성물별로 조사되어야한다. 구성물들의 

부분적인 특징은 방사능 농도, 표면 오염도 그리고 관심 핵종의 방사능과 같은 방

사선학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해, 노심 부근에서 방사능 

재고량 평가는 중성자 선속 분포와 방사화 계산에 의하여 평가되어야한다. 중성자 

수송 계산은 multi-energy group을 가진 노심 구성물과 구조의 기하학적 위치에 

의해 중성자 선속 분포를 만든다. 그런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은 각 역과 

노심 구성물과 구조의 재료 특성, 그리고 시설 운전 이력에서 multi-energy 

group 중성자 선속 분포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2.3  해체 작업 활동

일단 시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 해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다. 

해체 활동은 시설 정보를 근거로 확정된다. 작업 분류 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작업 활동 범위를 용이하게 하고 쉽게 이

해하기 위하여 유용 된다. 시설의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작업 

활동을 구성하고 시방화 하는데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호 장구를 착용하

는 것과 방사선 방호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각 작업 구역에서 방사선학적 및 물

리적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사업은 재원, 위험 그리고 해체 부산물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특징지어질 것이다. 사업의 재원은 인력, 비용, 에너지 

와 사업의 위해도; 작업자 피폭 선량 그리고 환경 향, 그리고 해체 부산물; 방

사선 준위와 물성에 의하여 분류된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일

반적으로 해체 사업 관리(Decommissioning Project Management) 자료라고 하며, 

사업 모델링 과정에서 DPM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체 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2.4  과거 경험의 재검토

해체 계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험은 다른 해체 사업으로부터 얻은 유

용한 자료와 교훈을 추출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해체 

사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JPDR 해체 시범 사업은 새로운 해체 사업에 대해 그 

교훈을 검증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 JPDR 해체 시범 사업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작업 구조와 단위 작업 계수들은 해체 사업을 모델링 하는데 중요하다. 이러

한 정보들을 체계화하는 것은 해체 사업의 계획 및 관리에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더욱 유효하다.

3.  COSMARD-Computer System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

3.1  COSMARD의 개요

COSMARD는 위에서 서술한 방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computer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computer 프로그램 사이의 효과적인 자료 전송은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아래 그림은 COSMARD에서 부 프로그램과 그들의 기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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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SMARD 내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Database



이것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Rado : 방사능 재고량 계산

Dose : 선량률 계산과 맵핑

Expa : Dmaf 입력 자료 준비를 위한 과서 경험 자료 추출

Dmaf : DPM 자료 평가

Graph : DPM 자료의 그래픽 출력

기본적으로 작업 구역에 대한 정보는 방사능의 현장 조사로 수집된다; 그밖에, 

Dose는 좀더 상세한 방사선학적 특징에 대해 작업 구역에서 선량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작업 공정과 작업 분류 체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사용

하여 Dmaf에 의하여 정의되었고, DPM 자료는 Dmaf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Expa

는 주로 Dmaf 입력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을 한다. 사

용자의 접촉 환경(Graphic User Interface)은 이들 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

와 계산된 결과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었다. 계산된 

결과와 입력 정보는 Graph에서 문자 형태와 더불어 bar chart, gaunt chart, net 

work diagram 그리고 나무 구조(tree structure) 그림의 형태로 computer screen

에 나타난다. 시스템은 원래 UNIX 시스템에 의존하여 개발되었으나, 이들을 

Rado를 제외하고 PC(Windows)로 변환되었다. 주된 부 프로그램에서 기능과 프

로그램 알고리즘은 다음절에서 기술한다.

3.2  방사능 재고량 및 선량률 계산

Rado는 중성자 단면적 자료, 중성자 수송계산 블록(DORT), 그리고 중성자 유

발 방사화 계산 블록(ORIGEN-MD)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원래 JPDR 해체 시범 

사업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개발되었다. 계산 모델은 계산 결과를 측정치와 비교

하여 입증되었다. JENDL3.2로부터 생성된, 중성자 단면적 라이브러리(JSSTDL)는 

중성자 선속 계산에 사용되었다. Rado에 의하여 주어진 방사능 재고량 자료는 

DORT에서 구성물들의 위치와 주변 자료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물리적 및 방사

선적 특성 데이터베이스로 자동적으로 통합되는데, 이 시스템은 이전에 정의되었

다. 그림 4는 방사능 재고량 계산(Rado)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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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능 재고량 계산(Rado)의 흐름도

해체 작업 생산성은 방사능 세기, 비계(scaffolding) 그리고 집(congestion)과 

같은 작업 환경의 조건에 의존한다. 방사선량률은 작업자 선량의 평가를 위해 중

요하기 때문에, QAD-CGGP2의 변형된 버전인 Dose가 개발되었다; 입력 방사선 

선원과 기하학적 배치를 근거로 작업환경의 선택된 평면에서 mesh-wise 방법으

로 선량률을 계산하고 computer 화면상에 선량률 결과에 대한 Mapping을 나타낸

다.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지역에서 평균 방사선량율은 작업환경 데이터베이스

로 자동적으로 이동된다.

3.3  작업 분류 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s)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업 분류 체계(WBS)의 개발은 해체 사업의  

조직화를 위해 모든 해체 작업 항목(공정)을 확정 짓는데 일반적으로 필수적이다. 



해체와 관련한 현장부지 또는 시설지역의 특징은 작업 분류 체계(WBS)에 의해 

작업 활동의 적절한 목록에 포함되어야한다. 작업 분류 체계의 나무 구조는 마디

와 가지의 형태로 자료 처리 구조를 재연하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가

지는 2차가지를 생성하는 마디가 되고 다시 분류체계의 연속적인 레벨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마디는 작업 활동에 대한 패키지를 고려한 것이다. 그림 5는 

Dmaf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작업 활동의 나무 구조(Tree structure)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작업활동의 Tree Structure 개념

WBS 구성, 즉, 작업 활동 패키지는 작업 등급별(Class), 여러 작업 항목별

(Members) 그리고 일반(General) 등 여러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면, 준비 

활동은 작업 등급으로 지정되고, 그것은 방사선/능 조사, 비계의 설치 그리고 국

부적인 환기를 위한 임시 격납용 비닐 텐트(Green House)의 설치와 같은 몇몇 

작업 항목들로 구성된다. 수동 작업에 의한 원자로 내부의 해체는 일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 것은 준비 작업, 절단 작업, 작업 조건 그리고 제염활동 등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작업 항목들은 이름 앞에 기호 *를 가지며, 분류체계의 가장 낮은 



레벨에 놓여져야 하고, 작업 항목 목록 파일에 저장되도록 미리 지정되어진다. 임

의의 DPM 자료는 이러한 작업 항목들로부터 발생되어 나무 구조 분류 체계를 

따라 더해서 합해졌다. 작업 등급의 구성은 WBS 전체구성 과정을 쉽게 하기 위

하여 작업 항목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일부 구성물들은 이 시

스템에서 특별한 명령을 사용하므로서 구성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의할 일정

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명령되어지고 평가되어진 DPM 자료에 의하여 명시된 

작업 활동 패키지는 Dmaf에서 각각 입력과 출력 자료로서 고려된다. 

모든 작업 활동 패키지가 입력 자료의 형태로 확정되면, 사용자는 DPM 자료를 

평가하기 위해 Dmaf를 불러낼 수 있다

다음 표 1은 JPDR 해체 사업에 적용되었던 작업 분류 체계를 예로서 표현한 

것이며 작업번호를 포함 시켰다. 



표 1. 작업번호를 포함한 작업분류체계의 예시

Work Activity 

및 대상시설

Class of 
Work

(작업 등급)

* Members

(작업 항목)

Components

(작업대상물)
작업 번호

원격해체활동

Re_Inter_mast

Re_pipe_disk

Re_vessel_arc

Bio_shi_mech

Bio_shi_wa/jet

Bio_shi_con/bl

준비작업

(20)

작업 역/해체범위설정 작업번호;1010/1040

방사선/능 측정 작업번호;1030

비계설치 비계 1070(*PRESCAF.GEN)

......

절단․수납

작업(7)

Plasma Arc 절단 RI-1st 3021(*RI_1ST.MAST)

회전칼날 Pipe 3131(*PIPE.DISKCUT)

제한발파(내측) RBS-Inside 3061(*BS_I.CBLAST)

.....

후처리작업

(12)

철거장치 반출

비계철거 5020(*CLNSCAF.GEN)

........

수동해체활동

 ․원자로건물

 ․터빈건물

 ․폐기물처리

건물

 ․기타시설

준비작업

(11)

작업 역/해체범위설정

그린하우스설치 1020(*PREGRH.GEN)

방사선/능 측정

비계설치

자재/기기/도구반입 1050(*PRECARY.GEN)

수납용기반입 1060(*PRECONT.GEN)

유틸리티 정지조치 전기,용수 등 1210(*PRESHILD.GEN)

........

절단․수납

작업(10)

작업준비

분해․절단작업

펌프

pipe

덕트

2010(*PUMP.GEN)

2020(*PIPE.GEN)

2080(*DUCT.GEN)

세부절단장소이동

세부절단

용기수납

......

후처리작업

(6)

그린하우스철거 비닐텐트

비계철거 5020(*CLNSCAF.GEN)

자재/기기/도구 반출

정리정돈

방사선/능 측정

..........

건물제염활동

 ․원자로건물

 ․터빈건물

 ․폐기물처리

   건물

 ․기타시설

준비작업(8)

제염작업(7)
벽표면제염 벽표면 4021(*DE_WL-SURF.GEN)

벽심층제염 벽심층 4022(*DE_WL_DEEP.GEN)

후처리작업(6)

방사선/능

조사활동

 

준비작업

측정작업

후처리작업

건물철거활동

 

준비작업

철거작업

후처리작업



3.4  사업 구조 및 작업 활동 패키지

Dmaf는 명령어 그룹과 입력 자료를 사용하여 그것들을 서술하기 위한 기술 

협약(convention)을 함께 사용하여 WBS를 지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작업 구조

와 작업 시방을 포함한 작업 활동 패키지는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묘사되는데, 그 

것은 하위 작업을 지정하기 위한 명령어 “SUBF=”를 사용하여 작업명을 작업 활

동 패키지의 첫 번째 줄에 계속 따라서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작업시방은 작업명 

아래에 여러 명령어를 사용하므로서 서술되었다. 그 다음 작업 활동 패키지는 작

업 활동 패키지가 구분되어진 line 중 다음 줄에 새로운 작업명으로 시작한다. 작

업 활동 패키지를 지정하기 위한 주된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

   SUBF= : 하위 작업 지정

   TARG= : 대상 기기 및 설비의 지정

   PARM= : 미리 정의된 변수로서 임의의 값 명시(각종작업조건의 지정)

   DURA= : 공정 계산에 적용될 작업 활동 지정

-------------------------------------------------------------

공정 계산에 모든 작업 활동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 활동만이 공정 계산에 적용되었다. WBS에서 지정된 작업

활동의 하부에 위치한 작업 활동들은 공정 계산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조건에 따라 DURA를 사용하므로서 정의된다. 공정 계산에는 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s) 기법이 적용되었다. 다른 조건은 

작업 활동 우선 순위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AFT=component_name’과 

‘PARM=WKDIF_CUT’를 사용하여 작업 활동 패키지에 첨부되었다. 작업 활동 시

방서는 또한 PARM을 사용하여 기술되었다. 예로, 어려운 작업 인자는 변수 목록

으로부터 값을 검색하고 인력 계산 모델에서 man-hour 증가비를 적용하기 위해 

‘PARM=WKDIF_CUT’를 사용하므로서 정의되었다.

작업 구조(structuring)와 시방서(specification) 구성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

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Dmaf 입력 자료 준비를 위해 사용자 접촉 환경(GUI)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DPM 자료 평가에서 효과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준비



된 Dmaf 주 윈도우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의 주 윈도우는 WBS를 시각적으로 보

이기 위해 준비하 다. 오른쪽 부 윈도우는 데이터베이스와 변수(parameter) 파일

들을 보여주고 편집하기 위한 것이다. WBS의 일부는 다음에 기술될 computer 

화면에서 검색될 지식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그림 6. Dmaf 사용자 접촉 환경(GUI)의 예시 창

3.5  DPM 자료 평가

DPM 자료 내에서 소요 인력(man-hours)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man-hours

는 주로 비용과 작업자 선량과 같은 다른 자료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비용들은 man-hours와 utility, 사업의 운 조직 규모, 폐기물 처리 및 처분과 같

은 다른 요소를 근거로 평가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각각의 작업 항목(WBS 

member) 구성물은 DPM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련의 계산 모델로 주어졌고, 

수학 식, 단위공정 생산성 인자,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임의의 값을 검색하



기 위해 “if then else" 라는 조정 지침과 기능으로 구성된다. 문자 형태로 기술된 

일련의 계산 모델들은 작업 항목 구성물의 이름으로 연결되었고 또한 데이터베이

스 안에 놓여진다. 이 구조는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DPM 자료를 평가하기 

위해 Dmaf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Large pump를 해체하기 위해 man-hours와 작

업자 선량을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

W=WEIG*NUM                              # 구성물의 단위 중량 및 갯수

PRODUCT=13.2                              # 단위 작업 계수

DMWORKER=PRODUCT*5*W/7              # 작업자 투입 시간

DMSUPER=PRODUCT*W/7                  # 감독자 투입 시간

DMMHSUM=PRODUCT*W*WKDIF_CUT     # 총 종사자 투입 시간

DMDOSE=@DOSE(DALAB)*@AWKFA(AREAW)*DMWORKER+_

          *@DOSE(DALAB)*@AWKFA(AREAS)*DMSUPER+_

           .....................                       # 작업자 선량

----------------------------------------------------------------

위의 기술에서, WEIG, NUM, WKDIF_CUT, DALAB, AREAS와 AREAW는 

입력 자료이고, 반면에 DM...은 계산의 결과이다. 입력 자료와 관련된 필요 정보

는 작업 패키지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정의되었다. 구성물 특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의의 정보가 DPM 자료 평가를 위해 요구된다면, WEIG와 NUM과 같은 변수

들은 각각 구성물의 무게와 수량 값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업 환경에서 선

량률과 선량 기여 인자(작업자와 감독자에 대해)는 또한 각각 @DOSE(DALAB), 

@AWKFA(AREAW)와 AWKFA(AREAS)의 함수를 사용하므로서 작업 환경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었다. 여기서 괄호 안의 지시어, DALAB, AREAW와 

AREAS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적절한 값을 검색하기 위하여 미리 선언된 것이

다.

계산 모델들은 구성물 타입에 따라 원격해체활동을 위한 원격해체 장치와 수

동작업 해체 활동을 근거로 구분되어 졌다. 표 2는 주된 작업 활동들의 항목으로 

계산 모델에 적용된 단위 작업 계수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JPDR 해체 

활동에 관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평가되었다.



작업 활동 

Work Activity 

단위 작업 계수

(Unit productivity 

Factors)

구분 

(Classification)

예시

(指標;중량,절단횟

수,면적 등)

수동 해체 활동

․해체 작업

․준비 작업

․후처리 작업

3.2-115.7 man-hour/t

3-91 man-hour

4-124 man-hour

해체대상물 type

작업활동 type

"

변압기,배전반;3.2

펌프;13.2

배관;38.9

高所덕트작업;62.7

원격 해체 활동

․해체 작업

․준비 작업

․후처리 작업

0.15-3.21 hours/cutting

30-4,400 man-hour

50-3,000 man-hour

기술

작업활동 type

"

압력용기 절단작업

(수중 Arc saw)

준비;1.56, 절단;0.34

수납;0.24

건물제염 활동

․표면 제염

․심층 제염

․준비 작업

․후처리 작업

1.90-4.51 man-hour/m
2

3.52-5.8 man-hour/m
2

3-91 man-hour

4-124 man-hour

도구 type

도구 type

작업활동 type

"

건물 벽체 심층제염

  ; 5.8

방사선/능 조사 활동

․방사선/능 조사

․준비 작업

․후처리 작업

  0.19      man-hour/m
2

3-91 man-hour

4-124 man-hour

장비 type

작업 활동 type

"

건물 방사능측정

(벽, 천정 작업난이

도고려) ; 0.2

건물철거 활동

․콘크리트구조 철거

․스틸구조 철거

․준비 작업

․후처리 작업

0.45 man-hour/t

7.4 man-hour/t

3-2,000 man-hour

4-600 man-hour

구조물재료 

구조물재료

작업활동 type

"

크레인 철거(비방사

성 대상) : 4.9

표 2. 단위 작업 계수



4.  Database와 지식 관리 시스템

4.1  DPM 자료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세 가지 다른 범주로서 DPM 자료 평가를 위해 준비되었다;

   - 시설의 물리적 및 방사선적 특징

   - 작업 환경의 조건, 그리고

   - 해체 작업 활동.

자료 수집 절차를 위하여, 모든 자료 형태는 object-oriented 특징을 고려하여 

처리되도록 고안되었다. 자료 구조와 연결 특성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방사성 

붕괴의 효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붕괴 상수를 이용하여 Dmaf 입력 자료에 의해 

정의된 시간 스케줄에 따라 계산되었다.

시설의 물리적 및 방사선 특성은 사업 계획에서 DPM 자료 평가에 대한 근원

이기 때문에, 구성물과 시설 구조에 대한 정보는, 시설의 물리적 및 방사선적 특

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모여졌다. 주된 기록 필드는 구성물 이름, 구성 

물의 형태, 건물/층/방 코드에 의하여 정의된 위치, 무게, 크기, 방사선학적 특징, 

그리고 표면 오염도를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만약 새로운 항목이 필요하다면 사

용자는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단 부

위 항목들이 해체 활동에서 조정될 구성물의 부피와 자르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

해 원자로 내부의 기록에 부가적으로 첨가되었다.

선량률은 작업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노동자, 감독자 그리고 보건

물리자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작업 구역 주위를 움직이기 때

문에, 작업자 선량이 작업 지역에서 man-hours에 평균 선량을 곱해서 평가하는 

것은 실제적인 방법은 아니다. 다른 작업에서의 선량 기여 인자는 실제적으로 작

업 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만약 작업자가 평균보다 높은 선량률 지

역에 머문다면, 평균보다 높은 선량률을 사용하기 위해 작업자 선량 계산에서 선

량 기여 인자는 1.0 이상이 될 것이다. 선량 기여 인자는 측정된 작업자 선량을 

JPDR 해체 활동에서 각각의 작업 구역에서의 평균 선량률에 man-hours를 곱하

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선량 기여 인자들은 Dmaf



에 의한 선량 계산을 위한 작업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지역 이름, 자료 확정 코드, 선량률, 그리고 선량 기여 인자의 순서로 하나의 기록 

라인에 위치되어 있다.

  

그림 7. DPM data 평가시스템 내의 data 처리 개념

이전 장에서 기술된 것처럼, 기본적인 작업 활동은 해체 사업에서 사용된 작업 

분류 체계의 구성물 항목에서 비롯되었다. 기본적인 작업 활동은 그것들의 특징에 

따라 목차 화되고 분류되었다. 수동작업 해체 활동에서는 펌프, 탱크, 파이프, 그

리고 열절연체와 같은 구성물 구분에 의해 목차 화하 다. 원격 해체 활동에서는, 

DPM 자료는 로봇 manipulator에 의한 플라즈마 아크 절단, mast type handling 



device에 의한 플라즈마 아크 절단 그리고 제한 발파와 같은 기술 구분에 근거로 

한다.

4.2  지식 관리 시스템

작업 분류 체계(WBS) 구성과 작업 시방서의 과정이 Dmaf 입력 자료 준비에

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시스템이 과정을 쉽

게 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Expa는 지식 관리에 근거한 Dmaf 입력 자료의 형태

로서 자동적으로 WBS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되었고, 그 

안에서 작업 규칙은 WBS, 작업의 우선 순위 그리고 작업 시방서를 구성하는데 

적용되도록 저장되었다. Lisp(list 처리용 프로그램 언어)는 작업 규칙에 향을 

주는 구조(inference engine)로서 실행하도록 적용되었다. 작업 규칙은 두 부분으

로 분리하기 위한 기호, 규칙 번호, 잠정적인 또한 일시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구성물과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물의 이름들은 각각 잠정적인 그리고 일시적

인 부분들에 서술되었다. 그 이름들은 작업 시방서 옵션에 첨부하기 위해 위치된 

일련의 단어들을 허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작업 규칙의 예는 아래에 기술되

었고, ‘해체-구성물(dismantle_components)’에 대한 작업 구조의 부분을 재구성하

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예제  

----------------------------------------------------------------

 exp 1. dismantle_components   → dismantle_comp_a_group handling;

                        dismantle_comp_b_group shielding;

                        dismantle_comp_c_group hand-on

 exp 2. dismantle_comp_a_group → if mast then *mast-type;

if robot then *robot type

 exp 3. dismantle_comp_b_group → dismantle_upper_part

PARM=WKDIF-SHIED;

dismantle_center_part

              ........                              .........

SET|handling|1|2|mast|robot



HELPS

Select dismantling system from;

 1. Simple mast type handling device

 2. Sophisticated robotic manipulator

HELPE

-----------------------------------------------------------------

위의 예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dismantle_components’는 세 개의 하부 구성물

을 가지도록 구성되었고, 이것들은 exp2와 exp3에 의하여 보다 낮은 레벨을 가지

도록 구성되었다. ‘SET|handling|1|2|mast|robot’의 기술에서, SET은 1 또는 2, 즉, 

이 라인에서 mast 또는 robot의 임의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지식 관리 시스템

에서 정의된 명령이다. 지식 관리 시스템에서 HELPS와 HELPE 사이의 기술은 

새로운 윈도우의 설명 line에 표시되었다. 사용자는 mast 인지 robot인지의 옵션

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선택된 단어인 mast 또는 robot는 exp2의 과정에

서 작업 패키지를 구성하는데 적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작업 규칙 패키지들은 

JPDR 해체 시범 사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작업 규칙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토대와 활동 토대로 분류되었다. 표 3은 지금까지 

개발된 작업 규칙 패키지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Dmaf 입력 자료 준비 과정에서, 

사용자는 작업 구성과 시방서를 포함한 작업 규칙 패키지의 이름을 computer 화

면상에서 이름 목록에서부터 Dmaf 입력 자료 형태까지 선택할 수 있다.

표 3. 준비된 작업 규칙의 목록(List of prepared production rules)

-----------------------------------------------------------------

Technology base

․Plasma arc cutting for steel components(under water)

․Arc saw cutting for steel components(under water)

․Water jet cutting for biological shield

․Mechanical cutting for biological shield

․Disk cutting for piping

Activity base

․Remote dismantling of core components



․Hands-on dismantling for relatively low radioactive components

․Decontamination of building surface

․Radioactivity measurement of building surface

․Demolition of building (non-radioactive part)

-----------------------------------------------------------------

5.  해체 사업 모델링 실행

JPDR 해체 활동에 관한 DPM 자료는 그것의 응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SMARD를 사용하여 사업을 리모델링 함으로서 평가되었다. 작업 활동은 실제

적으로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원격 해체, 수동작업(hands-on) 해체, 건

물 표면 제염, 방사능 최종 조사, 그리고 건물 철거이다. 원격 해체 활동은 원자로 

내부, 원자로 압력 용기, 그리고 생물학적 차폐체 콘크리트와 같은 주된 구성물을 

해체 대상으로 하 다. 수동작업 해체 활동은 건물과 건물 그 다음에 방과 방을 

기초로 적당한 구성물들을 철거한다. 수동작업 해체 활동에는 대략 백여개의 해체 

대상 구성물(작업 구역들 내)이 있었고, 원격 해체 활동에는 크게 7개의 해체 대

상물이 있었다. 건물 표면 제염과 방사능의 최종 검사는 수동작업 해체 활동과 같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에 소규모 작업 활동 수준으로 철거되었다. 작업 구성과 

작업 공정은 작업의 진행에 따라 DPM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실제적

으로 채택하 다. 계산된 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computer 화면상에 

나타났다. 

Dose rate contoursDose rate contours

Neutron fluxNeutron flux



Pie chart

Histogram (manpower)
Scheduling bar chart

   

   

그림 8. 계산 결과의 표현 예시

평가된 DPM 자료에는 주된 작업 활동 그룹에서 계산된 필요 인력이 5 % 오

차 범위 이내에서 실제 자료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JPDR 해체활동에 소요된 인력에 대한 계산값 및 실제값의 비교



해체 장비의 절단 속도, 작업 조건, 시간 스케줄 등에 의해 다양한 변수들이 

도출되었다. 절단 속도는 원격 해체 활동에서 필요한 인력에서 있어서 주된 요인

이었다; 원래보다 4배 빨리 절단 속도를 빨리 하면 필요 인력은 70 % 감소한다.

일본에서 상업용 원전 해체의 첫 번째 경우인 Tokai Power Station 해체 프로

그램은 COSMARD를 사용한 DPM 자료와 JPDR 해체 시범 사업에서 개발된 단

위 작업 계수와 함께 저장된 계산 모델을 기본적인 작업 활동 데이터베이스로 평

가하므로서 특징 지워졌다. 해체 활동에 필요 인력이 유사한 경험과 해체 대상 구

성물 및 작업구역의 조사를 근거로 한 주된 작업 활동의 항목에서 추정하는 같은 

방법으로 수동작업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보

다. 원격 해체 활동에 투입된 소요 인력의 평가에서, 절단 횟수는 대상 구성물의 

기초 자료로부터 지정되었다; 20,000회 이상의 절단 횟수는 원자로심을 해체하는

데 가정되었다. 원자로심 구성물을 자르고 이동하는 실제적인 모델링은 필요 인력

을 평가하는데 주된 요인인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자르고 이동하는 속도는 구성

물의 위치, 모양, 기하학적 상황 그리고 주위 조건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기 때

문이다. 



6.  결 론

COSMARD(Computer System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는 해체 사업 모델링 공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방사선 재고와 선량을 계산할 수 있고, 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

전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지식 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해체 사업 관리

(DPM)를 평가할 수 있다. 이것들은 특히 문자와 그래픽 형태로 computer 화면상

에 해체 사업 계획과 평가에 대해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 경험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필요 인력과 작업자 선량은 단위 작업 계수, 작업 난이 계

수, 그리고 선량 기여 인자를 사용하여 평가되었고, 이것들은 실제 해체 활동으로

부터 도출되었다. 적용된 방법과 자료는 실제 자료와 비교하여 JPDR 해체 시범 

사업에서 투입된 인력량을 비교 평가하므로서 실증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이 보고

서에 첨부하 다. COSMARD는 DPM 자료를 잘 예견하 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변수 평가는 해체 사업의 계획과 특징에 대해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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