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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연구로 1호기(TRIGA Mark-II)는 1955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미국이 우방국에 원자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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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체결, 1959년 7월에 착공하여, 1962년 3월 19일 첫 임계에 도달한 우리나

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이다. 연구로 1호기는 1969년 초기의 100kW에서 

250kW로 용량을 증가하 으나, 용량이 더욱 큰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1972년에 2MW급 TRIGA Mark-Ⅲ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2호기)를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연구로1호기 및 2호기는 1995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30여년동안 우리나

라의 원자력과학기술 발전과 원자력 과학교육 및 동위원소 생산 등에 커다

란 기여를 하 다.

한편,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건설된 30MW급 다목적 연구

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년 준공․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활용도가 감소하 다.  이에 앞서 원자로 및 주변 시설 부지를 포함

한 구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는 전부 1985년 한국전력에 매각되었다.  다만 

당시 계약에 의거 원자로 및 주변시설 부지는 추후 제염․해체후 한국전력

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로 1, 2호기를 폐로키로 

하고, 1996년 3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구로 1, 2호기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염․

해체 및 철거하되,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자로로서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기념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용 원자로의 제염․해체 사업은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를 

운 하 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관

련 인허가 도서작성, 제염․해체 계획수립 및 설계작업, 제염․해체작업, 발

생 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구작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릉동의 구 원자

력 연구소 부지의 새로운 소유주인 한국전력은 연구로 1호기에 대한 기념관

화 수행 및 이에 대한 운 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6년 하반기에 연구로 1, 2호기의 

제염․해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과학기술부에 제출하 으며, 1997년 

1월 TRIGA 연구로 폐로사업을 착수하고 1998년 1월부터 제염․해체설계업

무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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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체계획서 질의․답변에 관한 1차 보고서는 원자력법 제13조, 제36조

에 의거 TRIGA연구로 폐로사업 승인을 위해 작성, 제출된 해체계획서를 심

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안전기술원으로부터 요구된 총 3차에 걸친 질의에 대

한 1차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연구하고 조사되어진 모든 발생된 자료를 수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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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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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3.2-1 사고현황

[질의] 연구로 1,2호기 운 이력과 관련 각 호기별 운전 개시후부터 현재까지 냉각수 방사

능농도 및 연도별 환경방출 기록자료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호 및 2호기 운전 시 원자로 수조의 냉각수 관리자료로서 방사성 핵종 및   

  농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는 없다.  이는 냉각수 관리의 목적이 핵연료의 건전  

  성 유지에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따라 냉각수의 화학요인 (전가 전도도, pH, 및 핵  

  연료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온화 불순물 등) 만을 관리기준으로 하 다.

      

       냉각수중 방사성 핵종의 생성은 원자로의 형태 또는 운전방식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연구로 2호기에서 심각한 핵연료봉 파손사고 이외에는 모두 운전중 냉각수가  

  방사화 되거나 방사화된 구조물의 표면에서 냉각수로 용해된 것으로 방사능 준위는  

  매우 낮다. 특히 연구로 1호기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출력 운전은 거의 이루워지  

  지 않았고 다만 학생들의 실험을 위한 출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냉각수는 거의  

  자연 방사능 수준이었다.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운  중에는 원자로 수조내의 냉각수를 외부로 방출한 경우  

  는 없었으며, 운전중 자연증발에 의한 부족량만을 계속 보충하 다..



- 6 -

I-2.3.2-2 사고현황

[질의] 해체대상 연구로 1, 2호기의 최초임계이후 운 기간중 계획의 정지(Scram)을 발생

시킨 모든 운전이상 Events의 이력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2호기의 운전중 예기치 않은 원자로 정지는 아래와 같다. 

          1989년 이전의 예기치 않은 원자로 정지 현황은 과거의 모든 운전일지를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전력공급 사정 및 불시정전에 대한 통보체제가  

    미비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정전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위의 자료는 매년 작성되는 운 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로서 자료파악이 가  

    능한 ‘98년도 이후의 정지 현황만을 나타내었다.

          1. 전리함 불량 : 원자로 출력 제어용 핵분열 전리함(fission chamber)에 잡음 등  

         불량신호로 인한 정지요인 발생

          2. 자료수집용 PC 불량 :원자로 운전자료 수집을 위한 기존장치(data logger)와  

         ‘91년 PC(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 설치한 장치와의 간섭으로 인한 정지

          3. 핵연료 온도 : 온도센서 부착 핵연료(instrumented fuel)의 센서 단락으로 발  

         생한 불량신호로 인한 정지

          4. 제어봉 고장 : 제어봉 구동장치의 고장으로 제어봉이 낙하하여 정지

           연구로 1호기는 2호기가 가동된 후 학생실험 (주당 1∼2회, 1∼4시간/회) 목적  

      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의 운전에서는 출력운전이 거이 없었고, 따  

      라서 제어봉 구동을 제외한 여타 보조계통은 구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정지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 정전
전리함

불량

자료수집용

PC 불량

핵연료 

온도

제어봉

고장
기타 합계

1989 16 5 21

1990  9  9

1991 23 1 24

1992  9 3 2 1 15

1993 16 2 7 25

1994  9 4 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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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3.2-3 사고현황

[질의] 시설의 운  개시 후 관리 구역 내 콘크리트 보수, 냉각수 누출, 오염된 저장수의 

유출 및 기타 특정 방사성 핵종을 사용한 시험 등 방사능관련 작업일자 및 작업수

행 내용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그 동안의 연구로 1호기와 2호기 운 에 대한 운 보고서에 기록된  특별히 방사  

    선 구역에서의 콘크리트 보수작업과 원자로수조 내의 냉각수가 누출된 사고나 오  

    염된 액체폐기물이 환경으로의 누출된 사실을 발견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한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여 시험한 적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는 없으나 Cs-137 에 대하여 시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구전되어 해체공사 시작 전에 수행 예정인 방사선/능 조사시에 특별히 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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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1 방사선학적 상태

[질의] 연구로내 배관, 펌프, 밸브 및 탱크 등에 부식에 의해 생성․축적되어 있을 수 있는 

부식축적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내에 부식축적물이 생성되어 축적될 수 있는 시설 및 계통은 원자로 수조내

의 각종 기기 및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 수조수 냉각계통 및 연구로 2호기의 원자

로 수조수 냉각계통 및 정화계통이다.  원자로수조내의 각종 기기 및 수조수 계통

은 모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어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되어있다.  발생된 부식생성물들은 원자로 수조수내에 머물거나 수조수계통을 

통해 순환하게 된다.

연구로 1호기는 원자로 수조수 냉각계통에 의해 순환되면서 수조수내의 각종 불순

물을 정화한다.  원자로 수조수 냉각계통은 펌프, 스키머, Fiber Cartridge 필터, 

Mixed-bed Type 탈염기(Demineralizer), 열교환기 및 알루미늄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로실 북쪽중앙 1층 바닥의 피트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의 운전기간

동안 분당 10 가론의 수조수를 탈염기를 통해 흘려보냄으로써 수조수를 정화한다.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수는 수조수 정화계통에 의해 순환되면서 수조수내의 각

종 불순물을 정화한다.  원자로 수조수 정화계통은 펌프, 스키머, 필터, 탈염기 및 

알루미늄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로 수조 차폐벽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원

자로의 운전기간동안 분당 20 가론의 수조수를 탈염기를 통해 흘려보냄으로써 수조

수를 정화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로 수조수는 원자로 수조내 및 원자로 수조수계통을 

통해 순환되므로 부식생성물은 수조내의 수조수나 수조수 계통에만 존재할 수 있

다.  원자로 수조수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연구로 1호기 수조수의 베타방사능 농도

는 1.41×10
-7
μCi/㎤(상부) ∼ 5.32×10

-7
μCi/㎤(하부), 연구로 2호기 수조수의 베타

방사능 농도는 4.59×10
-7
μCi/㎤(상부) ∼ 1.39×10

-5
μCi/㎤(하부)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핵종의 파악을 위해 연구로 2호기 수조수의 감마선 핵종을 분석한 결과 수

조 하부의 수조수에서만 Mn-54 및 Co-60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호기 및 2호기의 수조수에는 부식생성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정도는 

매우 낮으며 바닥에 가라 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자로 수조수 계통내의 부

식생성물 축적물에 대해서는 시료측정데이터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자로 

수조수 계통의 기기 부근에서의 선량율이 거의 자연방사선준위인 것으로 보아 지극

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조수계통은 모든 기기 및 배관에서 수

조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뒤 배관 및 기기를 모두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

며, 원자로 수조는 수조수의 배수후 바닥의 Sludge를 따로 모아 건고화시켜 고체폐

기물로 관리한다.



- 9 -

I-2.4.4-1 방사화 분석

[질의] 폐로공사 개시 시점에서의 전체 방사능 Inventory 예상치(주요 방사성핵종, 방사능

오염물질, 석면 및 Be 등 위험 독성물질 등도 포함한 양, 물리화학적 형태 및 위치 

명시)를 해체대상시설의 건물, 설비, 계통 및 장치별로 제시하고 전체 방사능 

Inventory 평가체계를 설명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방사능 Inventory 예상치

1) 방사화 물질

구  분 구성물질 양 방사선원 및 방사능

연

구

로

1

호

기

회전시료조사대 스테인레스 

스틸

3.4㎏ 1.34 mCi/g (Co-60)

원자로차폐구조물 콘크리트 8.7㎥ Na-22 : 1.6 x 10
4
 Bq/㎥

Mn-54 : 1.9 x 10
4 
Bq/㎥

Fe-55 : 9.7 x 10
5 
Bq/㎥

Co-60 : 7.1 x 10
5 
Bq/㎥

Eu-152 : 1.5 x 10
6 
Bq/㎥

Eu-154 : 1.0 x 10
5 
Bq/㎥

원자로수조 스틸 1.9톤 최대 1.96×10
-2
 μ Ci/g 

     (Co-60)

노심반사체 흑연 770㎏ C-14 : 2.0 x 10
10 
Bq

H-3 : 3.0 x 10
12 
Bq

I-129 : 5.0 x 10
10 
Bq

연

구

로

2

호

기

회전시료조사대 스테인레스 

스틸

3.4㎏ 7.38 mCi/g (Co-60)

원자로차폐구조물 콘크리트 8.7㎥ Na-22 : 2.4 x 10
6 
Bq/㎥

Mn-54 : 9.8 x 10
6 
Bq/㎥

Fe-55 : 1.4 x 10
8 
Bq/㎥

Co-60 : 8.2 x 10
7 
Bq/㎥

Eu-152 : 1.4 x 10
8 
Bq/㎥

Eu-154 : 1.0 x 10
7 
Bq/㎥

차폐판 스틸 7.7톤 1 mCi (Co-60)

2) 오염물질

시설에 대한 베타 오염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모두 원자

로 수조 상부 바닥의 일부가 오염되었고 실험실의 핫셀, 폐기물저장시설, 

Fume Hood, Sink 및 실험테이블 등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오염정도

는 높지않았다.  이들 오염시설 및 기기에 대한 방사능현황은 해체공사시 상세

히 조사할 예정이다.



- 10 -

3) 오염폐기물

시설의 방사성오염폐기물(액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오염폐기물 저장위치
양

(m3)

방사능(μCi/ml)

α β γ H-3

연구로

1 호기

원자로

수조
17.75

1.18E-08

±3.38E-08

-2.78E-07

±3.27E-07
-

4.59E-05

±2%

실험수조 24.45
-5.16E-10

±3.78E-08

6.22E-08

±3.73E-07
-

사용후핵연료 

저장실
26.00

-9.00E-09

±3.19E-08

-8.22E-08

±3.68E-07
-

연구로

2 호기

원자로 수조 162.68
-5.22E-10

±4.00E-08

3.95E-07

±3.81E-07

Cs-137:

4.38E-07

±1.20E-07

1.13E-04

±2%

증류수 탱크 57.00 오염되지 않음

액    

체

폐

 기

 물

저

장

탱

크

장수명 

저준위조
16.20

3.03E-08

±3.54E-08

2.47E-06

±5.57E-07

Co-60:

4.22E-06

±2.84E-07

단수명 저준

위조

(Steel Tank)

4.00
9.22E-09

±3.97E-08

5.11E-06

±6.95E-07

Co-60:

1.78E-06

±2.16E-07

Zn-65:

1.02E-06

±3.46E-07

Cs-134:

9.41E-07

±1.64E-07

단수명 저준

위조 (Pond)
18.50

극저준위조 27.00
-3.68E-09

±3.81E-08

-1.24E-07

±3.51E-07
-

KRR-1폐기물

저장조
2.95

1.84E-08

±4.35E-08

3.49E-09

±3.46E-07
-

KRR-1폐기물

저장조

(Pond)

14.50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저장탱크

(Steel Tank)

10.00
-1.06E-08

±3.38E-08

3.86E-08

±3.59E-07

Cs-137:

7.78E-08

±1.05E-07

합  계 3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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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성물질

(1) Be

시설내에 존재하는 Be은 노심의 중성자 선원에 국한된다.  연구로 1호기는 

Sb-Be의 혼합물, 연구로 2호기는 Am-Be의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모

두 기 성 봉선원으로서 취급시 외부로의 누출 가능성이 없다.

(2) 석면

시설내에 존재하는 석면은 환기계통 흡입덕트의 보온재 및 온수배관의 보

온재에 국한되며 이들 계통은 오염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본 해체공사의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방사능 Inventory 평가체계

1) 해체설계시의 방사능 Inventory 평가체계

(1) 방사화 물질의 평가

해체설계시 방사화 물질의 방사능 Inventory 평가의 목적은 예상되는 폐기

물의 준위를 분류하고 방사능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를 제공하고 작

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방사화는 원자로의 운전시 노심주위에 있는 

스틸, 콘크리트 및 흑연과 같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방사화 분석은 시설

의 운전자료를 이용한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나 콘크리트나 흑연의 경우에

는 외국의 유사한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화 측정자료를 이용한다.

(2) 오염물질의 평가

해체설계시 오염물질의 평가는 해체공사시 제염 또는 해체의 대상을 확인

하고 그 오염준위를 파악함에 있다.  시설 및 기기 또는 액체폐기물의 오

염평가는 시료를 채취하여 Gross Alpha 및 Gross Beta를 분석하여 이루어 

진다.  특히 액체폐기물에 대해서는 Gamma 핵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Cs-137과 같은 핵분열성물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2) 해체공사시의 방사능 Inventory 평가체계

해체공사시의 방사능 Inventory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에 의

해 주요 핵종 및 방사능량을 평가한다.  방사화물질은 대표시료의 분석 및 방

사선량율 측정에 의한 간접적인 방사능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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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4-2 방사화 분석

[질의] 원자로 운전에 의한 방사화 분석시 평균출력 및 평균 중성자속 방법의 적용은 대상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연구로의 운 기간과 비교하여 매우 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방법론을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평균출력 및 평균 중성자속을 적용하여 방사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대상핵종의 반

감기가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인 경우에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반감기가 이보다 짧을 경우에는 약 5% 정도 과대평가되며 반감기가 이보다 긴경우에는 

같은 정도로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본 사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원자로해체공사의 경우

에는 원자로의 운전정지후 몇 년의 기간이 지난 후 해체공사를 수행하므로 반감기가 

몇 개월 보다 짧은 동위원소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공사의 경우에는 반감

기가 비교적 긴 동위원소만을 고려해도 된다.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방사화 분석시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재료별로 

아래와 같다.

재  료 동위원소 반감기

스틸

Fe-55 2.7년

Co-60 5.2년

Ni-63 125년

Zn-65 245일

Mn-54 300일

흑연
C-14 5,760년

H-3 12.26년

콘크리트

Fe-55 2.7년

Eu-152 13.4년

Eu-154 8.2년

Co-60 5.3년

Cs-134 2.1년

H-3 12.26년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핵종은 반감기가 몇 개월에서 몇 년사이로 평균출력 

및 평균중성자 속의 적용이 가능하며 반감기가 긴 일부 핵종의 경우에만 정확한 결

과의 평가가 곤란하나 본 핵종분석의 목적은 해체공사계획 및 안전성분석을 위한 

입력자료의 제공으로서 모두 보수적으로 적용하 으므로 일부 장반감기 동위원소의 

계산이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해체공사시에

는 방사선량율의 측정 및 시료의 분석에 의한 방사성핵종을 분석할 예정이므로 본 

방법의 적용은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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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4-3 방사화 분석

[질의] 방사능 Inventory 예측시 Co-60만을 주로 대상 핵종으로 평가하 으나, 철제설비인 

경우에는 Fe-55, Cr-51, Ni-63, Nb-94, Ag-110m,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H-3, 

Ar-39, Ca-41, Fe-55, Co-60, Ni-63, Ba-133, Cs-134, Eu-152, Eu-154, 흑연에는 

C-14, Eu-152, Eu-154 등이 주요 방사화생성물로 간주되며, Sr-90, Ru-106, 

Cs-137, Cs-144 등 핵분열생성물도 연구로 해체시 오염 방사성핵종의 발견이 예상

되므로 상기 핵종들을 Inventory 평가시 누락한 이유를 설명하고, 포함시 이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대상핵종의 선정

설계단계에서는 작업시의 외부피폭 및 내부피폭의 평가와 폐기물의 분류를 위해 

핵종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철제자재인 경우에는 현재 해체보고서에 기술된대로 

Co-60과 같은 대표적인 감마핵종에 대한 분석으로도 충분하리라고 판단하 다. 

또한, 콘크리트 및 흑연에 대해서는 방사성핵종은 실제 재료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구성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핵종분석은 실제의 시료의 채취 및 분

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설계단계에서는 유사한 원자로인 국의 

ICI 원자로의 해체공사시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방사능 핵종을 분석하 다.  

향후 해체공사시에는 해당 주요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모든 방사성핵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2.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평가

원자로의 운전시 연료의 손상으로 인한 핵분열생성물의 누출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원자로수조수 및 수조바닥의 슬러지에 대한 분석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누출

된 핵분열생성물은 주로 원자로수조수 및 방사성액체폐기물 내에 분포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해체계획서 6.1장의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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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4-4 방사화 분석

[질의] 방사화계산 프로그램 Fispin 전산코드의 Manual과 노심 특성에 따른 방사화 평가 

방법론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및 입력자료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첨부자료 (Fispin Calculation and Training Modu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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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4-5 방사화 분석

[질의] 원자로차폐 구조물, 수조 스틸탱크, 노심반사체 등 해체공사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방사화 정도를 평가할 대상시설/설비에 대한 세부 시료채취 및 분석방안을 제

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방사화는 원자로의 운전시 노심부근에 위치한 기기 및 시설에서 발생한다.  연구로 

1호기 및 연구로 2호기는 방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노심부근의 기기 및 

설비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어 방사화는 문제로 되지않으나,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설비 및 기기는 방사화되어 있다.  연구로 1호기 및 2호

기에서 방사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 및 설비는 아래와 같다.

시설 기기/설비 재  질 비  고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 스테인레스 스틸

원자로차폐구조물 콘크리트

원자로스틸탱크 스틸

노심반사체 흑연

Thermal/Thermalizing

Column
흑연

연구로 2호기

회전시료조사대 스테인레스 스틸

원자로차폐구조물 콘크리트

차폐판 스틸

Thermal Column 흑연

위와 같은 방사화 기기/설비에 대한 해체공사시 시료채취/분석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스테인레스 스틸/스틸 : 스틸의 방사화에 의한 선량율은 주로 Co-60에 의한 것

이므로 표면감마선량율 및 Co-60 방사능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Co-60의 양

을 구한 후 베타핵종은 재료의 성분구성을 감안하여 계산함.

2) 콘크리트 : 원자로 수조의 수조수 배수후 코아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Gross Beta 및 감마핵종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수행

3) 흑연 (Thermal/Thermalizing Column) :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Gross Beta 

및 감마핵종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수행

4) 흑연 (연구로 1호기 노심반사체) : 반사체용기내에 봉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시

료 채취계획은 없음.

세부 시료채취 및 분석방안은 해체공사계약자 선정후 시공자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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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4-6 방사화 분석

[질의] 방사선학적 상태평가에 참고시설로 사용한 국의 ICI 연구로와 TRIGA 연구로 1,2

호기의 노심 구성 등 주요 특성을 비교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국의 ICI Billingham 연구로는 연구로 1호기 노심반사체(흑연)의 방사화 분석에 참

고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차폐체의 방사화 

분석에는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의 ICI Billingham 원자로의 해석자료를 

참고로 하 으나 국의 ICI Billingham 원자로의 해석시에는 미국의 Michigan 원자로

의 해체시 콘크리트 시료의 채취/분석자료에 근거로 하여 이루어 졌다.

ICI Billingham 원자로 및 Michigan 원자로는 모두 Triga Mark I 형으로 Triga 

Mark II 형인 연구로 1호기와 동일한 노심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노심 및 노심반

사체는 직경 110㎝(43인치) 및 높이 58㎝(23인치)인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심을 둘러쌓고 있는 흑연분말의 노심반사체는 내부직경 46㎝(18인치), 반경방향 

두께 30㎝(12인치), 높이 56㎝(22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회전시료조사대는 

노심반사체 내의 고리형의 홈에 설치된다.  연구로 2호기는 Triga Mark III형으로

서 흑연반사체가 없으며 회전시료조사대가 노심둘레에 설치되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로 1호기, ICI Billingham 원자로 및 Michigan 원자로와는 상이

하나 모두 콘크리트 차폐체로 둘러쌓인 원자로 수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조수의 

자연순환에 의해 냉각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원자로의 노심특성은 아래와 같다.

       원자로

  항목
ICI Billingham Michigan 연구로 1호기 연구로 2호기

원자로형 Triga Mark I Triga Mark I Triga Mark II Triga Mark III

최대 출력 250kW 250kW 250kW 2MW

최대 중성자속

(n/㎠․sec)
5×10

12
5×10

12
1×10

13
7×10

13

운전년수 23 19 33 23

총출력 10,263MWh 744MWh 3,735MWh 68,740MWh

평균출력 48.8kW 4.4kW 12.9kW 34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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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3-1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질의] 고체폐기물의 분류기준에 있어, 규제면제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각 물건들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법을 포함할 것).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 및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방

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서는 해체공사시 작성될 예정임.

(1) 고체폐기물

• 중준위 고체폐기물 : ≥ 2 x 10
-3
 A2/g

원자로 수조내에서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어 방사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

로 예상되는 RSR 및 1호기 빔포트 벨로우즈 등의 스테인레스 부품

• 저준위 고체폐기물 : ＜ 2 x 10
-3
 A2/g

방사화콘크리트, 원자로 수조수 계통 배관, 수조내 조사관, 기타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사화 폐기물에 대해

서는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오염 폐기물에 대해서는 표면오염 검

사 결과로 분류한다.

• 규제면제 폐기물 : ＜ 0.4 Bq/g or cm
2

구조물 및 기기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Scanning 및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한다.

(2) 액체폐기물

액체폐기물은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중준위 액체폐기물 : 4,000 Bq/cm
3
 ∼ 4 x 10

5
 Bq/cm

3

• 저준위 액체폐기물 : 0.2 Bq/cm
3
 ∼ 4,000 Bq/cm

3

•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 ＜ 0.2 Bq/c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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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3-2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질의] 오염폐액과 비오염폐액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제시하고 비오염폐액의 외부

방출 절차 및 감시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샤워/세탁폐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① 시료채취주기 : 샤워/세탁폐액 저장조의 80%시

② 시료분석방법 : 핵종분석기

③ 방사능 분석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ⅰ) 방사능 검출시

샤워/세탁폐액 처리설비로 막분리처리한 후, 정제폐액에 대하여 방사능 분

석을 재수행하여 방사능 검출시 자연증발 처리하고, 방사능 미검출시 하수

계통으로 방류한다.

ⅱ) 방사능 미검출시

하수계통으로 방류한다.

(2) 상기 샤워/세탁폐액 처리절차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해체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해체계획서의 <그림 6-1> 및 <그림 6-2>를 첨부#1 및 첨부#2와 같이 

수정 보완하겠음.

<수정전>

6.2.2.1 액체폐기물 처리기준

…

나.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

이 범주에 속하는 … 같다.  또한, 방사성 샤워/세탁폐액은 …, 막분리 처리후 

자연증발처리한다.

6.2.2.2 액체폐기물 처리방법

…

다. 방사성 샤워/세탁 폐액

샤워/세탁폐액은 … 하고, 방사능이 검출한계치 이상 … 막분리처리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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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분리 처리후 정제액은 자연증발시설로 보내 처리하며, 농축폐액(슬러지)은 

탈수 후 건고화시켜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수정후>

6.2.2.1 액체폐기물 처리기준

…

나.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

이 범주에 속하는 … 같다.  또한, 방사성 샤워/세탁폐액은 …, 막분리 처리후 

방사능 분석결과에 따라 자연증발처리하거나 하수계통으로 방류한다.

6.2.2.2 액체폐기물 처리방법

…

다. 방사성 샤워/세탁 폐액

샤워/세탁폐액은 … 하고, 방사능이 검출한계치 이상 … 막분리처리를 수행한

다.  막분리 처리후 정제폐액에 대해서도 방사능분석을 수행하여, 방사능이 검출

한계치 이상이면 자연증발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방사능이 검출한계치 미만이면 

하수계통으로 방류한다.  막분리처리후 농축폐액(슬러지)은 탈수 후 건고화시켜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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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4-1 기술적 타당성(대안비교평가)

[질의] 저준위 고체폐기물 포장 및 저장밥법중 4m
3
 용량의 철재 저장용기의 설계사양과 

이 용기가 국내원자력법령 기준에 적합한가를 입증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중 저준위고체폐기물로 규정한 방사성폐

기물을 국내원자력법령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의

한 “저준위방사능물질”에 해당되어, 과학기술부고시 제96-38호 “방사성물질등의 포

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의 제29조 저준위방사성물질의 운반기준에 따른 전용적재, 

견고한 포장 및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없을 것과 표면오염에 대한 규정외에는 국내

원자력법령상 저준위고체폐기물 저장용기의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9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한 포장용기로서 표준용기로 정의된 규격화된 표준용기 

이외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와 폐기물발생자가 협의하여 규격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원자력법령 및 관련 법규에는 저준위방사성물질의 운반용기에 적용

할 수 있는 규격이 없는 실정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AEA의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을 적용하면, 해체시 발생되는 저준위고체폐기물은 LSA(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Type III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로 규정될 수 있고, 이 LSA-III

를 운반할 수 있는 Industrial Package Type 2(Type IP-2)중 콘테이너형태의 운반

용기에 대한 요구조건은 Para. 627에 명시되어 있다.

연구로 해체공사시 저준위고체폐기물의 저장용기로 사용예정인 4m
3
 용량의 철재 

저장용기는 IAEA ST-1의 Type IP-2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게끔 설계 및 제작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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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4-2 기술적 타당성(대안비교평가)

[질의] 회전시료조사대(RSR)의 분리/절단 작업시 RSR의 운반방법과 분리/절단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회전시료조사대는 연구로 1호기용이 2개, 연구로 2호기용이 1개 있다.  연구로 1호

기용 회전시료 조사대는 현재 원자로심에서 제거되어 실험수조에 저장되어 있으며 

연구로 2호기용 회전시료조사대는 현재 노심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로 2호기 해체

작업시 이를 제거하여 분리/절단 작업이 이루어질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로 이송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TRD-250-H003 참조. 단, 본 자료는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내에서의 회전시료조사대 분리/절단 작업은 수중에서 회전시

료조사대 분해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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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2-1 안전원칙 및 기준

[질의] 해체활동에 있어 작업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체수행과 관련 기작성하 거나 작성예

정인 지침서 및 절차서 등의 목록, 세부내용 및 계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작업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는 작업지침서 및 작업절차서로 구분된다.  작업지

침서는 해체설계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로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안전성 분석을 

통해 결정된 기본 작업지침을 수록한 문서이며 공사의 범위, 주요 위험도, 주의 사

항, 예상 피폭량, 작업절차, 장비 및 기기,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작성된 작업지침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공사구분 문서 번호 제    목 비  고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해체공사

TRD-250-H001 준비공사

TRD-250-H002 원자로 주변기기 및 수조내 배관제거

TRD-250-H003 회전시료조사대(RSR) 제거

TRD-250-H004 원자로심 제거

TRD-250-H005 원자로 수조수 배수

TRD-250-H006 Thermal Column 제거

TRD-250-H007 원자로 수조수 냉각 및 정화계통 제거

TRD-250-H008 조사관, 브릿지 및 이끔관 제거

TRD-250-H009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및 빔튜브 제거

TRD-250-H010 지하피트 및 증류수탱크실 제염 및 철거

TRD-250-H011 원자로실 벽체 및 바닥 제염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TRD-250-H012 콘크리트 핫셀 제염 및 기기철거

TRD-250-H013 납셀 제염, 해체 및 철거

TRD-250-H014 실험실 및 연구실의 제염, 해체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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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문서 번호 제    목 비   고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시설

해체공사

TRD-250-H015 준비공사

TRD-250-H016 원자로 주변기기 및 수조내 배관 제거

TRD-250-H017 회전시료조사대 분해

TRD-250-H018 수조수 배수

TRD-250-H019 Thermal Column 제거

TRD-250-H020 원자로심 제거

TRD-250-H021 원자로 냉각계통 제거

TRD-250-H022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및 빔튜브 제거

TRD-250-H023 지하피트 제염 및 철거

TRD-250-H024 원자로실 벽체 및 바닥 제염

TRD-250-H025 핫셀 및 실험실 제염 및 철거

주변시설

해체공사
TRD-250-H026 주변시설 제염, 해체 및 철거

작업절차서는 해체공사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이며 상기의 작업지침서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해체공사를 위해 상세히 작성될 계획이다.  작업절차서는 해체공사를 위

한 계약자 선정후 시공자에 의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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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2.1-1 안전원칙

[질의]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표지와 이러한 구역에 대한 선량률, 

오염도 게시 등에 관한 설치, 운  계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 2호기 시설의 운 시에 적용한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서 Ⅱ에 따라 방사

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나, 해체계획서 3.2.1 1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수 

있는 절차서를 개정하여 해체공사 중에는 개정된 절차서에 따라 방사선구역 및 오

염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임.

 



- 179 -

I-3.2.1-2 안전원칙

[질의] Steel류, 건축자재류 등 재활용 가능한 해체 폐기물이나 오염된 자재를 임의로 반출

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방사성물질 도난 사건 방지를 위한 계

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 2호기 시설에는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를 통제하는 주출입

구와 물품 반출을 위한 출입구(샤터문)로 구분되어 운 된다. 해체공사시 해체공사

구역내외에 반출입되는 해체폐기물, 오염된 자재, 장비 등의 모든 물품을 반출하고

자 할 때는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의 허가에 의해서만 시설의 물품 출입구의 문이 

개폐되며, 시설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물품이 연구로시설 부지 외부로 반출될 때에

는 최종적으로 시설관리자 및 청경 근무자에 의해 재확인되므로 도난의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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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2.2-1 방사선 안전기준

[질의] 작업구역 분류기준에 따른 방사선구역 분류 평면도를 제시하고 R1, R2, R3 구역에 

대해서는 방사선준위도(Radiation Mapping : 바닥으로부터 1.2m 정도의 높이)를 제

시하시오.  또한 ‘7.2.2 방사선/능 조사계획’에 따른 작업 단계별 혹은 정기적인 오염

구역, 방사선구역 평면도 작성 계획과 작업구역 재분류 시점에 대한 기준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현재 시설내에서 국부적으로 방사화되었거나 오염된 기기 또는 콘크리트 핫셀내에 

보관중인 방사성동위원소 ( 해체공사 착수전에 제거 예정 ) 등을 제외하면, 전구역

이 R1구역 또는 비방사선구역(자연방사선 준위)으로서 피폭한도내에서 안전하게 정

상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방사선 구역 분류 평면도 및 방사선 준위도는 불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에서도 오염구역 분류 평면도만을 제

시하 다.  단지, 원자로 수조내의 경우에는 방사화된 콘크리트로 인해 선량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조수 배수후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필요시 R2 또는 R3

로 표시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작업구역 재분류는 오염이 발생되는 작업후 또는 정상 작업중에도 오염준위를 계속

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체공사 작업시 구체적으로 구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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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2.2-2 방사선 안전기준

[질의]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계획과 작업자의 인체내부 피폭선량 측정 및 평가방법, 기

록준위, 개인피폭선량 측정결과 기록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시기

•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작업에 종사하기 전 최초

• 계속 근무시 : 정기적으로 년 1회

• 과피폭이나 과도한 오염이 발생시 : 수시

(2) 인체내부 피폭선량 측정 및 평가방법

     • 공기중 방사능농도를 연속 감시하여 법에서 정한 공기오염도를 초과시 관련작

업자를 대전 연구소로 긴급 수송하여 Whole Body Counter로 전신계측 및 내부

피폭선량 평가

     •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 및 내부피폭선량의 평가 기록은 평생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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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2.2-3 방사선 안전기준

[질의] 표 3-3의 해체폐기물 분류기준에서 규제면제 고체폐기물의 경우 0.4 Bq/g 또는 0.4 

B1/㎠를 기준치로 제시하 다.  상기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상기 분류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시오.

(2) 동 기준에 따르면 알파 방출핵종이 검출되는 경우 규제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해체계획서 6.1.2 등 관련 부분에 명시하시오.

(3)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smear test 또는 

surface scanning 여부, 구체적인 사용장비, 측정방법 상의 LLD, 실험실 측정 

또는 현장 측정의 여부 등)을 제시하시오.

(4) 규제면제 기준이 체적오염(0.4 Bq/g) 또는 표면오염(0.4 Bq/㎠)으로 기술되면, 

체적오염도 또는 표면오염도 중 어느 한쪽만 기준치 이하면 규제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체적오염을 기준으로 하고, 체적오염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오염도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시오.

(5) 고준위폐기물 및 중․저준위폐기물은 현행 원자력 법령상의 용어로서, 본 해체

계획서 표3-3에서 사용하는 고․중․저준위폐기물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

으며 해석상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해체계획서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고방사성폐기물․저방사성폐기물 또는 기타 다

른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6) 저준위 및 고준위 고체폐기물의 분류기준으로 IAEA의 운반관련 기준을 적용하

는데, 이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현재 규제면제 폐기물의 기준은 각 나라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

용하고 있으며(첨부 #1 참조), 본 연구로 해체사업에서는 국 기준(첨부 #2 참조)을 적

용하 음.

(2) 본 해체공사의 제염목표는 다음과 같다(해체계획서 5.2절(제염활동) 참조).

• 알파 : 0.04 Bq/cm
2
 또는 0.04 Bq/g

• 베타-감마 : 0.4 Bq/cm
2
 또는 0.4 Bq/g

이 기준에 따라, 알파 방출핵종이 검출되는 경우, 비방사능이 0.04Bq/g or cm
2
 미만

이면 규제면제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 IAEA TRS NO. 267, Page 17 )

(3) 시설의 바닥 및 벽면의 표면오염도 측정은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행

• 방사선측정기(SRM-200, HP-360, Eberline)로 바닥 및 벽 표면을 Scanning하여 

오염된 표면 검사

 • 직접법에 의하여 오염된 표면을 대상으로 간접법인 Smear 시료채취 후 저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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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기(low background counting system, Model:S5XLB, Oxford)로 측정

  • 직접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LLD 설정은 측정기의 회로 내부의 Pulse Height 

Analyzer의 threshold를 조종하여 가능한 낮은 에너지를 갖는 핵종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설정함.

(4) 위와 같이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행하여 측정하여 유리성 오염과 고착성 오염을 결

정하며, 고착성 오염으로 인한 체적오염 부분이 제염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 

시행하여 제염목표치까지 제염한다. 유리성 오염은 단순한 제염제로 제염.

(5)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대내외에서 기존에 관례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원자력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내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령상의 용어와 특별히 혼동을 유발할 것으로는 판단되

지 않음.

(6) 현행 법령에서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

류하고 있으나,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해체공사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생되

지 않으며, 해체폐기물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거나 일반폐기물 또는 규제면제 

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 및 규제면제폐기물을 제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최

종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운반되어 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운반기준을 적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권고에 따라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1996)의 운

반기준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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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Free Release Criteria

         Derived Quantities

Reference Case

Mass 

Activity

(Bq/g)

Surface Contamination(Bq/㎠)
Dose Rate

(μ㏜/h)Loose Fixed Total

United States

Research reactor 0.003 (α)

0.15 (β,γ)

0.015 (α)

0.8 (β,γ)

0.5 + B.G

Germany

0.1 to 1.0 0.05 (α)

5.0 (β,γ)

France

Release of metal from CEA 

installation

0.037 (α)

3.7 (β)

Materials from uranium ore 

processing plant

2.0 (α) 7.5 (β)

1.25 (γ)

Le Bouchet's ore processing 

plant

0.2 (α) 2.0 (α) 7.5 (β)

1.25 (γ)

G1 reactor 0.5 2.5 (β,γ)

U.K

Disposal of solid insoluable 

radioactive waste

0.4

Italy

Research reactor 1.0 0.1 (α)

1.0 (β,γ)

Canada

Gentilly-1 decommissioning 0.05+B.G

NPD decommissioning 0.37 (α)

3.7 (β,γ)

Sweden

recycling of 1500t of heat 

exchanger tube

0.5

Release of structures from 

1MW research reactor

0.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0 0.4 (β,γ) 0.04 (α)

IAEA

TECDOC-401 0.1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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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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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3-1 산업안전대책

[질의] 해체공사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의 요건에 해당되거나 제458 조 ①, 

②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체계획을 작성하 다면 이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요한 사항들만을 기술하 으며, 그 

외에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도 해체설계시 반 된다.  해체공사는 해체계

획서, 해체설계도면 및 작업지침서와 해체공사 착수후 작성되는 세부 작업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므로, 동 규칙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의 제5장(해체작업)에서 

요구하는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해체작업을 수행’ 요건을 만족한다.  아울러, 동 규

칙에서 요구하는 ‘해체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도 해체공사 작업에 필요한 

작업지침서 와 작업절차서 등에 반 되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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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3-2 산업안전대책

[질의] 해체공사에 투입되거나 공사 과정중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비방사성 위험물질

(유해 화학물질, 유독 가스, 석면, 카드뮴, 납, 폭발성 물질 등)의 종류와 예상되는 

발생량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비방사성 위험물질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비방사성 위험물질은 원자로 수조수의 임시저장조로 사

용되는 희석방류조의 내부 FRP 라이닝시 발생되는 유독 가스이다.

따라서,FRP 라이닝 작업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데, 작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작업하며, 작업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2) 해체공사중 발생되는 비방사성 위험물질

현재 시설내에 유해 화학물질, 유독가스 및 폭발성물질은 없으며, 석면, 카드뮴, 납 

등은 시설내에 존재하나, 이들로 인한 위험은 예상되지 않는다.

• 석면

석면은 흡기덕트 및 온수 배관 등에 보온재로서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비방

사성 폐기물로서 해체대상이 아니다.

• 카드뮴

연구로 2호기의 빔튜브 내부에 일부 코팅이 되어 있으나, 카드뮴을 별도로 처리

하지 않고 빔튜브에 코팅된 채로 폐기물로 처리하므로, 작업자의 상해 위험은 

없다.

• 납

시설내에 존재하는 납은 납셀에서 사용된 납벽돌이 대부분이다.  해체시 이들을 

절단하는 등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작업자의 상해 위험은 없다.  

또한, 납벽돌은 현재 오염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서(납셀 내부 표면에는 오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비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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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1-1 TRIGA 폐로사업팀

[질의] 국내의 경우는 원자력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할 시 사업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국

에서 원자로 및 관계기설을 해체할 시 국의 인허가제도는 어떤한지를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 국에서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체계획서

(Decommissioning Plan)를 규제기관(NII(Nuclear Installation Inspectorat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체계획서의 내용은 IAEA의 지침(guidelines)을 토대로 하고 있

다.  BNFL이 국의 인허가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규

제기관간의 접촉 채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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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2-1 사업일정

[질의] <그림 4-2>에 기술되어 있는 Triga 연구로 1,2호기의 폐로사업의 수행일정을 내용

(예: 환경 향평가, 사용후핵연료이송, 부지복원 등...)별 및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예)

1. 제염, 해체 및 철거공사

가. 임시저장시설 : ‘99. 6. 1 ∼ ’99. 12. 31

나. 연구로 1호 : ‘99. 12. 1 ∼ ’00. 12. 31

다. 주변시설 : ‘02. 6. 1 ∼ ’02. 12. 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해체사업 수행일정

1.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 '97. 1. 1 ∼ '97. 12. 26

2. 해체서류 및 인허가 서류작성 : '97. 12 .26 ∼‘99.  2. 28 

3. 환경 향평가 : '97. 7. 1 ∼ '98. 12. 31

4. 인․허가 : '98. 3. 1 ∼ '99. 9. 30

5. 사용후 핵연료 이송 : '98. 6. 1 ∼ '98. 6. 30

6. 제염․해체 및 철거공사

가. 임시시설공사 : '99. 11. 1 ∼ '99. 12. 31

나. 방사선 방호설비공사 : '99.  3. 1 ∼ '99. 12. 31

다.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 '98. 11. 1 ∼ '99.  4. 30

라. 제염․해체 사전정비작업 : '99.  5. 1 ∼ '99. 10. 31

마. 연구로 2호기 : '99. 11. 1 ∼ '00. 12. 31 

바. 연구로 1호기 : '01. 6. 1 ∼ '02. 6. 30

사. 부속시설 : '01. 1. 1 ∼ '01. 9. 30

(동위원소 생산시설, 실험실, 핫셀 등)

아. 주변시설 : '02. 7. 1 ∼ '02. 12. 31

(자연증발시설, 폐기물저장시설, Stack 등)

7. 부지복원 : '02. 7. 1 ∼ '02. 12. 31

8. 방사선 관리 : '97. 1. 1 ∼ '08. 12. 31

9. 실증연구 : '97. 1. 1 ∼ '02. 12. 31

10. 폐기물처리, 포장, 관리 : '99. 1. 1 ∼ '07. 12. 31

11. 폐기물 이송 (처분장) : '08. 1. 1 ∼ '08.  6. 31

12. 원자로실 제염 및 반환 : '08. 1. 1 ∼ '08. 12. 31

     13. 기념관화 사업 (한전)            :       ‘0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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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1.1-1 환기설비

[질의] 현 환기설비의 설계사양과 보수방법 및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

리고, 현 환기설비가 해체시 충분한 환기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현 환기설비의 설계사양

1) 연구로 1호기

환기

계통

팬용량

(CMH)
필터구성 환기구역

E-1 8,800 PRE+HEPA 원자로실

E-2 2,800 PRE+HEPA 선원저장실, 제염실, 운전실, 

복도

E-1 1,120 PRE+HEPA 방사화학실험실

2) 연구로 2호기

환기

계통

팬용량

(CMH)
필터구성 환기구역

F-1 3,000 PRE+HEPA Hot 실험실 및 실내 흄후드

F-2 4,000 PRE+HEPA
칭량실, 준비실 #1 및 #2, 폐기

물 저장고 및 실내 흄후드

F-3(A) 4,760 PRE+HEPA 핫셀룸

F-3(B) 3,000 PRE+HEPA 납셀룸(제조실 #1 및 #2)

F-3(C) 4,000 PRE+HEPA+활성탄 납셀(8개)내 배기

F-4 4,760 PRE+HEPA 빔포트, 공기이송장치

F-5 3,000 PRE+HEPA 콘크리트 핫셀내

F-6(A) 4,000 PRE+HEPA 구 원자로실 배기

F-6(B) 4,760 PRE+HEPA 구 원자로실 배기

F-7 3,000 PRE+HEPA+활성탄 납셀(2개)내 배기

F-8 1,900 PRE+HEPA
Hot 실험실의 공기이송장치

Hood

F-9 23,000 PRE+HEPA 원자로실 배기 (정상운전시)

F-10 23,000 PRE+HEPA+활성탄 원자로실 배기 (사고시)

AH-3 8,000 PRE+HEPA 원자로실 환기 (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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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방법 및 건전성 확인방법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원자로실 환기설비는 원자로의 운전정지후에도 기존의 

운전 및 유지/보수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전 및 유지되어 왔다.  해체공사시

에도 물론 기존의 절차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다.  환기설비의 건전성확인은 배기

팬의 배기량 및 필터의 차압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환기능력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해체공사시에는 기존의 환기설비를 최대한 이용하며 

국부적인 오염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식 임시환기설비를 설치한다.  현

재의 해체방식을 고려할 경우 공기오염을 발생할 가능성은 원자로수조의 콘크리

트 차폐체를 해체할 경우가 가장 크다.  이 공사시에는 임시격납설비 및 임시환

기설비를 설치하며 배기는 원자로실의 배기계통을 통해 스택으로 배출하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기존 환기시설의 환기능력은 이 경우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환기능력

임시격납설비의 배기량 (3AC/hr 기준) :  14.3m×22m×7m=2,200㎥×3회/시간

= 6,600CMH → 원자로실의 환기용량은 배기용량기준으로 23,000CMH이므로 

충분한 환기능력을 갖고 있음.

2)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 환기능력

임시격납설비의 배기량 (3AC/hr 기준) :  11m×17m×7m=1,300㎥×3회/시간

= 3,900CMH → 원자로실의 환기용량은 배기용량기준으로 8,800CMH이므로 

충분한 환기능력을 갖고 있음.



- 194 -

I-5.1.1-2 환기설비

[질의] 임시격납설비와 이동식 환기설비의 설계사양과 운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임시격납설비의 설계사양

(첨부 1 및 첨부 2의 도면 참조. 단, 본 자료는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크기

•연구로 1호기용 : 11.0m(폭) ×17m(길이)×7m(높이)

•연구로 2호기용 : 14.3m(폭) ×22m(길이)×7m(높이)

2) 판넬 재질 : GRP(Glassfiber Reinforced Polyester) 판넬 또는 일반건축용 격납

판넬

3) 부대설비

•천정도어 (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블록의 반출용)

•작업자 출입도어

•기기반출입도어

•조명설비

•이동식 임시환기설비

2. 이동식 환기설비의 설계사양

1) 배기용량

•연구로 1호기용 : 3,900CMH

•연구로 2호기용 : 6,600CMH

2) 배기필터 : 1단의 HEPA 필터

3) 배기 배출구 : 원자로실 배기구

3. 운 절차 및 방법

임시격납설비와 이동식 환기설비의 운 절차 및 방법은 해체공사를 위한 계약자 

선정후 시공사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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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1.2/3-1전기설비 및 조명설비

[질의] 해체공사시 이용할 각종 유압도구, 그라인더, 스카블링기기, 드릴과 같은 기기, 도구 

및 추가 설치될 조명설비를 고려한 케이블, 변압기 및 차단기(Breaker)의 설치계획

과 해체공사시 이용될 총 전기기기 부하량에 부합됨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공사시의 전원공급은 해체공사 시공자에 의해 계획, 설치될 예정이며 연구로 1

호기 및 연구로 2호기의 기존의 전원공급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연구로 2호기만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1. 전기공급계통 용량

연구로 2호기의 전기공급계통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첨부 도면 참조)

Transformer Main Specification Used

Transformer "1" 1φ 100 kVA, 3.3-6.9/105 V 일반전등

Transformer "2" 1φ 100 kVA, 3.3-6.9/110 V 원자로실 전열

Transformer "3" 1φ 100 kVA, 3.3-6.9/115 V 물리실 전열

Transformer "4" 3φ 50 kVA, 3.3-6.9/220 V 방사화학실 전열

Transformer "5", 
"7"

1φ 75 kVA, 3.3-6.9/110 V 3대 공기조화 및 원자로실 동력

Transformer "8" 3φ 150 kVA, 3.3-6.9/220 V 일반동력

Transformer "9" 3φ 50 kVA, 3.3-6.9/220 V 사용하지 않음

T r a n s f o r m e r 
"10"

1φ 10 kVA, 3.3-6.9/110 V 사용하지 않음

이중 일반전등과 공기조화 및 원자로실 동력을 위한 변압기(Transformer "1" 및 

"5")의 일부는 계속사용해야 하므로 나머지 변압기를 해체공사를 위한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기기 부하량 산정

해체공사 착수시 각종 해체기기 및 조명 등을 포함한 전기기기에 대한 총부하량

이 산정되고, 현 시설의 전기시설 용량과 비교평가하여 용량이 모자랄시에는 외

부로 부터 추가적인 전기공급설비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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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단계별로 사용되는 기기가 다르므로 최대의 전기부하가 소요되는 시점

의 전기부하량을 기준으로 전원공급시설의 용량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대 부하량은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제거작업시일 것으로 예상

되며 주된 전기기기는 임시조명시설, 환기설비, 콘크리트 해체장비 등이다.  환기

설비의 용량은 연구로 1호기의 경우 2.2 kW, 연구로 2호기의 경우 3.7kW 정도로 

예상되며 기타 콘크리트 해체장비는 주로 유압기기로서 유압기기의 유체를 가압

하기위한 가압기기는 전동 모터 또는 일반 엔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시

조명시설은 기존의 조명시설을 위한 전원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체공사

시 기존의 전원공급시설로도 충분한 용량을 공급할 수 있다.

3. 기기설치계획

해체공사 장비에 필요한 전기케이블, 변압기 및 차단기 등의 전기기기는 시공자

에 의해 해체공사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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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1.4-1 소화설비

[질의]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저장소로 이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폐기물 저장소의 화재 경보 계통에 Fire load를 고려하여, 관련 요

건을 만족하는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이 적절히 설치됨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은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이

송되기전까지 임시저장을 위한 저장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내부의 모든 설비들을 제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때 원자로실내의 모든 가연성 물질들이 제거되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없게된다.

       뿐만아니라 방사성고체폐기물이 원자로실에 저장되는 동안 철제용기 내에 폐 포

장된 상태에 있으므로 화재발생 요인이 없게된다.

     

       그러나 폐기물 저장기간동안 만약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연구로 운 시 설치된 연

기감지기 (9개소)를 계속 운 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소방법규의 경보설비 요건 

(11개소)에 비해 부족하나, 원자로실내의 저장되는 폐기물들이 대부분 비가연성 물

질들이며, 가연성 물질들도 철제용기 내에 포장되어 있어 발화의 가능성은 없으므

로 현재의 감지기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소화설비로는 옥내소화전 설비와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비치하도록 

소방법규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구역에서는 소화전

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소화전설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소에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에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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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1 제염활동

[질의] 해체 대상에 따른 해체작업시 제염 대상에 따른 제염설비 및 제염방법을 제시하시

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5.2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2차폐기물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제염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된 기기나 설비는 모두 방사성폐

기물로 처리한다.  다만 시설의 표면의 오염이나 간단한 제염으로 비방사성물질로 

처리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염에 국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예상되는 제염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콘크리트 표면의 제염

대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의 제염은 콘크리트 마감재를 벗겨내거나 표면은 걸레등

으로 문질러 제염하고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 오염에 대해서는 Scabbling 방법

을 사용하여 제염한다.

2. 소규모 배관

오염된 소규모 배관은 절단하여 모두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한다.

3. 실험대 또는 Fume Hood

표면을 제염걸레로 닦아낸다.

4. 스틸표면의 제염

조사물질 저장공의 내부 표면이나 빔포트플러그 저장랙의 내부 표면과 같이 스

틸로 이루어진 표면의 제염에는 제염액을 사용하여 제염걸레로 문질러 제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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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1 해체활동

[질의] 해체활동/작업 각 단계별로 적용될 금속기기 절단공정, 콘크리트 제거공정 및 원격

조작공정 등의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작업시 위험도 고려사항 및 작업자 

피폭선량 예측값을 적용가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해체활동/작업 단계별 세부내용

금속기기 절단공정, 콘크리트 제거공정 및 원격조작공정 등은 원자로 관련 해체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로 1호기 및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관련 해체작업에 

포함된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구분 제    목 세부 공정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주변기기 및 

수조내 배관제거

1) 수동 유압전단기를 이용한 원자로수조내의 비고

정 알루미늄 배관의 절단

2) 연료취급장비를 이용한 흑연모의연료의 제거

2) 연료저장랙 고정볼트의 제거

회전시료조사대(RSR) 

제거

1) RSR의 인양러그에 인양와이어의 연결

2) 원격 유압전단기 및 설치기둥을 이용하여 RSR

에 연결되어 있는 구동관, 시료이송관, 공기주입

관 등의 절단

3) 소켓렌치를 이용하여 RSR 안내핀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볼트의 제거

4) 원자로실 크레인을 이용하여 RSR 차폐용기 뚜

껑을 닫음

원자로심 제거 1) Central Thimble의 상부튜브를 고정하고 있는 

Weatherhead 너트의 제거 및 수동 유압전단기

를 이용한 튜브의 절단

2) 수동 유압전단기를 이용하여 Ion/Fission 

Chamber를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의 절단

3) 연료취급장비를 이용한 흑연모의연료의 제거

4) 노심지지챤넬 및 Water Diffuser Pipe를 노심브

릿지로 부터 분리

5) 분리된 노심을 Cradle에 담아 수조로 부터 인출

원자로 수조수 배수 해당 공정 없음

Thermal Column 제거 1) 흑연취급장비를 이용한 흑연블록의 제거

원자로 수조수 냉각 

및 정화계통 제거

1) 냉각 및 정화계통 배관의 절단

2) 열교환기 헤드 및 튜브의 분리

조사관, 브릿지 및 

이끔관 제거

1) 이끔관의 연결부위 분리

2) 원자로수조내의 고정 배관 및 배관지지구조물의 

절단 또는 제거

3) 조사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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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제    목 세부 공정

연구로

2호기

원자로수조 콘크리트 

및 빔튜브 제거
1) 콘크리트의 방사화 분석을 위한 콘크리트 코아 

시료의 채취

2) 드릴링/버스팅 (Drilling/Bursting) 방식을 이용

한 비방사화/방사화 콘크리트의 제거

3) 빔튜브의 절단 및 제거

4) 차폐판의 제거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주변기기 및 

수조내 배관 제거

1) 수동 유압전단기를 이용한 원자로수조내의 비고

정 알루미늄 배관의 절단

2) 연료저장랙 고정볼트의 제거

회전시료조사대 분해 1) RSR 차폐용기내의 RSR을 꺼내 실험수조에 안

치

2) RSR 분해장비의 설치

3) RSR 절단 및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의 분리

4) 중준위폐기물의 수집 및 포장

5) 중준위폐기물을 TIF 캐스크에 수납하여 실험수

조로 부터 반출

수조수 배수 해당 공정 없음

Thermal Column 제거 1) 흑연취급장비를 이용한 흑연블록의 제거

원자로심 제거 1) Long Reach Box Spanner를 이용하여 스테인

레스 스틸 벨로우즈를 고정하고 있는 클램프의 

제거

2) 노심으로 부터 벨로우즈의 제거

3) Long Reach Tool을 이용하여 체인슬링을 노심

반사체의 인양러그에 체결

4) Long Reach Tool에 설치된 유압전단기를 이용

하여 노심반사체 지지대를 고정하고 있는 받침

대의 절단

5) 노심 반사체 및 노심의 인출

6) 벨로우즈 및 클램프의 포장 및 인출

원자로 냉각계통 제거 1) 냉각계통 배관의 절단

2) 열교환기 헤드 및 튜브의 분리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및 빔튜브 제거

1) 콘크리트의 방사화 분석을 위한 콘크리트 코아 

시료의 채취

2) 드릴링/버스팅 (Drilling/Bursting) 방식을 이용

한 비방사화/방사화 콘크리트의 제거

3) 빔튜브의 절단 및 제거

2. 위험도 고려사항

1)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의 작업으로 작업자나 물체가 원자로 수조로 추락할 위

험을 방지해야 함.

2) 원자로수조내 배관의 제거작업시 배관이 예상치못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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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선량율이 높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야 함

3) 조사관의 제거시 조사관내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선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량율 측정 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모든 선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해야

함.

4) 원자로 수조수내에서 기기를 인출할 때 수조수를 벗어나기 전에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필요시 국부적인 차폐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의 과피폭을 예방하여

야 함

5) Thermal Column 또는 연구로 1호기 노심반사체의 제거작업시 흑연에 의한 

공기오염을 방지해야하며 항상 공기오염을 감시해야함.

6) 원자로수조의 차폐콘크리트의 제거시 방사화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전에 임시격

납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 분진의 확산을 방지해야함.

7) 중준위폐기물을 담고 있는 RSR 차폐용기나 TIF 캐스크의 취급시에는 인양도

중 추락하지 않도록 크레인을 사전 점검해야 함

3. 피폭선량 예측값

각 작업에 따른 작업자 피폭선량 예측값은 해체계획서 제7장의 <표 7-2>에 상

세히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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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1-1 준비활동

[질의] 연구로 해체활동의 사전준비활동으로 그림4-2에서는 연구로 2호기의 실제 해체작업

이전에 임시시설공사, 방사선방호설비공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제염, 해체 사

전정비작업을 약 6∼9개월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활동에 대한 세부내

용을 기술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공사 계약자가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연구소가 수행하는 준비작업의 세부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내 분산되어 있는 실험기자재 등의 이송

2)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핫셀 내부 동위원소 이송

3) 방사선방호설비 공사

•지역방사선 감시기 설치

•굴뚝감시기 설치

•공기오염감시기 설치

4) 출입관리시설 설치

•출입통제설비

•갱의실

•샤워실

•손발오염감시기

5)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자연증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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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2-1 연구로 2호기 원자로 해체

[질의] 원자로심 해체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차폐를 한다고 했는데, 차폐가 필요할 경우

의 차폐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심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어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며 

취급시에도 별다른 차폐설비없이 접촉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노심 

Shroud가 상부 Shroud 및 하부 Shroud의 두부분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 두부분의 

접합부는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에 의해 체결되어 있으며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

판의 설치를 위한 안내핀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어 약간 방사화되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노심 Shroud 주위에는 회전시료조사대가 설치되어 있어 

노심 Shroud 자체로 부터의 선량율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해체공사시 회전시

료조사대를 제거하고 난 후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노심이 저준위페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취급 및 저준위폐기물저장용기에 포장시 용기표면에서의 표면

선량율이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선량율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폐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1. 저준위폐기물저장용기의 차폐

노심을 저장용기의 중앙위치에 고정시키고, 용기 외부에서의 표면선량율이 법적

요건보다 높을 경우에는 용기내 벽면에 적절한 차폐체를 설치한다.

2. 취급시의 차폐방안

선량율이 높을 경우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취급하며, 작업

자의 방호를 위해 납치마 착용과 적절한 이동용 차폐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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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2-2 연구로 2호기 원자로 해체

[질의] 본 해체보고서의 5.3.2.17 등 여러 부분에서는 규제면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로 처

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면제는 현행 법령상의 규정에 의거하

여 수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과학기술부고시 제 97-17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동 고시 제6조(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및 제7조(자체처

분 절차서)의 준수가 요구된다.  규제면제 대상폐기물에 기타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

도록 분리 저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와 관련한 자체처분 절차서의 작성/

시행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규제면제폐기물은 과기부 고시 제97-17호 규정를 근거로 하여 자체처분절차서를 소

내 규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규제면제페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외

의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여 수거하며 방사성폐기물과는 구분하여 취급/저장할 계획

이다.  또한 규제면제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

리한다.

해체공사 완료후 규제면제 폐기물은 원자력연구소 본소(대전)으로 이송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잔류핵종이 완전히 붕괴되어 자연준위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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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5-1 주변시설의 해체

[질의] 주변시설 해체시 바람이나 우수에 의한 오염확산 방지대책과 관리구역 설정 및 운

방안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주변시설은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건물내 시설

          •구 방사성액체폐기물 저장시설

•이온교환 수지재생시설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방사성고체폐기물 저장시설

•자연증발시설

•샤워/세탁폐액 저장조

2) 옥외시설

•방사성액체폐기물 저장탱크

•희석방류조

건물내 시설은 바람 및 우수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필요없으며 단지 건물내를 방사

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임시출입통제설비, 갱의실, 이동식 간이오염샤

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옥외시설은 옥외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설비로서 해체공사시 외기와 직접 접

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해체시에는 바람 및 우수에 대한 대책으

로서 임시텐트를 주위에 설치한다.  또한 주변에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내부를 방

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임시출입통제설비, 갱의실, 이동식 간이오염샤

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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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6-1 환기시설의 해체

[질의] 환기계통은 마지막에 해체되는데, 환기계통 해체시 오염확산 방지대책, 제염방법 및 

감용처리 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오염확산 방지대책 및 제염방법

인입덕트는 오염되지 않았으며 배기덕트는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배기필터

에 대한 오염정도 및 핵종분석을 수행한다.  배기필터의 오염은 배기덕트의 오염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기덕트내의 오염여부의 검사는 해체공사시 배기덕트를 

해체하면서 수행한다.  오염된 배기덕트는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단 

또는 분리된 양쪽면을 폴리에틸렌 커버를 씌우며 제거된 필터는 폴리에틸렌 백

으로 포장한 후 처리한다.  

2. 감용처리방법

          

          ∘제거된 덕트 내부에 대하여 오염검사후 제염제를 사용하여 쉽게 제염이 가능  

  한 경우에는 규제면제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때까지   

  제염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줄인다. 

           

           ∘완전히 오염되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 덕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압축하여  

   부피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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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1 비상계획

[질의] 해체공사 계약자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사태절차서를 작성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상조직 및 장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때, 본 절차서는 해체공사 계약자보다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상사태절차서는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성일정을 제시하시고, 작성 완료후 제출하시오.

(1) 비상사태의 통제

(2) 부지, 작업자 및 대중의 피해 최소화

(3) 장비파손의 경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비상사태 절차서는 해체공사 착수전에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99년 말까지 제출하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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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1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

[질의] 해체작업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예상량, 발생률 및 발생최소화방안 등을 제

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주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예상량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보수

적으로 평가한 발생예상량은 해체계획서 제6장(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포장, 운송 및 

처분)의 <표 6-1>∼<표 6-6>에 기술되어 있다.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률

본 연구로 해체공사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이루어지고, 본 연구로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률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최소화 방안

• 폐기물 분류시 세 한 작업 수행과 방사선/능 측정으로 규제면제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

• 제염시 물의 사용을 배제하므로서 불필요한 액체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다.

• 제염제를 사용하여 쉽게 제염이 가능할 경우에만 표면제염을 수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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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1-1 방사성 액체폐기물

[질의] 콘크리트 제거 작업시 사용되는 냉각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

으나, 표 6-2에서는 그 발생량을 0 (거의 발생하지 않음)으로 기재하고 있다.  동 

냉각수 사용 예상량, 오염에 대한 감시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원자로 수조의 콘크리트 차폐구조물은 코아시료 채취시 및 유압팽창기를 이용한 제거

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냉각수가 사용된다.  드릴작업시 사용되는 냉각수

는 수집하여 재순환시켜 사용하며(설비 개략도는 첨부 Fig. 1 참조), 따라서 냉각수 소

요량은 매우 적은 양으로서 전체 액체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의 양이다.  사용후 냉각수는 오염도를 측정한후 슬러지는 고화처리하고 폐액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이온교환처리 또는 자연증발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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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2-1 방사성 고체폐기물

[질의] 본 해체보고서의 6.1.2 등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의 노심 및 조사설비의 경우 운전정

지 기간동안 붕괴되어 저준위폐기물로 고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

함된 성분을 고려할 경우, C0-60 및 Fe-55 등 반감기가 각각 5.263년 및 2.6년인 

핵종 등이 재질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Moghissi & Godbee의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p506 참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해체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분류는 실측 데

이터를 토대로 이루어 질 것임을 본 해체계획서에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알루미늄 재질의 노심 및 조사설비가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

국 URR(Universities Research Reactor) 및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의 

연구로 해체시 노심내 알루미늄 재질의 기기들은 모두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었으

며, 미국 Texas 대학의 연구로 해체시에도 노심내 모든 기기들이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과거 해외의 연구로 해체경험에 비추어 볼때 노심내 알루미늄 

재질의 기기들이 중준위 이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로 해체시에는 노심내 모든 기기들에 대하여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저준위폐기물임

을 확인한 후 저준위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상기 연구로들내 알루미늄 

재질의 기기에 대한 방사능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URR(300kW)-OLD CONTROL BLADES(알루미늄)에 대한 감마스펙트럼 분석

Co-60 : 801 ± 9 Bq/g

② ICI(250kW) - 노심반사체의 알루미늄 피복재에 대한 감마스펙트럼 분석

Co-57 : 120 ± 42 Bq/g

Co-60 : 13,630 ± 370 Bq/g

Zn-65 : 1,680 ± 520 Bq/g

③ Univ. of Texas Triga Reactor

- Shutdown Inventory of Radionuclides in Neutron-Activated 5052 Al Liner

  (Floor, Calculated)

Mn-54 : 2.3 E-4 μCi/cm
3

Fe-55 : 1.6 E-2 μCi/cm
3

Co-60 : 8.0 E-6 μCi/cm
3

Ni-63 : 2.0 E-6 μCi/cm
3

Zn-65 : 1.7 E-2 μCi/cm
3



- 212 -

(2) 실측데이터를 토대로한 폐기물 분류 명시

해체계획서의 3.2.2.2절(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에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하겠음.

<수정전>

3.2.2.2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

또한, 고체폐기물은 ......., <표 3-3>과 같은 해체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저

장 및 처리한다.

<수정후>

3.2.2.2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

또한, 고체폐기물은 ......., <표 3-3>과 같은 해체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저

장 및 처리하며, 폐기물 분류는 실측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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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1 액체폐기물 처리, 포장, 운송 및 처분

[질의] 오염폐액 처리에 사용되는 막분리 설비의 설계사양 및 운 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설계사양

첨부된 기술사양서(샤워/세탁폐액 처리설비) 참조

(2) 운 방법

샤워/세탁폐액 저장조의 폐액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면 막분리 

설비로 처리한다.  막분리 처리후 정제폐액은 방사능 분석결과에 따라 자연증발처

리하거나 하수계통으로 방류하고, 농축액은 고화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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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2 액체폐기물 처리, 포장, 운송 및 처분

[질의] 제염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제염시에는 물사용을 배제하고 제염제를 헝겊 등에 묻혀 표면을 닦아낼 것이므로, 

액체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염제를 사용한 헝겊 등은 고체폐기물로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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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2-1 액체폐기물 관리

[질의] 본 해체보고서에서는 세탁/샤워폐액 및 폐수지를 건고화 처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건고화 처리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시오.  또한 건고화된 폐기물의 저장

방안 및 추가처리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샤워/세탁폐액 및 폐수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샤워/세탁폐액

샤워/세탁폐액은 방사능 분석후, 방사능이 검출되면 막분리 처리한다.  막분리 

처리후 정제액은  방사능을 측정하여 방출하거나 자연증발 처리하고, 농축액은 

시멘트 고화시킨후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2) 폐수지

폐수지는 탈수후 시멘트 고화시켜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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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2-2 액체폐기물 관리

[질의] 해체시 액체폐기물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1) 그림 6-1에서는 2호기 원자로수조 저수량이 162.68 ton 임에 반하여, 저장용량

은 165ton (희석방류조 135 ton, 폐액저장탱크 30 ton)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작업중 세탁/샤워폐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폐액의 원활한 처리에 여유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2) 거의 모든 폐액을 처리하게될 자연증발시설은 현재 개보수중인 것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그 처리 용량은 200 ton/yr로 제시하 다.  이러한 자연증발조는 겨

울철 일조량 등에 따라 일간 처리용량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사양과 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림 3-1의 일정에 따라 

폐액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오.

(3) 또한 그림 6-1에는 2호기 원자로 수조에서 희석방류조로의 폐액 이송방법이 기

재되니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각 이송방법(임시배관, 탱크로리 등)을 그림 6-1

에 모두 명시하시오.

(4) 임시배관 사용시 유입부와 유출부의 고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사용후 임시배

관의 처리방안을 제시하시오.

(5) 임시배관의 손상이나 파손시 대책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연구로 2호기의 샤워/세탁폐액 저장조의 저장용량은 12톤이고, 연구로 1호기의 샤워

폐액 저장조의 저장용량은 2톤이다.  이들 저장용량의 80%가 채워지면, 방사능 분

석 결과에 따라 막분리 처리 또는 방류처리한다.  막분리 처리후 정제액은 정제폐

액 저장조(저장용량 : 12톤)에 수집된후, 탱크로리에 의해 액체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액저장탱크로 이송된다.(해체계획서 <그림 6-2> 참조)  즉, 정제폐액이 바로 자

연증발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폐액 저장조에 수집되므로, 샤워/세탁폐액

을 저장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샤워/세탁폐액저장조 및 정

제폐액저장조가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수를 배수할 가능

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하더라도 

저장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샤워/세탁폐액저장조와 정제폐액저장조가 동시에 채워지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정제폐액저장조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샤워/세탁폐액저장조에 저장된 폐

액을 막분리 처리한 후에만 가능한데, 정제폐액저장조가 채워진 상태에서 샤워/

세탁폐액저장조가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자연증발시설이 상당한 기간동안(약 

100일간) 운전정지 상태이어야 한다.

② 발생되는 샤워/세탁폐액중 대부분이 세탁폐액이나, 세탁은 오염된 작업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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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수행하고, 일정량 모아진후 세탁하므로, 세탁폐액이 매일 발생하지 않는

다.  설계기준상 세탁은 평균 10일에 한번정도로 예상되며, 이때 발생되는 폐액

은 1.1톤이다.  자연증발시설은 설계기준상 1일 1톤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10일

이면 10톤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증발시설의 처리용량이 샤워/세탁폐

액의 발생률 보다 훨등하므로, 샤워/세탁폐액저장조 및 정제폐액저장조가 모두 

채워진 상태를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세탁일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샤워/세탁

폐액의 저장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자연증발시설의 상세설계사양 및 운 방법, 처리용량의 타당성

① 상세설계사양

1) 시설위치 : 기존 자연증발시설 알루미늄 샤시내

2) 시설크기 : 7.75 m(L) × 3.55 m(W) × 1.8∼2.6 m (H)

3) 설계압력 : 대기압

4) 설계온도 : 상온

5) 증발면적 : 647 m
2
 (설치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증발용량 : 336 ton/yr (증발면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주요기기

∙ 폐액이송펌프 (Make-up Pump)

∙ 폐액저장조 (Storage Pool)

∙ 폐액수집조 (Sump Tray)

∙ 증발천 (Cloth)

∙ 폐액급수관(Distribution Pipe)

∙ 폐액순환펌프 (Circulation Pump)

∙ 송풍기 (Fan)

∙ 여과기 (Pump Outlet Filter - Micro Filter)

② 운 방법

• 운전기간 : 3월 ∼ 10월 (약 200일, 동절기에는 운전하지 않음)

• 운전시간 : 1일 24시간

③ 처리용량의 타당성

자연증발시설은 설계기준상 3월부터 10월까지, 약 200일 동안 운전되며, 동절기

에는 운전되지 않는다(국내 기후 조건을 고려할때, 실제적으로는 11월까지 운전 

가능).  이러한 자연증발시설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예비일정에 따

른 수조수 이송량, 자연증발처리량 및 임시저장조의 저장여유량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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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일정 2000. 2 2000. 10 2001. 9 2001. 10

수조명

(수조수량, 톤)

2호기

-원자로수조

 (162.68)

1호기

-원자로수조

 (17.75)

-실험수조

 (24.45)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26.0)

임시저장조 저장량(톤) 162.68 0 68.2 38.2

자연증발 처리량(톤) 162.68 30.0

임시저장조 여유량(톤) 2.32 165 96.8 126.8

주 1) 수조수만을 고려하 음.

2) 임시저장조 : 희석방류조(135톤) ＋ 액체폐기물처리시설 저장탱크(30톤)

3) 자연증발시설의 증발용량을 연간 200톤으로 고려하 음.

상기 비교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체일정에 따라 폐액을 자연증발처리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자연증발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에는 옥외 폐액저장탱크의 폐

액을 처리하는 등, 가능한 자연증발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다.

(3) 그림 6-1 보완 : 첨부#1과 같이 수정하겠음.

(4) 임시배관의 유입부 및 유출부의 고정성, 사용후 임시배관의 처리방안

① 수조수 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배관은 경질 PVC 파이프이며, 관련 규격

(KS)의 설치요건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② 사용후 임시배관은 철거하여 다른 해체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

이다.

(5) 임시배관의 손상이나 파손시 대책

① 수압시험

임시배관은 수조수를 이송하기 전에 수압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임시배관에 걸리는 수압은 대기압으로서(임시배관상에 차단밸브 없음), 수압시

험을 통하여 충분히 누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계속적 수조수 이송

수압시험 직후 바로 수조수 이송을 시작하며, 수조수 이송작업은 수조수를 완전

히 배수할때까지 계속적으로(수조수 이송 단계별 방사선 측정을 위한 일시 중

지 제외) 진행된다.  이는 작업중지 기간중 있을수 있는 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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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③ 관로 감시

수조수 이송중 관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만일의 누출사고시 배수펌프를 즉

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다.(만일의 누출사고시에 대비하여 이중관 등의 설치

는 수조수의 방사능 위험도(아래 ④ 참조) 및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때 합리적이

라고 볼 수 없다.)

④ 수조수의 방사능 위험도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수조수, 실험수조, 사용후 핵연

료 저장조의 수조수에서 알파 및 베타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분석장비의 검출

한계치 미만), 감마선의 경우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수에서 Cs-137이 극소

량 검출되었을 뿐이며, 기타 수조수에서는 감마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

로 2호기 원자로 수조수에서 검출된 Cs-137의 방사능 농도는 4.38E-7 ± 

1.2E-7 μCi/ml로서 과기부 고시 제98-12호(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에 규

정된 일반인에 대한 최대허용수중농도(3E-6 μCi/ml)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수조수들은 별도 처리없이 하수계통으로 방류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 및 국의 연구로 해체시 원자로 수조

수는 방류처리하 다.  그러나, 본 해체공사에서는 액체폐기물의 Zero-release원

칙에 따라, 모든 폐액을 자연증발처리할 예정이다.

(5) 수조수 이송과 관련한 설계가 일부 개정되어 해체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6.2.2.3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가. 희석방류조

기존 희석방류조를 … FRP Lining 처리 또는 폴리에틸렌 탱크 등을 설치한다.  

또한, 희석방류조에는 폐액 이송시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감지기 및 긴

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폐액이송펌프에는 압력스위치를 설치한다.

<수정후>

6.2.2.3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가. 희석방류조

기존 희석방류조를 … FRP로 라이닝한다.  또한, 희석방류조에는 폐액 이송시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감지기를 설치하여, 고수위 도달시 폐액이송펌

프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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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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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1 고체폐기물 처리, 포장, 운송 및 처분

[질의] 고체폐기물 발생원과 발생량을 물리적 형태별로 제시하고, 저장장소가 발생 폐기물

을 안전하게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세부 저장방안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고체폐기물 발생원 및 발생량

① 중준위 고체폐기물

중준위 고체폐기물은 노심주변의 방사화된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들로 부터 발

생되며, 예상발생량은 1.5m
3
(분리작업전)이다.  중준위 고체폐기물의 발생원은 

다음과 같다.

• 1호기 및 2호기 RSR(3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

• 1호기 및 2호기 노심 내부의 일부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

• 1호기 및 2호기 노심 주변의 일부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 및 쉬트

② 저준위 고체폐기물

저준위 고체폐기물은 대부분 원자로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실 등에서 오염된 

물체들이다.  주요 발생원들은 다음과 같으며, 물리적 형태별 예상발생량은 해

체계획서 제6장의 <표 6-6>과 같다.

• 원자로 콘크리트 차폐구조물의 방사화된 콘크리트

• 1호기 및 2호기 원자로심(흑연반사체, 격자판 등이 포함됨)

• 조사용 튜브, Ion Chamber, Fission Chamber 및 기타 수조내 배관

• 빔튜브, 빔튜브 차폐체

• Thermal Column

• 차폐문

• HEPA 필터

• 1호기 스틸 차폐판

• 콘크리트 및 납셀의 납차폐체

• 열교환기 및 1차 냉각계통 배관

• 주변시설 내외의 오염된 기자재 및 설비

• 액체폐기물 저장조 및 탱크

(2) 저장장소의 저장능력

첨부 Fig.1의 임시저장고(KRR-2 원자로실) 배치계획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m
3
 

저장용기를 원자로실내에 3단으로 적재할 경우, 318개의 용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1,272m
3
의 저장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압축성 저준위 고체폐기물의 총

예상발생량(575m
3
)의 2배 이상이다.  그러므로, 저장용기의 공극률, 크레인의 하중

용량 등을 감안하여, 저장효율을 50%로 가정하더라도, 해체폐기물을 저장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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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없다.  또한, 필요시 저장용기의 적재단수를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200리터 드럼의 경우에도, 4단 적재시 200개의 드럼을 저장할 수 있고, 이

는 40m
3
의 저장용량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압축성 폐기물(예상

발생량 : 30m
3
)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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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4-1 고체폐기물 관리

[질의]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폐기물별 특성분석, 선원항 추정법, 선원항 측정 및 분석방안 

등 기타 세부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절차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용기에 담기전에 폐기물의 핵종, 방사능양 등은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절차서에 따라 측정 및 분석되며. 방사성폐기물 분류, 포장, 취급등에 관련  

    된 사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서에 기술된다.

        이들 절차서들은 해체공사 착수전에 시공자에 의해 작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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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5-1 고체폐기물 저장

[질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해체폐기물의 임시저장 대책을 제시하시오,  이때 규제면제

폐기물의 경우 과학기술부고시 제97-19호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과는 별도로 분리 저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장 대책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작업중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저장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방사성폐

기물 관리절차서에 기술되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해체작업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준위별 저장용기(저준위 고체폐기

물 : 저준위 고체폐기물 저장용기, 중준위 고체폐기물 : TIF 캐스크)에 포장하

여 노천에 임시저장하고, 우천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설치한다.  연구로 2호기의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노천에 임시저장된 폐기물을 2호기 원자로실로 이동시켜 

저장한다.

(2) 규제면제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가 아닌 별도의 용기에 포장하여 노

천에 야적한다. 그러나 우천시를 대비하여 필요시 천막시설 또는 빈 창고를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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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5-2 고체폐기물 저장

[질의] 드럼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 표면오염도 제염목표와 관련하여 외부 표면오염

도를 측정할 때 100 ㎠에 대한 smear test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이 넓

은 경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전이율(fix-up rate) 적용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표면오염 측정은 측정기에 의한 직접측정과 Smear에 의한 간접측정이 있으며, 직접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치중 최대치로 측정된 부분을 대표로 선정하여 Smear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나, 폐기물용기 내부에는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직접법에 

의한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폐기물용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

으나 통상적으로 용기 표면에서 4 ∼ 5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음

(2) 전이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Smear 효율을 적용한다.

                        <표면의 종류에 따른 Smear 효율>

표면의 상태 표면재질 Smear 효율

 평활, 비침투성

염화비닐판

유리

스테인레스

비닐시트

표면처리한 콘크리트

0.5

 침투성
목재판

무처리 콘크리트
0.05

 *Referance : 방사성 표면오염의 측정 평가 Manual, 일본 원자력안전기술센터,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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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1-1 ALARA 개념 반

[질의] 원자로 해체작업에 대한 방사선방호의 기본방침으로 ALARA 개념을 반 하여 피

폭선량을 저감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세부작업별로 구체적인 ALARA 이행방안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요 작업에 대하여 ALARA 검토 등의 절차가 수립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을 밝히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해체공사 시에는 연구로 폐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방사선 

작업활동을 방사선작업허가서(Radiation Work Permit)에 의한 단위작업으로 분류하

여 관리하고, 이 단위 작업그룹의 잡단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체계

적인 관리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무리 적은 방사선량이라도 어떤 장해의 유발을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

여, 법적규제 및 폐로사업의 관리한계치 내에서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가능한 한 합

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원자로 폐로공사를 수행하는 단계에는 전체 집단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단위작업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폭저감화 검토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1) 작업전 검토

폐로공사시행자가 단위공사 작업절차를 수립후 시공업체, 연구소의 기술관리팀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방호에 중점을 둔 기술평가 및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예상집단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작업수행중 검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단위작업에 대한 예상피폭량과 실제누적피폭량을 비교

검토하여 실제 맨렘이 예상치보다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

하여 작업방법 및 조건을 재검토하여 작업중 문제점과 작업방법의 변경가능성

을 검토한다.

3) 작업후 검토

작업자의 과피폭이 발생한 작업에 대해 과피폭 이유와 피폭저감방안 등을 강구

하여 향후 유사작업의 작업계획시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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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2.1-1 방사선 방호대책

[질의] 주요 작업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모든 작업은 방사선안전관리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현재 운 중에 사용한 방사선

안전관리절차서 II를 보완 개정하여 해체공사시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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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2.1-2 방사선 방호대책

[질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폐로공사를 위한 방사선관리조직은 기존의 연구소 방사선관리 조직에 별도

의 폐로공사를 전담하는 방사선관리조직을 두고 필요한 추가인력을 시공업체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로 폐로공사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조직의 역할

1)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연구로 폐로공사의 방사선방호/ALARA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2) 폐로사업책임자

연구로 폐로공사의 방사선방호/ALARA활동에 관한 총괄적인 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며, 연구로 폐로공사의 방사선방호/ALARA활동과 관련한 각 관리자/감독

자의 업무범위/책임을 조정하고 할당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연구로 폐로공사의 모든 방사선관련 작업활동에 수반되는 ALARA원칙과 방사

선방호계획이 적합한가를 확인하며, 연구소 및 시공업체와 기타 방사선안전관련 

그룹과의 관계에서, 원자로 폐로공사 방사선방호그룹의 대표자 역할을 담당한

다.   시공자의 작업관련절차서, 단위공사시방서 및 방사선안전관련 각종 보고

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4) 용역업체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시공업체 소속의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계약자의 작업자에 대한 연구소 방사선방호계획 준수여부 확인

• 연구로 폐로공사에 관한 방사선정보 수집, 제공

•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연구소의 방사선안전관리조직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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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안전관리조직의 구성도

<방사선안전관리조직의 구성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폐로사업책임자

- 환경 및 방사선

  안전심의위원회

- 방사선관리실장

방사선안전책임자

방사선관리요원

 -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선안전성평가

 - 장비 관리

방사선관리요원

 - 피폭관리

 - 방사선작업관리

 - 폐기물관리

용 역 업 체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

방사선관리요원

 - 방사선량 측정

 - 표면오염도 측정

 - 공기오염도 측정

 - 환경방출량 감시

방사선관리요원

 - 출입관리

 - 방사선작업관리

 - 반출물관리

 -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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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2.2-1 방사선/능 조사계획

[질의] 방사화 정도가 심한 기기의 절단 등과 같은 작업시 고방사성 입자(Hot Particle)의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하여 고방사성 입자에 오염되었는지 여

부를 감시하고 제염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외국의 연구로 해체작업 사례에

서 고방사성 입자에 의한 오염 및 피폭의 문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으면 작업자의 

피부선량 등의 결과와 유사 사례의 방지 대책을 아울러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시설은 일반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고방사성입자의 존재 가능성이 없으며, 

본 연구로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의 방사성물질

인 회전시료조사대(RSR)내의 스테인레스 스틸부품의 해체작업은 연구로 1호기의 

실험수조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서 방사성입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며. 

연구로의 콘크리트 차폐체 제거시에도 임시격납시설을 설치하고 호흡기를 갖추고 

습식방법을 사용하여 작업예정이므로 방사성입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다.

연구로 해체공사시 방사성입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인 연구로의 방사화콘크리트 

제거작업과 Thermal Column내의 흑연블록제거작업 및 흑연분말을 포함하고 잇는 

연구로 1호기의 노심반사체 제거작업의 일반정상작업시와 사고시 예상되는 작업자 

내부피폭선량은 해체계획서 7.3에서 평가하 다.

또한 외국의 연구로 해체작업시 고방사성입자에 의한 작업자의 오염 및 피폭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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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2.4-1 방사선/능 측정기기

[질의] 방사선/능 측정 및 감시기기 (지역 감시기, 공기오염 감시기, 공기시료 채취기 등)의 

수량, 설치위치, 종류, 측정 및 감시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방사선/능 측정 및 감시기 

종  류 수량 용 도 측정범위 설치위치 비고

1. 출입/피폭관리 장비

  ․자동피폭이력계

  ․피폭선량계

  ․출입통제장치

1set

2ea

50ea
2ea

보조선량계(감마선)

및 출입통제
1μS∼10Sv 공사구역 주출입구

2. 방사능 분석장비

․저준위계수기 1set
공기/표면/수중오염

도
α and β 연구로2호기 계측실

․감마핵종분석기 1set 시료 핵종분석 γ 연구로2호기 계측실

․액체섬광계수기 1set 베타방출 핵종분석 β 대전 방관실 계측실 대전
측정

3. 방사선 측정장비

․지역방사선감시기 5set 방사선량률 연속측정 Bkg∼1Sv/h 원자로 시설내

․고준위 방사선측정기 2ea 고방사화 물질 측정 0∼500Sv/h 방사선안전관리실

․중준위 방사선측정기 2ea 방사선량률 측정 Bkg∼25Sv/h 방사선안전관리실

․저준위 방사선측정기 2ea 방사선량률 측정 Bkg∼50μSv/h 방사선안전관리실

4. 방사성오염측정기

․손발옷 오염검사기 2set 작업자 오염검사 0.1∼6500cps 공사구역 주출입구

․베타/감마오염검사기 4set 반출품 오염검사 Bkg∼66kcps 물품반출구

․알파 오염검사기 1set 작업자 오염검사 Bkg∼33kcps 방사선안전관리실

․공기시료채집기 2set 공기시료채취 0∼120LPM 방사선안전관리실

․실내공기오염감시기 1set 공기오염연속감시 PIG monitor 원자로실

․굴뚝공기감시기 1set 환경방출감시 2∼10
6
Bq/m

3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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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로 1,2 호기 방사선장호설비 및 방사선/능 측정 및 감시기 설치 위치도

<그림1. 연구로 1호기 >

  

  <그림2. 연구로 2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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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2.6-1 교육훈련 및 사고대책

[질의] 종사자 지정 및 유지를 위한 교육대상, 교육․훈련 과목과 교육시간, 교육기관, 평

가방법 등이 포함된 방사선방호 훈련계획(과기부고시 97-11호 의거)을 제시하고 

Mock-up 시설계획과 도면, 모의훈련 시행 계획, 해체를 위한 특수 교육훈련 계획

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폐로공사 참여작업자에게 충분한 방사선안전관리 지식을 주입하여, 방사선

피폭 및 오염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

정이다.

1. 종사자 교육

원자력법규에서 요구하는 방사선구역내에 종사하는 자의 지정 및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은 연구로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자격을 갖춘 작업자를 선임하여 연

구소의 승인을 받아 해체공사에 참여토록 한다.  

   2. 방사선 작업자 기술교육

시공업체 강사는 하도업체를 포함한 모든 방사선구역 작업자에게 방사선 작업자 기

술교육을 실시한다.   방사선 작업자 기술교육 내용은 연구로 폐로공사의 개요와 

특성, 특정시설 및 기기 사용절차, 호흡방호장구, 방사물 발생 감용, 제염훈련(방법, 

절차 포함) 및 비상사태 대응절차 등이며, 방사선 작업자 기술교육의 세부계획은 시

공업체가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3. Mock-up 시설 및 모의시험 및 특수교육 훈련계획

연구로 해체공사는 모두 일반적인 기계공구를 이용하여 해체예정이고, 가장 방사화

된 회전시료조사대의 해체작업도 수조내에서 수행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해체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Mock-up 시설 및 모의시험훈련은 필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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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3-1 방사선 안전성 평가

[질의] 실제 연구로 1,2호기 원자로해체작업의 수행시 5.3.2.1 “해체준비작업”에서 최종 

5.3.6 “환기시설의 해체”까지 각 해체단계별 소요시간, 작업종류별 예상선량률, 작업

자의 예상방사선피폭과 집단선량 예측치 평가에 적용한 가정을 설명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일반작업시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 평가시 사용된 각 해체단계별 작업자수 및 작

업시간은 Triga 연구로의 해체설계 및 공사경험이 있는 본 연구로 폐로설계의 해

외기술자가 연구로 및 전체시설의 규모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작업시간을 산출한 

것이며, 작업종류별 예상선량률은 초기 방사선/능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추정하

여 산출한 것임.  해체계획서의 <표7-2>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대부분의 작업지

역에서의 일반적인 방사선량률은 주변방사선 수준인 0.1∼0.3 μSv/h이나, 해체공

사중에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이 노출됨에 따른 방사선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주변방

사선 준위를 1∼2 μSv/h를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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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3.1-1 안전성 평가기준

[질의] 작업자의 수정체 등가선량 관리목표치를 과기부고시 98-12호 “방사선량 등을 정하

는 기준”내에서 정하여 제시하고 일반작업시와 사고시 등에 대해 나안(裸眼)의 작

업자의 수정체 예상 등가선량을 평가하고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

한 작업자 보호 대책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폐로사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수정체 등가선량 한도

는 국내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50 mSv를 넘지 않도록 목표치를 설정하

여 관리할 계획이다.

2. 본 공사에서는 특별히 작업자의 수정체만 피폭되는 해체작업공정이 없으며, 분

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자가 방호복, 전면마스크, 이동형 차

폐체 등의 방호용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체만 피폭될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대부분의 실제 방사선작업 수행시 피폭선량평가는 전신에 대한 평가만 수행되

며, 전신에 대한 유효선량한도 이하를 만족시킴으로써 수정체에 대한 등가선량

이 만족되는 것임.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업별 피폭선량평가에서와 같이 작업자

의 외부피폭선량은 매우 낮은 피폭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정체에 대한 예상 

등가선량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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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3.2-1 일반 작업시 피폭선량평가

[질의] 내부피폭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 요원이 공기시료 채취기

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고 필요시 방호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기술

하고 있는데, 실제 작업후 내부피폭의 의심이 있을 경우 내부피폭평가는 어떠한 방

법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공사중 부유선원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은 작업자의 내부피폭의 유무

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요원은 공기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

취 분석하고 필요시 작업자에게 방호마스크의 착용을 지시하여 내부피폭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실제 작업후 심각한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발생시에는 대전 

원자력연구소내의 전신계측기(Whole Body Counter)를 이용하여 내부피폭량을 평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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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3.2-2 일반 작업시 피폭선량평가

[질의] 사고시 작업자 위험도 평가에서 제염 작업시 가연성폐기물의 화재에 의한 위험도와 

고방사성 오염자재의 우발적인 절단에 의한 위험도를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평

가한 결과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가연성폐기물의 화재에 의한 위험도는 해체계획서 3장의 해체기본원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로 해체공사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해체설계기술자, 연구

로 운 경험자 및 규제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각의 해체공정에 대한 위험

도 및 작업성평가(HAZOP)를 수행한 결과, 제염작업시 그라인더 또는 스파크를 발

생시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 으며, 원자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해체작업구역으로 반입되는 모든 발화원들은 

작업허가서(RWP)상에 규명하여 화재원의 반입시 화재감시원을 두는 등의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예방할 예정이다.

고방사성 오염자재의 우발적인 절단에 의한 위험도 평가는 본 연구로 해체대상 시

설은 거의 대부분 낮은 오염도 및 저방사화물질로 구분되어 저준위고체폐기물로 처

리예정이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 회전시료조사대의 스테인

레스 스틸부품은 모든 절단작업이 수조내에서 행하여지므로 우발적인 절단에 의한 

위험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해체공정에 대한 

위험도 및 작업성 검토(HAZOP)결과 방사학적인 장해가 유발되는 가능성이 있는 4

가지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부록, “방사선 위험도 분석보고서”에서 평

가하 다.



- 241 -

I-7.3.3-1 사고해석 및 사고시 작업자 피폭선량평가

[질의] 사고해석 및 사고시 작업자피폭선량 평가에서 피폭임계치(Threshold Dose)가 언급

되어 있으나 동 피폭임계치의 설정근거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20 mSv의 피폭임계치(Threshold Dose)는 ICRP에서 권고하는 작업자에 대한 연간섭

취한도(ALI)로부터 유도된 값이다.  이 값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상 작업시 작업

자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한도이지만, 사고시에는 심각한 수준의 피폭선량을 의미한

다(즉 사고시 1회 피폭으로 연간선량한도을 초과함을 의미).  이것은 법적인 연간선

량한도가 50 mSv임을 고려할때, 매우 보수적이다.

2 mSv의 피폭임계치(Threshold Dose)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0%로 설정된 것이

다.  이러한 정도의 방사선을 피폭 받았을 경우 어떠한 법적 규제치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방사선 안전계통의 제어상실(loss of control)을 의미하므로, 이 값은 

안전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하한치 선량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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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품질보증계획

[질의] 각 항목의 업무에 대한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질의 Ⅰ-9.1.1-1 ∼ Ⅰ-9.3-1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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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1 조직

[질의] 품질보증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에 “품질문제의 제기,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의 제시,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부적합 사항이나 불만족사항 또는 결함사항

에 대한 적절한 처리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음 단계로의 작업진행, 인도, 설치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3절(품질보증책임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1.3 품질보증책임자

연구로 해체사업조직의 … 사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원가와 일정계획으

로 … 유지하며, 해당법규, 규격, 표준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대한 준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진도에 …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정후>

9.1.1.3 품질보증책임자

연구로 해체사업조직의 … 사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원가와 일정계획으

로 … 유지하며, 부적합 사항 또는 결함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결정이 나올때까

지 작업진도에 …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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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2 조직

[질의] 위임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폐로사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 의해 타조직 또는 외부 조직에 위

임할 수 있으나, 그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가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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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3 조직

[질의] 조직표에 따라 별도의 품질보증조직을 구성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질보증실을 활

용하여 수행할 것인지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사업조직의 규모가 방대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구소 품질보증실 조직을 이용

하여 과제참여 형식으로 수행할 예정임.

(2) 해체계획서의 그림 4-1를 첨부와 같이 수정할 예정임.

(사업책임자와 품질보증 요원과의 연결선을 ‘실선’에서 ‘점선’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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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1 품질보증계획

[질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스케줄에 부합되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2.1절(방침) 및 9.1.2.3절(사업품질보증계획서)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2.1 방침

품질보증계획은 국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 책임 및 수행지침을 기술

하며 검사자 또는 감사자는 …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

        9.1.2.3  사업품질보증계획서

<수정후>

9.1.2.1 방침

품질보증계획은 규제요건에 따라 … 책임 및 수행지침을 기술하며 검사자 또는 

감사자는 …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에 부합

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

        9.1.2.3  사업품질보증계획서

           상기 절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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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2 품질보증계획

[질의] 적용대상 업무(제염, 해체후 관리) 및 품목, 기술적 특성 및 업무의 요도에 다른 분

류내용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품질보증계획은 해체설계, 제염, 방사선관리, 해체후 보관관리 등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해체관련 업무에 적용하나 시설 안전관리 등 품질에 향이 없는 업무, 

구설치시설이 아닌 임시 설치시설이나 Catalog 제품 및 장비,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저장용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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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3 품질보증계획

[질의] 계약자(설계업자,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2.3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2.3 사업품질보증계획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된다.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는 …, 품질에 관련된 업무는 본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

<수정후>

9.1.2.3 사업품질보증계획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된다.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는 …, 품질에 관련된 업무는 본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

           상기 절을 삭제하고

        9.1.2  품질보증계획

           상기 절에 아래 내용을 추가

폐로사업 관련 계약자(설계업체,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계약서의 품질

보증요건, 원자력 법령 및 기준, 본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고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품질보증계획은 적절히 관리된 조건하에서 품질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적절히 관리된 조건에는 적절한 장비의 사용, 환경조건 및 선결요건

들이 만족되어야 하며, 특수한 장비, 환경조건, 기능 또는 공정이 요구될 경우에

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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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4 품질보증계획

[질의] 품질보증계획에는 관리된 조건하에서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

하는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질의 I-9.1.2-3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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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5 품질보증계획

[질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절차서를 제시하시

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2.4절(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2.4 교육훈련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 및 경력요구사항을 … 수행하는 업무

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보증감사원 및 … 기록은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수정후>

9.1.2.4 교육훈련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에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자가 투입되어

야 한다.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보증감사원 및 … 기록은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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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2-6 품질보증계획

[질의]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에는 품질보증계획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절차서의 평가도 포함되므로 “품질보증계획서 평가”를 “품질보증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의 범위도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2.5절(품질보증계획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2.5 품질보증계획서의 평가

사업품질보증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하며, …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후>

9.1.2.5 품질보증계획의 평가

사업품질보증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하며, … 이러한 사항은 사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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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3-1 설계관리

[질의] 설계를 설계업체에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소가 설계업체를 관리하는 방안

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3절(설계관리)을 아래과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3 설계관리

설계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관리 및 확인되어야 한다. … 현장설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은 … 동등한 관리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수정후>

9.1.3 설계관리

설계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관리 및 확인되어야 한다. … 현장설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은 … 동등한 관리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설계는 설계용역업체에 의해 수행되며, 연구소는 품질감사 등 품질확인업무

를 통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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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3-2 설계관리

[질의] 입력자료의 선정이 책임 설계조직에 의해 검토 및 승인 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

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3.1절(설계입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3.1 설계입력

설계부서에서는 설계입력사항 즉, 설계기본, 작업수행상의 요구조건, 규제사항, 

규격 및 표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입력은 … 제때에 공급되어야 한다.  승인된 

설계입력을 … 서류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수정후>

9.1.3.1 설계입력

설계부서에서는 설계입력사항 즉, 설계기본, 작업수행상의 요구조건, 규제요건, 

규격 및 표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입력은 … 제때에 공급되어야 한다.  설계입

력사항은 책임 설계조직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된다.  승인된 설계입력을 … 서류

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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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4-1 구매서류관리

[질의] 규제사항, 규제요건 및 국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규제요건’으로 통일하겠음.(질의 I-9.1.2-1 및 I-9.1.3-2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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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4-2 구매서류관리

[질의] 구매서류 및 계약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4절(구매서류관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4 구매서류 관리

적절한 품질을 … 다음사항이 반 되어야 한다.

1) 역무범위

…

7) 예비 및 대체부품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에 전달되는 …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후>

9.1.4 구매서류 관리

적절한 품질을 … 다음사항이 반 되어야 한다.

1) 역무범위

…

7) 예비 및 대체부품

폐로사업관리책임자는 구매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구매서류

는 구매 발주전에 관련 부서 책임자의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에 전달되는 …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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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4-3 구매서류관리

[질의] 구매서류의 검토시기 및 검토자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질의 I-9.1.4-2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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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5-1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질의] 서류화된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는 정량적 또는 수량적인 허용기준을 포함하

도록 한 것을 정량적 도는 정상적인 허용기준을 포함하거니 인용하는 것으로 명시

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5절(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품질에 향을 미치는 … 지시서, 절차서 혹은 도면은 활동이 완성되어졌음을 

결정짓는 적절한 정량적 혹은 수량적인 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책임자는 …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절차서, 지시서 및 유사한 문서들은 … 승인되어져야 한다.

<수정후>

9.1.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품질에 향을 미치는 … 지시서, 절차서 혹은 도면은 활동이 완성되어졌음을 

결정짓는 적절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허용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관련 책임자는 …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절차서, 지시서 및 유사한 문서들은 … 승인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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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6-1 서류관리

[질의] 서류관리 대상 종류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서류관리 대상은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기술한 서류

와 그 변경분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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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6-2 서류관리

[질의] 서류와 문서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서류’로 통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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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6-3 서류관리

[질의]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부관리에 관한 세부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6절(서류관리)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6  서류관리

           품질에 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들에 대한

        변경서와 같은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변경서

        를 포함하는 문서들이 적절히 작성되어지고, 적합성에 대해 검토되어지고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해 승인되어지고 관련된 부서에 배포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상

        태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다.

        문서에 대한 변경은 … 승인되어져야 한다.

        문서를 관리하는 부서는 폐기 및 대체된 문서들이 … 최신문서 목록과 같은 문서

        를 작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정후〉

        9.1.6  서류관리

           품질에 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들과 같은

        서류 및 변경서를 관리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적절히 

        작성되어지고, 발행전에 적합성에 대해 검토되어지고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해 승인되어지고 관련된 부서에 배포되어야 하며 그리고 최근 상태로 유지되어

        져야 한다.

        서류에 대한 변경은 … 승인되어져야 한다.

        서류를 관리하는 부서는 폐기 및 대체된 서류들이 … 최신서류 목록과 같은 서류

        를 작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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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6-4 서류관리

[질의]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질의 I-9.1.6-3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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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7-1 구매 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질의] 구매계획의 수립시기를 명시하기 바라며, 구매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구매서류 작성, 검토 및 변경관리, 공급자 선정, 입찰서 평가 및 계약, 부적합 사항 

관리, 시정조치, 품목, 또는 용역의 판정, 품질보증기록 등)을 포함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7절(구매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및 9.1.7.1절(구매관리 및 계획)

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7.1 구매관리 및 계획

1) 공급업체가, 품질목표달성을 위한 요건 … 마련되어야 한다.

…

4) 구매계획은 … 구매업무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수정후>

9.1.7.1 구매관리 및 계획

1) 공급업체가, 품질목표달성을 위한 요건 … 마련되어야 한다.

…

4) 구매계획은 … 구매업무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구매계획의 수립은 사업수행 초기에 시행되어야 하며, 구매활동 및 행위

가 명시되어야 한다.

6) 공급자가 구매요건을 만족치 못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발생시는 이를 처

리하기 위한 방안 또는 절차를 확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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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7-2 구매 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질의] 공급자 평가 및 선정과 입찰서 평가에 대한 이행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공급자 평가 및 선정

공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항중 하

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 선정하여야 한다.

1)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급자의 품질보증기록 평가

2) 구매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공급한 실적 평가

3) 공급자의 설비를 포함한 인적능력 및 품질보증계획 이행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평가

(2) 입찰서 평가

입찰서 평가는 구매서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매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사항

- 품질보증 능력

- 공급자의 인력 및 생산능력

- 공급자의 과거 실적

(3) 현실적으로 원자력분야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비상비품목(off-the- 

self item)과 일반 산업품목들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그 품목의 기능 및 품질의 적합

성을 입증하는 행위로 평가를 대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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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7-3 구매 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질의] 품질검사 및 감사 (I-9.1.7.4)의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목적에 적합하도

록 재작성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7.4절(품질검사 및 감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수정전>

9.1.7.4 품질검사 및 감사

공급자평가 또는 선정을 위해 계획된 품질검사나 감사가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

라 수행되어야 하며, 구매요건에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정전>

9.1.7.4 품질검사 및 감사

구매자재/기기 및 용역의 제공 또는 설치 이전에 구매서류의 품질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나 감사를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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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7-4 구매 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질의] 공급자 부적합사항 관리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질의 I-9.1.7-1에 대한 답변 참조.

(9.1.7.1절 6)항에 반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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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8-1 자재/부품/기기의 식별과 관리

[질의] 제품의 분리이전에 식별표시 하는 내용으로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식별관리는 제품의 제작, 저장 및 설치시에 적용하나 해체되는 구조물, 기기의 식별

표시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명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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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8-2 자재/부품/기기의 식별과 관리

[질의] 저장품목이 계획된 저장기간 및 조건에 따라 식별, 관리하는 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9.1.8.2  식 별”에 다음과 같이 5)항을 추가 수정하겠음.

<수정전>

9.1.8.2 식 별

1) 가능한 ...

2) 식별표식은 ....

3) 식별은 용접번호 .....

4) 안전 및 품질에 관련이 ....

<수정후>

9.1.8.2 식 별

1) 가능한 ...

2) 식별표식은 ....

3) 식별은 용접번호 .....

4) 안전 및 품질에 관련이 ....

5) 저장기간이나 저장조건이 명시된 품목들은 해당기간 내에만 사용토록 

하고저장조건에 따라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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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0-1 검사

[질의] 검사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부서와 검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0절(검사)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0 검사

4) 검사계획은 문서화된 품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개발, 시행된

다.

<수정후>

9.1.10 검사

4) 문서화된 품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개발, 시행되는 검사계획

은 검사를 수행하는 부서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검사계획에는 검사대상

업무, 적용기준, 검사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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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0-2 검사

[질의] 검사점에 대한 설정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0절(검사)에 다음과 같이 검사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겠음.

<수정전>

9.1.10 검사

6) 합리적으로 품질을 보증할 .......  명시되어야 한다.

7) 최종검사가 불리하거나 .....  공정감시한다.

<수정후>

9.1.10 검사

6) 합리적으로 품질을 보증할 .......  명시되어야 한다.

7) 검사점은 검사하는 업무가 그 제품의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입회

점 또는 필수확인점으로 구분되어 선정한다.

8) 최종검사가 불리하거나 .....  공정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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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0-3 검사

[질의] 검사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0절(검사)의 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0 검사

10) 품질관리지시서 및 검사기록은 현장에서의 인수, 유지, 설치, 시험 및 건설기간 

동안 수행되어진 하도급계약 작업활동을 총괄하도록 작성된다.

<수정후>

9.1.10 검사

11) 품질관리지시서 및 검사기록은 현장에서의 인수, 유지, 설치, 시험 및 건설기간 

동안 수행되어진 하도급계약 작업활동을 총괄하도록 작성되며, 검사기록에는 

검사항목,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발생된 불만족사항내용

과 시정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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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1-1 시험관리

[질의] 시험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1절(시험관리)에 다음과 같이 시험기록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겠음.

<수정전>

9.1.11 시험관리

3) 시험절차서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할 규정을 포함한다.

 ........

- 모든 시험결과를 수락하는데 책임있는 적절한 권한의 명시 여부

4) 시험 선행조건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다.

<수정후>

9.1.11 시험관리

3) 시험절차서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할 규정을 포함한다.

 ........

 - 모든 시험결과를 수락하는데 책임있는 적절한 권한의 명시 여부

4) 시험기록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험대상

- 시험일시

- 시험자

- 시험결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자

5) 시험 선행조건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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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2-1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질의] 검정범위를 벗어난 장비의 관리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2절(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들이 명시된  ......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진다.   시행절차서

에는  ......  그 장비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책임사항

이 기술된다.

<수정후>

9.1.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들이 명시된  ......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진다.   시행절차서

에는  ......  그 장비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책임사항

이 기술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검정범위를 벗어난 장비를 사용했을 경

우에는 해당장비에 의해 수행된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재평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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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2-1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질의] 9.1.12.4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이력에 대한 기록 혹은 대장을 기록한다.”의 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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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3-1 취급/저장 및 운송

[질의] 해체후 저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3절(취급/저장 및 운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3 취급/저장 및 운송

선적하기 위해 포장되는  ......  적절히 보호되어져야 한다.   주기적인 검사가 ......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수정후>

9.1.13 취급/저장 및 운송

선적하기 위해 포장되는  ......  적절히 보호되어져야 한다.   주기적인 검사가 ......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해체후 저장은 적용규격, 표준 또는 관련 기술시방서 

요건에 따라 수행한다.   고방사성물질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들은 특

수한 환경요건 및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저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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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3-2 취급/저장 및 운

[질의] 고 방사성물질의 취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I-9.1.13-1의 답변에 고 방사성물질의 취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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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6-1 시정조치

[질의] 시정조치 및 후속처리 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6절(시정조치)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6 시정조치

품질에 역행하는 상태는  ......  보고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

여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감사시의 결함은 감사보고서에 기록되며 감사를 받은 조직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통보된다.   만약, 적절한  .........

<수정후>

9.1.16 시정조치

품질에 역행하는 상태는  ......  보고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

여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시정조치 방안이 작성, 수립되어 관련 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으로 확정되어 이

에 따라 시정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품질부서에 의해 검토 

및 확인되어야 한다.

감사시의 결함은 감사보고서에 기록되며 감사를 받은 조직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통보된다.   만약,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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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7-1 품질보증기록

[질의] 주요해체기록을 장기간 유지관리 및 보관하는 체계 및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장기간 유지관리 및 보관이 필요한 해체관련 주요기록들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선관리 기록

- 방사선/능 측정기록

- 시료분석 기록

- 방사선 작업자 피폭관리기록

• 폐기물 관리기록

- 폐기물 분류 기록

- 폐기물 이송 및 처분기록

유지관리 및 이행계획은 사업종료후 폐기물 및 관련기록들이 한전으로 이관될 예정이

며 사업수행기간 중에는 폐로사업팀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서류관리체계에 따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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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7-2 품질보증기록

[질의] 기록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해체계획서, 평가기록 등 누락). 검사 및 

시험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7절(품질보증기록)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으며, 검사 및 시험기

록에 포함될 사항들은 해체계획서 9.1.10절 및 9.1.11절에 수록하 음.

<수정전>

9.1.17 품질보증기록

2) 이 기록들은 최소한 검사결과, 검사, 시험, 감사, 설계문서 및 자재분석을 포함

한다.

<수정후>

9.1.17 품질보증기록

2) 이 기록들은 최소한 검사결과, 검사, 시험, 감사, 설계문서 및 해체계획서, 방사

선측정기록, 폐기물관리기록과 자재분석 등을 포함한다.

    검사 및 시험기록에 포함될 사항들은 9.1.10 및 9.1.11에 수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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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7-3 품질보증기록

[질의] 기록의 관리 및 인수관리 책임조직과 기록의 분류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기록의 인수관리 책임조직의 명시를 위하여 해체계획서 9.1.17절(품질보증기록)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하겠으며, 기록의 분류방안은 I-9.1.17-1의 답변내용 참조.

<수정전>

9.1.17 품질보증기록

7) 품질보증기록은 ......  기록으로 인정된다.

계약상의 업무가 완료되면 원자력연구소는  .......

<수정후>

9.1.17 품질보증기록

7) 품질보증기록은 ......  기록으로 인정된다.

품질보증기록은 사업수행기간 중에는 폐로사업조직내의 폐로사업관리책임자가 

관리하며, 계약상의 업무가 완료되면 원자력연구소는  .......



- 281 -

I-9.1.17-4 품질보증기록

[질의] 기록의 저장, 보존 및 보호요건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7절(품질보증기록)의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7 품질보증기록

5) 기록의 보관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절차서는 보관위치와 책임사항을 기술

한다.

<수정후>

9.1.17 품질보증기록

5) 기록의 보관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절차서는 보관위치와 책임사항을 기술

한다.   품질보증기록은 소화설비를 갖춘 시설내에 단일보관체계로 저장, 보

존 및 보호되며 기록은 구보존기록과 비 구보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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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8-1 감사

[질의] 감사일정 및 감사계획의 수립방안, 감사 수행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8절(감  사)의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8 감    사

1) 품질보증계획이 모든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동계획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후>

9.1.18 감    사

1) 품질보증계획이 모든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동계획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감사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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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8-2 감사

[질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8절(감  사)에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음.

<수정전>

9.1.18 감    사

2)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하여 문

서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3) 감사결과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있는 관리자급에 의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수정후>

9.1.18 감    사

2)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하여 문

서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3) 감사결과는 감사결과서에 감사자, 감사일정, 지적사항내용 권고사항 등을 기

록하여 상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결과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있는 관리자급에 의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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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8-3 감사

[질의]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8절(감  사)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8 감    사

2)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하여 문

서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수정후>

9.1.18 감    사

2) 감사는 수감분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감사자 자격을 보유한 조직 및 요

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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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8-4 감사

[질의] 시정조치 및 후속관리 방안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8절(감  사)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1.18 감    사

4)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검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후>

9.1.18 감    사

5) 품질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들은 서류화하고 시정조치방안을 제시 및 수립

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된 기일내에 시

정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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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1.18-5 감사

[질의] 품질보증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사기록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1.18절(감  사)에 다음과 같이 감사기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음.

<수정전>

9.1.18 감    사

4)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검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후>

9.1.18 감    사

5) 품질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들은 서류화하고 시정조치방안을 제시 및 수립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된 기일내에 시정조치되

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사기록들은 감사계획, 감사자자격인증서, 

감사보고서, 감사지적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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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3-1 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

[질의] 해체공사 시공업체도 연구로 1,2호기 해체설계용역 사업품질증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계획서 9.3절(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수정전>

9.3 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

해체공사를 위해 선정된 시공업체는 제염․해체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건을 만족시

키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업무를 포함한 모든 품질관련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정후>

9.3 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

해체공사를 위해 선정된 시공업체는 본 해체계획서의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업무를 포함한 모든 품질관련활동을 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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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기타-1 기 타

[질의] 계획 해체일정대비 진도율과 소요비용 등을 기술하는 진도보고서 작성계획 여부 및 

진도보고서내 세부 포함내용을 기술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 공사시 월간진도보고서의 작성할 계획이며, 주요 목차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을 것

으로 예상되나 최종 목차/세부내용은 공사업체와의 협의 후 결정한다.

1. 개요  

- 사업개요 

- 주요업무 추진경위

- 사업조직표 및 주요 참여자 명단

2. 사업현황 : 

- 진도(Progress)현황 (계획/실적)

- 용역비 지불현황 

3. 주요추진현황 

- 분야별 금월 주요수행업무 및 익월 수행예정업무 (협력업체 포함)

- 월별 인력(Manpower) 투입현황 (계획/실적)

- 인허가 관련업무 현황

- 문서작성 현황 (작업절차서 변경, Field Sketch...)

- 품질보증활동

- 공정 현황

- 조치사항 현황

4. 문서 수/발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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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2.2-1 기 상

[질의] 부지의 기상관측자료 확보율이 50% 이하인 관계로 부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지 않

고 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지의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을 추정하 다. 원

자로 시설의 해체에 따른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향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폐로 부지의 기상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부지에서 관측된 최소한 1년 이상의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을 평가하여야 한

다. 이는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이 국지적인 미기상조건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지에서 관측된 최소한 1년 이상의 미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부지의 미기상 

특성 및 방사성 물질의 이동확산특성을 재분석하여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999년 3월 현재 TRIGA 부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가 진행 중이며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년간 기상관측을 실시할 예정임. 관측결과를 분석하여 2000년 6월까지 제

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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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2.2-2 기 상

[질의] 해체계획서 5.5(비상계획)에 의하면 신청자는 해체공사중 화재사고, 오염사고, 방사

성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소외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조치를 위해서는 비상계획이 운용되는 해체기간 동안 부지에서 비상

대응에 필요한 기상관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상계획 이행

을 위한 해체공사 기간동안의 부지 기상관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연구로 시설 해체현장 밖으로 누출될 가능성은 

환경 향평가보고서 5.1.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

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우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은 너무나 적으며,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이 곧 중단될 것으로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방출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 또는 오염

물질 제거작업이 모두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연구로시설이 한국전력 중앙연수원

내에서도 북동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기는 극

히 어렵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전량이 일시에 누출된다고 가정하고, 

풍속 0.1m/sec, 대기안정도 F 인 최악의 기상조건을 가정할 경우, 부지경계 최단거

리 40m에서의 대기확산인자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χ/Q = 
1

πuσ yσ z    

       여기에 방출량과 핵종별 선량전환인자를 곱하여 합산하면 방사능운과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0.07mSv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고시 98-12, 제4조, 별표6)인 1 

mSv의 7%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상계획 수립시 사고 대응조치로서 주민들의 

대피계획은 없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 건물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경

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지내의 기상관측이 해체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

행되어야 하나,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능 량이 너무나 미미하므로 수년에 걸친 해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지 내에 반 구적인 기상관측 장비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

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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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3.3.1-1 방사화 물질

[질의] 노심반사체 내부의 흑연 분말과 흑연 블록의 사양 및 총량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호기에는 노심반사체의 흑연분말과 Thermal Column 및 Thermalizing 

Column의 흑연블록이 있고 연구로 2호기에는 Horizontal Thermal Column 및 

Vertical Thermal Column의 흑연블록이 있다.  이들 흑연의 사양 및 총량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로 1호기

1) 노심반사체

노심반사체는 노심을 둘러쌓고 있는 고리형 알루미늄 반사체 용기(45.7㎝(내부

직경)×30.5㎝(반경방향 두께)×55.9㎝(높이))내에 흑연분말이 들어 있다. 흑연

분말의 총량은 약770㎏이다.

2) Thermal Column

Thermal Column은 알루미늄 용기내에 흑연블록이 채워져있다.  용기의 

크기는 단면이 1.2m × 1.5m이며 길이는 대략 1.6m이다.  용기내의 공간

에는 원자력등급의 흑연블록으로 채워져 있다.  각각의 블록은 단면이 

10.2㎝×10.2㎝이며 길이는 최대가 1.27m이다.  가장 무거운 블록의 무게

는 약 22.7㎏이다.  Thermal Column내의 각각의 블록의 사양은 첨부된 

<그림 1>에 도시되어 있다.

3) Thermalizing Column

Thermalizing Column은 단면이 61㎝×61㎝이며 길이는 대략 1.32m인 알

루미늄 용기내에 흑연블록이 채워져 있다.  노심에 가까운 안쪽의 끝부

분은 20.3㎝ 깊이까지 흑연블록으로 채워져 있다.  모든 블록은 단면이 

10.2㎝×10.2㎝인 원자력등급의 흑연블록으로 구성된다.  Thermalizing 

Column내의 각각의 블록의 사양은 첨부된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2. 연구로 2호기

1) Horizontal Thermal Column

Horizontal Thermal Column은 콘크리트 차폐체내에 알루미늄으로 라이

닝된 가로 122cm, 세로 122cm, 깊이 335cm의 큰공간에 흑연블록이 채워

져 있다.  각각의 흑연블록은 10.2cm x 10.2cm의 단면에 길이는 최대 

127cm로서 무게는 개략 22.7kg이며 흑연취급장비를 이용하여 취급이 가

능하도록 나사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흑연블록은 맨 아래층에는 길이방

향으로, 두번째 층에는 세로방향으로, 또다시 세번째 층에는 길이방향으

로 설치되어 있다.  Horizontal Thermal Column내의 각각의 블록의 사

양은 첨부된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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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tical Thermal Column

Vertical Thermal Column은 Hohlraum 바로 위의 차폐체내에 91.4cm, 

세로 91.4cm, 깊이 86.4cm의 크기를 갖는 알루미늄 바스켓에 78.7cm 길

이의 흑연봉이 채워진 형태이다.  Vertical Thermal Column내의 각각의 

흑연봉의 사양은 첨부된 <그림 4>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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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3.3.2-1 방사성 오염물질

[질의] 검출하한치(MDA)는 계측기와 시료량 및 측정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구체적인 방사

능농도를 MDA 이하라 표시하면 안됨. 여기에서 말하는 MDA 값을 계산식과 함께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계산식

          r≧
1+ 1+4 f 2bT+4 f 2 T 2 σ 2b

2 f
2
T

       ※ Reference : Measurement and Detection of Radiation, Nicholas Tsoulfanidis, 

1983

        2. 계산된 MDA 값

        

           가. 연구로 1호기

               (MDA)α = 29.8 Bq/m
2

               (MDA)β = 131 Bq/m
2

나. 연구로 2호기

(MDA)α = 44 Bq/m
2

(MDA)β = 384 Bq/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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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3.3.3-1 액체폐기물 방사능 오염현황

[질의] 현재 탱크에 잔류하고 있는 폐액 외에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의 양을 발

생원 및 핵종별로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현재 각종 탱크 및 배관 등에 잔류하고 있는 폐액외에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액체폐

기물은 콘크리트 제거작업시 사용되는 냉각수와 샤워/세탁폐액 뿐이다.  폐기물의 

표면제염시에는 물사용을 배제하고 제염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낼 것이므로, 

액체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콘크리트 제거작업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작업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드릴을 사용하는

데, 이때 냉각수가 사용된다.  냉각수는 냉각수 수집 및 재순환 설비(첨부 Fig.1 

참조)를 이용하여 재 순환시켜 사용하므로, 발생량은 전체 액체폐기물량과 비교

할 때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  이 냉각수는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이온교환처

리 또는 자연증발처리하고 슬러지는 고화처리할 계획이다.

(2) 샤워/세탁폐액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자수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평가된 샤워/세탁폐액

의 예상 발생량은 78.54 m
3
이다.  이 폐액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방사능 

미검출시(MDA 이하)에는 하수계통으로 방류처리하고, 방사능 검출 시에는 막

분리 설비로 처리한 후 자연증발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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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4.4.5-1 기체 폐기물처리

[질의] 기체폐기물의 환경방출시 방출량을 발생원별, 핵종별로 제시하고 계산 근거를 제시

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해체공사시 방출되는 기체폐기물의 발생원별, 핵종별 방출량은 본 환경 향평가서 

5.1.1.1과 5.1.2.1에서 평가하 으며, 상세 계산근거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1차 질의

서 IE-5.1-3과 IE-5.2.3-1에 대한 답변서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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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1-1  방사능에 의한 향 

[질의]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기준이 과학기술부 고시 제19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동 

기술기준에서는 최대개인선량 및 공기중/수중 방사능농도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폐로 사업 관련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동 고시 제5조, 일반인의 선량한도(1 

mSv/yr)와 비교하 는바, 부지경계에서의 피폭 선량 및 방사능 농도가 과학기술부 

고시 제19조에 제시된 최대개인선량 및 공기중/수중 방사능농도 기준을 만족함을 

보이시오. 아울러, 시설 주변에 대한 거리별 및 방위별로 공기중, 지표면, 농작물내 

방사능농도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TRIGA 연구로 부지내의 기상관측 후 주민피폭선량을 과기부 고시 제 98-12호

의 제 19조에 제시된 기준치 (최대개인피폭선량, 공기 중/수중 방사성물질의 농

도)와 비교하여 만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0년 6월말까지 제출하겠음.

2. 거리별, 방위별 공기 중, 지표면, 농작물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TRIGA 연구로 

부지 내의 기상관측 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0년 6월말까지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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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1-2  방사능에 의한 향 

  

[질의] 주민피폭선량 평가와 관련, 코드의 입력자료와 환경특성 변수값(인구분포, 각종 섭

취율, 유통기간 등)을 제시하고, 통상적으로 대중선량 평가시 80km 를 평가범위로 

고려하고 있으나 폐로 사업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5km 이내의 주민만을 고려한 사

유를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폐로 해체에 따른 주민 피폭선량평가를 위해 미국 NRC에서 개발된 GASPAR를 

우리 나라 실정을 반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수정, 보완한 

GASDOS를 사용하 음.  이 코드에서는 사회, 환경자료에 대한 입력변수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대표치 (만일 적절한 대표치가 없다면 NRC에서 권고하고 

있는 값)를 적용하고 있음.

  부지 특성자료는 입력변수 (예로 음식물 섭취 율, 음식물 유통기간, 음식물로 방

사성물질의 전이계수 등)와 입력자료 (인구분포, 농산물 생산량 등)로 나눌 수 있

음.  입력변수는 기존 GASDOS 입력자료보다 최신의 자료는 아직 조사된 바 없

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 음 (이 자료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 원자력 

관계시설의 주민피폭선량평가를 위해 널리 적용되고 있음).  표 1에 주민피폭선

량 평가시 적용된 입력변수 및 적용값을, 표 2에 음식물에 대한 전이계수를 제시

하 음.

  입력자료는 집단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인구분포, 농작물 생산량분포, 우유 생산량

분포, 육류 생산량분포 등이 있는데 폐로 주변 반경 5km내 환경특성상 (서울에 

위치) 음식물에 의한 주민의 피폭 향은 무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음.  표 3에 

주민피폭선량 평가시 적용된 입력자료 및 적용값을 수록하 음. 

2.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집단선량 평가 시 반경 80km까지를 평가범위로 하고 있으

나, 과기부 고시 제 98-10호에는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처분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 반경 10km를 평가범위로 정하고 있음.  또한 ‘94년 원전연료(주) 신규 가

공시설의 ER 작성 시 반경 10km내 집단선량을 평가한 적이 있음.  TRIGA 연

구로 해체를 위해 수행한 환경 향평가에서는 선원항이 매우  작고 평가된 대기

확산인자와 주변주민에 대한 방사선/능에 대한  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반

경 5 km를 평가범위로 잡았음.

  집단선량평가는 주민에 대한 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ALARA 이행여

부, 적절한 부지의 선택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로 해체작업 향평가에서

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 음. 일본 연구용 원자로 (JPDR) 폐로 사업의 경우에도 

집단선량은 평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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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민피폭선량 평가시 적용된 입력변수 및 적용값 `1

     

변수명 적용값

농작물 생장기간

  ∘곡식

  ∘과일

  ∘김장채소

  ∘엽채류

  ∘사료작물

150 d

155 d

90 d

60 d

180 d

가축의 사료 섭취량

  ∘소

  ∘돼지

  ∘닭

55 kg/d

4.2 kg/d

0.12 kg/d

농작물에 대한 잔류인자

  ∘입자상 방사성물질

  ∘요오드

0.25

0.5

토양의 도 165 kg/m
2

농작물에서 환경요소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제

거계수

5.73E-7 

(반감기 : 14 d)

토양에서 농작물로 방사성물질의 전이계수 표 2 참조

단위면적당 생산량

  ∘목초

  ∘사료작물

  ∘곡식

  ∘과일

  ∘김장채소

  ∘엽채류

4.0 kg/m
2

0.34 kg/m
2

0.36 kg/m
2

1.13 kg/m
2

4.53 kg/m
2

4.52 kg/m
2

사료에서 육류성식품으로 전이계수 표 2 참조

수확에서 소비까지 시간

  ∘쇠고기→개인 

  ∘돼지고기→개인 

  ∘닭고기→개인 

  ∘분유→개인 

  ∘생유→개인 

  ∘곡식→개인 

  ∘과일→개인 

  ∘김장채소→개인 

  ∘엽채류→개인 

7 d

7 d

3 d

30 d

1 d

14 d

14 d

14 d

14 d

사료 저장기간 75 d

인구구성비 (소아/십대/성인) 0.2/0.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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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변수명 적용값

음식물 연간 섭취량 

  ∘곡식 (유아/소아/십대/성인)

  ∘과일 (유아/소아/십대/성인)

  ∘김치 (유아/소아/십대/성인)

  ∘엽채류 (유아/소아/십대/성인)

  ∘쇠고기 (유아/소아/십대/성인)

  ∘돼지고기 (유아/소아/십대/성인)

  ∘닭고기 (유아/소아/십대/성인)

  ∘우유 (유아/소아/십대/성인)

(단위 : kg/yr)

0/125.7/196.9/188.5

0/44.2/69.2/66.3

0/65.3/100.2/66.3

0/84.5/132.3/126.7

0/13.8/21.6/20.7

0/8.2/13.0/12.4

0/14.6/22.9/22.0

366/42/66/63

연간 호흡량 (유아/소아/십대/성인)
(단위 : m3/yr)

1400/6700/7900/7400

우유 섭취량 중 분유섭취 비율

(유아/소아/십대/성인)
1/0/0/0

우유섭취량 중 젖소 우유 섭취비율 1

외부피폭의 건물에 의한 차폐계수 
0.7 (개인선량평가)

0.5 (집단선량평가)

공기 중으로부터 침적되는 요오드 비율 0.5

(주) 음식물에 의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선량에서만 고려되었고 집단선량평가에서는 무시하

음.

표 2. 음식물에 대한 전이계수

 

핵종 곡식/토양 과일/토양 김치/토양 엽채류/토양
우유

(d/L)

쇠고기

(d/kg)

돼지고기

(d/kg)

닭고기

(d/kg)

Na-22

Mn-54

Fe-55

Co-60

Eu-152

Eu-154

5.0E-2

2.6E-1

4.0E-4

1.9E-2

2.5E-3

2.5E-3

5.0E-2

2.9E-2

4.0E-4

1.8E-3

2.5E-3

2.5E-3

5.0E-2

1.2E-1

2.4E-4

1.3E-2

2.5E-3

2.5E-3

5.0E-2

3.0E-2

2.0E-4

1.0E-3

2.5E-3

2.5E-3

3.8E-2

1.6E-4

1.9E-4

1.7E-3

5.0E-6

5.0E-6

5.0E-2

5.0E-3

2.0E-2

1.0E-3

4.8E-3

4.8E-3

1.0E-1

2.0E-2

5.0E-3

5.0E-3

4.8E-3

4.8E-3

1.0E-2

1.1E-1

1.0E-3

1.0E-3

4.8E-3

4.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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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민피폭선량 평가시 적용된 입력자료 및 적용값 

       

입력자료명 적용값

기체상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의 비율

  ∘곡식

  ∘과일

  ∘김장채소

  ∘엽채류 

0.9

1.0

1.0

0.76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연간 분율

  ∘젖소

  ∘육우

1.0

1.0

목초지에 있는 동안 목초의 섭취분율

  ∘젖소

  ∘육우

1.0

1.0

농작물 생장기간중 평균절대섭도 8.0 g/m
3

소구역별 인구분포
보고서 수록

(표 5-7)

(주) 음식물에 의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선량에서만 고려되었고 집단선량평가에서는 무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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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1-3 방사능에 의한 향

[질의]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방출량(표5-9)을 계산하는데 적용한 가정이 불명확하므로 상

세 계산가정 및 방법론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작업시 필터 파손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계산

 가장 보수적인 사고시나리오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의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

작업 중 임시 격납시설의 HEPA 필터와 기존 건물환기계통의 HEPA필터가 동시

에 파손되어 방사화콘크리트가 바로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이다.  이 때의 제염계

수는 단지 건물구조에 의한 제염계수(10)만을 고려한다.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작업중 HEPA필터의 파손사고를 인지하기 전까지 모두 10개

의 코아 드릴링작업을 수행하 다고 가정하면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화 콘크리트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10

1
㎤

1
×10 ÷10( )= 1.1×10

1
㎤

 따라서 해체계획서의 2.4.4절에서 계산된 방사화 콘크리트의 핵종별 비방사능을 적

용하여 HEPA필터 파손사고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화 콘크리트의 방사능은 총 

4.23 × 10
3
 Bq 로 계산하 다.

2 연구로 1호기 노심반사체 낙하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계산

 연구로 1호기의 노심반사체는 흑연분말이 알루미늄 구조물에 의해 봉된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노심반사체의 낙하시에 노심반사체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어 반사

체 용기내의 전체 흑연분말중 1%가 용기 밖으로 누출되고, 누출된 흑연분말중 다

시 1%가 공기 중으로 비산 된다고 가정하 다.

 보수적인 사고시나리오로서 노심반사체 인양작업중 추락사고와 건물환기계통의 

HEPA필터 파손사고가 동시에 발생하 다고 가정하여 건물구조에 의한 제염(제염

계수 10)과 흑연의 비산비율(10
-4
)로 인해,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 화된 흑연의 양

은 전체 흑연분말중 총 10
-5
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계획서 2.4.4.1에 평가한 노심반사체의 핵종별 총방사능에서 대기로 방

출되는 흑연의 비율을 적용하여 노심반사체 낙하사고로 인해 대기로 방출되는 방

사 화된 흑연에 의한 핵종별 방사능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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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1.2.2-1 대기확산인자 및 주민피폭선량평가

[질의] 폐로 부지에서 관측된 대기안정도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기상청의 풍향풍속 및 일

사량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안정도를 분류하여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인자를 

추정하 다. 특정부지의 오염물질 이동확산특성은 부지의 고유한 미기상학적 특성

에 의해 좌우되는 바, 부지에서 관측된 최소한 1년 이상의 미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사고시의 대기확산인자를 재분석하고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향을 재평가하

여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TRIGA 연구로 부지 내의 기상관측 후 대기확산인자 및 주민에 미치는 방사선 향

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0년 6월말까지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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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2.1-1 방사성 액체폐기물

[질의] 해체시 발생되는 모든 액체폐기물은 전량 자연증발시킨다고 하 지만, 해체계획서

에 샤워 및 세탁폐액중 비방사성으로 분류된 액체는 방류한다고 하 는데, 비방사

성으로 구분하는 기준과 방출시 감시대책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샤워/세탁폐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① 시료채취주기 : 샤워/세탁폐액 저장용기의 80%가 채워졌을 때

② 시료분석방법 : 핵종분석기

③ 방사능 분석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ⅰ) 방사능 검출시

샤워/세탁폐액 처리설비에 의한 막분리처리 후 정제 폐액에 대해 방사능 

측정 후 검출 시에는 자연증발 처리한다.

ⅱ) 방사능 미검출시

하수계통으로 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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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2.3-1 방사성 기체폐기물

[질의] 원자로수조 해체작업시 방출 가능한 기체폐기물의 방사능량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

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대기방출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방사능량 산출에는 연구로 1호기보다 방사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로 2호기의 방사화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평가하 다.

연구로 2호기의 차폐구조물은 일반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콘크리트

에 대한 시료분석자료가 없으므로 방사화분석은 국의 연구용원자로인 ICI 원자로

의 콘크리트 방사화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출력 및 운전정지후 경과시간의 차이를 

보정하여 평가결과 연구로 2호기 원자로수조 차폐구조물의 콘크리트 평균방사화 농

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핵  종 총방사능(Bq) 비방사능(Bq/m3)

Na-22

Mn-54

Fe-55

Co-60

Eu-152

Eu-154

2.0×10
7

8.2×107

1.2×10
9

6.8×10
8

1.2×109

8.5×10
7

2.4×10
6

9.8×106

1.4×10
8

8.2×10
7

1.4×108

1.0×10
7

합  계 3.3×10
9

3.84×10
8

콘크리트 제거작업시 버스팅기기의 설치를 위해 날의 두께가 3.5㎜이고 직경이 

101.6㎜인 코아드릴기로 1m 깊이의 구멍을 드릴링한다고 가정할 때 비산되는 방사

화 콘크리트의 양은 다음과 같이 11 ㎤로 계산된다.

V= 100cm( )×π(5.08
2
-4.73

2
)×1%( )= 1.1×10

1
cm

3

보수적인 가정을 하여 연구로 해체작업시 총 1,000개의 코아 드릴링작업을 수행한

다고 가정을 하면 해체공사기간동안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화 콘크리트의 양은 임시

격납시설의 제염계수 100인 HEPA필터에 의한 제염과 건물구조에 의한 제염(제염

계수 10)으로 총 10
3
의 제염계수를 거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10
1
cm

3
/ × 1,000 ÷ 10

3
( ) = 1.1×10

1
cm

3

따라서  원자로 수조 해체작업시 방출되는 기체폐기물의 방사능량은 대기로 방출되

는 방사화콘크리트의 양을 핵종별 평균방사화 농도에 적용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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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1/6.2-1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

[질의] 6.1.5절에 환경감시와 관련된 검출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해체작업시 환경방출이 

예상되는 Eu 등의 핵종에 대한 수치가 미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제시하시오. 

아울러 제 외국의 폐로사업시 적용한 폐로전/폐로중 환경감시계획 및 환경감시결과

에 근거하여, 폐로 사업 환경 향평가서상의 환경감시계획에 기술된 조사항목, 조사

지점 및 조사주기 등의 적합성을 제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당초의 해체공사 전 및 해체공사 중 환경감시계획서에는 조사핵종으로 선정하지 않

았으나 원자로의 해체시 환경방출이 예상되는 Na-22, Eu-152, Eu-154, 등의 핵종

을 공기중미립자, 하천토, 토양시료에서 분석대상 핵종 아래와 같이 추가함.

     * 외국 적용 사례는 국의 BNFL 자료 입수 후 비교 검토하겠음.

시 료 종 류 조 사 핵 종 천연핵종

공 기 미립자
Cs-134, Cs-137, I-131, Co-60, Cr-51

Fe-59, Mn-54, Na-22, Eu-152, Eu-154

토 양

하천토
Cs-134, Cs-137, I-131, Co-60, Cr-51

Fe-59, Mn-54, Na-22, Eu-152, Eu-154
토양

물
지표수

지하수

Cs-134, Cs-137, I-131, Ru-106, 

Co-60, Cr-51, Fe-59, Mn-54, 

지표생물 솔잎
Cs-134, Cs-137, I-131, 

Co-60, Cr-51, Fe-59, M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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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1/6.2-2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

[질의]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의 환경감시지점을 나타내는 위치도를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TRIGA 연구로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지점도를 첨부와 같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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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1/6.2-3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

[질의] 과학기술부고시 96-31호를 근거로 하여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의 환경감시계획

을 수립하 다. 동 고시는 원자력 관계시설의 건설운 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방사

선/능 감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원자력관계시설의 해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

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시

설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부지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위임을 감안

할 때, 기존 부지의 방사선/능 오염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부지재활용 가능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환경감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토양의 최종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

점의 표토뿐만 아니라 B-Horizon(지하 약50cm 정도) 및 C-Horizon(지하 약 1m 정

도)의 토양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 역시 액체 경로를 

고려한 토양채취 지점 주변에 피트를 구축하여 지하 침투수를 취수하여 방사능 오

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양 및 지하수(지하 침투수 포함)의 방사능 오

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athway를 고려한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하고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 완료후 최소한 각 1회 이상 관련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농도를 분석하

는 추가적인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1. 과기부고시 제96-31호의 규정은 원자력시설의 운 시에 주변환경의 방사선/능 

감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운 시에는 핵물질이 존재하고 핵물질로부터 발생

되는 핵분열성 기체가 계속 방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립되어 운 되고 

있는 환경감시 계획을 적용하 다.  그러나 연구로 1,2호기 시설 내에는 핵물질

인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고, 환경에 가장 위해를 끼칠수 잇는 핵

분열성 기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운 시 적용한 환경감시

계획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자력시설을 완전히 해체한 후 건물내부를 비롯한 시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부지에 대한 방사선/능 조사는 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감시계획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연구로시설 구역내의 부지(연

구로시설 구역으로 울타리가 있음)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능 조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3. 연구로시설 구역내의 부지에 대한 방사선/는 조사활동으로 토양의 표면뿐만 아니

라, 필요시 지하 50m 및 1m 정도의 지하 토양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한다(위치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후 결정).  이는 모든 해체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주변의 부지 즉 연구로 시설구역으로 정한 울타리 안쪽의 모든 토양에 

대한 오염 확인을 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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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만약 토양 오염이 침투수 등 지하수 이동 경로에 의해 오염 확산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연구로 시설구역 울타리 밖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후 결정)하여 해체공사 착수전과 해체공사 완료 후에 각 1회씩 관련 토양 

또는 지하수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함으로서 토양 오염확산 유무를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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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1/6.2-4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

[질의] 해체공사 완료후 원자로 주변 부지의 환경방사선/능 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부

지 환경방사선/능 Mapping 계획서를 제출하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답변] 연구로 1,2호기 부지내의 환경방사선/능에 대한 방사선학적 조사는 전 부지를 

       2m×2m로 구획하여 공사전 및 공사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그 절차는 NUREG/CR 

2082를 근간으로 본 공사에 적용할 방사선/는 측정 절차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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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제출된 연구로 1,2호기 해체계획서와 관련하여 1차로 약 120여가지의 질

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평가실로부터 요구되었

다. 그중 일부 연구로 운 과 관련된 기록들 중 관리 또는 생산되지 못했던 

일부자료에 대한 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흡족스레 답변이 이루어졌다.

사고현황과 관련하여 냉각수 방사능농도, 환경으로의 방출, 운 기간 중 

계획의 정지 발생 Event 및 관리구역내 방사능관련 작업수행 내용등이 질의

되어 이에 대한 이력등을 답변하 다. 방사화분석에 대한 평가체계와 방사화

계산 프로그램 Fispin 전산코드의 평가방법 설명자료 및 입력자료를 제시하

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해체 시 발생예정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방안을 처리설비 도면 및 흐름 계통도와 예상발생량 계산서를 제시하여 

설명하 다. 방사성고체폐기물에 대한 처리, 포장, 운송 등 관리방안과 연구

로 2호기 원자로실을 임시저장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계획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또한 저준위 방사성고체폐기물의 저장용기로 

제시된 4M
3 콘테이너 용기에 대해 대안비교평가를 통해 기술적인 타당성을 

제작시방서를 제시하므로서 입증하 다. 이에 따른 해체폐기물의 분류기준에

서 규제면제 고체폐기물의 경우 제시된 0.4 Bq/g 또는 0.4 Bq/cm2의 기준치

를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기준설정 근거로 제시하 다. 

 산업안전대책으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요한 사항들을 기준하

여 해체계획에 반 되었음을 제시하 다. 세부작업별로 구체적인 ALARA 

이행방안을 요구에 의거 제시하 고 방사선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역할 

및 절차에 대해 답변되었다. 방사선/능 측정기기 보유 및 설치현황과 작업종

사자의 교육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자료를 제시하 다.

기존 환기시설, 조명 및 전기시설에 대한 현황과 해체공사 시의 운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 고 단계별 해체활동 및 준비활동의 

세부내용을 추가로 기술하 고, 회전시료조사대의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서는 해당 작업지침서를 통하여 제시된 분리 및 절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설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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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활동과 관련, 품질보증계획의 명확한 요구사항에 대해 조직, 수행임무 

및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 수립기준을 추가로 명시 하 다. 사업수행에 따른  

설계도서 관리, 자재 및 기기류의 구매활동 등 행정적인 조치 사항의 이행방

안에 대해서도 설명되었다. 품질보증기록 세부이행계획이 요건에 따라 수행

되는 것과 시험관리 사항 및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되었다.

당초 해체활동 해당지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향평가를 하여야 

했으나 현장자료의 확보가 누락됨이 지적되어, 새로 설치되는 TRIGA 부지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확보되는 관측 자료를 통해 환경평가하

는 계획을 제시하 다. 또한 질의에 의해 노심반사체 내부의 흑연 분말과 흑

연블럭의 사양 및 총량이 도면을 근거로 예측 계상되어 추가로 제시되었다. 

방사능에 의한 향 평가에서 과기부 고시기준에 제시된 값을 만족할 수 있

도록 현장 기상관측 후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해체활동 전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계획 및 환경감시결과의 제

시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감시계획도 아울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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