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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용원자로 폐로사업

Ⅱ.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로1호기 및 2호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능동 구 원자력연구소 

부지가 한국전력공사로 매각됨에 따라 원자력연구소에서 운 되어 오던 

이 연구로시설들이 대전에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가 정상 운 됨에 따라 

그 효용가치가 상실되고,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주변의 도시화 가속화로 인

구 집지역으로 변모하게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로시설의 운 자로서 폐지된 원자력시설의 안

전한 해체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책임사항이

기도 하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시설 해체는 향후 수명을 

다하는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

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로 해체계획 인허가 시 과학

기술부장관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외국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비

롯하여 각종 연구로시설, 대단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들을 해체하고,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해체함으로서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개발하여 자국의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원자력시

설 해체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 나라도 원자력 선진국 대열인 G5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하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개발에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 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건설된 원자력 연구시설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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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게 되고 향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의 노후화된 연구로시설들의 해체가 조만간 필

요하게됨에 따라 원자력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연구로1,2호기 시설 해체와 해체기술개발은 시기적으로 적

절하며 이번 기회에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자립의 기회로 삼아 향후 우리 

나라 원자력발전설비 해체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의 연구로 해

체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사업내용 및 실적

그동안 해체사업기획, 해외기술조사, 해체설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법적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와 환

경 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안전성을 검토 받은 후 우여곡절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23일 허가를 받게 되

었다. 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미 선정한 공사인력 지원업체인 두산중공

업(구 한국중공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관련업체와의 해체공사 착수 전 회의를 3월5일 연구소 본관회의실에서 가

졌으며,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엔지니어링업무 지원은 한국전력기술

(주), 방사선관리업무 지원은 한일 원자력엔지니어링(주), 현장작업지원은 

동인엔지니어링(주)사로 각각 선정되어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준비하게 되

었다.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준비업무로서 해체공사에 필요한 각종 작업절

차서, 폐기물관리절차서, 방사선안전 관리절차서 등을 작성하 고, 작업장

의 방사선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정 하게 방사선/능을 측정하

으며, 투입작업자에 대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

한 법적 교육 이수와 종합신체검사, 통제구역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 등 

실제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요건을 모두 마쳤다.

실제 해체공사 계획으로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부터 제염/해체를 실

시하는 것으로 하 으나, 해체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을 원자로와 같이 방

사선 준위가 다소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

되어 보다 작업이 쉽고 방사선 준위가 낮은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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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것이 작업자들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체 순서를 변

경하 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연구로 2호기 시설 중 비방사선 구역내의 

비품과 서류 및 집기들을 금년 6월부터 해체 철거하 고, 8월부터는 부속

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설비 및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한 시료준비실, 실험실 

등에 대하여 제염/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위원소 생산의 주요

설비중 하나인 납 핫셀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 다. 

철거한 기기들의 오염상태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규제해제 폐기물 이하  

수준으로서 적절한 제염을 할 경우에는 비방사성폐기물로도 분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속성폐기물제염을 위해 초음파세정기와 화학

제염기를 개발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해체공사 점검이 12월4일부터 6일까지 있었는데, 해체공사 

준비사항과 해체진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승인된 해체계획서를 만

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다만 3개의 개선요구사항이 요청되었다.

금년 중반기에는 연구소내의 휴지 신고된 우라늄 변환시설에 대한 환

경복원사업이 본 사업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인력

이 충원되었으며, 약 3년에 걸쳐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

설내부의 방사선학적 상태를 외부인력 지원을 받아 완료하 으며,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한국전

력기술(주)의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인허가

를 신청 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로 폐로와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소

내 전문부서로 하여금 위탁과제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내 위탁과제로 수

행하는 과제들은 연구로해체 환경 감시 및 평가,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환경 향평가, 방사선관리, 품질관리들이다.

Ⅳ.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생산 설비와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시료준비실, 실험실 등 3개의 방(132, 134, 136호실)을 정리한 결과 비방사

성폐기물이 대부분이며, 일부 규제해제 수준의 금속성폐기물과 목재들이었

다. 비방사성폐기물은 과거 동물사육실로 사용한 건물과 창고에 임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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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협의 후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 할 계획으로 있

다. 규제해제폐기물로 분류된 금속성폐기물은 초음파세정기 또는 화학제염

기를 이용하여 제염할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수준으로 분류 가능 할 것으

로 판단되어 제염장치들을 제작하여 시험중에 있다. 현재까지 해체과정 중

에 발생한 폐기물들은 비방사성폐기물로서 실험대를 해체한 목재류, 흄후

드와 싱크대를 철거할 때 발생한 금속류, 각종 실험용 초자류, 실험실 바

닥재인 비닐 장판, 납 핫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제염처리 한 후의 콘크

리트 블록, 납유리, 핫셀 전면에 설치되었던 텅, 등 다양한 형태이며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금년도에 수행한 해체공사는 비교적 

쉬운 작업들로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콘크리트 바닥 및 벽

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수동평삭기와 Tough Guy를 구매하여 사용하

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기 위해 코아 드릴링 기기

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로 해체에서 개발된 기술과 습득한 경험들은 소내의 우라늄 변환

시설 환경복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해체계획서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환시설 

해체작업 시에는 연구로 해체공사에 사용하 던 장비 및 공구들이 대부분 

사용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

남아 국가들의 연구로 해체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충분히 갖추

어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AEA를 비롯하여 상대국

가들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국가간 공동연구과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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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of the KRR 1 & 2 

Research Reactors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site of the KRR 1&2 was restituted t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d HANARO, 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took the normal operation at the new site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the superannuated research reactors 

(KRR 1&2) lost their value in use. According to deterioration of utility 

and change to population-massed-area by the accelerated urbanization 

of the surroundings, the conversion to the comfortable and safe 

environment was required inevitably. Moreover, as a management 

guard of research reactor utilities, safe decommissioning of 

superannuated nuclear facilities not only is legally obligatory facts, but 

also is responsible matters for the public people. 

In addition, the decommissioning technology of the nuclear facilitie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domestically not only can use chances to 

accumulate development of the basic technology required to the 

facilities dismantling, but also is ordered for the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ase of approving the decommissioning 

license.

The foreign nuclear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decommissioning 

various research reactor facilities and large radioisotop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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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including nuclear spent fuel reprocessing facilities for the long 

time ago. Recently, they are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they are developing various kinds of technologies which need 

to decommission nuclear facilities and they make an effort to take part 

in nuclear facilities of their own countries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As a point of international trend, we also actively effort to develop 

superannuated nuclear facilities decommissioning technology for joining 

nuclear advanced countries G5. And for a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nuclear research facilities thoughtlessly constructed to 

developing countries is shutdown presently and management does not 

control from now on. And then serious problems which do not keep 

nuclear safety are being happen.

Accordingly as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decommission 

superannuated nuclear facilities sooner or later, we expect new market 

for nuclear energy to grow up. Therefore dismantling of KRR 1&2 

facilities and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are fit timely. 

As KRR 1&2 have been a stepping stone to establish the self-reliance 

basis of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and their utilization, 

henceforth these technologies will be based o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ourselves. Finally, we expect that these technologies 

get to the milestone of frontiers of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market.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Decommissioning 

Plan were written out and presented after a series of courses such as 

planning of the decommissioning, survey of overseas technology, and 

decommissioning design. Finally, the decommissioning license was 

issued 23 Dec. 2000 after discussion and decision by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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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The supply of workers was contracted with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formerly known as Hanjung 

or Korea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Meeting before decommissioning work was held at 5 Mar. with a 

associated enterprise. As preparation work, work procedure, waste 

management procedur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procedure etc. 

were drawn up and radioactivity measuremen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ssess radiological status. Also, educa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were finished for radiation worker for qualification.

Actually, decommissioning plan was scheduled to dismantle and 

decontaminate KRR 2 reactor hall which was highly contaminated. But, 

the decommissioning order was changed to carry out attached facilities 

in KRR 2 in order to accumulate the decommissioning experience. 

Furnishing and documents at non-radioactive area in KRR 2 was 

dismantled since July, and attached facilities such as radioisotope 

production equipment, sample preparation room, laboratories etc. have 

been dismantling since August. Especially, lead hot cells were all 

dismantled except for concrete structure. The radioactivity of the 

dismantled equipment was less than free release criteria. Now, 

ultrasonic washer and chemical decontaminator ar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re was inspection for decommissioning work from Dec. 4 to 6 

by the regulatory authority and then were three demands for 

improvement.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 for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will be accomplished for 3 years. First of all, radiological status was 

investigated and then documents for the license is writing out with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Inc.(KOPEC).

In order to smoothly accomplish the decommissioning of KRR 1&2 

an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it was supported from special tea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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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Commission projects are research react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uranium conversion facility, radiation protection, quality control and etc.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great part of commodities of attached facilities in KRR 2 such 

as isotope production installation, sample preparation room, and 

laboratories were non-radioactive waste. Non-radioactive waste was 

temporarily stored in the past animal breeding room and the 

warehouse. They are planning for handling as general industrial waste 

after discussion with the regulatory authority. Metallic wastes classified 

with free release will be cleaned with ultrasonic washer and chemical 

decontaminator, which are manufactured and now testing. Wastes 

produced during decommissioning process were various types such as 

woods, metals, glasses, concrete blocks, lead glass, etc.. They will be 

planning to treat as general industrial wastes.

Experiences and techniques obtained from KRR 1&2 

decommissioning are expected to be practical use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Also, it is good reference for 

Decommissioning Plan. Most of the tools and equipment used in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will use in the process of 

decommissioning of conversion facility.

Further, we mak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AEA, 

China, etc. based on technique and experience developed by KRR 

decommissio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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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그동안 해체설계를 자료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구로시설 해

체를 위한 인허가 서류인 해체 계획서와 환경 향평가서가 규제기관인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체과정 중의 모든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완료

되었고, 그 심사 결과는 모두 2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선

∙환경분과)와 3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년 

11월 23일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시설 해체계획 승인을 과학기

술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제 금년부터는 실제 해체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는데, 먼저 해체공사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위해 작년 초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미 선정한 두산중

공업(구 한국중공업)과 인력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 다. 두산중공업에서

는 해체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인력용역을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주),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지원 용역을 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주), 실제 해체공사에 투

입할 작업자 지원을 동일엔지니어링(주)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금년 3월

5일 해체공사 착수 전 회의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가짐으로서 

공식적인 연구로 해체공사가 착수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장의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적 교육을 이수하 는데 외부인력은 

동위원소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 소내인력

은 연구소 정기교육으로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 작업절차, 작업방법, 방사선안전관리절차, 방사성폐기물관

리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들에 대한 교육도 현장에서 실시하 다.

  당초 인허가 시의 작업일정은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내의 원자로를 비

롯하여 주변 기기들을 해체할 계획이었으나, 원자력계의 원로들이 연구로1

호기 기념관화 이외에 연구로2호기도 원자력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희망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기념관 범위에서 제외된 

다소 해체가 쉬운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시설과 각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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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부터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8월부터 실험실 132호, 134호, 136호

부터 내부의 시험기기와 실험장치들을 철거하기 시작하 다.

  해체공사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업무로 작업절차서,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서 등을 작성하 는데, 작업절차서는 일단 먼저 

공사를 수행하는 부분인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에 관련된 작업에 필요한 

절차서만 작성 완료하 다.  해체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 는데 대표적인 장비로서 콘크리트 바닥 제염을 위한 수평평삭기, 

핫셀 벽체 및 협소한 지역의 제염작업에 적절한 Tough Guy, 콘크리트 벽

체 제거를 위한 Drilling Machine 및 콘크리트 브레이크 등을 확보하 다.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작업은 대체로 방사선학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작업이며, 작업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

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소내인력으로 위촉연구원 3명을 포함하여 5

명, 방사선안전관리요원 3명, 작업인력 4명 및 주 계약자인 두산중공업의 

작업 총괄요원 1명으로 모두 13명이다. 현재까지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

들은 실험실에서 사용한 각종 화공시약, 초자류, 실험용 작업대, 흄 후드, 

개수대이며,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한 납 핫셀 해체 시에 발생한 원격조작

기인 텅, 납유리 핫셀 상판, 핫셀 뒤편의 철제문, 핫셀을 주로 구성하고 있

는 콘크리트 구조물, 핫셀 전면의 납 벽돌 등으로 대부분 비방사성폐기물

로 분류가 가능한 폐기물들이다. 일부 오염된 기기나 분리된 부품들은 방

사선 준위가 규제해제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낮은 상태이나, 폐기

물 관리비용을 줄이고 제염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임시로 실험실 136호실

에 보관하고 있다. 이 규제해제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한 폐기물은 자체 개

발한 제염장치인 초음파 제염기와 화학 제염조에서 충분히 제염한 후에는 

비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방사성폐기물

들은 주 건물 외부의 과거에 비품 창고로 활용한 건물과 동물 사육실로 

활용한 건물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규제기관 승인을 받은 후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규제해제폐기물 보관을 위하여 일반 

화물 수송용 콘테이너 2대를 구입하여 방사성폐기물 보관창고 옆에 설치

하 으며, 향 후 대전 본소로 이송하여 연구소 내의 부지에 매립하거나, 

방사선이 완전히 감쇄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관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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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월성 원전의 중수로 핵연료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운 되어온 우

라늄 변환시설이 그 효용가치가 상실됨에 따라 금년부터 해체를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해체공사에 앞서 법적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따른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설 내부의 방사선학적 상태 확인

과 시설 운 이력, 시설상태 파악 및 기타 엔지니어링 업무와 환경 향 평

가에 필요한 시설 주변 5 Km이내의 사회, 인문, 경제, 문화 및 현지의 기

상상태를 분석∙파악하 다.  인허가 서류는 내년 2월 말경 작성을 완료하

여 3월경에는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해외의 기술동향 파악을 위해 OECD/NEA 

해체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중국과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인허가 시 과학기술부의 지시사항인 연구로 해체와 병행하여 해체기술 

개발 확보를 위하여 금년 8월부터는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로 연

구로 해체기술개발 과제와 원자력 연구시설 제염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

에 있으며, 이 과제들은 2004년 3월말까지 제 1단계인 기본적인 연구개발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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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폐로사업관리

1.  개  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인 연구로1호기는 미국의 General Atomic(GA) 

사가 제작한 TRIGA Mark-II 이며, 1962년 가동을 시작하 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72년 연구로2호기인 TRIGA Mark-III를 가동하여 본격적인 

원자력관련 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연구로 폐로는 1996년 제12

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1997년부터 총 사업비 98억

원, 사업기간 3년으로 폐로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

(AEC)는 폐로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와 관련하

여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량을 최소화하

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운  시점까지 현지시설을 활

용하여 보관, 관리토록 결정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98년 폐로 사업계획을 1차 변경하 다. 이때 변경

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을 포함하여 142억원

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 또한 당초 3년 기간이던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제 폐로(제염․해체)공사는 2002년 말까지 완료하고, 폐로 사업

에서 발생된 방사선폐기물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현지 시설인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에 임시 저장․관리하도록 하 다.

따라서,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로 전환

하고, 폐로 사업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곳에 임시 저장․관리하다가 정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운 되는 2008년 처분장으로 이송하고, 임시 저장시설로 사용하 던 연구

로 2호기 원자로실을 최종 제염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한국전력공사로 반

환하면 본 사업은 완전히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 한국전력공사와 부지사용 계약기간을 방사성폐기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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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으로 이송 완료하는 2008년 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998

년 연말에 변경하 다. 

또 한편, 본격적인 해체공사에 앞서 연구로 1, 2호기에서 사용하 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었다. 당초에는 대전에 

운 중인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로 이송․보관할 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던 중 미국이 1996년 5월 “연구로에서 사용한 미국산 사용후핵연

료를 회수하는 정책”을 확정하고 발표하 으며, 이에 한국정부가 동의함에 

따라 연구로 2호기 수조와 대전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보관․

관리하던 모든 TRIGA 사용후핵연료를 1998년 7월 미국으로 안전하게 반

환 조치하 다.  이때 이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

다.  따라서 연구로는 그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연구로 1호기에 이

어 연구로 2호기도 1998년 7월 4일부로 과학기술부에 폐지신고 및 운 허

가증을 반납함으로써 면하게 되었다.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계획이 2000년 11월 23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

인을 받았으며, 이어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계약이 두산중공업

(구 한국중공업)과 2000년 12월 15일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계 

원로들은 최초의 연구로에 대한 아쉬움으로 연구로 1호기를 기념관화하여 

구 보존하는 방안을 제기하 으며, 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결정

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 다.

한편 해체공사는 “해체공사 인력수급 부문공사” 사업착수회의를 3월 5

일 본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가졌으며 참여업체간의 업무 및 협력방안과 

해체공사 추진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 다. 해체공사 착수를 위한 각종 절

차서를 작성하 으며,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중 비방사성구역의 비품 및 

집기들을 먼저 정리하는 등 해체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공사를 수행하 다. 

본격적인 해체공사는 8월 5일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 

및 실험실에 대한 제염해체공사를 착수함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1, 2호기의 폐로 관련 추진경위는 표 2.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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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폐로사업 추진경위(1/5)

날짜 내    역

1985. 3 ◦ 원연-한전간 서울부지 매매계약 체결 (토지: 219,772평, 

건물: 11,538평, 대금: 27,037백만원)

1987. 8 ◦ 원연-한전간 서울사무소 시설 사용협약 체결 (1차 무상

임대 계약체결)

- 사유 : 연구로 대체시설 준공 시까지 연구로의 사용

- 기간 : 대체시설 준공예정 시점인 1990. 12. 까지

1989. 3 ◦ 과기처에 연구용원자로 활용방안 제출

1989. 6 ◦ TRIGA 연구로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회의(과기처, 원연

대표 참석)

1989. 7 ◦ TRIGA Mark-Ⅱ, Ⅲ 원자로 관리방안 수립과제 수행

- 기간 : 1989. 8. ∼1990. 7.

- 예산 : 1,500만원

1989. 9 ◦ TRIGA Mark-Ⅱ, Ⅲ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회 

개최(과기처, 한전, 학계, 원연 참석)

1990. 4 ◦ 연구용원자로 관리방안 자문위원회 개최(과기처, 한전, 

학계, 원연 참석)

1990. 12 ◦ 한전에 2차 시설 사용기간 연장 요청

1991. 5 ◦ 원연-한전간 원자로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회의

1992. 2 ◦ 원연-한전간의 연구용 원자로 관련 부동산 2차 무상임

대 계약체결

- 사유 : 연구로 대체시설 준공시점 지연

- 기간 : 대체시설 준공시점인 ’95. 12 까지

1993. 4 ◦ 연구용원자로 폐로연구 기본과제 수행

1993. 12 ◦ 과기처에 “연구용 원자로 1호/2호 향후 대책(안)” 제출

1994. 2 ◦ 과기처에 “다목적연구로 및 연구용 원자로 향후 활용계

획” 제출

1994. 3 ◦ 연구용 원자로 1호, 2호기 향후대책 방향에 관한 관계기

관 회의(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대표참석)

1994. 6 ◦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활용대책 방향보고

- 학생 교육대책 수립 및 기념관화 추진

1994. 6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활용대책 방향(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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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폐로사업 추진경위(2/5)

날짜 내    역

1994. 10 ◦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활용대책 방향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

-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참석

- 학생교육 보완대책 마련, 폐로 및 기념관화에 따른 부

지 및 재원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제기

1995. 7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연구용 원자로의 폐로 대책

보고

-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력 전공학생 실습대책 수립

- 폐로 및 기념관화 방안을 관련기관간에 협의토록 함.

1995. 9 ◦ 3차 무상임대를 원연에서 요청

- 사유 : 연구로 해체기간 동안 연구로 부지사용료 면제

- 기간 : 폐로 조치 완료예정 시점인 2000. 12.까지

1996. 2 ◦ 원연-한전간 3차 무상임대에 관한 회의

1996. 3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폐로계획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

(과기처, 한전, 원연 참석)

1996. 3 ◦ 제12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연구용원자로 1,2

호기 폐로계획(안)” 보고

- 목표 : 1999년 말까지 TRIGA연구로 제염해체 완료

- 방안: TRIGA-MarkⅡ는 기념관으로 전환하고, TRIGA 

Mark-Ⅲ는 완전 해체 철거

- 기타 : 국내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경험 및 기술축적 고

려 연구로 부지 무상임대 계약 연장체결 추진

- 역무 : 원연(해체사업), 한전(기념관건설/운 ), KINS

(인허가)

1996. 4. 7 ◦ 연구로 1호기 폐지신고

1997. 1 ◦ 연구로 폐로사업 착수

- 총사업비 : 98억원

- 사업기간 : 1997. 1. 1 ∼ 1999. 12. 31

1997. 4 ◦ 연구로 부지사용 임대계약 체결 (제3차)

- 계약기간 : 1996. 1. 1 ∼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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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폐로사업 추진경위(3/5)

날짜 내    역

1998. 5. 29 ◦ 제16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사업변경계획 보고

- 총사업비 : 142.14억원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31

- 연구로 1호기 제염‧해체‧철거 후 기념관화

- 주요 상징물은 원자력(연)으로 이관‧전시

1998. 7 ◦ 연구로용 사용후핵연료 전량(299봉) 미국 반송

1998. 7. 4 ◦ 연구로 2호기 폐지신고

1998. 9. 30 ◦ 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관련 원자력위원회 의결

- 내용 : 연구용 원자로의 제염‧해체로 발생되는 폐기물

은 처분시설이 준공되는 2008년까지 현지에서 

자체 저장관리 (구체적인 폐로사업 계획은 과학

기술부가 수립․추진)

1998. 10 ◦ 시설 국가보안 목표(가)급 해지

1998. 10 ◦ 연구로 보관 총기 및 탄약 대전 이송

1998. 12. 11 ◦ 연구로 폐로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

- 원자력법 제31 조에 의거 해체계획서 및 환경 향평가

보고서 작성 정부 제출

1998. 12. 31 ◦ 연구로 부지 무상사용 임대계약 변경 체결

- 계약기간 : 1999. 1 ∼ 2008. 12. 31

1999. 2. 4 ◦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해체설계용역 계약 변경

- 계약기간 연장(20개월 연장)

∘ 당초 : 1997. 12. 30 ∼ 1999. 2. 28

∘ 변경 : 1997. 12. 30 ∼ 2000. 10. 31

- 잔여업무 : 인허가 지원 및 현장 설계지원

1999. 3. 4 ◦ KINS 인‧허가 심사 1차 질의서(120건) 접수

- 1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1999. 3. 30)

1999. 4. 22 ◦ 자연증발 처리시설 증설

- 처리용량 : 30톤/년 ⇒ 200톤/년

1999. 5. 25 ◦ KINS 인‧허가 심사 2차 질의서(99건) 접수

- 2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199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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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폐로사업 추진경위(4/5)

날짜 내    역

1999. 8. 23 ◦ KINS 인‧허가 심사 3차 질의서(32건) 접수

- 3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1999. 9. 10)

1999. 12. 14 ◦ KINS 심사완료/결과 MOST 보고

1999. 12. 17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선환경분과) 심사결과 심의

- 심의 보류(심사기준 법적 근거 미흡)

1999. 12. 21◦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과기부, 원자력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Project화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국내 폐로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일본 등 선진국의 해체동향을 조사하여 IAEA 안전기술 

적용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것

2000. 1. 21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선환경분과)에 연구로 해체계

획 심사결과 재심의

2000. 2. 23 ◦ 제12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

획 승인심의 의결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 다만, 차기 위원회에서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

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승인하기로 함

- 이외는 별도로 과기부의 정책적 측면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능폐기물 안전기

준을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함

2000. 8. 30 ◦ 제13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

지확보 계획”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기준 현

황” 보고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획은 안전성 검토가 완료

되었으므로 과학기술부가 정책적 검토 후 승인과 사업

착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 원자로 해체 및 폐로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해체와 

병행한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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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폐로사업 추진경위(5/5)

날짜 내    역

2000. 11. 23 ◦ 연구용원자로 해체계획서 승인, 과기부 방안 71240-1101 

(2000. 11. 23)

- 연구로 2호기 및 관계시설만 우선 해체, 1호기는 활용

방안 제출할 것

- 해체공사 착수 전 방사선관리지침 및 방사선안전관리절

차서, 기상자료를 이용한 대기확산인자 및 방사선 향 

재평가 결과, 연구로 2호기 해체공사 및 세부일정을 제

출할 것

-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구조진단 등 적합성 평가 수행

- 원자로 제염․해체 관련기술 확보를 위해 해체와 연구

개발을 병행 추진할 것

2000. 12. 15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계약 체결

- 계약자 : 한국중공업(주)

- 계약기간 : 2000. 12. 15 ∼ 2003. 12. 14 (3년간)

- 계약금액 : 2,428,250천원

2001. 3. 5 ◦ 해체공사 인력수급 부문공사 사업착수 회의

- 참여업체 :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KOPEC, 한일원

자력, 동인엔지니어링

2001. 6. 1 ◦ 해체공사 준비 착수 - 연구로2호기 원자로건물 내 비방사성

구역 비품 철거

- 두산중공업(주) : 현장책임자 1명

- 동인엔지니어링(주) : 작업자 2명

-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 방사선안전관리자 2명

2001. 8. 5 ◦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동위원소생산시설 및 실험실) 해

체공사 착수

- 두산중공업(주) : 현장책임자 1명

- 동인엔지니어링(주) : 작업자 2명

-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 방사선안전관리자 2명

2001. 12. 4 

∼ 12. 6

◦ 규제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로 2호기 부속시

설 해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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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가. 총 사업내용

서울 공릉동에서 시작된 원자력연구소는 1980년대 초에 대전으로 이전

하기 시작하 으며, 그 후 열출력 30MW급의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

를 대전에 연구소가 직접 설계 및 건조하여 1995년 초부터 정상 가동하게 

됨에 따라 연구로 1, 2호기의 이용 및 활용가치는 완전 소멸되어 연구로 

1, 2호기를 1995년 말 가동 중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로시설은 가동

을 중지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시설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한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연구소의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본 연구로 시설은 한국전력공사의 중앙연수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매각된 후 무상으로 임대하여 계속 사용되어 온 시설이다.  

그러나 본 시설의 관리 책임은 원자력연구소에 있으며, 시설물 내․외의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염․해체하여 철거한다는 계약조건과 원자력법 제31

조에 의하면 원자력시설 운 자는 원자력시설을 계속 운 하고자 하지 않

을 때에는 해지 및 폐지신고를 정부에 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해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

서 연구소는 법적 책임과 부지 매각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기 위하여 1997

년부터 본 연구로 1,2호기의 폐로사업에 착수하 으며, 현재의 폐로사업 

추진일정은 그림 2.1.2-1과 같다.

여기서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로 1호기(TRIGA Mark-Ⅱ)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방사성물질

은 해체하여 철거하고, 모든 방사성오염 부분은 제염한 후 비방사선

구역으로 전환하여 한전에 반환함.

(2) 연구로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자로임을 감안할 때 그 역사적, 과학

적 의미가 크므로 기념관화를 추진함. 기념관화 사업은 한국전력에

서 주관함.

(3) 연구로 2호기(TRIGA Mark-Ⅲ)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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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체하여 철거함. 다만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보

관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저장시설로 활용

함.

(4)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내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이송한 후, 

한전에 반환함.

(5) 연구로 1, 2호기의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시설, 실험실 및 연구실 

내․외부의 방사성물질의 제거.

(6) 주변시설 중 오염된 시설인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저장고, 액

체폐기물 저장탱크, 동물 사육실, 레진 재생실 등의 제염, 해체.

(7) 연구로 시설 주변부지에 대한 환경복원 등.

이와 병행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폐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원자력실용화사업 및 원자력 중․장기 개발과제로 추진토록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연구로 해체기술 개발”을 8월부터 

관련 연구도 착수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은 폐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의 원자력시설 

및 원전의 폐로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본 폐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폐로사업 수행조직은 그림 

2.1.2-2와 같으며,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는 소내위탁과제로 연구지

원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폐로사업 해체공사 현장인 구 

서울사무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과로부터 지원 받은 용역직 청경에 의

해 수행되고 있다. 폐로사업 관련 참여자 인원현황은 표 2.1.2-1과 같다.

폐로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시 

사업수행을 위한 내부인건비, 간접비 및 연구관리비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연구소의 별도 재원으로 확보하여 수행되고 있다. 현 시

점에서 폐로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는 표 2.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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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폐로사업 추진 일정표

년 도

  내 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2. 해체설계 및 인허가 서류작성

3. 환경 향평가

4. 인허가

5. 사용후핵연료 이송

6. 해체공사

 ∙방사선 방호설비 공사

 ∙해체 사전 정비작업

 ∙연구로 2호기 및 부속시설

   (RI생산시설, 실험실, 핫셀 등)

 ∙연구로 1호기 및 부속시설

 ∙부대시설(자연증발처리시설, 

폐기물저장시설, Stack 등)

8. 방사선관리

9. 관련 연구 및 실증

10. 폐기물처리, 포장

11. 폐기물 이송(처분장)

12. 원자로실 최종 제염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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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A연구로폐로사업

방사선안전관리 과제 품질관리 과제

◦연구로폐로 및 변환시설환경

복원 관련
-방사선/능 시료채취 측정, 분석 

및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측정 및 분석

-방사선/능 측정장비 관리

-작업자 교육

◦연구로폐로 및 변환시설환경

복원 관련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관리정차서

-품질검사/감사

-규제기관 검사 및 감사 수검

폐로사업관리 과제 폐로기술관리 과제 폐기물관리 과제 환경복원기술관리 과제 폐로시공관리

◦연구로폐로 관련
-예산수립 및 관리

-구매관리

-자재 및 자산관리

-계약관리

-공사공정 관리

-위탁과제 관리

-인‧허가 지원

◦변환시설환경복원 사업관

리지원

◦연구로폐로 관련
-제염‧해체 설계관리

-인‧허가

-설계변경 승인

-공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준공도서 검토‧승인

-제염‧해체 장치개발

-시설 유지관리

◦변환시설환경복원 기술지원

◦연구로폐로 관련
-방사성폐기물 관리

-자연증발시설 운

-막분리시설 운

-폐로폐액 이송

-이온교환수지 장치운

-방사성폐기물 분류지원

-비방사성폐기물처리

-서울 불용장비 대전이송 지원

◦변환시설환경복원 관련
-제염‧해체 설계관리

-인‧허가

-설계변경 승인

-해체공사

-위탁과제 관리

-시설 유지관리

◦연구로폐로 관련
-제염‧해체 공사관리

-공사현장 총괄 관리

그림 2.1.2-2 TRIGA연구로 폐로사업 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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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2001년도 폐로사업팀 인력투입 현황

(단위 : M/Y)

소    속
연구로

폐로사업

변환환경

복원사업

중장기

사업
기타 과제 계

연구로폐로사업팀 6.29 1.83 1.55 4.34 14.00

타부서 소속 0.67 0.28 0.20 - 1.16

소내 위탁 0.30 0.30 - - 0.60

계 7.26 2.41 1.75 4.34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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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  폐로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1997 1998 1999 2000 2001 누계

편성예산(= A + B + 이월금) 1,583 3,156 2,917 4,127 4,182

집행실적(= A.0 + B) 1,036 2,018 719 3,386 1,261 8,420

잔액(이월금; = 편성 - 집행) 547 1,138 2,198 741 2,921 3,099

A. 정부투자 재원 1,180 2,384 1,488 2,145 2,155 9,352

 A.0 정부재원 집행 계 633 1,596 411 2,889 724 6,253

 A.1 외부인건비 - - 33 42 39 114

 A.2 직접경비 273 368 283 347 494 1,765

  o 여비 19 25 39 44 52 179

  o 기술정보활동비 7 13 15 26 23 84

  o 연구기자재

   - 방사선/능 측정장비

   - 폐기물 저장용기

   - 기타 연구기자재

164

164

-

-

177

174

-

3

124

112

-

12

85

-

80

5

281

220

30

31

831

670

110

51

  o 시설비

   - 폐기물처리 및 감용설비

   - 방사선방호 설비

-

-

-

-

-

-

5

-

5

-

-

-

10

-

10

15

-

15

  o 재료비

   - 방사선방호 장구

   - 장비 및 기기 유지보수

   - 기타 재료비 및 분석료

82

-

82

-

48

18

14

16

45

29

3

13

130

40

76

14

57

-

57

-

362

87

232

43

  o 인허가 심사 및 검사비 - 100 50 50 50 250

  o 수용비 및 수수료 1 5 5 12 21 44

 A.3 연구관리비 23 - 2 21 36 82

 A.4 위탁연구개발비 337 1,228 93 2,479 155 4,292

  o 해체설계 300 1,197 - - - 1,497

  o 해체공사 - - - 2,428 2,428

  o 환경 향평가 및 감시 24 18 14 27 19 102

  o 관련 연구개발 13 13 79 24 136 238

 A.5 폐기물 이송처분비 - - - - - -

  o 폐기물 이송처분 - - - - - -

B. 연구소 재원(전액 집행) 403 422 308 497 537 2,167

 B.1 내부인건비 227 236 232 402 520 1,617

 B.2 간접비 176 167 67 92 17 519

 B.3 연구관리비(지원) - 19 9 3 - 31

주) 2001년도 집행실적은 2002년 1월 19일까지의 집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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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연도 사업내용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연구로 해체계획에 대한 승인은 되었지만, 연구

로 기념관화 추진과 관련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일정 및 

범위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수행 5차 연도인 2001년도에 수행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제2장 제2절 폐로 기술관리

에 기술하 다.

1) 연구로 1, 2호기 해체공사 착수 준비

- 각종 절차서 작성 및 수정보완

- 작업자 교육훈련

- 해체공사장비 구입

2)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 실험실 128호실 외 4개실 제염․해체 작업 완료

- 납핫셀(10기) 제염작업 완료 및 해체 작업 중

- 해체공사 장비 구입 : 수평 평삭기 외 7종

- 액체 폐기물 처리 : 자연증발시설 활용

3) 연구로 해체설계 기술 확보

- 연구로 해체 공정 확립

- 연구로 해체 작업절차 수립

- 연구로 잔류방사선원항 평가기술 확보

- 연구로 해체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

4) 막분리 장치 개발, 제작 및 성능시험 완료

- 방사성 세탁폐액 복합처리시스템(전처리공정, 예비농축공정, 감

용공정, 습식산화 분해처리공정) 설계 및 제작 설치

- 각 공정별 주요 요소기술 확보

- 모의 세탁폐액 처리 성능시험 : 99.5%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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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 처리기술 확보

- 원심분리 방식을 이용한 탈수 기술

-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내 방사성 슬러리 처리에 활용 예정

6) 자연증발처리시설 운

- 처리용량 증설 : 30톤/년 ⇒ 200톤/년

- 소형 자연증발처리시설 설계, 제작 및 운  기술 확보

- ‘01년도 처리량 : 55 톤

7) 연구로 해체기술 개발(중장기 과제)

- 연구로 D/B 시스템 개발 및 주요공정 전산모사연구 수행중

-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 장비 개발을 위한 개념 및 기본 설계 

완료

-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 개발의 시료자동 채취기 개발 완료

8)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

- 시설내 방사선학적 상태 조사 완료

-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 및 환경 향평가서 작성 중

 (‘02년 3월 완료 예정)

또한 본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연구로 해체기술 개발” 중장기연구과

제를 8월 4일부터 착수하게되어 연구로 해체와 관련된 필수장비개발 및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 “연구로 해체기술 개발” 과제(중장기 연구과제) 착수

-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구축 및 주요공정 전산모사 연구

- 고방사성 장치 수중분해장치 개발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치 개발

총연구기간 : ‘01. 8. 4 ∼ ’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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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3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현황

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금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  속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

원사업(시설비)
정기정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9,150,000

2001. 1. 1∼

2004. 12. 31

표 2.1.2-4  소내 위탁과제 현황

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금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속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방사선

안전관리실
249,680

2001. 1. 1∼

2001. 12. 31

품질관리 양성홍 품질관리실 66,823
2001. 1. 1∼

2001. 12. 31

연구로 폐로 시공관리 곽김구 시설관리과 263,000
2001. 1. 1∼

2001. 12. 31

연구로 해체에 따른 환경

방사선 평가
최근식

원자력

환경연구팀
20,000

2001. 1. 1∼

2001. 12. 31

표 2.1.2-5  원자력기반연구과제 수행현황

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금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속

방사성 슬러리 함유폐액처

리 연구
정경환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25,000

2001. 1. 1∼

2001. 12. 31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

용을 위한 방안 연구
신재인

신형원자로

개발단장실
25,000

2001. 1. 1∼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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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6  중장기과제 수행현황

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금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속

연구로 해체기술 개발 정기정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680,000

2001. 8. 4∼

200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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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사업 결과물

□ 발표논문

표 2.1.2-7  발표논문 현황

논문 제목 학회명 날짜 장소

Republic of Korea, 
Record-Keeping Plan for the 
KRR-1&2 D&D Project

AGM Meeting 3.26-3.30 Vienna
(Austria)

방사성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방사선피폭 평가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5.11-5.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의 탈수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5.11-5.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시 비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고찰

한국원자력학회 5.11-5.12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1,2호기 회전시료조사대 
(Rotary Specimen Rack)      
해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흑연의 안전처리를 위한 
Wigner 에너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1, 2호기 해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Study on a Database 
Establishment Plan for the 

Record Keeping of the KRR-1&2 
Decommissioning Activities

ICEM'01 9.30-10.4 Bruigge(Belgium)

Influence of Flocculants During 
Vacuum Dewatering of 
Radioactives Slurry Waste

한국에너지공학회 2001.9 게재

Thermal Decomposition Property 
of Sludge Contained Uranium 
from Uranium Conversion Plant

한국공업화학회 10.24-10.25
천안

(단국대학교)

연구로 해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의 시멘트 
고화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Brief Review of Key Issues of 
the Ukrainian Nuclear Policy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Decommissioning of Uranium 
Conversion Plant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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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7  발표논문 현황(계속)

논문 제목 학회명 날짜 장소

Treatment of Lagoon Sludge in 
Conversion Plant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Treatment of Waste Contained 
Uranium from HWR Nuclear 
Fuel Production Process

대한환경공학회 10.30-10.31 포항
(포항대학교)

Decommissioning of Chornobyl 
NPP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The Schema Mode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of the 
KRR-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Recent Progress of KRR-1&2 
D&D Project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Current Status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KRR-1&2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The Planning for the 3-D 
Dynamic View of the KRR-1&2 

Dismantling Process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Characterization of Lagoon 
Sludge for Decommissioning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 기술보고서 : 1건

∘연구로 1, 2호기 폐로에 관한 국외 해체기술현황 분석, KAERI/AR 

-6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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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개최 : 10회

표 2.1.2-8  세미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자

및 장소
세미나 주제(발표자)

참석

인원

자체 세미나 6. 27
연구소 본관
소회의실

- 연구로 해체관련 연구개발 전략(정기정)
- 세계 원자력시설 해체기술개발 동향(이동규)
- 연구로 흑연폐기물의 위그너에너지에 관한 
연구(김희령)

10명

자체 세미나 7. 11
환경기술원 
2층 회의실

- 변환시설환경복원과제 운  방안(정기정)
- 변환시설 현황 소개(황성태)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기술(최윤동) 등 10건

16명

자체 세미나 9. 12
정보과학동 
110호

- 연구로 폐로사업 추진현황(백삼태)
- Decommissioning of Chernobyl NPP (Yuriy 
Trehub)

- 변환시설환경복원사업 현황(황성태)
- 폐로와 중장기과제의 연계성(정기정)

12명

자체 세미나 9. 18
서울사무소 
회의실

- 국내외 금속성폐기물 관련 법규(신재인)
- 변환시설 해체 시 금속성폐기물 발생 현황
(황성태)

- 금속성폐기물 재활용 현황(김희령)

12명

KAERI-CEA 공동
세미나

10.8∼10.9
프랑스 
Marcoule

- CEA(8편) : Projects feed-back and 
strategy of CEA in the field of 
decommissioning(Jean-Guy Nokhamzon) 등

- KAERI(17편) : 연구로 해체 현황(정기정) 등

13명

자체 세미나 10. 23
환경기술원 
3층 회의실

- 연구로 폐로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이근우)
- 자동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개발(이봉재)
-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정운수)
- 연구로 해체 D/B시스템 구축 및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개발(김희령)

13명

자체 세미나 11. 1
환경기술원 
2층 회의실

- Strategy & Plan for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 in Japan(Mr. M. Tachibana) 
등 4건

12명

자체 세미나 11. 8
정보과학동 
111호

- Decommissioning and decontamination 
program in JAERI(Mr. M. Tachibana) 등 
6건

12명

자체 세미나 11. 23
정보과학동 
111호

- 원자력 선진국의 Clearance Level 현황분석 
(정운수)

- 금속폐기물 재활용 기술(김희령)
- 방사성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국내 법적요건
(이동규)

12명

자체 세미나 12. 4
서울사무소 
회의실

- 방사성슬러리 함유폐액 고화(정경환)
- 연구로 폐로 시 슬러리 폐액의 발생 및 현황
(김희령)

- 시멘트 고정화 설비 현황(이근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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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폐로기술관리

1. 개  요

본격적인 해체공사 착수를 위해 금년 3월 해체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기

로 한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과 협력업체인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원

자력엔지니어링, 동인엔지니어링사의 실무 책임자들과 해체공사 착수 전 

회의를 가지고 해체현장 조직을 구성하 다. 현장 투입인력들은 모두 원자

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내부피

폭 확인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전신피폭검사를 받았다. 내부피폭 유무를 확

인하는 전신피폭검사는 해체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실시하게 된다.

해체공사 준비작업으로 작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서들을 작성하 는데 

한국전력기술(주)의 전문 엔지니어들을 활용하 다. 지금까지 작성한 절차

서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절차서, 방사선관리 절차서, 내년 전반기

까지 수행할 작업절차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절차서 등이다. 

또한 공사장비로 콘크리트 바닥오염을 제거하기에 용이한 수평평삭기, 

소형의 Tough Guy, 콘크리트 드릴링 머신, 콘크리트 파쇄기, 등을 구입하

으며, 규제해제폐기물 저장을 위해 20 피트 길이의 화물 운반용 콘테이

너 2대를 마련하 다. 인허가 승인 당시에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부터 

제염․해체할 계획이었으나, 원자력계의 원로들이 연구로1호기뿐만 아니라 

연구로 2호기까지도 원자력 홍보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부의 

방침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 으며, 원자력시설 해체

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의 사전 교육과 경험 습득차원에서 비교적 

작업이 단순하고 방사선 위험이 적은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시설부터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실제 해체공사는 6월부터 착수하 는데 먼저 비방사선구역인 연구로 

원자로건물의 운전실과 연구실의 비품들을 모두 철거하여 비방사성폐기물

로 처리하 고, 8월 5일부터 방사성관리구역인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인 동

위원소 생산을 위한 콘크리트 핫셀과 납 핫셀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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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작업과 해체작업을 착수하 다. 이곳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은 대부분 비

방사성폐기물이었으며, 약간의 규제해제 폐기물이 발생하 는데 제염을 위

하여 실험실 136호실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부속시설의 해체작업은 내년 

전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작업 진행이 다소 늦어 후반기에

나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동안 수행한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해체준비사항, 해체절차,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연구로 2회기 굴뚝 출입구 봉쇄

와 액체폐기물 저장탱크 배출구 봉쇄의 요청이 있었으며,  비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정량적인 핵종 분석 결과 및 절차 수립 요구와 품질보증 분야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이행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개선요구사항으로 권고

되었다.

금년 한해는 해외의 해체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일본의 JAERL와 우

크라이나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국의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정보

를 입수하기도 하 다. 또한 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IAEA 주관으로 운 되는 원자력시설 해체 교육과정에 2명이 참석하여 약 

2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자체 세미나 개최와 한․

불, 한․중국과의 Workshop에도 참석하여 연구로 해체현황과 적용기술들

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기도 하 다.

2. 해체공사 준비

가. 현장조직 구성

해체활동에 대한 인력수급 부문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사무소 연구로 

해체현장의 작업수행 조직이 구성되었다. 주 계약자인 두산중공업(주)의 

현장관리책임자 산하에 방사능안전관리분야에 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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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출입관리 및 방사선/능 측정작업, 폐기물 분류 및 방사선 평가분석 

작업을 수행토록 하고, 일반 및 방사선안전관리 구역의 작업에는 동인엔지

니어링이 선정되어 제염․해체 작업, 폐기물 포장운반작업 및 기타 현장작

업을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림 2.2.2-1은 현장 조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투입인력은 8명이다.

현장관리

조 금 석

전문가 분야 방사선안전관리 분야
방사선 작업 

분야
한국전력기술(

주)
한일원자력 엔지니어링

동인 

엔지니어링

신  호 이 경 호 이 충 상

․전문가 기술

지원

․품질관리 지

원

․폐기물관리 

지원

․각종 절차서 

작성

․작업자 및 방문자 피폭관리

․시설 내외부 방사선/능 측정

․방사선 시료채취 및 분석

․해체대상물 방사능 평가

․제염 및 해체 시공

․폐기물 분류, 포장 

및 운반

․기타 현장 시

공

그림 2.2.2-1  현장 조직도

나. 신규 투입자 교육

2001년 6월 1일에 6시간에 걸쳐 해체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다. TRIGA연구로폐로사업팀 폐로기술관리 과제 책

임자와 방사선안전관리 과제 책임자의 진행으로 실시한 교육에는 인력수

급 주 계약자인 두산중공업 및 전문가분야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방사

선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일원자력주식회사 그리고 해체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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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자력연구소 직원 및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종사자 등 총 20명이 교

육을 받았다.

교육에 앞서 참여종사자 전원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각자의 업무 및 활

동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반적인 사업소개와 해체활동에 

있어 주의할 사항 및 해체대상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다. 해체활동

을 시작하기전의 준비작업 및 비방사선 관리구역내의 기존 시설로부터 해

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품 및 시설의 방출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수행되었다. 전반적인 작업 순서에 

대한 설명과 향후의 공정계획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해체활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보고 및 지시절차의 수립에 대한 소개 및 이에 따른 

작업수행결과에 대한 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문서의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수행하 다. 인력수급 계약업체에서의 산업재해관련 교육수행계획도 

함께 검토되고 협의하 다.

해체활동에 있어서의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은 이미 작업종사자들이 수

강한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에 대한 강조 및 해체활동 구역에의 출입

관리 절차 및 방사선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요구사항과 수행 절차에 대해서

도 교육을 실시하 다. 해체계획 수립단계에서 수행한바 있는 사전 방사선

/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작업종사자의 해체활동에 이해가 되고자 설명

이 되었다. 방사선/능 측정작업을 위한 착수계획 및 현장 Marking 구성방

안 등도 함께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다. 현장안전관리 교육 및 적용

1) 방사선안전관리

원자력 관계법규, 해체계획서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규

정에 근거하고 있는 선량한도에 의거하여 연구로 1,2호기의 제염, 해체 공

사 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의 결정적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확률적 장해의 발생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게 제

한함으로써 피폭으로부터 방사선종사자 및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 29 -

안전한 제염, 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있다.

2)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안전시설에 충실하고, 안전시공

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이며,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므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안전관리 적용 대상

방사선관리구역 및 일반작업장 출입 대상자로서 만18세 이상인자이며,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 출입자, 일시출입자, 방문자, 위반자 등

4) 현장 안전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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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교육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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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작업 전 교육 내용

∘방사선구역에 들어갈시 개인 피폭 선량계(AID), 열형광 선량계

(TLD)를 필히 착용할 것

∘방사선구역 출입시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임의의 행위는 절대하지 말 

것

∘방사선구역에 들어갈 때는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말 것

∘방사선구역을 나올 때는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오염이 되었을 경우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한 오염확산을 방지할 것(오염검사실 

및 샤워실 이용)

∘방사선구역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주변

에 이상이 있을 시는 책임자 및 감독자에게 속히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방사선구역 출입금지 및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절대로 출입하

지 말 것

∘방사선구역내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절대 금할 것

∘방사선구역 밖으로 허가 없이 철거물 및 공기구, 해체용 장비 등 반

출은 절대 금하며, 필요시 사전에 반출허가를 받을 것

∘방사선구역내에서 사용할 공기구, 장비 및 소모자재는 사전에 필히 

허가를 받은 후 반입할 것

∘고준위 방사선관리구역의 작업 시 적절한 차폐물을 설치한 후 작업

할 것

∘방사선관리구역 작업종사자는 원자력법 및 관련규정 방사선안전관리 

지침, 방사선관리 절차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방사선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방사선방어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

∘방사선구역내에서 구독용 신문, 잡지, 도서류 등 불필요한 물품 반입

을 하지 말 것

∘방사선구역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반입 및 사용을 하지 말 것(필요시 

내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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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구역 출입 시 항상 출입절차에 따라 행할 것

∘방사선구역에서 작업 중 및 작업 후 관리구역 밖으로 나올 시 오염 

검측 결과를 기록할 것

∘방사선구역에서 작업 중 및 작업 후 관리구역 밖으로 나올 시 오염 

검측 결과를 기록할 것

∘방사선구역 작업종사자는 자신의 방사선장해 예방 및 방사선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

∘방사선구역에서의 안전관리자는 해체 작업 전에 필히 오염검사를 완

료할 것

7) 일반작업에 관한 내용

∘해체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

할 것

∘작업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안전책임자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작업

에 임할 것

∘작업용 장비 및 공기구는 사용 전 필히 동작상태와 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사용할 것

∘중량물 운반 및 취급 시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상호 협동 

단결하여 작업에 임할 것

∘위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소는 필히 안전표지판 및 경계선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

∘ 폐된 장소에 들어갈 시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고 그 안에 가스를 

완전히 환기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할 것이며, 반드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할 것

∘화학물질 취급 시 필히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할 것

∘전동공구는 필히 접지를 하고 사용할 것(사용 전 해당 콘센트 및 플

러그 접지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천공기를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작업 시 압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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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플러그 및 콘센트 부위에 작업 중에 배출된 물이 접촉되지 않도

록 철저히 격리시킬 것

∘천공기를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앵커의 고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탈 및 탈락을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진공펌프 

사용시도 안전장치 설치)

∘동절기 유류용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예방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을 

하고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를 주변에 배치할 것

∘동절기 난방기구에 연료를 보충 및 주입 시 소화 후에 주입하고 점

화된 상태로 이동 및 연료주입은 절대 금할 것

∘작업  전 조작한 전원 및 스위치는 작업 후 반드시 단전상태로 둘 

것(ON, OFF 상태확인)

∘작업중 수시로 작업장 정리정돈 하면서 작업에 임할 것

∘공동작업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작업 중 위험예측에 항상 관심을 가

질 것

∘안전장구 및 보호구는 바르게 사용할 것

∘해체작업 시 예리한 돌출부위 및 못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할 것

∘해체작업 시 폐 물품을 혼자서 무리하게 운반하지 말 것 

∘해체작업 시 폐물품 운반 및 이동시 수족이 협착되지 않게 주의하여 

작업할 것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부위 검측 및 작업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

정하고 하부에 보조자를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할 것

∘흡연구역을 철저히 지키고 꽁초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소화

하여 철재용 재떨이에 넣을 것(화재예방)

∘해체 후 폐물품 운반시 안전한 보폭 및 물건의 무게중심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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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순시 및 점검

9) 안전시설물 설치

10) 개인 안전보호구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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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일지 작성 종류

12) 비상시에 따른 대책

라. 작업절차서 작성

연구로 1,2호기 해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대상물에 대한 해체 작업절차서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당해 년도에는 우선 

해체대상이 되는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통로와 출구, 동위원소 생산 실

험실 및 연구실과 납 핫셀의 제염 해체 활동이다. 이들 시설 및 해체 대상

물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접근하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작업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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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절차서로서 연구로 폐로사업팀과 전문가 업체로 지정된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함께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로와 출구

가) 개요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 생산시설과 실험실의 해체 및 제염시 발생되는 

일반 물품이나 규제해제 폐기물, 혹은 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반출

구 및 반출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복도와 출입구를 제

염하고, 출입구에는 반출품의 최종 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대를 

설치한다.

나) 작업절차서

첨부 1. 통로 및 출구 작업절차서 참조

2) 실험실 및 연구실

가) 목적

본 작업절차서는 연구로 2호기 부대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 및 실험

실내의 흄후드(Fume Hood), 실험테이블 등의 시설내의 잡기기 및 배수배

관과 시설별 벽체 및 바닥의 제염 작업 절차를 기술한다.

동위원소생산시설은  준비실 #1 & #2(Room No. 134 & 136), 측량실

(Room No. 132) 및 폐기물 저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밖에 Hot 

실험실 및 연구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시설의 바닥은 제염작업의 

편이를 위해 아스타일 위에 비닐장판이 깔려있고 벽은 에폭시로 마감처리

되어 있으며, 각 시설에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실험테이블과 흄후드 및 

싱크,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 37 -

나) 작업절차서

첨부 2. 실험실 및 연구실 작업절차서 참조

3) 납 핫셀

가) 개요

납셀은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제조실 #1 및 #2(Room No. 133,135 &137)

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납셀은 액체폐기물 수집통을 넣을 수 있는 700 

m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전면은 납벽돌을 쌓고, 뒷면은 출입문 

역할을 하는 6 mm 두께의 철판으로 가공된 2개의 차폐문이 설치되어 있

으며, 납셀과 납셀의 사이벽은 콘크리트, 천정은 3 mm 두께의 철판으로 

되어 있다. 10개의 각 납셀에는 차폐창과 2개의 원격집게(Tong), 배기필터 

및 조명장치를 갖추고 있다.

납셀의 바닥은 1 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가 설치되어 있

고, 전면의 납벽돌 내부는 테이프로 붙인 후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

다. 그 외의 양쪽 사이벽과 후면의 차폐문에는 모두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

되어 있다. 납셀내의 바닥배수 및 앷체폐기물 수집은 납셀의 하부 콘크리

트 구조물 속에 배수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수집통에 수집된다.

납셀은 중성자 선원을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납셀내 구조물 및 시설이 

방사화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셀의 방사선/능 현황을 살펴보

면 방사선/능 조사 당시는 단수명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납셀을 사용중에 

있었으므로 높은 방사선 및 오염도를 나타냈었으나, 납셀의 해체공사시에

는 납셀 사용이 중지된지 오래되어 단수명 핵종 등의 붕괴로 인해 오염도

는 현저히 떨어져 자연 방사선/능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작업절차서

첨부 3. 납 핫셀 작업절차서 참조

마. HVAC Filter 교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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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의 환기계통에 대한 점검 후 불량한 부분 및 보

수가 요구되는 곳의 Filter를 교체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험을 수행하 다.

작업 수행 내용으로는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에 연결된 Ventilation 으

로 총 14개의 Hepa Filter(규격 610×610×292 P/W) 및 17개의 Pre 

Filter(규격 610×610×50 AL)를 교체하 고, 이에 대한 0.3㎛ 압력강하

(DOP) 시험을 수행하여 모두가 효율 99.97% 이상의 효율을 확인하 다.

바. 해체공사 참여업체 기성고(1차) 검토 및 평가

지난 6월부터 해체활동에 투입된 작업종사자, 전문가 및 방사선안전관

리 요원의 활동결과에 대한 기성대가를 11월 중순에 1차로 사정하 다. 방

사선작업구역내 해체활동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안

전관리 활동에 투입된 종사자와 각종 작업절차서 작성 및 기술조언 활동

에 투입된 전문기술자들에 대한 인력투입 내용을 평가하고, 투입된 

Man-power에 대한 기성대가를 사정하 다. 

전문가 활동분야의 사정은 총 계획 93 M/M 대비 28.5%인 26.55 M/M

로 평가하 고, 방사선안전관리 분야는 총 계획 180 M/M 대비 4.36%인 

7.84 M/M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작업 분야는 총 계획 수량인 432 M/M 대

비 2.51%인 10.88 M/M로 평가되었다. 이외 해체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입

되어야 할 법적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과 방사선작업종

사자의 피폭관리 및 안전을 위한 신체검사비에 대한 기성도 사정되었다. 

금번 1차 기성에 대한 사정 결과는 총 계약금액 2,428,250,000원 대비 

144,403,400원으로 5.95%로 평가되었다.

사. 기기 및 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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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해체활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기기 및 공구의 투입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망치 또는 톱 같은 기본 공구는 연구로를 운 하면서 사

용하 던 공구류를 가능한 한 활용하도록 하 고, 그 외 특수한 목적의 제

염 및 해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장비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외 

선진경험 국가들의 사용 예를 조사 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 고, 가능한 한 국산화된 장비를 구매하도록 노력하

다. 이들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선 사용목적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제염 및 해체 활동에 투입된 후 제염과정

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폐기물화 되는 것을 방지함을 

우선의 목표로 설정하 다. 제작 및 구매 사양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시장 

가격조사 활동을 통해 구매하 다.

1) 콘크리트 표면오염 제거용 평삭기

 동력 : 전기식

 원통 블레이드 사용

 작업폭 : 20 Cm 

 작업깊이 : 3mm

 작업능력 : 60M
2/hr

 용도 : 콘크리트 바닥 표면 오염  

        제거

2) 표면오염 제거용 소형 평삭기

소형 원통형 2기블레이드 사용

동력 : 전기식

용도 : 협소한 곳이나 구석진 곳의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면의         오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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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드릴링 머신

  전력 : 2000W 

  무게 : 11.5kg (모터) 

  전압/전류 : 220V/ 9A 

  천공범위 : 25~162mm (최대 

202mm 까지) 

  용도 : 콘크리트 절단 및 파쇄용

4) 소형 콘크리트 파쇄기

  타격 강도: 17J 

  전력 : 1,350W 

  무게 : 9.7kg  

  용도 : 소형 콘크리트 파쇄용

5) 20" Cargo Container

 규격 : 6 ft×6 ft×20 ft

   용도 : 규제면제 폐기물 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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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마 카메라

   

   외경 : 80 mm

   길이 : 400 mm

   무게 : 16 Kg

   측정 범위 : 50 KeV∼2 MeV

   민감도 : 0.1 μGy/h∼200mGy/h

   용도 ; 원거리 오염구역 탐색

3. 해체공사 작업내용 및 방사선/능 측정

가. 연구로 2호기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일반적으로 방사선 관리 구역의 출입 관리는 출입자의 방사선 피폭 관

리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변 환경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염․해체 작업에서 작업자는 방사선 오염물질을 취

급함으로서 작업 중 피복 및 신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체작업을 

위한 수많은 장비의 출입으로 장비에도 오염될 수 있어 인원 및 장비가 

관리 구역 내로 출입할 때 절차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구

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반출에 따른 반출구역의 설정과 반출

절차의 수립도 오염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

1) 관리구역 출입구 설치(연구로 2호기, 그림 2.2.3-1, 2.2.3-2)

연구로 2호기 출입구는 관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1층 안전관리실 옆 통로에 설치하 다. 일반 청정구역에는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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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용하는 TLD, AID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고, ADR이 설치되어 출입자 

각 개인의 출입일자, 시간, 방사선 피폭 기록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

력되도록 하 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의 최종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

여 손발 오염검사기가 설치되어 있다.

청정구역과 완충구역 사이에는 1차 및 2차 분리대를 설치하여 일반 신

발을 완충구역용 신발로 갈아 신게 하 고 이를 위하여 각각의 신발장을 

두었다. 완충 구역에는 일반옷 및 작업복 탈의실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작

업자는 작업용도에 필요한 작업복 및 작업용구를 착용하도록 하 다.

완충구역에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원자로 제염․

해체 작업 시 출입구(그림 2.2.3-1)와 동위원소 생산실(Hot cell포함) 제

염․해체 작업 시 출입구(그림 2.2.3-2)를 각각 두었다. 완충구역과 방사선 

관리구역 사이에도 분리대를 설치하여 완충구역용 신발을 작업용 신발로 

갈아 신게 하 고, 역시 각각의 신발장을 설치하 다. 작업자가 제염 해체 

작업 후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출구에 오염 검사기를 각

각 설치하 고, 폐기물 수집통을 두었다. 오염이 확인된 출입자는 작업복

을 폐기물 수집통에 넣고 제염실 내 샤워실에서 제염을 한 후, 제염실 내

에 오염 검사기를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화장실을 통하여 완충구역

으로 나온다. 제염실에는 샤워실, 세탁실, 오염검사기능이 설비되어있다.

2) 폐기물 반출구 설치

제염․해체 작업 시 기기 및 자재가 관리구역 내로의 출입이 빈번하

고, 해체 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반출이 자주 일어난다. 각종 기자재의 

출입은 물론이고, 각종 폐기물의 반출이 자주 일어난다. 각종 기자재의 출

입은 물론이고, 각종 폐기물의 반출은 제염․해체 작업에 따른 주요 작업

에 하나이다. 따라서 반출구의 설치와 반출입에 따른 그 절차를 수립하

다. 반출구는 연구로 2호기 뒷문(차량 출입 가능)과 동위원소 반출을 위한 

출입문에 각각 설치하 다. 반출구에는 각종 물품 및 폐기물의 오염을 검

사할 수 있는 검사대와 오염 검사기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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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로 2호기 통로 및 반출구 제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실 (납핫셀룸)과 준비실 및 실험실 등을 연결하

는 연결 복도가 설비 되어있다(그림 2.2.3-3). 이 복도는 동위원소 생산과 

각종 실험을 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출입은 물론 실험 기자재가 출입하던 

장소이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실과 부속 시설의 제염․해체시 작

업자의 출입 통로와 각종 기자재 및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

기 위하여 제염작업을 수행하 다. 제염 전 통로의 오염상태는 유리성 오

염도 β: 799 Bq/㎡(최대),  고착성 오염도 500 cpm 까지 오염된 상태

고, 반출구의 오염 상태는 유리성 오염도가 β: 13,600 Bq/㎡(최대),  고착

성 오염도 1000 cpm 오염되어 있었다.

제염은 바닥에 물을 적당량 뿌린 후 제염 휴지로 문질러 닦아 내는 방

법을 사용하 다. 일차 제염에서 통로는 대부분 검출 하한치 이하까지 제

염되었으나 일부 유리성 오염도가 β: 102 Bq/㎡까지 검출되었다.

반출구 바닥은 많은 부위가 제염이 안되어서(∼239㎏/㎡) 2차 제염을 

실시한 결과 유리성 오염도 β: 141 Bq/㎡까지 제염이 완료되었다.

다. 동위원소 생산 준비실 (Room No. 132, 134, 136)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준비 및 실험실로 사용하던 방이

다. 각 방에는 후드, 시험용 탁자, 수도 및 싱크대가 설비되어 있다. 후드

는 천장 덕트로 연결되어 있어 후드를 통한 공기는 HEPA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배기 되도록 설치되었다. 싱크대는 일반 하수로 나가는 관과 극저

준위 방사성 폐액 저장조로 연결된 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는 

동위원소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각종 실험 초자, 시약병, 전선류와 각

종 잡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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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연구로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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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실 출입절차도

제염․해체 작업 이전에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Room No. 132에는 

캐비닛과 청소기 등에 300 cpm정도 오염이 되어 있었고 Room No. 134에

는 실험대와 걸레 등에 250∼35,000 cpm정도 오염이 되어 있었다. Room 

No. 136에는 후드에 1,000 cpm 그리고 받침대에 180,000 cpm 정도 오염

된 상태 다. 초자류 및 각종 잡품에 대한 smear test는 각 품목 단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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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략적인 면적을 나눠서 각각 측정하 고, 선량 측정은 모든 면을 

대상으로 측정하 다. 폐기물은 방사성 농도와 재질(유리류, 철재류, 종이

류, 플라스틱류, 나무류, 고무류등)로 분류하여 소형은 마대자루에 수집하

고, 큰 것은 bulk로 수집하 다.

그림 2.2.3-3 동위원소 생산시설 통로 및 반출

작업 현장에서 즉시 제염할 수 없는 고착성 오염물은 제염시설이 완비

될 때까지 Room No. 132에 임시 저장한다. Room No. 132, 134, 13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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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오염․폐기물은 동위원소 생산용 납핫셀에서 사용되었던 전선류, 

초자류, 철재류 그리고 집게 등 이 으며, 최대 오염도는 유리성 오염도가 

β : 92,400 Bq/㎡이 고, 고착성 오염도는 350,000 cpm이 다. 

Room No. 134와 136에 대형 실험 탁자가 설치되어 있고 탁자 양옆에

는 싱크대가 있다. 이 싱크대는 극저준위 방사성 폐액 저장 탱크로 연결되

어 있다. 실험탁자 상판에는 sus판이 씌워져 있다. 상판 밑에는 실험용 도

구를 넣을 수 있는 서랍들이 달려있다. 벽 쪽으로 side tube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 쪽으로는 일반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싱크대가 유리성 

오염도 β : 436∼3,720 Bq/㎡ 정도 오염된 상태 다. 그 이외 것은 대부

분 제염 가능하 고 방사능 검출기로 검출 및 측정한 결과 검출 하한치 

이하로 나왔다.

실험용 후드는 Room No. 132에 1개(철재), 134와 136에 각각 2개(철재

3, 목재1)로 총 5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후드 내부에는 미세 먼

지가 끼어 있어 오염된 상태로서 유리성 오염도 β : 100∼770 Bq/㎡정도 

나타나 현장에서 간단히 제염할 수 있었다. Room No. 136 철재 후드 하

단이 일부 오염 (β : 888 Bq/㎡, 고착성 오염도 : 2,300 cpm)되어 제염하

다.

실험용 후드의 해체는 외부 상판부터 철거하면서 진공 청소기로 누적

된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각 부분을 제염 휴지로 닦아 낸 

후 방사선/능을 검출하 다.

라. 납 핫셀(Room No.133, 135, 137)

납셀은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제조실 #1 및 #2(Room No. 133, 135 & 

137)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납셀은 액체 폐기물 수집통을 넣을 수 있는 

700mm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전면 납벽돌을 쌓고, 뒷면은 출입문 

역할을 하는 6mm 두께의 철판으로 가공된 2개의 차폐문이 설치되어 있으

며, 납셀과 납셀의 사이벽은 콘크리트, 천장은 3mm두께의 철판으로 되어 

있다. 10개의 각 납셀에는 차폐창과 2개의 원격집게(Tongs), 배기필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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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장치를 갖추고 있다.

납셀의 바닥은 1mm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가 설치되어 있고, 

전면의 납벽돌 내부는 테이프로 붙인 후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 

그 외의 양쪽 사이벽과 후면의 차폐문에는 모두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되

어 있다. 납셀내의 바닥배수 및 액체폐기물 수집은 납셀의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배수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수집통에 수집된다.

납셀은 중성자 선원을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납셀내 구조물 및 시설이 

방사화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셀의 방사선/능 현황을 살펴보

면 방사선/능 조사 당시는 단수명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납셀을 사용 중

에 있었으므로 높은 방사선 및 오염도를 나타냈었으나, 납셀의 해체 공사

시에는 납셀 사용이 중지 된지 오래되어 단수명 핵종 등의 붕괴로 인해 

오염도는 현저히 떨어져 자연 방사선/능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납셀의 번호는 Room No. 133에서부터 No.1으로 설정하여 Room 

No.137의 마지막 납셀을 No.10으로 하 다. 제염 해체 사전에 유리성 및 

고착성 오염도와 표면 선량율을 측정하 다. 납셀 No.5에는 동위원소 생

산을 위한 실험 초자류에서 유리성 오염도 β=4,500 Bq/㎡ 그리고 바닥에

서 유리성 오염도 β=26,000 Bq/㎡으로 오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납

셀 No.7에서도 실험 초자류에서 유리성 오염도 β=2,770 Bq/㎡, 그리고 안

쪽 우측벽에 유리성 오염도 β=6,880 Bq/㎡으로 측정되었다. 납셀 No.8에 

집게에서 β=10,000 Bq/㎡ 그리고 No.9의 좌측벽에서 β=22,400 Bq/㎡등

으로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납셀 여러 부위도 수백

에서 수천의 유리성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Room No. 133, 135, 137에 대한 주변 물품의 정리도 동위원소 생산 

준비실에서 수행하 던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오염된 폐기물류는 

비이커류(20,000 cpm), 납유리(β=3,920 Bq/㎡), 납용기(β=23,400 Bq/㎡), 

납판(β=31,200 Bq/㎡, 고착성 오염도=1,800 cpm)등이며 모두 132호에 보

관중이다.

납핫셀의 해체는 외부 수도 및 가스 공급 배관, 뒷문 철거, 납유리 및 

집게(Tungs)와 납벽돌 철거, 필터 housing 철거, 천장 및 형광등 철거 그

리고 셀 콘크리트 철거 순서로 수행하 다. 외부 수도 및 가스 공급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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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차로 제염한 후 철거하 다. 철거된 배관의 오염도는 대부분이 검출 

하한치 이하 으나 일부 100∼960 Bq/㎡정도의 유리성 오염이 측정되었으

나 2차 제염 후 완전 제거되었다.

납핫셀 내부에 일부 동위원소 생산 및 분배용 실험 초자가 남아 있었

고 내부 바닥에 스텐레스 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염된 폐기물류는 납유

리(β=9,320 Bq/㎡), 유리(β=5,220 Bq/㎡), 집게(β=4,820 Bq/㎡) 그리고 

스텐레스 판 (β=100∼12,100 Bq/㎡)등 이 으며, 이들은 정리 후 132호에 

보관하고 있다.

납핫셀 뒷문의 해체는 무게가 약 340㎏정도로 무겁고 작업공간이 작기 

때문에 Scissor Lift를 이용하 다. 우선 철거 대상 문짝을 반정도 연 다음 

Scissor Lift를 문짝 밑으로 이동시켜 상판을 문짝에 접하도록 올린다. 문

틀에 고정된 나사를 제거하여 문짝을 Lift 고정대에 고정시킨다. Lift를 반

출구에 있는 인양 보조기기로 옮긴 다음 무게를 측정하고 반출 절차를 밟

아 반출시킨다. 문짝은 총 20개로 오염도는 검출 하한치 이하 다.

납유리와 Tungs의 철거는 외부 볼트를 푼 다음 내부에서 해머로 두드

려 분리하 다. 납유리와 Tungs를 철거한 다음 납벽돌을 한 개씩 해체하

는 방법으로 납핫셀의 앞부분을 모두 해체하 다. Tungs 조인트에 일부 

오염(β=90∼1,000  Bq/㎡)되어 있어 Room No.132호에 보관중이나 납벽

돌은 모두 오염되지 않았다.

납핫셀에는 각각 filter housing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체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유리성 오염도가 β=190∼20,200 Bq/㎡정도로 검출되어 

Room No.132호에 보관중이다.

4. 기타 사항

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 점검

연구로 2호기의 부속시설 해체공사가 승인된 해체계획서 및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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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원자력법 제 31조(발전

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및 준용규정 제 36조에 의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이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수행되었다. 

점검대상 시설은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로서 당초 공정계획에 의한 연

구로 2호기 부속시설 전체에서 실제 해체활동이 이루어진 Room 132, 134, 

136 및 납 핫셀(Room 133, 135, 137)이다. 

관련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이외에 과학기술부령 제 31호, 해체계획서, 

KINS-G-003 및 기타 외국 기술기준(Reg. Guide, ANSI/ANS)이며 점검분

야는 방사선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로 나뉘었다. 이의 

점검항목으로 방사선관리 분야는 방사선관리 점검과 방사선 감시 및 측정

이며 방사성폐기물 분야는 점검항목으로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제염과 

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이며 품질보증 분야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유효성 및 품질보증활동 이행의 적합성을 점검항목으로 선정하 다. 

점검내용으로는 방사선관리 항목으로 관련서류 및 절차서 검토, 교

육․훈련 사항, 피폭저감 조치활동, 출입관리, 작업관리 및 오염관리이며 

방사선 감시 및 측정 항목의 점검내용은 관련서류 및 절차서의 검토, 작업

자 개인 피폭감시, 작업장 방사선 감시 및 측정과 단계별 방사선/능 조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 다.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제

염 항목으로 관련서류 및 절차서의 검토 및 대상시설의 제염활동에 내한 

내용을 점검하 으며,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및 절차

서의 검토와 폐기물처리, 이송, 저장 및 관리의 적합성을 점검내용으로 하

다. 품질보증과 관련하여서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유효성을 점검하 고, 

품질보증활동의 이행 적합성을 점검내용으로 하 다.

점검 수행결과, 대체적으로 승인된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다만 3가지 개선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권

고되었다.

가. 연구로 1,2호기 페로사업 해체계획서(허가된 문서)의 9장 품질보

증계획에 따른 이행 적합성 검토 결과, 품질보증계획서 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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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고 작업 관련 절차서는 대체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일부 품

질보증 이행 절차서는 작성 중에 있어 조속한 확립이 요구됨.

나. 해체대상 시설의 현장 검사 결과 다음 지역들은 방사선관리 구역

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

1) 원자로 건물 굴뚝의 출입구가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인이 접근할 경우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2) 원자로 건물 뒷마당에 있는 지하 액체폐기물저장탱크의 뚜껑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할 경우 오염될 가능

성과 액체폐기물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3) 제염이 시행되는 작업실이 일부 외부와 폐되어 있지 않아 오

염물질이 청정구역으로 누설될 가능성이 있음.

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규제면제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체처분을 위해서 규제면제

폐기물이나 비방사성폐기물 모두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과기부 고시 2001-30호)”에 의거 자체처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자체처분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방사선량율, 종류별 수량 및 농도, 그리고 부수적으

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규제면제대상폐기물이나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에 대

한 종류별 수량 및 농도 확인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한 확인 절차의 수립이 요망된다.

상기와 같은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요구내용이 제시되

었다.

가. 폐로사업 업무이행 보증을 위한 상세 품질보증 이행방안의 조속

한 확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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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서에 따른 일반인의 방사선관리구역 접

근 시 방사선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방사선

관리구역내의 공기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다. 과기부 고시 2001-30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및 방사선/능 측정절차서에 의한 자체처분폐기물의 수량 및 농도

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자체처분폐기물의 수량 및 

농도를 확인할 것.

나. 전문가활동

1) 일본 해체 전문가 초청 

일본 STA 프로그램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해체

기술실 소속의 해체전문가인 Mr. Mitsuo Tachibana씨가 전문가로서 연구

로 1,2호기 해체활동을 위해 2주간 초빙되어 3회의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

으며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Strategy and Plan for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2. Status of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in Japan

3. Status of Fugen Decommissioning Project

4. Organization of JAERI

5. Decommissioning and Decontamination Program in JAERI

6. Outline of the JPDR Decommissioning Program

7.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

8. Treatment Technology of LLRW in JAERI

9. Clearance level of Radioactive Wast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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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icensing Procedure of VLLRW at JAERI site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활동을 통해 일본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한 기본정책 및 계획에 대해 쉽게 파악이 되었으며, 특히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및 JRTF(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의 해체경험에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당시 적용된 각종 절단 기술

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시작되는 Fugen 해체 Project의 전략수립 및 계획에 대한 정

보 및 Pre-Decommissioning 단계에서의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모사 구현에 대한 내용은 연구로 해체사업에 많은 도움과 지침이 되

리라 기대한다. 2011년에 본격적인 해체활동을 위해 2001년 12월부터 10년 

동안 안전관리가 시작된 Tokai Power Station의 해체 계획에 대한 전략수

립 및 방사성해체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및 처리기준은 우리의 실

정과 비교하여 평가해 볼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체정보 및 관리에 대한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의 Database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심층 있는 토의를 하 고, 특히 COSMARD 

(Computer System for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는 

JPDR 해체와 동시에 개발되어 해체 후의 모든 정보 및 자료의 분석과 다

른 원자력시설의 해체 계획 수립 및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에 많은 도움

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연구로 1,2호기 해체 

Data base Structure 구성을 위한 원자력 중․장기 과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OSMARD System의 개발 경험 및 Fugen 해

체 Project 계획은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및 해체

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 다.  

2) 우크라이나 해체관련 과학자 유치 활동

연구로 1,2호가 폐로사업팀에서는 정부의 해외 유치과학자 활용 방안

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National Nuclear Energy Genera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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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n Nuclear Fuel Management 소속의 Mr. Yuriy Trehub를 

초빙하여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해체관련 

활동을 하 다.

가) 참여 연구 내용

- TRIGA 연구로 폐로 진행 현황 검토 및 향후 공사 수행방안 협의.

-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원인 및 주변 피해상황 발표 및 토론.

- 연구로 폐로 적용가능 기술 도출 및 적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및 적용.

나) 일정 별 세부 참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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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활용 세부내역 비 고

2001년 2월

∼

2001년 3월

◦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개요 및 조치 세미나

   - 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 분석

   - 사고 결과 주변 피해상황

   - 사고 후 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 방향

◦ TRIGA 연구로 폐로 진행 현황 검토

2001년 4월

∼

2001년 5월

◦ 우크라이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발표

   - 표면 오염 제염 기술

   - 해체 장비 및 기술

◦ 향후 폐로 공사 수행방안 협의

2001년  6월

∼

2001년  8월

◦ 연구로 폐로 적용기술 도출 및 절차 개발

   - 콘크리트 절단 기술 도출

   - 금속류 등 절단 기술 도출

   - 폐로 수행 절차 개발

2001년  9월

∼

2001년  11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 고체 방사성폐기물 포장 및 관리

2001년  12월 ◦ 학술지 발표/투고 논문 작성

2002년  1월 ◦ 보고서 작성

다) 유치활용 기대 성과

(1) 당초목표

체르노빌 원전의 제염․해체 활동에 경험이 많은 전문과학자의 초청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되는 제염․해체활동에 대해 공

정 및 관리 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상업용 원자로 폐로에 대

비한 기본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TRIGA Mark 

-II & III 연구로와 유사한 해외 원자로의 폐로 시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청된 과학자의 업무 수행결과를 폐로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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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에 각각 1건 이상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

하여 필요한 정보의 획득 및 기술 개발 매개체로써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TRIGA Mark-II & III의 제염 및 

해체 업무에 직접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전문가 유치를 통한 비교 체험적 

폐로 관련 지식의 전수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대 성과

제염해체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토론 모임인 제염해체 연구회에서 우

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현황을 소개하고 토의함으로서 국내 연구로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 기술에 대한 개발 방향을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 다.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연구로 1, 2호기 시설을 직접 탐방, 체험케 함

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연구로는 없음) 간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개략적이지만 실질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국내 해

체기술 및 경험으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해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라) 국내활동 내용

(1) 당초계획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연구회” 세미나 발표 (2회)

- 체르노빌 사고 발생 경위,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

- 우크라이나 원자력시설 해체계획 및 진행현황

(2) 실제 활동내용

◦ 2001년 11월 4일 : 팀 내 자체 세미나 발표

- The Chornobyl NPP's Status After the Final termination of 

Operation

◦ 2001년 4월 11일 : 제12차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연구회”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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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표 

- Chornobyl NPP's Status after the Final Termination of 

Operation

◦ 2001년 5월 24일 ∼ 25일 : 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참석

◦ 2001년 10월 25일 ∼ 26일 : 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참석 및 

발표

- Brief Review of key Issues of the Ukrainian Nuclear Policy

◦ 2001년 11월 5일 ∼ 7일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Conference

- Decommissioning of Chornobyl Nuclear Power plant

※ 연구 및 발표 내용 요약 1

가동 최종 정지후 Chernobyl 원자력발전소 현황

체르노빌 원전은 RBMK-1000 형태의 노형으로서 1977년 9월 최초 가

동되어 1000 MW로 운전하다가 1986년 4호기 사고 이후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폐로가 시작되었고 3호기는 2000년 12월 15일 현

재 폐로 시작중임.

2001년 초 현재 체르노빌 3호기의 최종 가동 정지후, 우크라이나 정부

의 중재하에 체르노빌 원전의 최종 폐로 계획 및 절차, 이와 관련된 기본 

규제 요건 등이 진행중임.

체르노빌 원전 폐로에 있어서의 규제면제 또는 해제 기준

  - 1000kg 미만의 폐기물의 규제 면제 기준

․1 kBq/kg  : β,γ

․0.1 kBq/kg : α

  - 원자력시설의 표면오염에 대한 Clearance 기준 

․5 Bq/cm
2  : β,γ

․0.05 Bq/cm
2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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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Bq/cm
2 
: 기타 방사성 핵종

체르노빌 원전의 폐로 단계

  - Phase 0 : 가동정지, unit operating의 최종 상태, 폐로 준비

  - Phase 1 : 최종 Shutdown, 제염, 원자로가 safe storage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한 부분 해체 및 기타 작업

  - Phase 2 : 시스템, 장비, 건물 및 건조물의 Safe Storage

  - Phase 3 : 20 ∼ 30년간 Deferral(체르노빌 원전 폐로에 가장 적합

한 것으로 고려)

  - Phase 4 : 해체 철거

※ 연구 및 발표 내용 요약 2

우크라이나 원자력정책

Fuel-Energy Complex (FEC)는 원료의 채굴과 생산, 수송, 전력의 분

배와 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상호 분과 시스템임. 우크라이나 

FEC는 2개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분과, Fuel Industry와 Power 

Production 분과로 나누어짐.

Fuel Industry 분과는 자연 원료의 채굴, 재처리에 관계된 과정을 망라

함. 이 두가지 과정은 석탄, 토탄, 가스 및 기름 처리 산업(유기 원료), 더

욱이 원자력 산업에 의하여 수행됨. Power Production 분과는 여러 종류

의 전력 생산 발전소, 즉, 화력 발전소, 수력발전소, 대용량 원자력발전소 

등의 기술과 운 에 관계함.

우크라이나의 주요 organic primary source는 석탄, 갈탄 등임. 연간 

에너지 소모량(비원자력으로부터)은 170million 톤인데 비해 국내 석탄 채

굴량은 약 60million 톤에 그침. 기타 개스나 오일등의 산출량도 국내 전

체 수요의 28% 정도임.

또한 화력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해 석탄 및 기름의 사용이 제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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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와 우라늄 광이 우크라이나 FEC의 자

체조달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작용함.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발전소 폐쇄 이후 13개의 경수 냉각 원

자로가 4군데의 발전소에서 총 11,820MWe의 전력을 생산하며 가동중임.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우크라이나 총 전력생산의 45.3%에 육박

함.

우크라이나 국회는 원자력산업의 유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가장 경제적이고 전망있는 것임을 확인함.

우크라이나는 과학기술적 원자력산업 지원 기간구조와 State 원자력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지원 기관의 창립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어냈음. 이는 Nuclear Energy Industry' Branch, the State Committee 

of Nuclear Regulatio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Ukraine 및 

Heavy Industrial's Branch와 연계되어 있음.

우크라이나는 국내 Fuel elements와 핵연료 assembly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의 joint 개발 회사를 창립하기도 함. 아직 우크라

이나는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안적인 기술이 없음. 따라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개발 전략의 철저한 설계가 필수불가결

함.

이러한 전략을 위하여 채택되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Conception 

of Ukrainian National Energy Policy for period till 2020");

- EC의 안전성 기준에 의거하여 가장 높은 세계 표준의 수준으로 국

내 원자로 안전성  강화

∘ 원자력 법령 제정 기조의 향상

∘ WWER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 에너지 공급 자립 강화를 위한 긴급 특수 프로그램의 이행

∘ 과학기술적 원자력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간구조의 개발  

-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에 상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이용 효율 증대 및 

생산 능력 확대

∘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조 운  뿐만 아니라 발전소 이용 효율

과 운  신뢰성의 증대



- 60 -

∘ 핵연료 주기의 최적화와 핵연료 이용율의 증대

- 우크라이나 통합전기시스템의 일일 부하 spike 규제 향상을 위한 준

비 이행

- 체르노빌 4호기로부터의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 대변동으로 인한 

향 제거 및 체르노빌 발전소 폐로

- 원자력시설 폐로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의 개발, 최적화 및 이행

다.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 한국원자력학회, 대

한환경공학회 등 국내적인 학술활동 참여 및 IAEA, OECD/NEA 등 국제

기구 주관의 기술협력회의 참석 및 한․중, 한․불 협력 세미나 참석 등 

국내외적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대해 논문 발표, 게재 및 보고서를 

발간하 다.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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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

논문 제목 학회명 날짜 장소

방사성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방사선피폭 평가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5.11∼5.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의 탈수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5.11∼5.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시 비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고찰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1,2호기 회전시료조사대 

(Rotary Specimen Rack)      

해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흑연의 안전처리를 위한 

Wigner 에너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연구로 1, 2호기 

해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5.23∼5.25
제주,

제주대학교

Thermal Decomposition Property 

of Sludge Contained Uranium 

from Uranium Conversion Plant

한국공업화학회 10.24∼10.25 ?

연구로 해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의 시멘트 

고화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BRIEF REVIEW OF KEY 

ISSUES OF THE UKRAINIAN 

NUCLEAR POLICY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Decommissioning of Uranium 

Conversion Plant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Treatment of Lagoon Sludge in 

Conversion Plant
한국원자력학회 10.25∼10.26

수원,

경희대학교

Treatment of Waste Contained 

Uranium from HWR Nuclear 

Fuel Production Process

대한환경공학회 10.3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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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

논문 제목 학회명 날짜 장소

REPUBLIC OF KOREA, 

RECORD-KEEPING PLAN 

FOR THE KRR-1&2 D&D 

PROJECT  

AGM Meeting 3.26∼3.30
Vienna

(Austria)

STUDY ON A DATABASE 

ESTABLISHMENT PLAN 

FOR THE RECORD 

KEEPING OF THE KRR-1&2 

DECOMMISSIONING 

ACTIVITIES

ICEM'01 9.30∼10.4
Bruigge

(Belgium)

DECOMMISSIONING OF 

CHORNOBYL NPP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The Schema Mode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of 

the KRR-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Recent Progress of KRR-1&2 

D&D Project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5∼11.7
Daejeon, 

Korea

Current Status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KRR-1&2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The Planning for the 3-D 

Dynamic View of the 

KRR-1&2 Dismantling 

Process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Characterization of Lagoon 

Sludge for Decommissioning

The 2nd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1.28∼11.30
Daej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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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훈련 상황

1) IAEA/RCA 교육 훈련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의 주제아래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교육 훈련 프

로그램에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팀 폐로기술관리과제 참여 요원인 박승

국과 김희령이 연구원이 참여하 다. 최근의 해체에 대한 기본전략수립 및 

Pre-Decommissioning 단계에서의 해체계획 수립과 각 국의 Case Study

를 통해 현재 해체활동 중인 연구로 1,2호기와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선 해체 경험이 있는 국, 독일, 

미국 등의 해체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해체 절단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기술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되고 평가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 다.

가) 원자력시설 해체전략수립에 대한 최근 동향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이 사용가치가 소멸된 연구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요구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해체단계를 

맞게 된다. 이때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전략을 세우고, 선정된 전략의 

타당성 등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로해체전략의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선정 시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기본원리

해체전략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해체하고자 하는 시설이 크건 



- 64 -

작건, 또 복잡하건 단순하건 간에 해체의 기본개념이 어떠한 시설에도 적

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

어서 그것은 특정원리가 특정 경우에 얼마만큼 적용되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사실, 지연해체의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시설

들을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는 Passive Safety 상태로 놓아야 한다. 결국, 

해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사선 피폭의 위험 없이 시설부지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지방출요건을 달성하는 것이다.

해체전략 선정 시 필요한 기본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 작업자, 일반인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증명할 것

- 이러한 위험도를 control 하기에 적합한 측정 방법이나 절차를 확정

할 것

-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조속히 방사능 재고를 줄일 것

- 제안된 작업 방법이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리를 따를 것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 폐기물 처분 경로가 유효하도록 폐기물 처분장이 적절히 계획되고 

프로그램 될 것

(2) 해체전략의 선정

해체전략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모든 신뢰성 있는 항목들을 확인한

다. 그리고 안전성, 환경, 정책 및 규정, 기술적 가능성, 폐기물 최소화 측

면에서 적용성 여부를 판별한다. 그 다음 공식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평

가하고 최종적으로 전략을 결정한다. 이러한 해체전략선정의 단계를 그림 

2.2.4-1에 간략히 도시하 다. 

해체전략수립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종 가동 정지 전 준비 작업 

- Post operational clean out(POCO)

- 제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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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및 건물의 파괴

- 부지 Clearance 및 방출

- 조사 및 유지보수

- 기존 및 해체 폐기물 관리

Identify all
credible options

Screen for 
acceptability

Evaluate using 
formal methodology

Select preferred 
strategy

•Safety 
•Environment

•Policy & Regulation
•Technical feasibility
•Waste minimisation

•Safety 
•Environment

•Policy & Regulation
•Technical feasibility
•Waste minimisation

그림 2.2.4-1  해체 전략 선정의 단계

한편, 해체방법은 크게 즉시해체, 지연해체로 나누어지는데 해체전략선

정의 주목적은 일차적으로 안전한 가동정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체전략단계를 따라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 전략을 수

립․선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인 측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사선학적 특성

- 물리적 조건

- 시간의 함수로서의 방사선학적 및 산업적 위해도

- 안전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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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및 폐기물에 대한 저장/처분 옵션

- 건물, 장비 혹은 부지의 재사용 가능성

- 새로운 도구와 장비의 필요성

- 시간에 따른 비용과 비용 변동

- 사회적, 정책적 및 환경적 향

- 규제 및 인허가 요구사항

- 관련 지식 보유자의 유용성

규제적인 역에서 전략선정의 고려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규제기관이 Documentation specification, 해체활동계획접근방식을 동의하

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독립적인 관련 기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규제자와의 “편견 없는”토론이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다양한 검토

와 토론을 거친 끝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져야 한다.

- 무언가 잘못 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

- 잘못된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며 또 얼마나 심각해

질 수 있는가?

-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가?

- 만약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

가?

해체전략선정 시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데이터의 요구사항도 배제

될 수 없다. 우선 방사선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능 재고, 수은, 삭면 같은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재고 등이 파악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물, 도면, 

as-built 조건 등의 공학적 정보 등도 충분히 조사되어야한다. 또한 가능

하다면 시설의 운  이력 등도 고려되어야한다.

위험도 측면에서 작업자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잠재

적인 피폭원도 전략선정 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 트리튬과 같은 Active gas 

- 액체 제염제 사용으로부터의 오염된 aer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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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먼지

- 핵연료, Source, 오염 및 방사화 물질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사선

따라서 이러한 피폭원으로부터의 피폭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차폐와 같은 공학적 방법을 통하여 선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공학적 방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의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선량 최소화 절차나 작업 지시서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폭원들 및 기타 방사선 관련 위험도 측면에서 해체업무의 안전

성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전략선정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A : 잠재적으로 심각한 Off-site 위험

- B : Off-site는 심각하지 않으나 on-site 위험이 건물 밖으로까지 

가능한 위험

- C : 건물 내에 제한되는 최대 잠재적인 위험

- D : 원자력안전성 향을 못 미치는 위험

이러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가동정지시의 시설 조건, 제안된 해체 

업무, 업무 수행 시 연관되는 위험 및 결과적인 안전성관리 측면을 고려하

여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해체전략은 가능성 있는 계획, 선택항목의 검토, 우

선 시 되는 계획, 기타 인자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최근 해체 기술 현황

해체기술은 크게 열적, 기계적 그리고 기타 기술로 구분한다. 해체 및 

절단 기술은 크게 금속류 절단 및 콘크리트류 절단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

타 케이블류 및 Insulation 재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종

류의 절단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 IAEA : Technology for Decontamination Dismantling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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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Tech. Rep. Ser. 395, Vienna 1999

- European Commission : Handboo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Luxemburg 1995, EUR 16211

- U. S. DOE : Decommissioning Handbook, DOE/EM-0142P, 

Washington 1994

해체 기술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여건

들을 보면 관습적인 해체시행 경험, 기술적인 변화, 특별한 경우의 적용을 

위한 구성과 적용에 필요한 설계 등을 들 수 있다. 해체는 모든 구성품들

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구성품들이나 구조물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제거도 해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높게 방사화된 구

성품들의 제거, 감용 및 일부 제염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적용 기준은 계

통의 구성품들, 예를 들어 탱크류, 펌프류, 용기류 등은 작은 조각 또는 고

유의 형태로 제거되어야 하고, 기초를 포함한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대

형금속류 등은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열교환

기 및 증기발생기 등을 들 수 있다. 

해체기술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 변수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는 일부 제한적요소를 배제하지만 대략 위치적 

요건, 환경, 가능한 동력공급원, 2차 폐기물의 발생, 공정계획과 금액 등을 

들 수 있다. 해체 공법 및 조건은 운 하고 제염하고 관리하는데 가능한 

한 단순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은 대상물에 직접 또는 원격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어떤 절단기술에도 제한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다.

가) 금속 절단 기술

금속 절단 방법은 특별한 기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

되며 각각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적합한 절단 기술의 적용은 

시행을 함에 있어 모든 변수가 고려되어진 최적의 평가가 우선 이다. 해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오직 한가지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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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 기계적 금속 절단

(가) Shears

Shear는 칼날화 된 절단 도구로써 가위나 작두 같은 개념으로 운 된

다. Shear의 날은 내부를 따라 직선형태 또는 타원이나 원형 형태로 절단

할 수 있다. 규격의 범위는 작고 수동적인 것부터 크게 장착된 것까지 다

양하다. 동력원은 전기식, 압축공기식 또는 유압식을 들 수 있다. 압축공기

를 이용한 가장 상용화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

기 위해 차체를 뜯어내는 “jaws of life"를 들 수 있다. Shear 절단작업은 

작은 pipe, conduit 또는 가벼운 금속 계측장치의 절단에 매우 유용하다. 

큰 유압식 shear는 금속 구성품이나 대구경의 pipe에 적용 가능하다. 

Shear 절단 공법은 폐기물 취급을 고려한 여러 종류의 금속물질로 구성된 

구성품의 감용이나, 작은 조립건축물의 해체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

나 금속 절단 시 고유의 형태가 파손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용이 어렵

고, 항상 큰 힘의 반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Nibbler

Nibbler는 구멍을 내거나 자르는 절단 도구로써 매우 빠른 회전률의 

속도로 작동된다. 작은 크기의 금속뿐만 아니라 연강, 알루미늄 또는 스테

인레스 강의 큰 규모의 금속 대상물도 절단 가능하며 최고 1/4 inch의 연

강판을 절단 할 수 있다. 동력원으로는 shear와 마찬가지로 전기, 압축공

기 및 유압을 사용한다.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수중에서의 절단도 가능하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제거된 작은 금속조각들의 수집이 용이하고 먼지 

및 공기입자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없다. 

(다) Saws

가장 보편화 된 절단 도구로써 자연적인 회전, 왕복 및 띠 운동에 의

해 작동된다. 유압, 전기 및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크고 고정식과 수

동으로 작동되는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 여러 작업 분야에 매우 유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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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화재 위해가 있는 불꽃의 발생이 없으며 연기나 가스 같은 방사성 

오염발생이 없기 때문에 취급이 쉽다. 먼지 및 작은 부스러기의 발생이 단

점으로 지적된다. 장점으로 적은 운 비용과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고 높

은 절단 속도와 주변기기의 손상 없이 작업이 가능한 점과 원격으로 조작

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좁은 공간을 포함한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휴대용 톱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자들이 작업에 있어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좋게 평가되고 있다. 부품의 조달이 쉬어 항상 교체 

및 수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단 두께의 제한을 받으며 진동이 유발되며 

두꺼운 금속대상물의 절단 시 날의 수명이 짧은 점과 모든 금속 대상물을 

절단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대두된다.   

(라) Abrasive Wheel

회전톱과 비슷한 Abrasive Wheel은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알

루미늄 산화물의 작은 조각들이 부착되었고 동력원으로 전기, 압축공기 및 

유압을 사용한다. 이 Wheel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리섬유로 매트 형태

로 짜여져 있고 금속을 갉아 내면서 대상물을 절단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빠른 절단속도와 모든 장비의 용이한 취급 및 적은 운  경비를 들 수 있

다. 단점으로는 계속적인 불꽃의 발생으로 주변의 연소물질 취급에 부적합

하고, 제거된 조각들이 매우 작으므로 오염관리가 어렵다. 또한 오염된 먼

지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격납 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마) Diamond Wire

Diamond Wire는 연속된 가이드 활차에 Diamond 비트와 스페이셔가 

부착된 여러 형태의 wire 가닥을 환 형태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절단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두꺼운 두께를 가진 작은 구경의 스틸 용기의 절단에 

매우 적합하다. 해체 활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어떠한 물질의 대상물도 절

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체의 절단에 용

이하다.

(바)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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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기계는 복잡한 형태의 구성품을 절단하거나 필요 시 다른 절단기

계장치를 보조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적용을 위해 주문방식으로 설계

되어지고 링 헤드와 후레임, 전기식 또는 유압식 동력 모터가 요구되어

진다. 이 기계는 대기 중 또는 저속 운전 시 수중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금속절단 시 두께의 제한을 받으며, 부스러기들이 발생되며, 기

기 정지 시 큰 힘의 반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 Circular Cutters

회전 절단 기기는 자주식으로 운전하며 내부 및 외부 pipe 둘레의 궤

도를 따라 회전하며 절단하는 것으로 이 역시 동력원으로 전기, 유압, 압

축공기 모두 사용된다. 이것은 pipe 외경에 꼭 맞는 규격의 가이드 체인 

또는 가이드 링에 의해 pipe 또는 구성품의 바깥 면을 잡아주게 되고 또

한 가이드 링에 의해 구성품의 내부를 잡아주게 한다. 이 장치는 쐐기 모

양의 링, 한 조각 또는 여러 부분의 링 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압 및 

압축공기에 의해 운전된다. 해체 활동에서는 대구경의 pipe나 원형 용기의 

분리절단에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계적인 방법이면서, 화재에 

대한 위해가 거의 없으며, 오염된 부분의 취급 및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수동식 절단은 수중, 폭발위험성 있는 환경, 높은 위치 및 배관 계통의 파

손 부분에 가능하다. 단점으로 장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특히 대구경 

pipe 및 용기의 절단을 위해서는, 장비의 이동 및 설치에 시간이 필요하

다.

(2) 열적 금속 절단 기술

(가) Plasma Arc Cutting

Plasma arc 절단 기술은 텅스텐 전극봉과 전도성을 띤 절단 대상물사

이에 직류 arc가 발생되는 것을 배경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가스 또는 혼

합가스가 토치 노즐 안의 작은 출구를 통해 흐르면서 불꽃이 절단 대상물

에 전달되는 것이다.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plasma는 

거의 20,000℉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다. 높은 전압과 arc와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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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 torch로부터 생성된 plasma 가스는 대상 금속물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plasma arc 시스템에는 절단을 위해서 

최고 1000Amps의 전류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직류의 공급이 요구되어 진

다. 자동 plasma arc 장치를 위해서는 torch 위치 고정 및 이동 장치, 가

스 토출 장치, 가스/물 차폐장치, plasma 가스 공급장치, 고주파 공급장치, 

plasma arc 공급장치 및 보조가스 공급과 arc 및 기계적인 이동 제어 장

치가 필요하다. 일부 수중에서는 대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이 공법은 모든 금속 절단 대상물의 절단을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도 가

능하게 한다.  가끔 오염된 구성품들의 절단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임시 격

납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의 수동작업자를 위한 

방독면 착용과 HEPA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나) Oxy-Fuel Burning

Oxy-fuel burning은 간혹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라고도 불려지며, torch

의 작은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기타 연료가스의 혼합으로 이루어 

진 시스템을 말하며 연료가스는 아세틸렌, 프로판, 가솔린 또는 수소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형태의 공정 또는 자동화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작업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산소연료 burning torch를 사용하여 대상 금

속의 급속 산화발열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것으로 이때 해당되는 금속으로 

일반적으로 카본 스틸이나 주철 제품 같은 제일철 금속이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제일철이 아니거나 제일철 이면서 다른 성분이 포

함된 금속의 절단에는 불가능하다. 이 공법은 대기 중과 수중에서 모두 가

능하나, 수중 작업 경우는 많은 열의 손실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

다. 해체활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빔, 기둥 또는 보 같은 카본 

스틸로 구성된 구조물의 해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로 이 기술

은 가장 널리 알려졌고 장비의 취급에 숙련된 작업자를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장비의 구매가 저렴하고 취급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다) Controlled Explosive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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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발파 절단은 특별히 계산되고 형상화된 폭약을 사용하여 대상 구

성물에 크랙을 유도한 후 분리 제거하는 공법으로 초기 절단 형태를 유도

하기 위해 폭압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폭파 해체하거나 금속의 절단을 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 공법은 근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

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공정의 진행이 매우 위험하다. 해체 활동에 있어서 

제한발파 공법의 사용은 일부 제한적이다. 이 공법의 사용 시 주변의 구조

물에는 방어조치가 필요하며 오염의 분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3) 전기적 금속 절단 기술

(가) Metal Disintegration Machining(MDM)

MDM은 전극봉을 이용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공법으로 일정한 교류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MDM 진동헤드와 water flush 장치가 요구된다. 

전극봉은 보통 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기계적인 형상도 절단할 수가 

있으며 전력의 공급과 flush 장치의 작동으로 대상 금속물의 표면에서 매

우 가깝게 진동을 하게된다. 이때 전극봉은 서서히 지정된 방향으로 구멍

을 내기 시작하며. 불꽃이 생성되어 대상물로부터 녹여진 작은 조각들을 

제거하게 된다. 부스러기, 물의 화학적 요건, 발생 연기의 관리 등이 단점

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EDM은 MDM과 비슷한 공법이긴 하나 제한된 파장의 교류 공급이 필

요하다. 이 공법은 절단면이 비교적 섬세하고 정확하나 MDM에 비해 절

단속도가 느리고 낮은 전류가 필요하다. 이 공법은 방사화 정도가 확정된 

압력용기의 재료 샘플을 수집하는데 사용되었었다.

(다) Arc Saw Cutting

이 기술은 전기 용융 기술의 연장으로서 톱날이 없는 원형형태로 절단 

대상 금속물에의 접촉이 없이 절단이 시행되는 공법으로 높은 전류의 전

기 불꽃이 대상물과 blade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절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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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는 연장을 만드는 스틸, 연강 또는 구리 같은 전기 전도성 물질로 만

들 수 있다. Blade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위해 회전을 하며 회전속도는 그

리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대략 회전속도는 300에서 1800 rpm이다. 

Blade의 회전은 대상물의 패인 자리에서 arc에 의해 발생된 용융된 금속

의 제거에도 기여한다. Blade는 수중에서는 냉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수

중작업이 가능하고 대기중 작업 시에도 냉각을 위해 물을 분사해 줌으로

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 공법은 어떠한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절단에도 가능

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높은 전도성을 가진 물질,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 

스틸, 고합금 스틸류, 알루미늄 및 구리, 등은 그 각각의 물질이 소요하고 

있는 강도 및 연성에 따라 빠르고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다. 그중 카본 스

틸류의 절단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절단부위에서 생성되는 slag가 

절단속도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티타늄 및 아연성분의 물질을 

절단할 때에는 수소가스가 발생되는데 이는 미세한 발화 및 폭발 때문이

다. 단점은 blade의 직경에 따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대기 중에서 

거친 절단 작업 시 상당의 소음과 연기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 수중에서

의 작업 시 물을 혼탁하게 하여 작업광경을 주시하기가 어렵다.

(라) Electric Arc Gouging

이 공법은 대상 금속물 표면으로부터 교류의 전력으로부터 제공된 

touching에 의해 발생된 파편 등을 물이나 가스와 함께 전극봉을 사용하

여 불어 내면서 절단하는 방법이다. 불꽃에서부터의 화재 예방 및 발생되

는 연기의 정화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4) 기타 금속 절단 기술

(가) Abrasive Water Jet Cutting

이 기술은 매우 높은 압력, 55,000psi,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물은 

유압으로 운전되는 증강 펌프에 의해 조달된다. 물이 chamber를 통과하면

서 연마재 또는 연마재가 포함된 물과 함께 방출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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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garnet(석류석)을 사용한다. 혼합된 물과 연마재는 작은 구멍이 있는 

내마모성 노즐을 통해 방출되면 이때 사정되는 연마 jet 흐름이 대상 금속

물질을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고압으로 압축된 jet 흐름이 구멍을 통

과하는 순간 빠른 속도가 생성되고 이것이 절단 부위를 침식하면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절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공법은 열 발생도 없고 화재

의 위해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해체 대상물을 절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마재는 garnet 가루를 사용하나, 각기 다른 물성의 대상물을 

절단 할 때에는 석 가루, 금강사 및 규소 탄화물 같은 다른 연마재가 사

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연마재를 사용할 때에는 매우 단단해서 노즐의 수

명을 단축시킨다. 이 공법은 원자로 내부를 절단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해체 

활동에 있어서는 2차로 많은 량의 물과 사용된 연마재 가루가 생성되는데 

이들은 반드시 수집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물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초음파 순수 여과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여과장치 없이는 증강 펌프의 실린더는 빠른 속도와 고압을 만

들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제거되거나 수집되지 못한 연마재는 재

활용용 계통 pipe나 장비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 장치는 여과

장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2차 발생 가루 및 물을 처리하

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 Laser Cutting

두께가 1/4‘의 금속물질까지는 laser를 이용하여 절단할 수 있다. Laser

는 대상물을 절단하면서 기화시키고 가스는 부스러기 알갱이 같은 매우 

작은 먼지들을 불어낸다. 절단부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발생 부스러기는 

거의 없다. 현재의 해체활동에는 이 공법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

용되기 때문에 그리 적합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많은 적용기술이 발전되어

야 한다. 

나) 콘크리트 절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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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생체차폐체와 같은 강화콘크

리트와 바닥 및 벽과 같은 일반콘크리트가 있다.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적

용되는 절단기술이 다른데 방사화가 많이 된 생체차폐콘크리트의 경우 높

은 방사선량율로 인해 절단이 가장 어렵다.

(1) 기계적 콘크리트 절단기술

(가) Diamond Wire Cutting

Diamond Wire Cutting은 일련의 다이아몬드 볼이 연결된 줄(wire)이 

풀리(pulley)에 의해 회전을 하면서 절단하는 기술이다. 가장 큰 장점은 유

연성이 있어서 다양한 모양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의 절단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적게 발생되어 주변 구조물의 건전성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냉각 및 윤활을 위해 물을 사용하므로 

이를 수집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나) 톱(Saw)

다이아몬드 또는 탄화물(carbide) 휠(wheel)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절

단하는 기술로 주변에 다른 물질이 없는 벽이나 바닥의 절단에 주로 이용

된다. 절삭시 사용된 물과 절삭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처리된다. 

연마톱의 경우 진동, 충격, 연기, 소음 등이 매우 적게 발생된다.

(다) 해머(Hammer)

해머는 기계적 파괴(fracture)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기술이

다. 콘크리트에 단단한 철재 정(chisel)을 이용하여 파괴시킨다. 본 기술은 

커다란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좁은 지역의 바닥을 제거하는데 용이하다.

(라) Crushers/Shears

콘크리트 분쇄기, shears, grapples, rams 등을 기본으로 부착하여 유

압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기술로 굴착기(excavator)나 

boom crane 등 다양한 부착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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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ock Splitter

Rock splitter는 미리 천공된 구멍내 에 feather로 불리는 팽창가능한 

가이드 2개 사이에 wedge-shaped 플러그를 유압을 이용하여 팽창시킴으

로서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유압시스템은 약 7,000 psi

로 운전되며, 자동 안전감압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바) Wrecking Ball

일반적으로 Wrecking ball은 두께가 3 ft 이하인 강화되지 않은 콘크

리트나 약간 강화된 콘크리트를 부수는데 사용된다. 사용되는 볼의 무게는 

2∼5톤으로 10∼20 ft 높이의 크레인에 매달아서 사용한다.

(2) 열적 콘크리트 절단기술

(가) Flame Cutting

산소연료 토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절단하는 기술이다. 토

치로부터 생성된 열로 인해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팽창하여 장

력(tensile force)이 생겨 콘크리트를 부수게 된다.

(나) Oxygen Lance

Oxygen Lance는 내부에 탄소강의 막대가 들어있는 탄소강 파이프(직

경 1/4" ∼ 1")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프의 한 쪽에는 산소밸브가 있고 다

른 한 쪽은 개방되어 있다. 산소가 파이프 속으로 주입되면 전기적 스파크

에 의해 점화되어 파이프의 개방된 쪽에서는 고온의 흰색 불꽃(ball of 

fire)이 발생되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기술이다. 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

고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다) 제어폭파(Controlled Explosives)

제어폭파 기술은 이론적으로 두꺼운 강화콘크리트의 파괴에 적당하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내에 구멍을 뚫어서 폭파물을 장착한 뒤 지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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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ted firing) 기술을 이용하여 폭파시키는 방법이다. 지연발화는 분열을 

증가시키고 물질의 운동방향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주위 구조물에 대한 

진동 향을 감소시킨다.

(3) 기타 콘크리트 절단 기술

(가) Abrasive Water Jet 절단기술

Abrasive water jet 절단기술에서는 55,000 psi의 고압수를 사용하여 

모든 물질을 세로로 절단할 수 있다.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다. 여러 형태의 연마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절단할 수 있

다.

(나) 레이저 절단기술

금속을 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절단한다.

(다) Expansive Grout

Expansive grout 기술은 rock splitter와 유사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파괴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와 성질이 유사한 물질을 물과 혼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넣어 경화시키면, 팽창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한다.

다) 원격해체 기술

(1) Rosie Mobile Work System

이 tethered robot은 locomotor, heavy manipulator, 동력공급장치 및 

제어장치들로 구성되었으며 heavy manipulator는 네 방향에서 모두 작동 

가능하다. 광범위한 여러 장비 나 도구를 운반할 수 있고 2000lbs까지의 

중량물을 인양할 수 있으며 26 ft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다. 최고 165 ft 

길이까지 유선으로 조정 가능하고 작업자의 피폭우려를 고려하여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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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에서 2.0R 까지 범위의 방사화 구역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하 다.(그

림 2.2.4-2)

그림 2.2.4-2  Rosie Mobile Work System

(2) Dual Arm Work Platform

이 robot은 작업자의 피폭관리를 위해 심한 방사화구역에서의 작업에 

사용되었으며 2개의 Schilling Titan III type의 manipulator로 여섯 방향에

서 자유롭게 운 할 수 있으며 최장 78 inch의 유선 조정 거리 접근능력

과 최고 240 lbs의 인양능력을 가자고 있다. 유압식으로 작동되며 제어기

능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를 전개할 수 있으며 CP-5 연구

로 해체 시 원격으로 시간당 0.75에서 2.0R 까지 의 방사화 구역에서 원격

으로 작업을 하 다. 추후 작업자의 수동작업에 비해 50%의 비용 절감효

과를 창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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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Dual Arm Work Platform

(3) Remote Demolition System

자주식 이동 해체 robot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원격 조정 가능하며 

방사화 구역에서 의 작업자의 피로, 열 스트레스 및 피폭 등 어려운 환경 

요건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 다. 끝 부분에는 scabbler, hydraulic 

shear, hammer, grapple, bucket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부착하여 작업하

다. 작업자가 잭 햄머(일명 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6개월이 소요될 해

체작업을 이 robot을 이용하여 16일 만에 수행하 으며 95%의 비용을 절

감하 다.

그림 2.2.4-4  Remote Demolition System

3) 국내 적용 해체 기술

현재 연구로 1, 2 호기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실험실 및 

납 핫셀의 제염 및 해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실험실은 그렇게 복잡

하거나 해체하여야 할 중량물은 거의 없다. 주로 흄 후드와 실험 table 및 

씽크가 해체 대상물이다. 이러한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재료가 목재인 관

계로 해체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자들의 수작업으로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해체 도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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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핫셀의 경우는 현재 뒷부분의 door 및 내부의 제염 및 해체가 진행

되고 있다. 전면부의 차폐체인 납벽돌 및 차폐창은 하나씩 수작업으로 제

거, 수집되었고 납 핫셀과 핫셀 사이의 칸막이 벽과 바닥 스라브 구조물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25Cm 두께의 납 핫셀의 칸막이 벽은 콘크리트 구

조물로서 수작업이나 간단한 도구로서는 해체하기가 힘이 들어 칸막이 하

단부를 전기식 코아 드릴링 공법으로 수평 절단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준

비 중이다.

그림 2.2.4-5  전기드릴 절단

 

콘크리트 바닥 스라브 역시 같은 공법을 채택하여 해체할 것이다. 전

기식 회전 톱이나 유압식 Nibbler의 사용도 고려해 보았으나 칸막이 사이

의 공간이 협소하여 장비의 설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공법은 대

표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 방법으로서 일본의 JPDR 해체 활동 시 원

자로 내부의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수직절단에 사용되었었다. 이 공법에 사

용될 코어 드릴링 머신은 추후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를 위한 준

비작업에도 역시 사용될 것이다. 

이 후 해체될 원자로 내부의 금속 구성물 중 pipe나 tube류는 유압식 

shear를 mounting pole에 장착하여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절단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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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것이며, 회전시료조사대 역시 이 방법으로 코아로부터 분리하여 1

호기 실험수조로 이송한 후 앞으로 제작될 수중원격분해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원격으로 절단 및 milling 작업으로 해체할 것이다. 이는 고방사

화된 방사성금속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2.4-6  수중 Shear 절단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는 무소음, 무진동 해체 공법인 유압식 잭을 

이용하여 크랙을 유도한 후 연결된 내부철근을 절단한 후 1m×1m×1m 

크기로 해체하여 4m3 저장능력의 용기에 저장할 것이다. 이 공법은 미국

의 JANUS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도 사용되었던 기술로 사용

될 장비는 독일에서 개발된 DARDA이다. 이 공법은 먼저 콘크리트의 자

유면에 직경 65mm, 깊이 80Cm의 구멍을 전기식 코어 드릴링 공법으로 

시공한 후 구멍에 wedge 모양의 유압식 잭을 삽입하여 구멍을 확장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이 없고 절단 시 먼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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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화된 콘크리트의 해체에도 같은 공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때에는 

작업구역에 환기시스템을 포함한 임시격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수행

할 것이며, 제거된 콘크리트는 수집되어 임시격납설비의 지붕을 통해 외부

로 끄집어낸 후 용기에 저장될 것이다.

그림 2.2.4-7  무소음, 무진동 콘크리트 파쇄

각종 공급 및 액체폐기물의 이송에 사용되었던 pipe류는 전기식자동 

cutter를 사용할 것이다. 이 장치는 절단 대상 pipe의 외부를 환형모양의 

바이스로 꽉 잡아 고정시킨 후 또다른 회전 cutter가 바이스 안쪽에서 회

전하면서 pipe의 외부로부터 절단해 들어가는 공법으로 절단 부위가 매우 

깨끗하고 일반 톱을 이용하여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부스러기가 전혀 발생

되지 않는다. 장비의 크기로 직경 50cm 미만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pipe

의 절단도 가능하다. 

기타 흑연 블록의 제거 및 보조장치류의 해체에는 원자로 운  시 사

용되었던 각종 long reach tools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며 차폐판 등 대형 

구조물의 취급에는 기존 원자로실에 설되어 운 되었던 7.5 Ton 과 5 

Ton 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개발된 해체 장비나 장치류의 검토 및 장단점의 

평가를 통해 국내여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작업자가 방사화구역에서의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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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되는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해체비용, 해체기간, 기술확

보의 용이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의 유용성, 해외기술 수출시의 활용가

능성 등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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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첨부 1.  통로 및 출구 작업절차서

첨부 2.  실험실 및 연구실 작업절차서 

첨부 3.  납 핫셀 작업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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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통로 및 출구 작업절차서

1.0  적용

본 작업절차서 기술되는 공사의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2.0  책임

2.1  작업자

작업자는 작업과 관련된 해당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2.2  감독자

감독자는 작업수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감독할 책임을 지고 모든 수

행업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2.3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3.0  주의 및 제한사항 

3.1 주요 위험도

3.1.1 방사성물질 오염사고

3.1.2 부적절한 인양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

3.2 주의사항

3.2.1 일반사항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3) 본 해체공사에 관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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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호복, 안전모, 작업화, 방호장갑 등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착

용하여야 한다.

5)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광선량계(TLD) 및 

자동개인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여야 한다..

6) 모든 관리구역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절차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7)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해체작업시 방사선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0  장비

4.1   먼진제거용 진공청소기

4.2   제염지 

4.3   제염제 와 물

4.4   솔

4.5   폐기물 수거용 비닐 봉지

4.6   분사용 물통

4.7   오염검사대 1

4.8   비닐 sheet

4.9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4.10  베타-감마 공간선량율 측정장비 

4.11  베타 공기오염감시기 측정장비

4.12  기타 일반적인 기계공구

5.0  절차

5.1  준비작업 

5.1.1  방사선작업허가서 신청

작업책임자는 작업 24시간 전에 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방사선관리절

차서에 따라 방사선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5.1.2  작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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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시에 대비하여 그 중

요성을 주지하도록 하고 사고시 긴급피난 및 사후처리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킨다.

5.1.3  장비 준비 및 점검

해당 작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야 한다. 이상이 발견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후 사용 

또는 다른 대체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저장용기는 작업 

전에 폐기물관리절차서에 따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준비해

야 한다.

5.1.4  방사선 측정

작업구역의 모든 집기 및 기자재, 구조물, 내장재, 부착물은 반드시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및 별도 표시

를 하여 작업자가 신속히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5.2  출구 및 복도의 제염

5.2.1  진공청소기로 제염부위 청소

5.2.2  분무형 물통에 물과 적당량의 세제를 혼합

5.2.3  제염부위에 혼합액을 소량 뿌린다

5.2.4  솔로 문지른다

5.2.5  제염 휴지로 닦아낸다

5.2.6  표면 오염도 측정 후 기록

5.3  오염 및 방사능/선 선량 측정 검사대 설치

5.3.1  출구에 준비된 검사대를 설치한다.

5.3.2  검사대 위에 비닐 sheet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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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  통로 및 출구 작업 구역

작업구역 : 빗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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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실험실 및 연구실 작업절차서 

1.0  적용

본 작업절차서에서 기술되는 공사의 범위는 그림 2와 같으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1  다음과 같은 실험실 및 연구실내의 오염된 실험테이블, 흄후드, 

싱크 및 배수배관의 철거 및 시설의 제염

- 칭량실(Room No. 132)

- 준비실 #1 & #2 (Room No. 134 & 136)

- Hot Laboratory #1 , #2 & #3 (Room No. 130 & 128)

- 품질관리실 (Room No. 129) 

- PTS Room (Room No. 126)

- 폐기물저장고 

1.2  다음 환기계통의 봉

환기계통
팬용량

(CFM)
필터구성 환기구역

F-1 3,000 PRE+HEPA 핫 실험실 및 실내 흄후드

F-2 4,000 PRE+HEPA
칭량실, 준비실 #1&2, 폐기물저장

고 및 실내 흄후드

F-8 1,000 PRE+HEPA 핫 실험실의 공기이송장치 후드

2.0  참조

2.1  원자력법 제29조 　운 에 관한 안전조치 등　

2.2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해체계획서　

2.3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방사선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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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폐기물관리절차서　

2.5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품질관리절차서

3.0  정의 

3.1  허용표면오염도

3.1.1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 :  0.04 Bq/cm2

3.1.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  0.4 Bq/cm2

3.2  방사선작업허가서(Radiation Work Permit, RWP, 이하 　허가서　

라 함)

방사선작업허가서는 방사선관리절차서에서 정의한 것을 따른다. 

4.0  책임

4.1  작업자

작업자는 작업과 관련된 해당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4.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구역 내의 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3  감독자

감독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책임을 진다.

4.4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4.5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는 작업이 해당 품질절차서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독

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6  폐기물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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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책임자는 반출입구역 외부로 반출되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0  주의 및 제한사항

5.1  주요 위험도

5.1.1  방사성물질 오염사고

5.1.2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에 의한 방사성물질 오염사고

5.1.3  부적절한 인양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

5.1.4  부유선원에 의한 작업자의 내부피폭

5.1.5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5.2 주의사항

5.2.1 일반사항

1) 기술시방서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3) 본 해체공사에 관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된다.

4) 방호복, 안전모, 작업화, 방호장갑 등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5)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광선량계(TLD) 및 

자동개인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 작업환경 및 개인의 능

력을 고려하여 양중기의 사용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해체작업은 전기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진다.

8) 모든 관리구역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9)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해체작업시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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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특기사항

1) 폐기물저장고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육안조사 및 방사선조사를 

수행하여 피폭선량율을 확인하고 저장고 내의 모든 선원이 제거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실험실의 제염시 배수관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배수관을 봉시켜야 한다.

3) 규제해제폐기물로 관리해야 할 폐기물은 반드시 핵종분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5.2.3  예상피폭량

본 작업에 따른 예상피폭선량은 1.84 man-mSv로 예상된다.

6.0  초기 조건

6.1  소요 유틸리티

본 작업에는 아래와 같은 유틸리티가 필요하다.

7.0  장비

7.1  분진제거용 진공청소기

7.2  제염 걸레 

7.3  제염제

7.4  콘크리트 제거용 스케블러

7.5  콘크리트 파괴용 햄머

7.6  유압전단기

7.7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200리터 드럼)

7.8  콘크리트폐기물 수집장비 

7.9  고체폐기물 수집용기

7.10  액체폐기물 수집용기

7.11  수집용기 운반장비

     폐기물량에 맞도록 지게차 또는 손수레 등 적절한 수단을 선택함

7.12  상부 작업용 작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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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비계틀 및 비계판

7.14  임시 양중장치

7.15  체적 저감장비 

     중앙집중식 체적저감설비 운 시에는 불필요

7.16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7.17  알파 공간선량율 측정장비 

7.18  베타-감마 공간선량율 측정장비 

7.19  베타 공기오염감시기 측정장비

7.20  기타 일반적인 기계공구

8.0  절차

8.1  준비작업 

8.1.1  방사선작업허가서 신청

작업책임자는 작업 24시간 전에 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방사선관리절

차서에 따라 방사선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8.1.2 방사선 측정

작업구역의 모든 집기 및 기자재, 구조물, 내장재, 부착물은 반드시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및 별도 표시

를 하여 작업자가 신속히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

능하다면 해체작업 후 별도의 방사선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관

리해야 한다.  규제해제폐기물의 경우, 핵종분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

다.

8.1.3  작업자 교육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시에 대비하여 그 중

요성을 주지하도록 하고 사고시 긴급피난 및 사후처리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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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장비 준비 및 점검

해당 작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야 한다. 이상이 발견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후 사용 

또는 다른 대체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저장용기는 작업 

전에 폐기물관리절차서에 따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준비해

야 한다. 

8.1.5  환기계통 운전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전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한다.

8.2  실험실 및 연구실의 기자재 철거 및 제염 (방번호: 129호, 132호, 

134호, 136호, 126호, 128호, 130호, 폐기물저장고)

8.2.1  작업구역에 한해서 전기, 용수 등과 같은 시설내의 모든 유틸리

티를 차단한다. 단, 작업용 조명설비만은 기존에 설비된 것을 사용하며 

이것이 불가하다면 임시조명설비를 사용한다.

8.2.2  시설내 고정되지 않은 초자류, 집기류, 작업대 서랍 등을 제거한

다.  

8.2.3  폐기물 중에서 시약류와 같은 액체화학물은 우선 플라스틱용기

에 시약을 담아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 한

다. 

8.2.4  작업대 제거

작업대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바닥에 부착된 것이 있으며, 싱

크대가 설치된 것도 있다. 

8.2.4.1  싱크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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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는 작업대 옆 또는 작업대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작업대 제

거시 먼저 제거한다. 

1) 싱크대 하단부에 연결된 배수관을 먼저 분해한다. 분해시 배수관 

내에 폐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닥에 폐액을 수집하기 위

한 용기를 놓고 배수관을 분해하며 폐액은 따로 수집한다.

2)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싱크대를 작업대에서 분리한다.

3) 수도관 등 용수관은 벽면이나 바닥 근처까지 절단하고 봉한다. 

이때, 용수가 바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오염된 용수이

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를 준비하거나 걸레질하여 제

거한다.

4)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8.2.4.2  벽에 부착된 작업대 제거

1) 먼저 작업대의 서랍과 같은 비고정형 집기 및 도구 등이 제거되

었는지 확인하고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제거한다.

2)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대를 벽면에서 분리한다.

3) 벽면에 부착된 지지대와 앵커볼트를 제거한다.

8.2.4.3  바닥에 부착된 작업대 

1) 서랍과 같은 비고정 집기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제거가 안되

었을 경우 이를 먼저 제거한다.

2) 싱크대를 싱크대 제거 절차에 의해 먼저 제거한다.

3) 상부의 조립식 앵 의 볼트를 풀어서 앵 을 분해한다.

4) 작업대 위의 철판의 체결된 나사를 풀어서 적당한 도구로 뜯어낸

다.

5) 목재로 된 작업대를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6) 수도관 등 용수관은 벽면이나 바닥 근처까지 절단하고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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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용수가 바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오염된 용수이

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를 준비하거나 걸레질하여 제

거한다.

7)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8.2.5  흄후드 제거

흄후드는 철제형과 목재형 두 가지가 있으며 해체절차는 아래와 

같다.

8.2.5.1  철제형 흄후드

1)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기기나 설비 등을 제거할 때에 필요한 적

당한 이동식 작업판을 설치한다. 

2) 측면과 전면의 나사를 모두 제거한다.

3) 흄후드 상부 전면을 분리하여 덕트를 노출시킨다.

4) 작업시 오염된 먼지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출된 덕트를 홈식으

로 절단하고 나무판 등을 삽입하여 임시 봉시킨다. 필요시 나무

판 주위를 보강 봉한다.

5) 흄후드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제염여부를 작업책임자가 판단하

여 제염작업을 지시한다. 제염후 오염을 판정하여 만족할만한 수

준까지 제염한다.

6) 흄후드 중간과 하부를 철거한다. 이때, 돌출된 수도관은 같이 제

거하며 싱크대를 제거한다.

7) 수도관 등 용수관은 벽면이나 바닥 근처까지 절단하고 봉한다. 

이때, 용수가 바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오염된 용수이

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를 준비하거나 걸레질하여 제

거한다.

8) 임시 봉된 덕트를 완전히 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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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8.2.5.2  목재형 흄후드

1)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기기나 설비 등을 제거할 때에 필요한 적

당한 이동식 작업판을 설치한다. 

2) 흄후드 상부 전면을 분리하여 덕트를 노출시킨다.

3) 작업시 오염된 먼지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출된 덕트를 홈식으

로 절단하고 나무판 등을 삽입하여 임시 봉시킨다. 필요시 나무

판 주위를 보강 봉한다.

4) 흄후드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제염여부를 작업책임자가 판단하

여 제염작업을 지시한다. 제염후 오염을 판정하여 만족할만한 수

준까지 제염한다.

5) 흄후드 중간과 하부를 철거한다. 이때, 돌출된 수도관은 같이 제

거하며 싱크대를 제거한다.

6) 수도관 등 용수관은 벽면이나 바닥 근처까지 절단하고 봉한다. 

이때, 용수가 바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오염된 용수이

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를 준비하거나 걸레질하여 제

거한다.

7) 임시 봉된 덕트를 완전히 봉시킨다.

8)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8.2.6  난방용 라디에이터

8.2.6.1  오염결과에 따라 제염작업을 수행한다.

8.2.6.2  제염 후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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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벽체 및 바닥 제염작업 수행

8.2.7.1  바닥재로 사용된 비닐장판을 제거하고 오염측정 결과에 따라 

제염하며, 벽면은 오염된 부위만을 제염한다.

8.2.7.2  제염은 판정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제염한다.

8.3  폐기물 분류, 제염, 절단, 분리수집, 반출입 및 관리의뢰

8.3.1  해체작업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절차서에 의해 중준위폐

기물, 저준위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8.3.2  방사성폐기물이나 규제해제폐기물은 제염을 거쳐서 규제해제폐

기물이나 비방사성폐기물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8.3.3  분류된 폐기물이나 제염작업을 거친 폐기물은 저장용기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절단해야 한다. 절단시 빈공간이 가능한한 발

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절단해야 하며 화재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

다. 

8.3.4  절단된 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은 전용 수거봉지로 수거하여 포

장 및 저장용기에 담는다. 규제해제폐기물은 전용 수거봉지를 사용하

여 수거한다.

8.3.5  수거된 폐기물은 반출입절차를 거쳐서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관

리를 의뢰한다.

8.4  해체작업 및 폐기물 관리의뢰 후 구역 관리

위의 해체작업이 완료되면 각 작업구역마다 청정구역 표시를 하고 출

입을 통제한다.

9.0  계통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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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작업 중 환기계통, 전기계통 등의 관련 계통의 고장시 즉시 작업

을 중지하고 이를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관련 계통의 복구를 시행한

다. 

10.0  판정기준

10.1  표면오염도 

10.1.1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  0.04 Bq/cm2  또는 0.04 Bq/g

10.1.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0.4 Bq/cm2 또는 0.4 Bq/g

그림 2.2.4-9 실험실 및 연구실 작업 구역

작업구역:빗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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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납 핫셀 작업절차서

1.0  적용

본 작업지침서에서 기술되는 공사의 범위는 그림 3과 같으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납셀내 배기장치 제거

2) 납셀 천장철판 및 조명시설 제염 및 제거

3) 납셀 벽 제염

4) 유틸리티 제거

5) 납셀 바닥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 제거

6) 전면 납벽돌, 차폐창 및 원격집게 제거

7) 후면 차폐문 및 잔여 콘크리트 제거

2.0  참조

2.1 원자력법 제29조 　운 에 관한 안전조치 등　

2.2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해체계획서　

2.3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방사선관리절차서　

2.4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폐기물관리절차서　

2.5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 품질관리절차서

3.0  정의 

3.1  허용표면오염도

3.1.1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  0.04 Bq/cm2

3.1.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0.4 Bq/cm2

3.2  방사선작업허가서(Radiation Work Permit, RWP, 이하 　허가서　

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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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허가서는 방사선관리절차서에서 정의한 것을 따른다. 

4.0  책임

4.1  작업자

작업자는 작업과 관련된 해당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4.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구역 내의 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3  감독자

감독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책임을 진다.

4.4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4.5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는 작업이 해당 품질절차서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독

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6  폐기물관리책임자

폐기물관리책임자는 반출입구역 외부로 반출되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0  주의 및 제한사항 

5.1  주요 위험도

5.1.1  납셀 내부 및 배수배관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오염사고

5.1.2  납벽돌의 취급 및 처분

5.1.3  부적절한 인양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

5.1.4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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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의사항

5.2.1  일반사항

1) 기술시방서(TRD-500-H001), 6.1.1항의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전 작업기간 동안에 방사선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3) 본 해체공사에 관련된 작업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이 

허용된다.

4) 방호복, 안전모, 작업화, 방호장갑 등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5)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열형광선량계(TLD) 및 

자동개인피폭선량계(AID)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수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 작업환경 및 개인의 능

력을 고려하여 양중기의 사용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해체작업은 전기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

공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이루어진다.

8) 모든 관리구역내에서의 작업은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9)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해체작업시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5.2.2  특기사항

1)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육안조사 및 방사선조사를 수행하여 피폭

선량율을 확인하고 모든 선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방사선조사 결과 납셀룸의 오염정도가 심하면 오염지역에 대한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납셀 해체작업 동안의 작업자 피폭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2) 납벽돌의 제염 및 제거시에는 납취급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규정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납셀 내부의 제염시 배수관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먼저 배수관을 격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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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셀의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공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해체대상 구역은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여부를 감시

하여야 한다..

5.2.3  예상피폭량

본 작업에 따른 예상피폭선량은 2.304 man-mSv로 예상된다.

6.0  주기

해당 없음

7.0 초기 조건

7.1 소요 유틸리티

본 작업에는 아래와 같은 유틸리티가 필요하다.

7.1.1  전기

7.1.2  작업용수

8.0  장비

8.1  분진제거용 진공청소기

8.2  제염 걸레 

8.3  제염제

8.4  콘크리트 제거용 스케블러

8.5  콘크리트 파괴용 헤머

8.6  유압전단기

8.7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200리터 드럼)

8.8  콘크리트폐기물 수집장비 

8.9  고체폐기물 수집용기

8.10  액체폐기물 수집용기

8.11  수집용기 운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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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량에 맞도록 지게차 또는 손수레 등 적절한 수단을 선택함

8.12  상부 작업용 작업판

8.13  비계틀 및 비계판

8.14  임시 양중장치

8.15  체적 저감장비 

     중앙집중식 체적저감설비 운 시에는 불필요

8.16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8.17  알파 공간선량율 측정장비 

8.18  베타-감마 공간선량율 측정장비 

8.19  베타 공기오염감시기 측정장비

8.20  기타 일반적인 기계공구

9.0  절차

9.1  준비작업 

9.1.1  방사선작업허가서 신청

작업책임자는 작업 24시간 전에 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방사선관리절

차서에 따라 방사선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9.1.2  방사선 측정

작업구역의 모든 집기 및 기자재, 구조물, 내장재, 부착물은 반드시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및 별도 표시

를 하여 작업자가 신속히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

능하다면 해체작업 후 별도의 방사선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관

리해야 한다.  규제해제폐기물의 경우, 핵종분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

다.

9.1.3  작업자 교육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시에 대비하여 그 중

요성을 주지하도록 하고 사고시 긴급피난 및 사후처리에 대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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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킨다. 

9.1.4  장비 준비 및 점검

해당 작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야 한다. 이상이 발견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후 사용 

또는 다른 대체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저장용기는 작업 

전에 폐기물관리절차서에 따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 준비해

야 한다. 

9.1.5  환기계통 운전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전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한다.

9.2  납셀룸 내의 기자재 철거 및 제염 (방번호: 133호, 135호, 137호)

납셀의 해체작업순서는 방사선 측정 결과에 따라 오염물을 먼저 제거

하고 나서 비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납셀룸 내부

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거하도록 한다.

9.2.1  작업구역에 한해서 전기, 용수 등과 같은 시설내의 모든 유틸리

티를 차단한다. 단, 작업용 조명설비만은 기존에 설비된 것을 사용하며 

이것이 불가하다면 임시조명설비를 사용한다.

9.2.2  시설내 고정되지 않은 집기류 등을 제거한다.  

9.2.3  싱크대 제거

싱크대는 출입문측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제

거한다. 

1) 싱크대 하단부에 연결된 배수관을 먼저 분해한다. 분해시 배수관 

내에 폐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닥에 폐액을 수집하기 위

한 용기를 놓고 배수관을 분해하며 폐액은 따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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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싱크대를 벽면에서 분리한다.

3) 수도관 등 용수관은 벽면이나 바닥 근처까지 절단하고 봉한다. 

이때, 용수가 바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오염된 용수이

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를 준비하거나 걸레질하여 제

거한다.

4)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9.2.4  납셀 주변 설치물 해체

납셀해체에 앞서 납셀 주변에 설치된 보조설비들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체한다. 배기후드 제거 작업시 오염된 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므

로 반드시 진공청소기를 작동시키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1) 납셀 공급 유틸리티(전기, 물, 가스, 압축공기 등)을 차단한다.

2) 납셀로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제거한다.

3) 납셀의 전후 및 측면에 설치된 유틸리티 공급 배관을 제거한다.

4) 납셀 상부에 설치된 배기후드를 봉후 제거한다.

5) 납셀 천장 철판 및 조명시설을 제거한다.

6) 납셀 후면의 차폐문을 제거한다.

9.2.5  납셀 제염 및 해체

납셀은 방사선 측정 결과에 따라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비

오염물을 제거하며 137호실 출입문으로부터 우측에 위치한 납셀부터 

좌측순으로 해체하는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납셀내 잡기기류를 제거한다.

2) 납셀 안쪽에 부착된 테이프 제거후 필요시 제염작업을 수행하며, 

상부로부터 납벽돌을 제거한다.

3) 납벽돌 제거작업의 진행에 따라 납벽돌 사이에 설치된 전면차폐

창 및 원격집게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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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셀 바닥의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를 제거한다.

5) 배수관을 철거한다. 배수관 철거는 콘크리트 매설부위가 있으므로 

스케블러, 해머와 같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콘크리

트만을 제거하며 분진 발생이 예상되므로 분진수집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킨다

9.2.6  콘크리트 구조물 제염 및 해체

1) 발생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염 작업을 실시

한다.

2) 잔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한다.

9.3  폐기물 분류, 제염, 절단, 분리수집, 반출입 및 관리의뢰

9.3.1  해체작업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절차서에 의해 중준위폐

기물, 저준위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9.3.2  방사성폐기물이나 규제해제폐기물은 제염을 거쳐서 규제해제폐

기물이나 비방사성폐기물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9.3.3  분류된 폐기물이나 제염작업을 거친 폐기물은 저장용기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절단해야 한다. 절단 시 빈 공간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절단해야 하며 화재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9.3.4  절단된 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은 전용 수거봉지로 수거하여 포

장 및 저장용기에 담는다. 규제해제폐기물은 전용 수거봉지를 사용하

여 수거한다. 

9.3.5  수거된 폐기물은 반출입 절차를 거쳐서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관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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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해체작업 및 폐기물 관리의뢰 후 구역 관리

위의 해체작업이 완료되면 각 작업구역마다 청정구역 표시를 하고 출

입을 통제한다.

10.0  계통복구

10.1  작업 중 환기계통, 전기계통 등의 관련 계통의 고장시 즉시 작업

을 중지하고 이를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관련 계통의 복구를 시행한

다.

11.0  판정기준

11.1  표면오염도 

11.1.1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  0.04 Bq/cm2  또는 0.04 Bq/g

11.1.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0.4 Bq/cm2 또는 0.4 Bq/g

그림 2.2.4-10. 납 핫셀 작업 구역

작업구역:빗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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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폐로 폐기물관리

1. 개  요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을 효과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것은 해체작업 자체와 더불어 폐로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당해연도에는 해체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를 수립하 으며,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중 

실험실 및 납핫셀의 제염․해체시 발생된 폐기물들을 특성별로 분류․정

리하 다.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및 규제해제 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수립하 다.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경

우는 적절한 분류 및 처리과정을 거쳐 저장용기(필요시 차폐)에 넣어 임

시저장 혹은 처분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사성 액체폐기물은 농축처리 후 

고정화하여야 할 농축액과 방류해야할 극저준위 방사성 액체폐기물로 구

분된다. 극저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은 자연증발 처리한다. 방사성 기체

폐기물은 기존의 환기계통내 고효율입자여과기(헤파필터)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방사능 준위가 처분제한치 미만인 규제

해제폐기물의 경우 자체처분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자체처분 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가. 기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사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

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일반대중 및 자연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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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해체작업구역에 설비되어 있는 환기계통을 운전함으

로써 해체작업 수행시 공기오염 확산방지 및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에 있

다.

2) 책임

가) 작업관리책임자

작업구역 내 공기오염의 확산이 예상되는 작업시 환기계통의 운전 요

청과 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제염 등 다량의 

방사성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기계통운전 외에도 임시환기

계통의 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임시환기계통의 운전을 하도록 한다. 

나) 방사선관리부서장

방사성분진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방사성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시 방사선작업자 등의 관계자 외는 

작업구역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방사선작업자의 방독면 등의 개인방호

장비 착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책임자

폐기물관리책임자는 환기계통 관리 책임이 있다. 

3) 절차

가) 환기계통 

(1) 1호기 환기계통

연구로 1호기 환기계통은 원자로실 배기계통, 운전실 및 선원저장고 

등의 환기계통, 방사화학실험실(J.R Cave Room) 환기계통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계통도는 그림 2.3.2-1과 같다.



- 113 -

그림 2.3.2-2 연구로 1호기 환기계통도

(2) 2호기 환기계통

2호기 환기계통은 원자로실, 각종 실험실 및 연구실 등을 환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은 아래 표 2.3.2-1과 같고 계통도는 그림 

2.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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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 연구로 2호기 환기계통

환기계통 팬용량(CFM) 필터구성 환기구역

F-1 3,000 PRE+HEPA 핫 실험실 및 실내 흄후드

F-2 4,000 PRE+HEPA
칭량실, 준비실 #1&2, 폐기

물저장고 및 실내 흄후드

F-3(A) 5,000 PRE+HEPA 핫셀룸

F-3(B) 6,000 PRE+HEPA 납셀룸(제조실 #1&2)

F-3(C) 3,000 PRE+HEPA+CHA 납셀(8개)내 배기

F-4 2,300 PRE+HEPA 빔포트, 공기이송장치

F-5  850 PRE+HEPA 콘크리트 핫셀 내

F-6(A) 8,500 PRE+HEPA 구 원자로실 내

F-6(B) 8,600 PRE+HEPA 구 원자로실 배기

F-7 1,500 PRE+HEPA+CHA 납셀(2개)내 배기

F-8 1,000 PRE+HEPA
핫 실험실의 공기이송장치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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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연구로 2호기 환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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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기계통 운전절차

- 작업관리책임자는 해체작업 전에 해당 작업구역의 환기계통 운전을 

시설운 자에게 통보하여 요청한다.

- 운 자는 작업구역의 해당 환기계통 스위치를 “ON” 시킨다. 

- 작업관리책임자는 환기계통의 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자를 투입

한다.

- 작업 완료 후 작업관리책임자는 운 책임자에게 환기계통의 운전 종

료를 통보한다.

- 운 자는 작업구역의 해당 환기계통 스위치를 “OFF” 시킨다. 

다) 헤파필터 교환절차

(1) 개요

- 환기계통 중 고효율입자여과기(이하 헤파필터)의 교체작업에 대한 

절차이다. 

(2) 제원

- DOP 투과율 : 0.3 m

- 크기 : 0.61 m × 0.61m × 0.292m

(3) 교환시기

- 교환후 운전시간이 18개월이 지났을 때

- 프리필터(Prefilter)를 교체하여도 헤파필터의 압력이 50 mmH2O에 이

를 때

(4) 작업전 행정 절차

-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방사선관리실에 제출 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업전에 원자로 관리실 작업 요원, 방사선관리실 및 시설 운 실 

요원이 참석하여 작업 절차, 업무 분담 등에 대해 회의를 갖고, 방

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취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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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원자로 관리실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5) 작업 준비물

- 개인방사선 측정기 (TLD 뱃지, 포켓선량계 등)

- 보호용 작업복, 면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등

- 공기구 : 렌치 (8인치, 12인치), 드라이버, 절단기 등

-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비닐쉬트

- 세척용 아세톤, 알코올 (각 1리터 정도)

- 제염지 (킴 와이프스)

- 고체폐기물 수집통 : PVC 통 1개

(6) 작업 순서

- 보호용 작업복, 고무장갑, 면장갑, 마스크를 착용한다.

- TLD 뱃지와 포켓선량계를 착용하고 포켓선량계 값을 개인피폭선량

계 기록부에 기록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요원에 의해 필터 전단의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비닐쉬트를 작업장소 바닥에 폭넓게 깔아 놓

는다.

- 필터 및 케이싱 전후의 댐퍼를 닫는다.

- 출구(access door)의 조임대를 풀어 떼어낸다.

- 필터의 조임 핸들을 세트한 후 조임대를 푼다.

- 이미 장착시켜 놓은 비닐주머니와 필터를 동시에 꺼낸다.

- 새 필터에 새 비닐주머니를 덮어씌운다.

- 새 필터를 Safety unit에 어 넣고, 필터 serge상에 접착시킨 후 조

임대를 조인다.

- 비닐주머니를 접어갠 후 access door를 닫고, 조임대를 잠근다.

- 전단, 후단 댐퍼를 열고 환기계통를 가동시킨다.

- DOP 및 에어로졸 테스트를 한다.

- 보호용 작업복 등 발생된 고체폐기물은 폐기물수집통에 넣는다.

- 방사선안전관리요원은 작업장소 주위의 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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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안전관리 요원 입회하에 방사선 작업자의 신체오염검사를 실

시한다.

- 작업 후 포켓 선량계 값을 개인피폭선량계 기록부에 기록한다.

(7) 작업 후 행정절차

- 시설 운 실에 방사성폐기물 처리 통보계를 제출하고 발생된 폐기물

은 시설 운 실로 옮긴다.

라) DOP 시험 절차

(1) 개요

- 환기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헤파필터의 누설시험을 통해 성능 저하, 

필터 및 가스켓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적용 범위

- 지하실 A.H.U. (Air Handling Unit)

- 옥상 blower unit

(3) 시험 조건

- DOP 입경 : 0.3 µm

- DOP 농도 : 80∼100 µkg/m
3

- 온도 : 실내온도

(4) 합격 기준

- DOP 누수율 : 0.03% 이하 (효율 99.97 이상)

- 압력손실:  25.4 mmHg 이하

(5) 시험 주기

- 이전 시험 후 운전시간이 18개월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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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교체 또는 구조물의 수리시

- 환기계통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 도장 작업 또는 화학성분

이 방출되었을 때

(6) 시험 준비물

- 계측기 

- 발생기 

- 시약 : DOP (Di-Octyle Phthalate)

- 공기 호스

- 공기압 조절기

- 전기 인입선 (코드는  three prong grounded plug를 사용)

- 방독마스크

- 보안경

- 소화장비 (hot test의 경우)

(7) 시험시 주의사항

- DOP는 인체에 해로우므로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독

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흡입해서는 안된다.

- 만일 눈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로 15분 정도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 장비 및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8) 계측기 가동 절차

- 주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 

- Calibration light를 “0,0,0”에 놓는다.

- SPAN을 “0,0,0”에 놓는다.

- Light 스위치와 펌프 스위치가 “OFF” 상태인지 확인한다.

- Range 스위치를 0.01 위치에 놓는다.

- Zero range를 사용하여 계기에서 0점 조정을 한다.

- 계측기를 5분 동안 안정시킨 후에 다시 0점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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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bration light 스위치를 “ON” 시킨다. 

- 0.01 range에서 계기를 읽은 값이 100이 되도록 calibration light를 

조정한다.

- Range를 0.1 위치에 놓는다. 이 때 계기는 10을 나타내야 한다.

- 계기에서 100을 나타내도록 calibration light를 다시 조정한다.

- 모든 range에서 10, 11번째의 과정을 반복한다(오차는 ±10% 이내

에 들어야 한다).

- Range 100에서 계기가 10을 가리킬 때, range를 10 위치로 놓으면 

계기의 눈금은 100±10을 나타내야 한다. 

- 선형성 검사가 끝나면 calibration light를 “OFF”시키고, light와 펌프

를 “ON” 시킨다.

- Zero control을 이용하여 0.01 range에서 0점 조정을 한다.

- TEST/CLEAR 스위치가 CLEAR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발생기 가동 절차

(가) HOT DOP 발생기 가동 절차

- 압력밸브를 VENT 위치로 돌려 용기의 압력을 제거한다.

- FILL PORT를 통해 DOP를 적당히 채운다.

- 압력밸브를 “ON” 시켜 압축공기를 공급한다(200∼800 kPa). 이때 

DOP flow valve와 VAPOR valve는 열지 않는다.

- 주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필요시 보조전원 사용).

- Heat 스위치를 “ON” 시킨다.

- 시험 준비가 끝났을 때 FLOW valve를 서서히 돌린다.

- DOP flow 조절 밸브를 돌려 요구 유량으로 조절한다(유량 차트 참

조).

(나) COLD DOP 발생기 가동 절차

- FILL PORT를 통해 DOP를 적당히 채운다.

- 압축 공기선을 발생기에 연결시킨다.

- 공기 조절밸브를 열어 압축공기압을 조절한다(200∼8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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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 발생기로 들어가는 지관밸브를 열어 요구 유량으로 조절한다.

(10) 시험 절차

- 시험 전에 육안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표 2.3.2-2의 필터 하우스 

육안검사 점검표에 기록한다.

- 각 시험결과는 표 2.3.2-3의 HEPA Filter 현장검사 성적서에 기록한

다.

- 필터 및 필터 하우스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 계측기와 발생기를 시험 장소에 설치한다. 이 때 진동을 방지하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공기 호스를 발생기에 연결한다.

- 전기 공급선을 계측기와 발생기에 연결한다.

- 상류와 하류 시료 채취선을 계측기와 덕트에 연결한다.

- DOP 증기 주입선을 발생기와 덕트에 연결한다.

- 계측기를 상기의 가동 절차에 따라 가동시킨다.

- HOT DOP 또는 COLD DOP 발생기를 가동시킨다.

- 상류측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측기의 range를 100 위치에 놓는다.

- 발생기에서 DOP를 분사시킨다.

- 발생기의 TEST/CLEAR 스위치를 TEST 위치에 놓는다.

- 계측기의 SPAN을 증가시켜 계기의 눈금을 100 또는 필요 수치에 

놓고 값을 기록하여 상류측 농도로 한다.

- 상류측 농도 측정이 끝나면 TEST/CLEAR 스위치를 CLEAR 위치

로 놓는다.

- 서서히 purge 시키면서 range를 단계적으로 0.01까지 내린다.

- Purge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면 ZERO CONTROL를 이용하여 0

점 조정을 한다.

- UP/DOWN 스위치를 DOWN 위치에 놓는다.

- TEST/CLEAR 스위치를 TEST에 놓고 하류측 농도(최대값)를 읽는

다.

- 다음식에 의해 누설률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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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01
 × 100

 × 100

- 누설률이 규정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시험하고, 재시험에도 불합격

이면 교체해야 한다.

마) 굴뚝 감시 (stack monitoring)

작업구역의 환기를 시킨 배기체는 배기구(stack)를 통해 대기로 방출

시키며 방출 배기체의 감시는 방사선관리절차서에 따라 굴뚝(stack)에 방

사능감시기를 설치하여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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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 필터하우스 육안검사 점검표

필터하우스 번호 시험일자

점 검 목 록 판    정 비    고

1. Mounting Frame

가) 용접 상태

나) 재질 손상

다) 부품 연결 및 표면 상태

2. Casing Cover

가) 고정구 조임 상태

나) 용접 및 균열 상태

3. HEPA필터

가) 오염물 축적(마노매타)

4. Housing

가) 표면의 손상

나) 관통부위 폐 여부

다) 시료 주입구와 채취구의 

적당한 위치

5. 댐퍼

가) 댐퍼 깃의 손상

나) 작동 상태

다) 장치의 조임 상태

6. 마노매터

가) 동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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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3 HEPA Filter 현장검사 성적서

FAN NO. 날    짜

BANK UNIT 

NO
용    도

검 사 자 확 인 자

사 용 계 기
 DOP Detector :

 DOP Generator :

계

측

농

도

측정

횟수

측정 농도

누설률(%) 효율(%) 비 고

상류측(Cu) 하류측(Cd)

1

2

3

4

5

6

7

8

9

평균

효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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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사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

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일반대중 및 자연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연구로 1, 2호기에서 발생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운송 및 처리 과정을 체계화하여 환경으로의 방출을 법적 규제기준

치 이하로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인근주민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2) 책임

가) 방사선관리책임자

방사선관리책임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시료채취 및 방사능분석에 관

한 책임이 있으며 액체폐기물 관리의뢰서의 발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폐기물관리책임자

폐기물관리책임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출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액체폐기물 관리의뢰서의 발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공사관리책임자

공사관리책임자는 수집된 액체폐기물을 관리의뢰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의뢰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 지정된 저장탱크 또는 수집조로 이송한다.

라) 운 책임자

운 책임자는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소내 모든 계통, 설비 

및 시설 등의 운 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폐기물관리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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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절차

가) 종류

액체폐기물은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 수조수, 실험 수조수, 사용후핵연

료 저장수조수와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 수조수, 세탁 및 샤워폐액, 옥외 

저장조 내 폐액, 제염폐액 등이 있다. 이들 폐액은 모두 저준위, 극저준위 

폐액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준위 및 고준위폐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분류 및 수집

액체폐기물은 방사능 준위 및 성분에 따라 표 2.3.2-4와 같이 분류하며 

가능한한 같은 종류 및 동일 핵종으로 분류 및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2.3.2-4 액체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방사능 준위 구분 방사능 농도 (MBq/m
3)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VL

LL

ML

HL

ND ≤ A < 0.2

0.2 ≤ A < 4,000

4,000 ≤ A < 4×10
5

4×10
5
 ≤ A

종류
O

A

유기용액

무기용액

다) 이송

여러 가지 종류의 폐액은 처리설비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송

하여야 한다.

(1) 임시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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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배관을 이용하여 이송해야 하는 폐액은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 수

조수, 실험 수조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수와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 수

조수이다.

(1) 수송차량

위의 (1) 이외의 폐액은 모두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한다. 단, 소량

의 폐액은 적당한 용기를 이용하여 저장탱크로 운반한다.

라) 저장

액체폐기물 처리를 위한 저장 기능으로서 액체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한다. 극저준위폐액은 자연증발처리를 위하여, 저준위

폐액은 이온교환처리를 위하여, 그리고 세탁 및 샤워폐액은 막분리 처리를 

위하여 각각 저장한다. 저장설비는 다음과 같다.

- 옥내 저장탱크 : 10 m
3 × 4개

- 옥외 저장수조 : 45 m
3 × 3개

마) 처리

방사능준위에 따라 분류, 저장된 폐액은 다음과 같은 설비에서 처리한

다.

(1) 이온교환설비

저준위폐액은 이온교환 처리하여 방사능준위를 극저준위로 낮춘 후 임

시배관을 통하여 자연증발설비로 이송한다. 이온교환설비의 주요 설비는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 필터 : 1개

- 활성탄 필터 : 1개

- 음이온 수지 : 1개

- 양이온 수지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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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설비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 절차서 “이온교환설비”

에 나와 있다. 

(2) 막분리설비

극저준위 세탁 및 샤워폐액은 막분리설비로 처리하고 농축수는 자연증

발설비로 보내어 처리한다. 투과액은 방사능 농도가 검출한계치 이하인 경

우 방출한다. 막분리설비의 주요 설비는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 필터 : 1개

- 한외여과막 : 1개

- 역삼투막 : 1개

막분리설비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 절차서 “막분리설비”에 나

와 있다.

(3) 자연증발설비

극저준위 폐액 농축을 위한 자연증발설비는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하여 

폐액을 증발, 확산시켜 처리하는 설비로서 폐액저장조, 폐액 보충펌프, 폐

액 순환펌프, 증발천 및 배기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설비는 다음

과 같다.

- 폐액 저장조

- 증발천 : 1.125 m × 1.45 m × 184개 

자연증발설비의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 절차서 “자연증발설

비”에 나와 있다.

바) 관리 의뢰

- 작업구역 내의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공사관리책임자는 폐

액의 농도 및 핵종분석을 방사선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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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관리책임자는 공사관리책임자에게 요청 받은 해당 폐액을 방

사선관리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행하고 폐액 분석 결

과를 공사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공사관리책임자는 핵종분석 결과에 따라 액체방사성폐기물 관리의뢰

서(표 2.3.2-5)를 작성하여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해당 폐액 관리를 

의뢰한다. 

- 관리의뢰 폐기물은 공사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까지 안

전하게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0 -

표 2.3.2-5 액체방사성폐기물 관리의뢰서

담당자        (서명) 관리책임자          (서명)

연구로 1, 2호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귀하

방 사 성 폐 기 물 내 역

방사성폐기물  종류

액  체

양

내용물   및   조성

핵              종

농  도 (MBq/㎥)

방사선량율(μSv/h)

저 장 장 소

※ 액체폐기물 종류란에는 원자로수조수, 저장조 폐액, 세탁 및 샤워폐액, 제염

폐액 등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액체방사성폐기물에 한해서 반출허가서를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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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사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

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일반대중 및 자연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연구로 1, 2호기에서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수거, 운반, 처리 및 저장 과정을 체계화하여 작업자의 방사선피폭량

과 폐기물 드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2) 정의

가) 관리구역

-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11항에서 정의하는 지역

나) 방사선구역

- 원자력법 제2조 16항 및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정의하는 지역

다)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대상이 되는 물질

라) 잡고체 폐기물

-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 중 사용 후 폐기되거나 발생되는 작업복, 신

발, 제염지, 포장지, 공구, 쓰레기, 목재류, 병 등과 같은 물질

마) 폐필터

- 관리구역 내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필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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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활성탄 

- 관리구역 내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활성탄류

사) 폐수지

- 관리구역 내 계통 등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수지류

아) 반출오염 제한치

-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제103조 제1호, 제184조 제4호 및 과

기처고시 제2001-2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거 관

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의 퇴거 또는 물품의 반출시 허용 표면오염도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0.4 kBq/㎡ 이하, 알파

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4 kBq/㎡ 이하로 제한

한다.

자) 비방사성(비오염)폐기물 

- 방사성 오염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방사능 값이 일단 해당 

지역의 주변 방사능 준위 포함 100 cpm 이상이면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비방사성폐기물로 판정한다. 또한, 감마

핵종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N/D (Non Detectable)이하이면 

비방사성폐기물로 판정한다.

3) 책임

가) 공사관리책임자

공사관리책임자는 고체방사성폐기물의 고체방사성폐기물 분류, 수집, 

압축, 포장 및 운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공사관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의뢰서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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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책임자

폐기물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고체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책

임이 있다.

-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관리 

- 임시폐기물저장소 및 규제해제폐기물저장소 관리

다) 방사선관리부서장

방사선관리부서장은 고체방사성폐기물 및 드럼 방사선 측정 및 핵종 

분석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주의 및 제한사항

- 관리구역 내 작업자는 장갑, 방호복 등과 같이 작업으로 인해 발생

된 고체폐기물을 작업 후 수거통에 버려야 한다.

- 현장에 비치된 고체폐기물 수거통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지

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 관리구역 내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방사선관리절

차서 반출입물품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리구역 내에서 생성된 규제해제폐기물은 정부의 지침에 의거 처리

전까지는 관리구역 또는 규제해제폐기물 저장소에 보관한다.

- 고체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비산되지 않도록 수거

비닐 등으로 포장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용 활성탄은 교체후 즉시 봉하여 기타 방사성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 활성탄이나 폐필터 처리시 또는 압축기 운전시 폐기물 작업자는 방

사성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반면 마스크나 전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 연소성폐기물은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시키고, 저장고 입구에 소화기

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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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에 폐기물을 채울 경우 폐기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며, 

될 수 있는 한 드럼내 빈공간이 없도록 한다.

5) 초기 조건

작업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기기, 장비, 구조물 및 배관 등은 작업전에 

방사선준위 및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작업전 오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선 관리구역내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내부를 폐기물 

수거비닐로 씌운 폐기물 수거통을 고정 비치한다.

6) 장비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저장용기 (200리터 드럼)

- 저장용기 (4 m3 컨테이너)

- 운반차량 및 운반도구

- 크레인

- 임시크레인

7) 관리 의뢰

발생폐기물의 표면오염도와 방사선량율 또는 필요시 핵종별농도는 방

사선관리요원이 측정하여 폐기물 기록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공사관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용기신청서(표 2.3.2-6)를 작

성하여 용기를 신청한 후 지급 받는다.

공사관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관리의뢰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뢰서(표 

2.3.2-7), 방사성폐기물 기록표(표 2.3.2-8)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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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6 방사성폐기물 용기신청서

 1. 담  당  자:                       (서명)

 2. 관리책임자:                       (서명)

신  청  내  용 * 지 급 내 용

용기구분 규격 수량(개) 수량(개) 비  고

계

상기 용기의 지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귀하

* 상기 용기를 정히 지급함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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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7 방사성폐기물 관리의뢰서

담당자        (서명) 관리책임자          (서명)

연구로 1, 2호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귀하

방 사 성 폐 기 물 내 역

방사성폐기물  종류

고    체

수              량

내용물   및   조성

핵              종

표면오염도(kBq/㎠)

방사선량율

(μSv/h)

표면

1m

포장용기 크기 및 

무게

※ 고체폐기물 종류란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폐필터 등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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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8 고체방사성폐기물 기록표

3. 종류

1. 의뢰부서명: 관리책임자                 (서명)

2. 용  기 4. 폐기물 특성

 가. 용기번호:  가. 주요폐기핵종:

 나. 용기용량:  나. 주요 내용물:

 다. 폐기물부피(용기포함):  다. 표면오염도:        (kBq/㎡) (서명)

 라. 인도희망일자:     년   월   일  라. 최대방사선량율:    (μSv/h) (서명)

5. 상세기록(포장용기내의 소포장물에 대한 기록)

폐기일자 폐기핵종 방사선량율(μSv/h) 내용물 저장위치

6. 인수기록* 7. 처리기록*

인수일자 인수자 비고 처리일자 용기번호 처리방법

년 월 일      (서명) 년 월 일

1.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내용물란에는 유리병, 비닐장갑, 휴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가연 및 비가연, 비압축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십시오.

4. 기재내용 4의 다, 라 항은 방사성안전관리담당자가 서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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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

고체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준위 및 성분에 따라 표 2.3.2-9와 같이 

분류하며 가능한한 같은 종류 및 동일 핵종으로 분류,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2.3.2-9 고체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준  위 방사능 농도 비  고

저 준 위

중 준 위

< 2 × 10-3 A2/g (LSA-III 폐기물)

≥ 2 × 10
-3
 A2/g (LSA-III 기준 초과)

A2는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1996)의 

Table 1에 제시된 값

종    류

C

IC

NC

가연압축성

비가연압축성

비압축성

SR

SF

L

SS

폐수지

폐필터

세탁폐기물

폐기선원

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폐지 등의 종이류, 장갑과 방호복 등의 섬유

류, PE 등의 플라스틱류와 같이 압축이 가능하고 액체를 포함하지 않은 

가연성물질을 말한다.

비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알미늄, 함석, 폐드럼 등의 금속류, 초자류 

및 건조된 액체여과필터와 그 외 압축에 의해 부피 감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비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금속류 및 시멘트, 

돌, 모래, 흙, 목재 등의 비금속 고체류와 같이 압축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

한다.

폐수지는 방사성물질로 흡착 또는 오염되고 물기를 제거한 폐이온교환

수지를 말한다.

폐필터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사용한 예비필터, 헤파

필터 또는 활성탄필터를 말한다.

세탁폐기물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작업복,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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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가운 등의 피복을 말하며 각 작업장 출구에서 다음 3가지로 분류한다.

- 비오염 의류 : 재활용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다.

- 방사성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의류 (2000 cps 이상) :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 오염 의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로서 세탁하여 재사용한다.

폐기선원은 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

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대

상이 되는 봉선원 및 선원이 내장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

9) 수집 및 포장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분류하여 지정된 포장용기 내에 

수집, 포장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은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 포장하며, 유리수를 함유하지 

않거나, 폐수지의 경우 일반드럼으로 처리할 때의 유리수 함유량은  0.5%, 

고건전성용기(HIC)로 처리할 경우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표

면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기표면에 내용을 

기재한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형 고체폐기물은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포장용기에 포장할 때 포장용기 표면에서 시간당 2 리시버

트,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 리시버트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폐필터와 폐수지는 전용 수거봉지에 넣어 저장용기에 포장한다. 세탁

폐기물은 오염 여부에 따라 가연압축성 폐기물로 수집 및 포장한다.

10) 포장 및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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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리터 드럼

가연압축성 폐기물용으로 사용한다.

나) 4m3 컨테이너

압축성 폐기물 외의 잡고체, 폐수지, 폐필터, 폐수지, 폐콘크리트, 폐금

속 등의 고체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운반에 사용하며 주요 사양은 아래

와 같다.

(1) 저장용기는 자체중량을 포함한 최대 총무게가 7,250 kg이고, 바깥

치수가 1.9m(L)×2.15m(W)×1.4m(H)인 사각형 용기로서 상부 개

방형이고 방사성페기물의 포장후 폐기물 및 분진등의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해 가스켓이 장치된 상부덮개로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하여 

봉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장용기의 주요 재질은 다음과 같다.

- 저장용기 본체 : Atmospheric corrosion resistant steel, KS D3542

의 SPA-H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 항복점 : 3.5×

10
7kg/m2, 인장강도가 4.9×107kg/m2

- 모 서 리 쇠 : Weldable steel casting, KS D4106의 SCW480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 항복점 : 2.8×10
7kg/m2, 인장강도

가 4.9×10
7
kg/m

2

- 가  스  켓 :  Hard EPDM

(3) 저장용기는 최소한 ISO 1496/1에서 요구하는 강도를 만족하는 구

조이어야 하며, 해체공사중 발생되는 콘크리트 및 철재류를 포장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장용기의 바닥 및 옆벽도 이들 하중물을 지

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상부덮개는 저장용기에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어야 하고, 쉽고 효

과적으로 봉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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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신품의 가스켓이 사용되어야 하며 

가스켓이 적절히 봉될 수 있도록 저장용기의 상부에 알맞게 설

치되어야 한다.

(6) 각 저장용기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상부 및 

하부에 ISO 1161의 요건을 만족하는 모서리쇠를 부착하고, 지게차

를 이용한 취급도 가능하도록 저장용기의 하부에 포크 포켓을 설

치하여야 한다.  이들 인양장치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포장물 

하중의 3배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양장치가 포장물의 하중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

해 포장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상하부 모서리쇠에 의한 저장용기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저장용기가 비어 있는 상태일 때 골재 및 바닥골재의 가장 밑면

이 하부 모서리쇠의 밑면에서 위방향으로 0.017m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상부 모서리쇠의 윗면은 상부의 가장 윗면에서 적어도 6×10
-3 

m 빠져나와야 한다.

- 각 모서리쇠는 저장용기의 지주기둥의 바깥면보다 4×10
-3 m 빠

져나와야 한다.

(8) 저장용기는 다단적재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기타 사항

고체폐기물 포장 및 저장용기의 외표면은 황색으로 도장한다. 

황색으로 도장된 드럼 외표면 중앙부분 앞 뒤 2곳에 그림 2.3.2-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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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방사성폐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 2.3.2-3 방사선 표시

폐기물의 성질상 규정된 저장용기의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포장용기로 

포장할 수 있다.

소포장된 폐기물은 포장 및 저장용기에 넣고 봉한다. 

포장이 완료된 후 수거용 비닐주머니에는 꼬리표(그림 2.3.2-4)를 달아

야 하고, 포장용기에는 내용물, 함유 방사성핵종, 표면선량, 폐기물의 무게, 

폐기물 발생 년월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을 기록한 이력서(그림 

2.3.2-5)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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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류 :                  

폐기물량  :                  

폐기일자  :                  

취급책임자 :                  

방사선작업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량

Beta μSv/hr, m

Gamma μSv/hr, m

       μSv/hr, m

Neutron μSv/hr, m

       μSv/hr, m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면) (후면)

  ※ 가로: 5.6cm,  세로: 10.2cm,   바탕: 노란색,   씨: 적색

그림 2.3.2-4 고체방사성폐기물 꼬리표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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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량율 : Beta μSv/hr, m

Gamma μSv/hr, m

 종    류 :

 무    게 :

 폐기일시 : 책임자 :

     ※ 가로: 11cm,  세로: 17cm,   바탕: 노란색,   씨: 흑색

그림 2.3.2-5 고체방사성폐기물 이력서 양식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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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해제폐기물 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규제해제 방사성폐기

물을 적법하게 관리하여 방사성물질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2) 정의

가) 규제해제방사성폐기물 (이하 규제해제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은 과기부고시 제97-19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과 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해 별도로 자체처분을 승인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나) 처분제한치

개인에 대한 연간선량이 10 μ㏜ (1 mrem) 이상이고, 집단에 대한 연

간총선량이 1 man-㏜ (100 man-rem) 이상이 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원

자력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

별 농도를 말한다.

다) 자체처분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중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라)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

해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

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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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

한다. 여기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이란, 과학기술부령 제17호 제3조

에 의해 외부의 방사선량율은 1주당 0.4 mSv,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

도는 유도공기중 농도, 물체 표면의 오염도는 허용표면오염도를 말한다.

3) 책임

- 작업관리책임자 : 규제해제폐기물의 분류, 수거, 포장 및 소내 운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폐기물관리책임자 : 규제해제폐기물을 이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방사선관리부서장 : 규제해제폐기물이 방사선관리절차서에 따라 관

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4) 주의 및 제한사항

- 규제해제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 규제해제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핵종별 농도를 낮출 수 없다.

-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규제해제폐기물은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

야 한다.

- 자체처분 신고서 및 처분관련 서류는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규제해제폐기물을 보관 및 운반할 때에는 흐트러지거나 비산되지 않

도록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규제해제폐기물은 유리수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 폐수지의 경

우 유리수 함량이 0.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5) 관리의뢰

- 발생폐기물의 표면오염도, 방사선량율 및 핵종별농도를 방사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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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이 측정하여 규제해제폐기물 기록표(표 2.3.2-10)에 기록하고 서

명한다.

- 공사관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규제해제폐기물 용기신청서

(표 2.3.2-11)를 작성하여 용기를 신청한 후 지급받는다.

- 공사관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관리의뢰시 규제해제폐기물 관리의뢰서

(표 2.3.2-12), 규제해제폐기물 기록표를 폐기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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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0 규제해제폐기물 기록표

3. 종류

1. 의뢰부서명: 관리책임자                 (서명)

2. 용  기 4. 폐기물 특성

 가. 용기번호:  가. 주요폐기핵종:

 나. 용기용량:  나. 주요 내용물:

 다. 폐기물부피(용기포함):  다. 표면오염도:        (kBq/㎡) (서명)

 라. 인도희망일자:     년   월   일  라. 최대방사선량율:    (μSv/h) (서명)

5. 상세기록(포장용기내의 소포장물에 대한 기록)

일자 핵종 핵종별 농도 방사선량율(μSv/h) 내용물

6. 인수기록* 7. 처리기록*

인수일자 인수자 비고 저장일자 용기번호 저장위치

년 월 일      (서명) 년 월 일

1.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내용물란에는 유리병, 비닐장갑, 휴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가연 및 비가연, 비압축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십시오.

4. 기재내용 4의 다, 라 항은 방사성안전관리담당자가 서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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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1 규제해제폐기물 용기신청서

 1. 담  당  자:                       (서명)

 2. 관리책임자:                       (서명)

신  청  내  용 * 지 급 내 용

용기구분 규격 수량(개) 수량(개) 비  고

계

상기 용기의 지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귀하

* 상기 용기를 정히 지급함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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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2 규제해제폐기물 관리의뢰서

담당자        (서명) 관리책임자          (서명)

연구로 1, 2호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규제해제폐

기물의 관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자 귀하

방 사 성 폐 기 물 내 역

방사성폐기물  종류

고    체

수              량

내용물   및   조성

핵              종

표면오염도(kBq/㎠)

표면방사선량율

(μSv/h)

포장용기 크기 및 무게

※ 고체폐기물 종류란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폐필터 등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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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해제폐기물 분류

규제해제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가) 압축성폐기물

별도 분류 후 별도로 지정된 수거봉지에 넣어서 임시저장구역으로 운

송후 압축처리한 후에 20m
3
 컨테이너에 넣어 관리한다.

- 가연성폐기물 : 종이, 비닐, 천류, 세탁폐기물 등이 있으며 별도로 분

리 수거한다.

- 비가연성폐기물 : 압축성폐기물 중 비가연성폐기물을 말하며 별도로 

분리 수거한다.

나) 비압축성폐기물

금속류, 콘크리트, 유리제품, 폐필터, 폐수지, 목재, 토양 등이 있으며 

별도로 분류한다. 

다) 재활용 폐기물

Graphite, 차폐용 납과 같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은 방사선

이 검출되지 않는 정도까지 충분한 제염작업을 거쳐서 별도로 관리한다.

라) 기타 폐기물

위 폐기물 외의 기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책임자가 판단하여 분류한다.

7) 핵종별 처분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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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처분제한치 미만이어야 한다. 핵종 및 

핵종별 처분제한치는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및 IAEA TECDOC-855

를 참고로 하 으며, 최대 제한농도는 표 2.3.2-13과 같다. 방사성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Y( i)
X( i)

 <  1

Y(i) : 방사성핵종 i의 방사능량

X(i) : 표2.3.2-13에서 주어진 방사성핵종 i의 제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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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3 규제해제폐기물 핵종별 처분제한치 (1/2)

핵   종 처분제한치(kBq/kg) 비    고

Ag-110m

Am-241

Au-198

Br-82

C-14

0.3

0.3

100

100

100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Ca-45

Ca-47

Cd-109

Ce-144

Cl-36

100

100

100

0.3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Cm-244

Co-57

Co-58

Co-60

Cr-51

0.3

30

100

0.3

100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Cs-134

Cs-137

Eu-152

F-18

Fe-55

0.3

0.3

0.3

100

100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Fe-59

Ga-67

Ge-71

H-3

Hg-203

100

100

100

100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I-123

I-125

I-129

I-131

In-111

100

100

30

100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Ir-192

K-42

Mn-54

Mo-99

Na-22

100

100

0.3

100

0.3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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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3 규제해제폐기물 핵종별 처분제한치 (2/2)

핵   종 처분제한치(kBq/kg) 비  고

Na-24

Nb-94

Ni-63

Np-237

P-32

100

100

100

0.3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Pb-210

Pm-147

Po-210

Pr-144

Pu-239

0.3

100

3

100

0.3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Pu-240

Pu-241

Ra-226

Ra-228

Rb-86

0.3

30

0.3

0.3

100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Ru-106

S-35

Sb-124

Sc-46

Se-75

3

100

100

100

100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Sn-113

Sr-85

Sr-89

Sr-90

Tc-99

100

100

100

3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Tc-99m

Th-228

Th-230

Th-232

Tl-201

100

0.3

0.3

0.3

100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U-234

U-235

U-238

Y-90

Yb-169

Zn-65

0.3

0.3

0.3

100

100

0.3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TECDOC-855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

TECDOC-855

반감기가 100일 이하인 베타/감마 핵종은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9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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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 수집 및 저장절차

-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분류하여 지정된 포장용기 내

에 수집, 포장하여야 한다.

- 규제해제폐기물은 분류기준에 따라 지정된 수거봉지나 용기에 분류 

작업하고 봉 후 필요시 표지 및 표시를 한다.

- 폐필터와 폐수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봉지에 넣어 저장용기에 포장한

다.

- 세탁폐기물은 오염 여부에 따라 가연압축성 폐기물로 수집 및 포장한

다.

- 관리구역에서 비관리구역으로 반출될 때는 방사선관리절차서 ‘반출입

물품관리’에 따라 표면오염도를 확인한 뒤 반출해야 한다.

- 수거된 폐기물은 반출시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한다.

- 규제해제폐기물은 자체처분시까지 규제해제폐기물 전용 저장용기(일

반 산업용 20ft 컨테이너)에 넣어 별도의 저장공간에 저장한다.

9) 자체처분 절차

가) 신고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규제해제폐기물에 대하여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

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신고서표 2.3.2-1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체처분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선량률

-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 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 과기부에서 고시한 핵종 이외의 핵종에 대해서는 방사선 환경 향을 

평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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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처분

자체처분 신고된 폐기물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

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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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4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신고서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신고서

자체처분

원자력

관계사업자

소속명

본 사

사업소

주소

본사                          (전화)

사업소                          (전화)

대표자

직․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안전관리

책임자

직․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처 분 일 시

처 분 장 소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

기물 의 자체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붙임 :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서

   1. 자체처분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방사선량률

   2. 자체처분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3.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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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

가. 방사성 고체 폐기물

방사성 고체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준위(농도)별 그리고 폐기물의 

재질 별로 수집 및 저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연구로 2호기 제염 

해체는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실험 준비실(Room No. 132, 134 & 136)과 

납핫셀 Room(Room No. 133, 135 & 137)으로서 일부 품목에서만 오염된 

폐기물이 발생되었다. 제염 해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품목과 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은 Room No. 132, 134 & 136의 해체에 대한 목록은 

부록 2, 3, & 4에 그리고 납핫셀 Room의 해체에 대한목록은 부록 5에 기록

하 다. 

표 2.3.3-1에 규제해제 폐기물의 발생 내역을 정리하 다. 이 폐기물은 

규제해제 폐기물 중에서도 유리성 오염도가 검출 하한치 이하이고, 고착성 

오염도가 BKG(표면 선량률 : 14 ∼  17 μR/hr, 고착성 오염도 : 60 ∼  100 

cpm) 이하인 폐기물이다. 종이류가 4포대(36,3 Kg), 유리류가 3포대(51 

Kg), 아크릴류가 2포대(54Kg), 스레트가 1포대(49.7 Kg), 전선 및 잡품

(PVC)류가 7포대(146.8 Kg), 핫셀 문(철문 내부에 납차폐)이 20개(6,760 

Kg), 납이 1포대(38.5 Kg), 납 벽돌이 9,492 Kg,  철재류가 10포대(389.3 

Kg)과 철재 bulk가 1,250 Kg, 목재류(bulk)가 1,490 kg, 그리고 납유리가 9

개 등이 발생되었다. 모든 폐기물은 창고에 저장중이며, 규제해제 폐기물로

서 처리 될 것이다. 

제염 해체에서 발생된 오염폐기물은 Room No. 132에 보관하고 있다. 

차후 제염설비의 가동과 함께 제염하여 방사능 준위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의 특성에 따라 보관 관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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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1 규제해제폐기물 발생 현황

Room No. 포장용기 번호 내용물 총 무게(Kg)

132, 134, 136 1 초자류, 유리 21

132, 134, 136 2 철재류 32

132, 134, 136 3 인, Al 캡슐 18

132, 134, 136 4 플라스틱류 10.7

132, 134, 136 5 철재류 31

132, 134, 136 6 종이류 10

132, 134, 136 7 전선류 12

132, 134, 136 8 종이류 9.3

132, 134, 136 9 작업복, 일회용 8.35

132, 134, 136 10 청소도구 5.15

132, 134, 136 11 소형모터 95.75

132, 134, 136 12 종이류 7.6

132, 134, 136 13 철재류 22

132, 134, 136 14 P.V.C. 12

132, 134, 136 15 유리, 도기 16

132, 134, 136 16 납종류 38.5

132, 134, 136 17 깡통류 21

132, 134, 136 18 철재류 20

132, 134, 136 19 아크릴 14

132, 134, 136 20 유리류 14

132, 134, 136 23 철재류 62.5

132, 134, 136 24 철재류 45

132, 134, 136 25 스레트류 49.65

132, 134, 136 26 아크릴 40

132, 134, 136 29 철재류 35

132 ∼ 137 Bulk 철재류 1,250

132 ∼ 138 Bulk 목재류 1,490

133, 135, 137 Bulk 핫셀 문 6,760

133, 135, 137 22 전선류 45

133, 135, 137 31 철재류 25

133, 135, 137 32 P.V.C. 20

133, 135, 137 33 전선류 24

133, 135, 137 Bulk 납벽돌 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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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금년도에 제염 해체로 인한 액체 폐기물의 발생은 없으나, 현재 저장 

보관중인 극저준위 액체폐기물은 연차적으로 자연증발 시킨다. 따라서 폐액 

저장조, 원자로 1차 냉각수, 그리고 연구로 2호기의 핵연료 저장조 등에서 

폐액을 수집하 고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표 2.3.3-2에 있다. 수집된 폐액

의 총량은 53.6 m
3
이 고, 폐액의 농도는 6.8×10

4
 ∼ 7.6×10

4
 Bq/m

3
이 다.

표 2.3.3-2 액체폐기물 수집 및 저장

일  자 수 집 처
수집량

 (m3)

방사능농도

(Bq/m3)
저  장 처  리

01. 04 극저준위조 18.9 7.597E+03 T-10,20 자연증발

01. 05 극저준위조 2.7 T-10

단수명

저준위조
5.0 7.796E+03 T-10

01. 06
2호기1차

냉각수
13.5 6.056E+03 T-10

01. 07
1호기사용후

핵연료저장고
8.1 6.847E+04 T-10

01. 08
1호기사용후

핵연료저장고
2.7 T-10

01. 12
단수명

저준위조
2.7 T-10

계 53.6

자연증발장치를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가동하여 총 55.21 m3의 극저

준위 폐액을 처리하 다. 이에 대한 월별 자연증발내역이 표 2.3.3-3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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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3 극저준위폐액 자연증발 월별 내역

날   자

공 급 폐 액 농축폐액

비   고
공급량(m3)

방사능 농도 

(Bq/m3)

방사능 농도 

(Bq/m3)

2001. 4. 9.98 7.579E+03

5. 14.00 7.796E+03

6. 10.08 6.056E+03

7. 7.28 6.847E+04 8.886E+04

8. 9.52 2.012E+03 4.655E+04

9. 4.35 1.973E+03 5.075E+04

계 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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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환시설 환경복원 기술관리

1.  개  요

변환시설은 중수로형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UO2) 분말 국산화를 목

적으로 1982년에 한-불 기술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년 100톤 우라늄 처리

규모 시설이다[1]. 그러나 초기 우라늄변환 공정인 ADU(Ammonium 

Di-Uranate)공정을 거친 이산화우라늄분말 특성이 중수로 발전소 월성1호

기 핵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2]하 기 때문에, 1983∼1987년 동안에 

원자력연구소 자체 연구[3, 4]를 통하여 AUC(Ammonium Uranyl 

Carbonate)공정을 개발하 으며, 이에 따라 변환시설을 보완하고 추가 시

설을 건설[5∼7]하 다. 그 후 1987년 한국전력과 중수로형 핵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89∼1992년 동안에 이산화우라늄 분말 약 320톤(우라

늄)을 생산[8∼10]하여 한국전력에 공급함으로서 중수로형 핵연료 국산화

를 이룩하 다. 동시에 본 AUC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핵연료(주)에 

년 200톤 우라늄처리 규모 재변환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로 설계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운 요원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서 약 200억 원의 건

설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본 변환시설은 본래의 목적인 핵연료 

국산화 기술 자립에 십분 기여하 으며, 관련된 기술은 한국핵연료(주)에 

이관하 다.

본 시설은 설비가 노후화 되고 '92년 감가상각 기간이 완료됨과 함께 

노후 설비의 보수를 위한 재투자가 불가피하고, 파일로트(pilot) 시설로서 

경제성규모에는 미달되었다. 특히 '92년 확정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핵연료 생산은 한국핵연료(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93년 4월 

1일에 본 시설에 대한 휴지를 신고하 다. 휴지상태에서 계속적인 시설 설

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또한 설비가 설치된 이래 약 20년이 

경과하 기 때문에 설비들이 매우 노후화 된 상태이다. 변환시설 내 공정

은 화학처리공정으로 특성상 부식이 매우 심한 상태이며 7년간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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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경우 토양오염 등 2차 오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다. 특히, lagoon에는 약 250m3 정도 슬럿지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에는 누출 방지를 위하여 고무로 라이닝이 되어 있

으나, 이 라이닝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경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

므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으며, 만일 누출하게 되면 농지 및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처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 외부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설 유지/보수

를 지원하는 인력 낭비를 해소하며 핵연료 주기시설에 대한 제염/해체기

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환시설해체를 착수하게 되었다.

2.  변환시설 개요

중수로용 핵연료는 우라늄 광으로부터 정련, 변환, 성형가공을 통하여 

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환시설은 이들 중 

우라늄 정련 공정에서 생산된 U3O8(Yellow Cake) 분말로부터 중수로용 

핵연료에 필요한 소결성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제조하는 시설이다. 변환시

설은 ‘75년 한불 기술협약에 의거 프랑스 SGN사와 화학처리시설 기술용

역 및 공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되었으며, 추후 차관계약 수정으로 변환시설

로 대체 추진하여 ’82년 연산 100톤-U 규모 변환시설을 준공하 다[1]. 그

러나 초기 우라늄 변환공정인 ADU(Ammonium Di-Uranate) 공정을 거친 

이산화우라늄 분말 특성이 중수로 발전소인 월성 1호기 핵연료로 부적합

[2]하 기 때문에, ‘83년부터 ’87년 동안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자체 연구

[3,4]를 통하여 AUC(Ammonium Uranyl Carbonate) 공정을 개발하여 변

환시설 보완 및 추가시설을 건설하 다[5-7]. 그 후 ‘87년 한국전력과 중

수로형 핵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89년부터 ‘92년까지 약 350톤 소결성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생산하여[8-10] 한국전력에 공급함으로서 중수로형 

핵연료 국산화를 이룩하 다. 그리고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핵연료

(주)로 년 200톤 규모 경수로 형 재변환시설 설계, 건설, 시운전 및 양산체

제를 완료하 고 관련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한국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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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속의 재변환시설 운 요원 교육을 완료하 다. 이 같은 변환시설 

자립에 의한 재변환시설 자체 건설로  독일의 KWU사에서 제안한 280억

원의 건설비에 비하여 대폭 절감된 비용인 81억원으로 재변환시설 건설을 

완료하여 외화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본 변환시설은 본래 목적인 핵연료 국산화 기술 자립에 십분 

기여하 고, 시설 내 설비 노후화 및 소량 생산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93

년 본 시설에 대한 휴지를 신고하 다. 그 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시설물 유지 및 방사선 물질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왔으

며, 변환 시설 가동 중에 발생되었던 액체 폐기물 저장조인 2개의 lagoon

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수행하여 왔다[11∼17].

변환시설 내부에는 우라늄변환을 위한 여러 가지 단위공정 이 있으며 이

에 속해있는 각종 배관,  반응용기 및 저장용기 등은 물로 한차례 세척한 후 

모든 액체는 비워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저장용기바닥에 일부 남아있던 

액체가 부식된 밸브를 통해서 시설 내부로 누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는 제염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시설 내부에 대한 방사선 표면오염도, 공간선량 

및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관리를 수행하여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

설관리는 변환시설을 해체함으로서 종결되어야한다. 변환시설 외부에는 시설 

가동 시 공급되었던 각종 화공약품 저장용기 및 유틸리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

었으나 현재에는 이들 모두가 철거된 상태이며, 단지 액체폐기물이 저장된 두 

개의 lagoon만이 관리되고 있다. 시설 휴지 당시에는 두 개 lagoon에 저장된 

액체 폐기물의 수위는 거의 만 수위를 나타내었으나, 약 9년이 지난 지금은 

휘발성 물은 자연증발에 의하여 모두 제거되었고 우라늄을 함유한 무기염류만

이 남아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 역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변환시설은 크게 두 개의 건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불 

기술협력으로 건설되었던 ADU 제조시설과 후에 추가로 건설되었던 AUC 

제조시설이다. 이에 대한 공정 흐름도를 그림 2.4.2-1에 나타내었다. ADU 

시설 주요 공정은 우라늄 정광(U3O8) 용해공정, UN(Uranyl Nitrate) 여과 

및 정제 (용매추출) 공정, ADU 침전 및 여과공정, ADU 배소 및 환원공

정(UO2 제조공정), UF4 제조공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ADU 침전 및 여과공정, UO2 제조공정, 그리고 UF4 제조공정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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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설 건설 후 초기에 가동되었던 시설로서 가동기간은 약3개월 정도이

었으며 길지 않았다. 반면에 정광 용해공정, UN여과 및 정제공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공정에 포함된 시설은 후에 추가로 건설된 중수로형 핵연료 

제조 시설과 함께 변환시설 휴지 전까지 가동되었다. 중수로형 핵연료 제

조 시설은 ADU 시설로부터 나온 UN용액을 증발 농축시켜서 AUC 침전

반응에 적합한 우라늄용액으로 만드는 공정, AUC 침전 및 여과 공정, 

AUC 배소 및 환원 공정(UO2제조공정), 그리고 액체폐기물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공정이 설치되어있는 건평은 ADU 공정이 625평 

(1층:270평, 2층: 247평, 3층: 108평), AUC 공정이 232평(1층: 172평, 2층: 

51평, 3층: 9평)이다.

그림 2.4.2-1  Flow sheet of uranium conversion process

그리고 ADU 공정과 AUC 공정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설비는 각각 71

조 와 53조로서 총 124조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상세 현황은 표 2.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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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  The status of main equipments in the conversion facility

ADU 

공정
용해공정 정제공정 분말제조공정 계

-기기류

-탱크류

-펌프류

-제어판넬

회전식여과기 등 4조

용해조 등 10조

우라늄이송펌프 등 

10조

1조

맥동탑 등 4조

UNH 탱크 등 12조

우라늄이송펌프 등 6조

1조

회전식여과기 등 12조 

온수제조탱크 등 11조

진공펌프 등 5조

1조

 24조

 33조

 21조

  3조

AUC 

공정
용해공정 - - 계

-기기류

-탱크류

-펌프류

-제어판넬

UNH 증발기 등 19조

UNH 저장탱크 등 14

조

증발기 진공펌프 등 

19조

1조

 19조

 14조

 19조

  1조

합계 124조

변환시설로부터 발생된 모든 액체폐기물은 일차로 옥외에 설치된 액체

폐기물 저장용 lagoon-I으로 이송되었으며, lagoon-I에 저장된 액체폐기물

은 폐기물 처리 공정을 거쳐서 액체폐기물 중에 존재하는 대부분 우라늄

이 제거된 상태로 lagoon-II에 저장되었다. Lagoon 바닥은 고무로 코팅된 

콘크리트 구조이며, 상부는 유리 지붕을 설치하여 빗물이나 눈으로 인한 

물 유입을 차단시킨 상태에 있다. 그림 2.4.2-2는 lagoon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 lagoon 상층부에는 무기염이 포화된 연한 미색 투명한 

액체 층이 약4∼8cm 두께로 놓여있고 그 아래층은 슬럿지 상태로 있다. 

투명 액체 층은 여름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흰

색 고체상태로 존재한다. 변환시설을 휴지시킨 직후 lagoon-I과 lagoon-II

에 대한 액체폐기물 수위는 각기 약2.8m와 2.0m 정도를 나타내었으나, 지

금은 대부분 물이 자연 증발되어 각 lagoon 모두 무기염으로 포화된 상태

에 이르러서 더 이상 물이 증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lagoon에 저장 

중인 폐기물은 현재 슬럿지 상태로 존재하며, lagoon-I과 -II에는 각각 약 

150m
3
 및 100m

3
 슬럿지 폐기물이 있다. 두 개 lagoon 슬럿지 모두는 상층

부분과 하층부분 슬럿지 조성에 차이가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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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로 있다.

그림 2.4.2-2  Photographs of Lagoon (I: left, II: right)

변환시설 휴지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저장되어 있는 액체 폐기물이 자

연 증발되어 그 양이 줄어들었으며, 변환시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변환시설해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변환시설은 천연우라늄을 취급

했던 시설로서 변환시설을 제염 및 해체함에 있어서 방사선학적 측면에서 안

전성에대한 비중은 재변환시설 또는 인공적으로 방사선 핵종이 생산되는 원자

로 시설 등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적다. 그러나 제염 및 해체 대상에 우라늄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취급 처리[18]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는 물론 

대중에게 공개되어 만족되고 합리적인 완전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관리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본 시설은 중수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 완전 자립을 목적으로 1982년

에 준공된 시설로서 년간 100톤 규모의 UO2분말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하여 총 320톤의 UO2분말을 월성 원자로에 공급하여 핵연료 

국내생산 기술자립을 실증하 다. 부수적인 성과로서 한국핵연료(주)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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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규모 경수로용 재변환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소기술로 설계, 건설, 

및 시운전하여 건설비를 대폭 절감하 다. 본 변환시설은 그 동안 설비가 

노후화 되고 '92년 감가상각 기간이 완료됨과 함께 파일로트 시설로서 경

제성규모에는 미달되었다. 특히 '92년 확정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

획」에 따라 핵연료 생산은 한국핵연료(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93년 4월에 

본 변환시설을 휴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휴지상태에서 계속적인 시설 설

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또한 설비가 설치된 이래 약 17년이 

경과하 기 때문에 변환시설 내 설비들은 매우 노후화 된 상태이며 화학

처리공정 특성상 부식이 매우 심하 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

이 있어, 토양오염 등 2차 오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lagoon에

는 약 250m
3 정도의 슬럿지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에

는 누출 방지를 위하여 고무로 라이닝이 되어 있으나, 이 라이닝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경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될 소

지가 있다. 이러한 시설을 계속 휴지상태로 둘 경우 시설관리 및 기기 유

지/보수를 위한 비용투자 및 방사선안전을 위한 운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변환시설해체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핵연

료 주기시설에 대한 제염 및 해체기술을 확보하며, 또한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운 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인력 낭비를 해소 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내용

시설의 해체는 원자력법 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주기시설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방법 

-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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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해체를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은 시설 해체 및 철거 계획 수

립, 방사선 환경 향평가, 인허가, 시설 내 장치 및 기기류 제염 및 해체, 

액체폐기물 증발 농축 및 폐기물 처리, 데이터 평가 및 서류 작성 등이 있

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서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해체내용에 대한 

소개와 해체계획서 수립/감독, 그리고 데이터 평가 및 서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인허가를 위한 검토, 그리

고 주요 설비에 대한 해체 작업은 제염/해체 전문업체가 맡아 수행한다. 

이에 대한 추진체계는 그림 2.4.3-1과 같으며 설비 해체 및 제염 작업 절

차는 그림 2.4.3-2에 나타나 있다. 시설 내 설비는 제염되어야 할 장치와 

제염하지 않아도 될 비오염 장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염이 불필요한 

장치는 해체 후 절단하여 규제면제 폐기물로 처리한다. 다만 오염 가능성

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제염을 실시한다. 한편 오염된 장치는 제염 작업을 

수행하여 제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해체하여 절단한 후 규제면제 

폐기물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제염된 장치는 추가로 제

염작업을 수행하여 규제면제 폐기물로 처리한다. 제염된 설비는 가연성 폐

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로를 이용하여 

연소시킨다. 비가연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압축성 폐기물과 비압축성 폐기

물로 분류하고, 압축성 폐기물은 폐기물 양을 감량시키기 위하여 압축시킨

다. 비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드럼에 넣어 방사성 폐기물 저장창고에 저장

한다.

시설 해체는 4년에 걸쳐 수행되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그림 

2.4.3-3과 같다. 먼저 1차년도에는 제염방법 에 대한 검토, 재활용이 가능

한 기기에 대한 검토,  설비 해체 및 철거를 위한 기본적인 해체계획 수

립, 그리고 방사선 환경 향평가 및 방사능 오염 현황 측정 등에 관한 일

이 수행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서 수행한 방사선 환경 향평가와 방

사능 오염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비오염물질에 

대한 철거 및 액체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부분적인 변환시설해체 작업이 

시설 내 장치 및 기기 종류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3차년도에는 제염 후 

액체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오염물질 철거, 가연성 물질 소각, 그리고 압축

성 물질 처리 등과 같은 2차 제염이 수행될 것이다. 4차년도에는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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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되었던 2차 제염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림 2.4.3-1. Organization for the disassembling of the conversion

                facility

제염/해체 전문업체

(외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부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환경 향평가

작업 준비 내용 제시

방사선 최종검사

작업 준비 상태 점검

감독 및 참여

데이터 평가 및 

서류 작성

해체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작업내용 소개

측량 프로그램 실행

해체 작업

Lagoon 처리․처분

감독

측량 프로그램 수정 및 

승인

해체 계획서 작성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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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2  Procedures for the disassembling of the convers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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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3  Detailed items for the disassembling of the conversion 

facility

추 진 내 역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1.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 제염방법 조사

  - 재활용 가능 기기 조사

  - 해체 및 철거설계

2. 방사선 환경 향평가

3. 인허가

4. 시설 내 장치 및 기기

   류 제염 및 해체

  - 방사선 오염 현황 조사

  - 기존 고체폐기물 처리

  - 비오염물질 철거

  - 1차 제염 

  - 액체폐기물이송(lagoon)

  - 재활용 기기 철거

  - 기기 해체 및 절단

  - 2차 제염

  - 액체폐기물이송(lagoon)

  - 비오염물질 철거

  - 소각 (연소성물질)

  - 압축

  - 포장

  - 방사선 중간검사

  - 시설 내부 제염 및 도장

  - 방사선 최종검사

  - 고체폐기물운반 및 보관

  - 고체폐기물 처분

5. Lagoon 액체폐기물처리

  - 액체폐기물 처리(증발/

    농축)

  - 고체 분말화 및 처분

  - 제염

  - 방사선 검사

  - 매몰

6. 데이터평가 및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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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폐기물 포장, 방사선 오염 검사, 시설 내부 제염 및 도장, 그리

고 고체폐기물 처분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해체 관련 자료에 대

한 정리 및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다. 주요 수행 업무

1)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 품질보증계획서 목차 및 작성지

침 수립

원자력법 제 55조에 의거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러나 법적 요건에는 원자력시설 건설 및 운 과는 달리 인허가 문서 작

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폐로사업팀에서는 TRIGA 

원자로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해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해체계획서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다[19].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변환시

설 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코자 한다.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

가서, 그리고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수립하 으며 이

에 대한 내용을 제 3절에 상세히 기술하 다.

2)  해체설계 용역 발주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 그

리고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환시설 제염 해체에 대한 상

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체설계를 수행할 전문엔지니어링 인력을 

사업 주체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해체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와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연

구소 폐로사업팀 내에서 관련자 협의와 검토를 가진 후, 원자력연구소 소

규 2-06.11에 의거 상호협력협약이 맺어진 한국전력엔지니어링(주)와 2001

년 10월 31일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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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기술 조사

가)  독일 NUKEM 핵연료 제조 시설 해체

NUKEM 사는 gas cooled reactor에 사용하는 20% 농축도의 pebble 

fuel을 제조하는 시설을 운전하고 있었으나 Gas cooled reactor가 운전 정

지되는 바람에 이의 운전을 정지하고 이를 해체키로 결정하 다. 이 핵연

료의 구조는 우라늄 산화물이 graphite에 의하여 coating되고 이 코팅된 

입자가 graphite 분말과 혼합되어 구형으로 성형되며 최후로 graphite 표

피를 만들어 직경 약 7 cm의 구형 핵연료이다. 해체하는 schedule은 그림 

2.4.3-4와 같다.

그림 2.4.3-4  The decommissioning schedule of the nuclear fuel 

production plant of NUKEM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10

,

1

(1 )

(2 )

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10

,

1

(1 )

(2 )

2

이 시설은 1980년대부터 NUKEM이 인수하여 pebble 핵연료를 제조하

으나 그 이전에도 핵물질을 취급하던 시설로서 어떤 물질들이 취급되었

는지 또는 얼마나 취급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건물을 해체



- 176 -

한 후에 토양의 오염도에 따라서 토양도 검사하기로 결정하 으며 이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시설과 건물의 해체보다도 더 많이 소요된다고 예

측하고 있다. 현재 세 줄로 형성되었던 건물 중 두 줄은 이미 해체되어 기

초만 남아 있고 한 줄의 건물에서는 주변, 바닥 및 벽에 대한 오염도 map

을 작성 중이다. 이 때 사용되는 장비는 SIEMENS 변환공장의 바닥 오염

도 측정 장비와 동일하나 carrier는 소형 트랙터로서 수동식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이다. 건물이 철거된 부분에는 fence를 치고 한쪽부터 토양을 파

고 있으며 이는 어느 일정 크기 이하로 모두 분쇄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은 버리고 오염된 토양은 드럼에 담아 처분장으로 보

낼 예정이다.

나) 독일 SIEMENS 변환공장 해체 

독일 SIEMENS 사의 변환 공정은  197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핵연료

용으로 UO2 분말을 년간 700톤 생산, 핵연료 assembly 600톤을 생산하여 

오던 회사로서 초기에는 RBU라는 명칭의 SIEMENS가 투자한 독립적인 

회사 으나 1985년 SIEMENS의 계열 회사로 변경된 회사이다. 본사는 세

계 최초로 AUC 공정을 개발하는 등 세계의 핵연료 제조의 선두 역할을 

하여 왔으나 독일 내 규제 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한 제조 원가의 상승 등

으로 1994년 조업을 중단하고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본사의 해체 project 수행전의 역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최대 5%까지의 농축 우라늄 재변환

- 본 우라늄 scrap 회수 및 순환

- 20 % 우라늄 이산화 우라늄 분말 제조 및 가공

- 경수로용 핵연료 제조

- U/PuO2 혼합분말 제조

- 혼합 oxide (U/Pu 및 U/Gd) 핵연료 제조

해체 project는 표 2.4.3-1과 같이 수행되어 왔으며 2002년까지 해체 

업무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표는 5% 농축도 우라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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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및 가공 공장에 관한 것으로 최종의 목표는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green field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같은 공장이라고 하여도 무슨 일을 

하 는가에 따라서 소요 기간은 달라져, 용액을 취급하지 않았던 Gd2O3 

혼합 핵연료를 제조하던 제2공장은 green field까지 4년이 소요되었으며 

플루토늄을 사용하던 혼합 핵연료 제조 공장(플루토늄의 변환 공정 등 습

식 공정을 포함하고 있었음)은 올해 봄에 비로소 허가를 받아 금년 7월부

터 dismantling 작업에 착수하 다. 

표 2.4.3-1  Decommissioning project of SIEMENS conversion plant

1995년 decommissioning 결정

1995-1996년 플랜트 세척

1996-1997년 플랜트 중 중요 장치를 장치별로 타 회사에 판매 

1996-1998년

인허가. 이렇게 인허가 기간이 긴 것은 장치별 타 회

사에 판매하는 경우 장치별로 인허가가 필요하 기 

때문임.

1999년 실질적인 decommissioning 작업 시작 

- 2002년 dismantling 작업의 완료 (건물의 demolition 포함)

 그 이후
ground water/ soil의 decontamination으로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시설의 앞면은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있던 곳이며 이곳은 플라스틱 판

으로 완전히 막아 놓았다. 5% 및 20% 농축도 우라늄 핵연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가공부분(용액을 사용하지 않던 곳으로 핵임계 때문에 물의 사용

이 엄격히 제한되던 곳)은 건물까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며 변환 공정 

부분은 바닥과 벽을 1차 제염하고 제염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

닥 제염은 공기 드릴로 약 8cm 정도 제거한 상태이며 벽은 sand blaster

로 1차 제염한 상태이며, 이때 벽은 약 5 mm 정도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 

공장의 기둥은 철제 beam으로서 오염된 후에 페인트로 덮는 방법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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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페인트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후에 sand blasting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닐로 포장해 놓았다. 

장치 해체 순서는 전선 제거, pipe의 제거, cutting, segmentation, dry 

decontamination, melting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pipe를 제외한 모든 장

치들은 습식 제염을 수행하지 않았다. Pipe 들은 약 4내지 5 m로 절단하

여 질산이 주성분인 제염용액에 담갔다가 세정하여 절단하고 melting시키

는 순서로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Melting시에는 우라늄이 모두 slug 쪽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염과정에서는 철저한 제염과 제염 정도의 관리는 

필요 없다. Ammonium nitrate를 취급하던 용기는 thermal cutting을 수행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의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FBR 같

은 고온에서 작업되던 장치들은 재사용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절단하여 

폐기물로 처리한다. 폐기물을 drum에 포장할 때 classification과 이력관리

는 매우 중요하며 해체 작업기간이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 동안에 관리 기준이 변경될 곳에도 대비해야한다. 해체 작업

동안 분진의 비산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염된 부분의 재 오염

은 물론 제염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독일의 오염 기준은 알파의 

경우 0.05 Bq/cm 이며 이는 조금 완화될 전망이다. 오염된 콘크리트 바닥

의 제거는 8 cm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측정하여 오염이 계속 

detect되면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 변환 부분은 이렇게 하여 제거한 깊이

가 2m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전에 용기 제염을 수행하던 별도의 건물은 

건물 전체 하부의 토양을 약 1m까지 제거하기도 하 다. 이렇게 제염과정

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부피 약 4.7m
3의 용기에 넣어 보관 중에 있으며 

2010년에 완성될 처분장으로 보낼 계획이나 처분장이 완성될는지는 불투

명한 상태이다.     

다)  독일 Julich 국립연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Julich에 있는 국립연구센터는 KAERI와 같은 성격의 연구소로서 현재

에는 물리 수학 그리고 생물학 분야 기초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는 국가 정책에 따라 폐로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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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되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처리 시설은 Julich 국립연구센터에서 운

하며, 일부 시설은 GNS사(Nuclear Service Company)에서 추가로 설치

하여 이용하고 있다. Julich에 있는 국립연구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형태

의 방사선 폐기물은 이곳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장기저장형태의 폐

기물로 변환시켜서 처리되고 있다. 최종 폐기물 발생양은 일정치는 않으나 

대개 하루에 200L 들이 드럼 7∼8 개이며, 그 외 금속 폐기물이 소량 발

생되고 있다. 금속 폐기물은 주로 방사선 물질을 다루었던 저준위 폐기물

로서 사람이 접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처리는 환기장치가 되어있

는 적은 컨테이너(8×6×5m) 안에서 이루어지며 외부보다 20torr의 낮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절단, polishing 등 물리적 제염

이 수행되고 있다. 환기장치는 일련의 HEPA필터 뭉치(3×2×3m, 정상규

격 필터 24개 장착)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HEPA필터는 반 구적(실무

자는 수명을 약3년 예상)으로 사용토록 역 기압을 불어주어 필터기능이 

재생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처리 시설 전체 건물은 외부보다 20torr 낮

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외 절단 장치로 대형 악어이빨형 

절단기와 쇠톱이 구비되어 있다.

모든 액체 폐기물은 18m
3 들이 저장고 5개에 저장할 수 있고 전체 처

리 양은 약 80m
3 이다. 액체 폐기물은 일차로 고체 함량이 60∼70%에 달

할 때까지 증발시키고 그 후 슬러리 펌프로 슬러리 폐기물을 유동화 가열

장치로 이송시킨다. 유동화 가열장치 중간 아래 부분으로 슬러리가 주입되

도록 하고 아래쪽에서 뜨거운 공기(300℃)가 위쪽방향으로 주입되도록 하

여, 슬러리는 고체 입자로 변하게 만들고 유동화로 무거워진 고체입자는 

유동화 장치 바닥으로 떨어져 밖으로 배출시켜서 압축성 200L 들이 드럼

에 직접 담아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고체 폐기물은 약 150℃로 

가열된 오븐에 넣어져 진공상태 하에서 건조시킨다. 약 15∼20개의 드럼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크기로, 건조 중에 오븐 문을 열면 경고 부저가 

울린다. 이렇게 건조된 고체 폐기물은 마개를 하고 드럼 그대로 압축시킨

다. 드럼 압축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해지고 이때의 압축 힘은 약 1,200톤

이다. 드럼 압축장치는 특별히 고안된 장치로 두 차례에 걸친 압축 실시 

후 드럼은 직경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높이만 약 15∼50cm 두께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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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이 후 이들 고체 폐기물은 장기저장을 위한 드럼에 포장되어 옮겨진

다.

가연성 일반 폐기물 및 플라스틱류는 소각 장치에서 처리된다. 소각장

치는 장방형으로 2×2m 정도 크기이다. 사각 소각 장치 위쪽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주입되고 두 개의 프랜지형 밸브로 조절하여 고체 폐기물 일정 

양이 주입되도록 하 다. 연소는 소각장치 중간 아래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설계되어있고, 모든 것은 자동화되어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조절되도록 하

다. 소각 처리 후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ash 고체 폐기물은 200L 들이 

압축성 드럼으로 옮겨지게 된다.

라)  국 Harwell

우라늄 함유 알파폐액 처리를 위해서 화학처리와 한외여과막의 결합공

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 다. 폐액 내 우라늄

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제(흡착제, 착화제)를 주입하여 우라늄

이온과 결합시킨 후 한외여과막에 의해서 우라늄이 결합된 화학제를 분리 

제거시키는 개념으로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99% 이상 제거가 가능함을 입증하 다.

마)  미국

미국의 PNL에서는 우라늄 미광 (mill tailings) 폐액의 화학적 처리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리수의 방출기준, 슬러리 취급 및 물리화학적 특

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학침전제의 특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미국의 WSRC에서는 750,000 gal의 F006 혼성 슬럿지 폐액의 처리 처

분 옵션별 경제성을 평가하여 처리방안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DOE 주관 하에 감손우라늄 처리를 위한 처분 옵션별 처리기술 방안 

연구 등이 수행 중에 있다. LANL에서는 핵연료가공시설부터 발생하는 우

라늄함유 폐액의 처리 및 처분에 대한 옵션별 (환경 방출, 처리 및 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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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처분)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 으며, 처분 및 환경방출에 대한 중장기

적 환경 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4.  변환시설 해체 설계관리

가.  수행 방안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해체설계는 변환시설 전반에 대한 방

사선학적 조사에서부터 최종 방사성 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해체과정을 조

사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제염/해체 및 공사 방법을 확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 그리고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설계 자료를 토대로 규제기관으로부터 검토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한다. 해체 공사 시 예상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검토 

분석되어 어떤 경우에도 작업자와 대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연구소 폐로사업팀과 연구 부서 전문가들은 해체설계의 기본요건을 제

시하고 설계된 문서는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로 해체설계를 추진할 예정

이며, 환경 향평가서 및 품질보증계획서는 연구소 내 전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나.  설계 내용

해체설계 업무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허가 지원, 제염 및 해체공사에 

필요한 설계문서 작성, 공사관리 계획,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및 

사양서 작성, 제염 및 해체 공사 기술지원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설계 첫 단계인 기초자료 조사부터 수행되는데 이 업무는 시설에 대

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해체설계 및 안전성 분석 입력자료를 도출

하는 업무이며 크게 방사선학적 조사 및 분석과 시설 조사로 나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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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적 조사업무는 시설 운전 이력, 시설 및 공정 장치, 탱크류, 

배관 등 각종 설비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시설 가동 시 발생되었던 액체

폐기물 저장조인 lagoon 내 우라늄함유 슬럿지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오

염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며, 시설 조사는 시설 내 설비 파악과 유틸리티 

현황, 건축물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업무이다. 설계가 본 궤도에 오르면 다

음과 같은 업무가 진행된다.

- 안전원칙 및 기준수립

- 제염 해체 기술 조사 및 평가

- 제염 해체 절차 방법 및 소요 인력 산정

- 폐기물 분류 기준 수립

- 폐기물 발생 량 산출

- 공사 중 피폭선량 예측을 위한 방사능 평가

- 안전성 평가

- 제염 해체 공사용 설비 설계

설계가 종료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안내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적정 공사비 산출, 공사관리를 위한 공정표 수립 및 품질보증 체계

를 구축하여 엄격한 공사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체설계용역에 관한 

상세한 과업 내용은 첨부 1에 있다.

다.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1)  개  요

핵연료 제조시설 해체사업으로는 변환시설 해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참고할 선례가 없지만 TRIGA 연구로 1, 2호기 해체 사업

이 수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 다.

해체계획서에 첨부될 환경 향평가서와 품질보증계획서는 한국원자력

연구소 원자력환경연구 및 품질보증 관련 전문 부서에서 작성 중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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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외한 해체계획서는 한국전력엔지니어링주식회사(KOPEC)와 설계

용역 지원을 받아 작성 중에 있다.

2)  목차 및 작성지침 수립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목차 및 작성지침은 원자력법 제 31조를 만족하

면서 USNRC NUREG-1537 Appendix 17.1(이하 NUREG) 및 IAEA 

Tech. Report No. 351(이하 IAEA)에 규정되거나 기술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TRIGA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의 목차 및 작성지침을 변환

시설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 다.

해체계획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10개의 장으로 구성하 다. 해체계획서 

서론에서는 해체하고자 하는 변환 시설 설립배경, 연혁, 현황 등에 관한 

간단한 이력과 해체 이유 및 목적을 포함한 사업추진배경에 대하여 기술

함으로써 해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 다.

해체계획서는 부지와 시설 현황, 조업 및 시설 변경 이력, 방사선학적 

상태를 포함한 시설개요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에 합리적인 해체방법을 기

술하도록 하 다.

IAEA에서는 해체방안을 시설부지에 대한 제한적 또는 비 제한적 사

용 여부에 따라 Stage-I, -II, 및 -III로 분류하고 있으며, NUREG에서는 

해체 공법에 따라 DECON(decontamination), SAFSTOR(safe storage), 및 

ENTOMB(entombm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TRIGA MARK-II, 및 -III 

연구로 해체방안은 해체 기본원칙 및 부지사용 가능성, 공사 규모 및 일

정, 폐기물 관리방안, 대안 비교평가를 포함한 기술적 타당성, 원자력법 규

제 및 NUREG, IAEA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비 제한적 사용을 위한 

Stage-III를 기본 방안으로 정하 다. 따라서 변환시설의 해체방안은 

TRIGA MARK-II 및 -III 연구로 기본 방안에 따랐으며, 해체과정에서 발

생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작업자, 일반대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안전원칙 및 기준은 국내법규 및 국제 권고사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안전원칙과 규제기준을 만족하면서 제염 및 해체를 원활히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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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업책임자와 조직 및 참여요원 역할, 책임, 권한 및 기타 관계자

들과 작업관계를 기술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염, 해체 및 부지복원 계획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연속적인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 다. 

제염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양을 최소화하

고, 종류 및 특성에 따른 분류, 감용 방법 및 처리, 포장 및 처분방법에 대

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은 액체 또는 고체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기준을 수립하도록 하 다. 액체폐기물은 lagoon 슬럿지 폐

액과 제염액체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도

록 하 으며, 고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

물 관리 및 저장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제염 및 해체기간 중에 방사선피폭과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 및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프로그램 실행조직 및 

적용방법을 기술하도록 하 다. 보건물리 프로그램은 일반대중, 해체사업

요원, 방사선작업자 등을 위한 방사선방호대책 및 해체 과정 중 발생되는 

표면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 오염으로부터 방호대책, 방사능 측정조사와 문

서화작업 등에 대한 기본방침, 시행주기 및 절차, 방사선작업자에 대한 집

단 및 개인 피폭선량에 대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평가방법과 평가주기,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방호설비와 개인 감시장치를 포함한 측정 기기 유지

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와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제염, 해체 및 폐기물 처리, 포장,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

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련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작업분류에 따른 작업자 예상피폭선량 예측 및 일

반 대중 피폭선량을 예측하기 위한 방출 방사선 선량 평가, 사고해석을 포

함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하 다. 

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환경 향평가는 별책으로 구성하 다. 기상 및 

인구, 사회, 문화시설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해체 공사 전 부지 주변 

현 환경감시 체계와 감시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현재 환경감시 체계를 보

완하여 해체공사 중 환경감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경로 및 피폭선량을 조사, 평가하고 분

진 또는 기체상태에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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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는 별책으로 구성하 다. 품질보

증 조직은 해체작업 조직과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품질보증 계획에는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구매서류관리,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서류관리, 

구매자재/기기 및 용역 관리, 자재/부품/기기 식별과 관리, 특수작업 관리, 

검사, 시험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취급/저장 및 운송,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부적격자재/부품 및 기기,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감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 다. 

최종 방사능을 측정하여 시설 및 부지 해체 완료 후 재사용을 위한 부

지 복원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재사용을 위한 최종 방사선 측

정계획 및 방출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방법은 잔류 방사

능 측정 및 실험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예비 방사선 측정결과와 기타 

기초방사선 관련 데이터 비교, 분석, 측정결과에 대한 정량적 오차분석, 개

방기준에 만족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평가방법 등을 수립하도록 하 다.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 품질보증계획서 목차 및 작성지

침 내용은 첨부 2에 있다.

라.  시설 내 설비 제염 해체 계획

변환시설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제염은 각 공정 오염특성에 따라서 제

염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결정된 제염방법을 적용 시 취급 용

이성과 아울러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줄여야한다. 또한 제

염 효과가 최대가 됨은 물론 제염에 의한 2차 폐기물 발생 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염 중에 발생된 액체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에 방

출시킬 경우 환경 친화물질로 변환시켜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

다. 

변환시설 내부 각 공정에 설치된 장비나 반응용기 그리고 배관장치에 

대한 제염은 표면에 오염된 우라늄 화합물에 대한 제염이며 화학제염이 

적당하다[20,21]. 화학제염을 실시할 경우, 제염 후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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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순환시켜서 사용될 수 있어야하고, 폐기물 중에 함유된 우라늄은 제거

시키거나 회수되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고체폐기물 양이 가능한 적게 발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환공정에 사용된 장비는 표 2.4.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수 반응용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텐(stainless steel) 재

료로 만들어 졌다. 이와 같이 스텐 재질 표면제염을 위하여, 지금까지 알

려진 많은 화학제염 방법 중에서 본 시설에 적합한 방법으로는 표 2.4.4-2

에 제시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화학제염에 널리 쓰이는 강산성 무기산

으로는 표 2.4.4-2에 제시한 것 외에도 황산, 인산 등이 있으나 황산은 변

환시설과 같은 규모로 취급하기에는 작업자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므

로 배제되었으며, 인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강산성 무기

산을 사용할 경우 다른 제염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제염

시간이 짧으며 제염효율이 높다. 염산과 질산은 금속 표면 세척에 매우 효

과적이며, 특히 질산은 우라늄산화물을 용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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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1  Process lists, conditions and equipments.

시설 공정 화합물형태 온도(℃) 장비 재질

선행핵

주기시

설

 정광

 용해/여과
 U3O8, HNO3 ∼95

 용해조, 파이프류, 펌프류,

 회전필터기, 밸브류

stainless 

steel

 정제

 (용매추출)

 UN, HNO3,     

TBP,

 Dodecane

∼60
 맥동탑, 파이프류, 펌프류,

 밸브류
"

 ADC침전
 UN, ADU,

 NH3
∼90

 침전조, 회전필터기, 펌프  

  류, 파이프류, 밸브류
"

 ADU배소/

 환원

 ADU, UO3,     

 UO2
∼650  킬른, 파이프류, 밸브류 Inconell

 UF4제조
 UO2, UF4,

 HF
∼600  킬른, 파이프류, 밸브류 "

 폐기물처리
 NOx, NH4NO3,

 NaOH, Ca(OH)2
∼60

 스크러버, 파이프류,

 펌프류, 밸브류

stainless 

steel

중수로

형핵연

료제조 

시설

 증발/농축  UN, HNO3 ∼100  증발조, 파이프류, 밸브류 "

 AUC침전/

 여과

 UN, NH3,

 CO2, MeOH
∼80

 침전조, 여과조, 파이프류,

 펌프류, 밸브류
"

 AUC배소/

 환원/혼합

 AUC, UO3,

 UO2
∼650

 유동화기, 혼합기,

 파이프류, 펌프류, 밸브류
Inconell

 폐기물처리  AUC, NH3 ∼90
 침전조, 파이프류, 펌프류,

 밸브류

stainless 

steel

변환시설에서 우라늄화합물을 용해시키는데 질산을 사용했으며 우라늄

용액 상태로 있는 모든 공정은 질산 매질을 사용하 다. 따라서 우라늄용

액을 취급했던 공정에 관련된 시설물 제염에는 질산을 사용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광 용해조와 같은 우라늄 취급조건이 강했던 장치에 관해서는 

질산만을 사용해서 제염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Table 4에 언급된 무기염(Na2SO4, (NH4)2C2O4)이나 유기산(H2C2O4) 또는 

산화제(KMnO4, H2O2) 등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제염 

시약인 불화붕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제염시약을 사용하더라

도 제염조건에 따라서 제염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70∼80℃)를 유지시키거나 사용시약의 농도를 높이면 제염효율이 증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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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2  Chemicals for decontamination.

화학제염 방법 시약 특징

 무기 강 산

 염산(HCL)

 질산(HNO3)

 불화붕산(HBF4)

 금속산화물 용해

 우라늄화합물 용해

 금속산화물 용해

 산성 염
 NaHSO4, Na2SO4,

 Fe2(SO4)3, (NH4)2C2O4
 강산과 혼용 시 제염효과 증가

 강 무기 염기  NaOH  grease, oil, paint 등 코팅 막 제거

 유기 약 산  수산(H2C2O4)  금속표면 산화 막 용해

 유기용매  Kerosene, trichloroethylene  유기물질 제거

 산화제  KMnO4, H2O2
 불용성 Cr(III)산화물을 산화시켜서

 용해성 물질로 변환

 킬레이트제  EDTA  킬레이트 화합물로 변환시켜서 용해

우라늄 정제(용매추출)공정은 유기물질을 다루었던 관계로 먼저 반응

장치에 부착된 유기물을 세척하여야 한다. 이때는 kerosene과 같은 유기용

매를 사용해서 장치 내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먼저 제거 해야하며, 때에 따

라서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세척제(sodium lauryl sulfate, sodium oleate)

를 사용해서 남아있는 유기물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 후 강산을 적

용해서 제염을 수행하고, 때로는 착화합물 형성제인 EDTA를 함께 사용하

여 제염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환시설에 실제 적용은 그 절차가 

단순함이 바람직하며, 곧 바로 강산 제염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ADU나 AUC를 배소 및 환원시켜서 UO2를 만드는 공정이나 UF4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된 반응장치는 약 600℃이상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라늄금속산화물이 반응장치를 이루고 있는 금속재료 

속으로 확산되어 침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하게 금속표면 제염

만으로 완전한 제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일차로 화학제염을 

수행한 후에 전해연마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우라늄이 침투되어 있는 

층까지 녹여 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제염장치 설치비용이 

고가이므로 전해연마법을 택하기 전에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 핵주

기시설에 있는 rotary kilns 등은 가동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화학제염으로 



- 189 -

충분히 제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수로 핵연료 제조시설에 있는 유

동화 반응장치는 가동기간이 길었기(약5년) 때문에 우라늄금속이 반응용

기 재료 속으로 상당부분 침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환시설 각 단위공정에 설치된 장치는 반응용기, 액체 저장용기, 배

관, 밸브, 액체 이송 펌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환시설 해체를 위하여 

이들은 제염이나 해체 철거에 용이하도록 분해되거나 작은 조각으로 절단

되어야 한다. 시설해체를 위한 절단은 주로 배관과 오염정도가 심하고 부

피가 큰 반응용기 등에 적용될 것이다. 배관 절단에는 배관절단기, 연마절

단기, 쇠톱, 그리고 날 절단기 등과 같은 일반절단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용기 절단에는, 용기를 이루고있는 스텐 재료 두께가 대부분 

4∼16mm로 두껍기 때문에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 아크 톱(arc saw), 

열 랜스(thermic lance) 등을 이용해서 절단할 수 있다[22]. 변환시설은 천

연우라늄 만을 취급했던 시설이므로 고 방사선 선원이 없으며, 모든 절단 

작업은 직접 수 작업이 가능하다.

변환시설 해체를 위하여 화학제염을 택한 것은 화학제염 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은 별도 폐기물처리과정을 두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

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학제염 후 발생되는 우라늄 함유 액체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염으로 생성되는 액체폐기물에

는 우라늄 양이 매우 적을 것이며, 이러한 우라늄은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

하여 회수하거나 침전시켜 회수하고 남은 액체 폐기물은 증발시키는 방법

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Lagoon 제염 해체 계획

Lagoon에 저장중인 슬럿지는 그림 2.4.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위공정에서 발생한 폐액 혼합물이며 공장 가동 초기 spill로 인한 

시설 제염 폐액 및 조업실패 시에 발생한 여러 가지 폐액 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슬럿지는 수분이 거의 모두 증

발하고 그 주성분이 ammonia와 Na 및 Ca이 포함된 질산염 형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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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라늄 함유 폐액이다. Lagoon은 두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시설 

조업 시 lagoon-I의 저장 용량 초과로 저장 중이었던 폐액을 Ca(OH)2로 

침전 처리한 후 여과된 침전물(filter cake)은 폐기물 드럼에 보관하고 여

액은 lagoon-II에 이송하여 저장 중에 있다.

그림 2.4.4-1  Formation route of the lagoon sludges

1)  Lagoon 슬럿지 처리공정 목표 및 요건

화학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은 공정 목표를 설정하고 대

상 원료와 주변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대상 공정을 선택한 후 공정 실증 

과정을 거쳐 실제 처리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단계로서 공정 

목적을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공정 기본 요건을 검토한 후 원료 조건 및 

특성과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 조건과 특성을 사전에 조사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 처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또는 유사 공정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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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후보공정을 선정한 후 공정 개념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보 공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야한다. 세 번째 단계로 공정을 실증하

기 위해서는 실험장치 또는 pilot plant를 운전한 후 장치를 scale-up하고 

안전성 분석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획득한 후 공정을 설계하고 건설하여 운전을 수행함으로

서 화학공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최종 목표인 우라늄 

변환시설 lagoon 슬럿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적용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Lagoon 우라늄함유 슬럿지는 처리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안정한 

화합물의 형태로 포장하여 드럼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열역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화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정이 단순하

면서도 단순 희석 개념이 아니어야한다. 최종 제품 요구조건으로는 고체 

형태이면서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폭발, 인화 및 유해

성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유리수를 최소화시킴으로서 폐기물 내 유해성

분의 침출속도가 가능한 한 늦어야한다. 슬럿지는 변환시설 내에서 처리해

야하고 조업 중 방사선과 유해 화학성분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고 폭발 

및 화재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규제면제 대상

폐기물을 최대화시켜 폐기물 처분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하며, 조업을 용이

하게 수행시킬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처리비용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이뿐

만 아니라 우라늄 회수 여부와 2차폐기물 발생 및 처분 가능성을 함께 고

려해야한다.

2)  Lagoon 슬럿지 특성

Lagoon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lagoon-I이 3Dx10Wx40L 

m, lagoon-II가 2.7Dx9Wx40L m 이다. 각각의 lagoon에 저장 중인 슬럿지

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위공정을 통하여 발생한 

폐액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초기 불량품 및 조업실패 시에 발생한 여러 

가지 폐액 등을 lagoon-I에 저장하 다. 본 시설 조업 시 lagoon-I의 저장 

용량 초과로 저장 중이었던 폐액을 Ca(OH)2로 침전 처리한 후 여과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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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filter cake)을 폐기물 드럼에 보관하고 여액은 lagoon-II에 이송하여 

저장하 다. lagoon-I과 -II에 저장된 액체폐기물은 유리 지붕이 설치된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증발로 인하여 액체폐기물

의 저장수위가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 변환시설이 휴지된 이래 액체 폐기

물 유입은 없는 상태이다. 두 개 lagoon에 저장된 액체 폐기물 수위 변화

를 그림 2.4.4-2에 나타내었다. 두 lagoon 액체 폐기물 수위는 초기에는 

급격히 줄다가 최근에는 증발이 거의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는 수분은 거의 증발되고 염 농도가 높아져 슬럿지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

이다. Lagoon-I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은 무기염으로 포

화된 용액 상태, 가운데는 백색 결정, 하층은 진 고동색 슬럿지 상태이다.

그림 2.4.4-2  The decrease of liquid level in the lagoon by natural 

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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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oon-II는 상층은 무기염으로 포화된 용액상태, 가운데층은 백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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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층은 갈색 슬럿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그림 2.4.4-3에 나타내

었다. 각 층 두께와 물리적 특성은 표 2.4.4-3과 같으며, lagoon에 저장 중

인 슬럿지 양은 약 250 m
3
이다. Lagoon 슬럿지는 매우 복잡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수분은 거의 모두 증발하고 그 주성분이 ammonium

과 nitrate 무기염 형태로 되어있는 우라늄 함유 폐기물이다. 이들 lagoon 

슬럿지 조성을 표 2.4.4-4에 나타내었다.

그림 2.4.4-3  Sludges in lagoon-I(a) and -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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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3  The height and physical properties of each sludge layer 

of lagoons

Items
Lagoon I Lagoon II

upper middle bottom upper middle bottom

Symbol P1U P1M P1B P2U P2M P2B

Phase liquid crystalline soft past liquid
hard

crystalline
deposit

Color yellow white
reddish 

brown
yellow white brown

Density 1.05 1.4 1.2 1.05 1.4 1.3

Height, 

cm
6.7 7.0 23.3 2 15 12

표 2.4.4-4  Chemical Compositions of lagoon sludges

Element
Lagoon I Lagoon II

P1U  P1M P1B P2U P2M P2B

U 6 ppm 384 ppm 1.7 wt% <0.5 ppm 8 ppm 254 ppm

Th ND ND 21 ppm ND ND 0.1 ppm

Ra-226 ND ND 136 ppm ND ND ND

NO3
-
49.6 wt% 72.0 wt% 59.5 wt% 52.1 wt% 74.8 wt% 32.3wt%

NH4
+ 10.8 wt% 15.4 wt% 10.6 wt% 0.3 wt% 14.7 wt% 4.5 wt%

Ca 5 ppm 715 ppm 2.2 wt% 37 ppm 0.3 wt% 20.4 wt%

Na 6.1 wt% 6.8 wt% 4.5 wt% 2.3 wt% 0.1 wt% 0.9 wt%

슬럿지 조성을 살펴보면 lagoon-I 경우 우라늄이 하층 슬럿지에 약 

4.3 wt% 함유되어 있고, NO3
-, NH4

+와 Na
+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금

속원소들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goon-II에는 하층 슬

럿지에 우라늄이 약 350 ppm, NO3
-
, NH4

+
, Na+와 Ca2+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기타 금속원소들이 lagoon-I과 마찬가지로 소량 함유되어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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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럿지에는 NH4NO3, Ca(NO3)2, Ca(OH)2, NaNO3 화합물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한편, Th과 Ra-226이 슬럿지에서 검출되었다. Ra-226은 U-238의 

딸핵종으로서 우라늄이 많이 함유된 lagoon-I 하층 슬럿지에서 생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a은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Lagoon 슬럿지 처리 방안[23∼26]

Lagoon 슬럿지 처리 공정은 슬럿지 내 함유된 우라늄 외 기타 물질을 

분리하여 규제면제 물질을 가능한 최대로 분리하여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슬럿지의 처리가 가능한 공정을 그

림 2.4.4-4에 나타내었다.

그림 2.4.4-4  Available treatment processes of the lagoon sludges

αα

슬럿지 처리공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슬럿지 내 함유된 우라늄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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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리할지 아니면 분리할 수 있는 규제면제 물질을 제거한 후 우라늄을 

분리하여 처분할지를 조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및 경제성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할 것이다.

수분, ammonia와 nitrate와 같은 물질을 먼저 제거하려고 할 경우에는 

탈질 방법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탈질 방법으로서는 열적, 생물학적, 화학

적, 전기화학적인 처리 방법들이 있다. 열처리에 의한 탈질은 회분식 직접

가열, microwave에 의한 회분식 가열, 유동층 반응기에서 가열, plasma 

arc를 이용한 가열방법들이 있다.

NH4NO3  (heating)→  N2O + 2H2O

Ca(NO2)2  (heating)→  CaO + 2NO2 + 1/2O2

2NaNO3  (heating)→  Na2O + 2NO2 + 1/2O2

이들 방법은 조작이 단순하고 용이하여 원료 조건에 대한 의존성이 작

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NOx 처리공정이 필요하고 800 ℃ 이상 고온 조

작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탈질 방법은 근래에 개발 추

세에 있는 공정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탈질되며, 장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하고 미생물 종류에 따른 효율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

NH4
+  (microbe)→  NO3

-

2NO3
-
  (microbe)→  N2 + 3O2

이 방법은 NOx 등과 같은 2차 폐기물 발생은 없으나 carbon이나 

phosphorous와 같은 물질을 공급하여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

들어야한다. 또한 고농도 nitrate에는 적용이 곤란하며, 암모니아가 함유되

어 있는 경우 두 단계를 거쳐야 하고, 반응속도가 늦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인 탈질은 개미산과 같은 유기물을 사용하여 질산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CO2, N2, NO, H2O 등으로 분해된다. 그러나 유기물 종류에 따라

서 강산성 분위기가 필요하고, 고온 고압 조건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전기분해 방법은 열분해가 어려운 NaNO3 등을 전해반응에 의하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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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가 쉬운 NaNO2로 변환하여 NO2를 생성하지 않고 직접 N2와 O2로 분

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NOx 처리공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나 

장치가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열처리 방법에 의해 탈질 할 

경우 수분, ammonia와 nitrate가 분해 제거된 후 최종 잔류물은 U3O8, 

CaO, Na2O와 기타 금속 산화물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라늄을 먼저 분리할 경우 처리공정으로서는 기존 화학분리공

정인 흡착, 침전, 용매추출방법 등이 있다. 이들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럿지 중 우라늄 등의 방사성 핵종(U, Th, Ra)을 용액 상태로 재용

해시켜 주어야 한다. 흡착공정은 흡착제에 따라 무기, 유기, 미생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흡착/탈착 과정에서 고효율성 및 선택성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고농도 nitrate 용액에서 흡착효율 또한 확인

해야한다. 침전방법은 우라늄을 침전시키기 위한 NaOH나 Ca(OH)2 등과 

같은 또 다른 첨가물이 필요하여, 이들로 인한 폐기물 양이 증가될 수 있

으며 침전물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용매추

출법은 기존에 우라늄 분리 정제로 일반화된 공정이나 복잡한 조성을 띠

고 있는 슬럿지 경우 적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또한 유기폐액 

등 2차 폐기물이 발생하고 공정장치 및 운전이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이 lagoon 슬럿지 조성과 가능한 처리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Lagoon 슬럿지는 NH4NO3, 

Ca(NO3)2, Ca(OH)2, NaNO3 등으로 구성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나 lagoon-I과 lagoon-II 조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처리 방안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lagoon-I 경우 함유된 대부분 물질이 우

라늄 외에 NO3
-
, NH4

+
, Na

+
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lagoon-I 슬럿지는 열

적 탈질방법을 사용하여 수분, ammonia 및 nitrate를 제거한다. 남아있는 

잔류물은 물로 침출하여 Na 산화물과 같은 용해 가능한 산화물들을 분리

한다. 그리고 우라늄은 잔류물을 용해하여 흡착이나 침전공정으로 분리해

야할 것이다. Lagoon-II 경우 NO3
-
, NH4

+
, Na+ 외에 Ca2+이 많이 함유되

어있다. Ca-산화물은 물이나 알칼리에 용해가 안되므로 이의 분리 방안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방사성폐기물 양을 최대로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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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5∼8은 lagoon-I과 -II 중간층과 하층 건조된 슬럿지에 대

한 TG/DTA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슬럿지 내에는 Ca, Na, NH4
+와 NO3

-

와 같은 성분이 %단위로 함유되어 있어 이들 성분이 Ca(OH)2, Ca(NO3)2, 

NaNO3, NH4NO3 화합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00 ℃에서 

시료 내에 남아있는 물이 증발하 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300 ℃ 부근에

서는 NH4NO3가 분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시료 내에서 가장 많이 함

유된 성분인 Ca과 Na의 경우, Ca(OH)2, Ca(NO3)2와 NaNO3는 약 600 ℃ 

부근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3, 28]. 그러나 이들 화합물에 대한 

TG/DTA 분석을 수행하여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같이 열분해시키고 남은 잔류물은 CaO, Na2O, U3O8과 기타 금속 산화

물 형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료를 800 ℃에서 열분해시키고 남은 

잔류물 양을 TG 결과와 함께 표 2.4.4-5에 나타내었다. 잔류량은 TG 분

석 결과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슬럿지를 열분해시킬 경

우 많은 양의 질량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생각된다.

 

그림 2.4.4-5  TG/DTA of the middle layer sludge in lago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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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6  TG/DTA of the bottom layer sludge in lagoon-I

그림 2.4.4-7  TG/DTA of the middle layer sludge in lagoo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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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8  TG/DTA of the bottom layer sludge in lagoon-II

표 2.4.4-5  Fraction of residue after heating at 800℃

Compounds P1M, % P1B, % P2M, % P2B, %

Calculated values

by TG
10.08 26.72 2.56 44.60

Experimental values

by thermal 

treatment

11.31 21.73 3.87 41.61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측면에서는 부피 감소가 중요하므로 추후 

열분해 시 감소 비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Lagoon 슬럿지에 다량 함유된 nitrate와 같은 성분은 물에 쉽게 용해

된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여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 또한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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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건조시킨 lagoon-I 하층 슬럿지 25g을 물과 0.1 N NaOH 용액에 넣

고 교반시킨 후 여과하여 용해용액을 불용성물질로부터 분리하 다.

그림 2.4.4-9와 10은 용해 용액의 pH와 용액 중 우라늄 양을 용해 횟

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용해 회수 2회까지는 우라늄 용출이 거의 없었

지만 그 이후부터는 많은 양 우라늄이 용출 되었다. 반면에 nitrate는 많은 

양이 용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용해공정으로 슬럿지 내에 

함유된 nitrate를 모두 분리할 수 있었다. 용해공정을 거친 후 건조시킨 결

과는 물을 사용한 경우 초기 질량에 대한 17.5% 무게로, 그리고 NaOH 용

액을 사용한 경우 17.2% 무게로 각각 그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과 이들 방안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 혹은 기타 

방법들을 조사 분석하여 적은 비용으로 lagoon 슬럿지 폐기물 양을 최대

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5.  방사선 관리

가.  개요

그림 2.4.4-9  Changes of uranium contents, nitrate contents and 

pH values of the washing solutions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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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10  Changes of uranium contents, nitrate contents 

and pH values of the washing solution with 

Na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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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제염 해체사업에서 방사선관리 목적은 시설 제염․해체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방사성물질로부터 해체사업종사

자, 일반 주민 시설 주변환경 방사선안전성을 적절히 확보하는데 있다. 이

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체과정동안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체 대상시설인 변환시설 내부 및 lagoon대한 방사

선량을 측정 조사하 다.

나.  시설 내 방사선량 측정

시설 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 정도와 범위 등 상황을 파악하

여 해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방사선량을 조사하 다. 

변환시설은 내부에는 우라늄변환을 위한 여러 가지 단위공정이 있으며, 



- 203 -

외부에는 액체폐기물이 저장된 두 개 lagoon이 있다. 변환시설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각 단위공정 설비 내에 잔존하는 우라늄, lagoon 내에 

저장 중인 우라늄, 시설 바닥 및 벽면에 오염된 우라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방사선량 측정은 변환시설 내부 및 2개 lagoon을 대상으로 공간 방사

선량, 시설 내 표면 방사능 및 표면오염도를 측정하 다. 상세한 측정결과

를 첨부3에 나타내었다. 

1)  방사선량 측정

방사선량 측정에서는 변환시설 내부 우라늄변환을 위한 여러 가지 단위

공정에 속해있는 각종 배관,  반응용기, 저장용기 및 펌프류와 시설 바닥, 벽

면, 천장 등에 대한 표면 방사선량과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

하 다. 또한 lagoon 내부 슬럿지 표면 및 1 m 이격 방사선량과 lagoon 

벽면 상부 방사선량을 측정하 다. 표면 방사선량 측정은 검출기 GM 

tube가 내장되어 있는 Radiometer(Model: Eberline FH40F1)와 

Radiagem-2로 측정하 다. 변환시설 내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하여 540개 

지점과 lagoon에 대하여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 다.

시설 내 각종 배관,  반응용기, 저장용기, 펌프류 등과 같은 설비 표면 

방사선량과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선량 측정 지점은 200개 지점을 대

상으로 하 고, 시설 바닥, 벽, 천장 등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측정 지점은  

3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 다. 시설 내 설비 표면 방사선량은 

1.6x10
-4
 ∼ 3.1x10

-2
 mSv/h 분포를 나타내었고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

선량은 1.1x10
-4
 ∼ 2.6x10

-3
 mSv/h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시설 바닥, 벽, 

천장 등과 같은 구조물 표면 방사선량은 1.7x10
-4
 ∼ 7.0x10

-3
 mSv/h 분포

를 나타내었고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선량은 1.2x10-4 ∼ 1.9x10-3 

mSv/h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방사선량은 10
-4
 mSv/h 값을 나타

내고있어 자연준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Lagoon 내에 저장 중인 슬럿지 표면에서 방사선량과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선량 측정 지점은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 고, lagoon 벽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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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표면 방사선량 측정 지점 또한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 다. 

Lagoon 슬럿지 표면 방사선량은 1.2x10-4 ∼ 2.5x10-3 mSv/h 분포를 나타

내었고 1 m 이격을 둔 공간 방사선량은 1.5x10-4 ∼ 2.2x10
-3
 mSv/h 분포

를 나타내었다. Lagoon 벽면 상부에서 표면 방사선량은 1.0x10
-4
 ∼ 

2.0x10
-3 mSv/h 분포를 나타내었다. Lagoon 에 대한 방사선량 역시 자연

준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표면오염도 측정

표면오염도 측정은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 다. 직접법은 검출기가 GM 계수관 (Model: Ludlum 44-9 Pancake 

G-M Detector)인 휴대용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Model: Ludlum 3 Survey 

Meter)로 측정표면과 1cm 정도 이격하여 계측하 고, 간접법은 측정표면 

100cm
2을 smear paper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한 후 LB5100W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채취 지점은 방사선량 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수행

하 다.

시설 내 설비에 대한 알파 방출체에 의한 오염도에서는 직접법으로 측

정한 경우 1.24x10
2 ∼ 3.34x104 Bq/m2 분포를 나타내었고, 간접법으로 측

정한 경우 최소검출한계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이하로 

나타난 곳에서부터 최대 2.32x10
4 Bq/m2 분포를 나타내었다. 베타 방출체 

경우 직접법으로 측정한 경우 5.48x103 ∼ 6.39x10
5
 Bq/m

2
 분포를 나타내

었고, 간접법으로 측정한 경우 최소검출한계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이하로 나타난 곳에서부터 최대 8.90x10
3
 Bq/m

2
 분포를 

나타내었다. 시설 바닥, 벽, 천장 등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알파 방출체에 

의한 오염도에서는 직접법으로 측정한 경우 1.18x10
2
 ∼ 1.12x10

4
 Bq/m

2
 

분포를 나타내었고, 간접법으로 측정한 경우 MDA 이하로 나타난 곳에서

부터 최대 4.59x10
6
 Bq/m

2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베타 방출체 경우 직접

법으로 측정한 경우 1.67x102 ∼ 7.21x10
5
 Bq/m

2
 분포를 나타내었고 간접

법으로 측정한 경우 MDA 이하로 나타난 곳에서부터 최대 3.36x10
3 

Bq/m2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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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측정한 값이 간접법으로 측정한 값보다 더 높

은 방사선 선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표면에 고착되어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 때문이다.

Lagoon 내에 저장 중인 슬럿지는 표면에서 직접법으로 측정하 다. 알

파 방출체 경우 4.09x10
2 ∼ 1.77x103 Bq/m2 분포를, 베타-감마 방출체 경

우 1.83x103 ∼ 4.93x10
4
 Bq/m

2
 분포를 나타내었다.

3)  공기 중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변환시설 내부 주요 구역을 2개로 분류하여 공기시료를 채취하 다. 

air sampler를 설치하여 유량을 60LPM으로 120분간 공기시료를 채취하여 

LB5100W로 계측하 다. 공기오염도는 알파 방출체 경우 MDA 이하로 나

타났으며, 베타 방출체 경우 MDA 이하로부터 최대 8.00 Bq/m
3 분포를 

나타났으나 이는 background 수준의 값이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우라늄(238) 최대 허용 공기 중 농도는 알파인 경우 2.59 Bq/m
3이다. 따라

서 현재 변환시설 내 공기 오염도는 MDA 수준에 가까운 값으로 시설 내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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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개발 및 엔지니어링 업무

2001. 10.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TRIGA연구로폐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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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업무는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체계획서 

개발 및 작성과, 이를 위한 기본적인 Engineering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법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 해체)에 의거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수행 방안

  본 업무는 TRIGA 연구로폐로사업팀이 주관하여 수행하면서 엔지니어

링 부문은 소규 2-06.11에 의거 상호협력협약이 체결된 한국전력엔지니어

링(주) 소속 인력(상호협력협약서, 제5조 전문인력교류)을 활용하고자 함.

※ 인․허가 신청은 2002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수행 업무 및 내용

 ․시설조사 ; 

  우라늄 변환시설 내·외부에 대한 시설 현황, 시설 운 이력, 시설 

보수사항,  유틸리티 현황, 도면 수집 및 검토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 

조사.

 ․방사선학적 상태 조사 및 분석 ; 

  시설 내·외부 방사선 오염 유무를 측정, 조사 및 분석(설치 기기 및 

배관 내·외부 오염정도 포함)하고 잔류 액체폐기물 시료 채취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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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방안 도출 ; 

  제염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여 적절한 제염방법 및 기술을 도출하고 

소요인력 산출, 장비 선정 및 비용 산출

 ․해체방안 도출 ; 

  해체 대상물을 파악하여 적절한 해체방법, 작업지침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산출, 소요장비 선정 및 비용 산출

 ․위해도 및 작업성 검토(HAZOP, hazard operation, Study) ; 

  제염 및 해체 작업절차를 수립한 후 각 절차에 대한 정 분석을 통해 

위해도 및 작업성 평가

 ․해체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 

  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분류, 처리 및 관리대책 

수립 (폐기물 종류, 형태, 특성파악 및 물량산출 등)

 ․해체공사계획 수립 ; 

  해체공사 일정, 투입인력, 공사시방서, 공사비용, 공사장비 및 공사 

기자재 list 작성 등 해체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방사선방호 및 안전 관리 ; 

  해체공사 시 필요한 방사선감시 및 방호계획, 방호설비, 방사선 

안전관리계획 및 절차 수립

․안전성 평가 ; 

  - 정상작업 시 작업자 예상피폭선량 평가

  - 비정상작업 시나리오 개발 및 작업자 예상피폭선량 평가

  -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계획 수립

  - Risk 예측 및 산업안전계획

  - 환경 방출 Source Ter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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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작성

  - 목차 및 작성지침 ; 첨부 1.

※ 제 5, 6 장은 문본 작성 추가

4. 예상 결과물

․해체계획서 

․시설조사 보고서

․시설현황 사진첩

․기초자료조사서(조업이력 등)

․방사선 오염 측정,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염해체 기술분석 보고서

․위해도 및 작업성 검토 결과서

․폐기물 분석 및 관리 계획서

․해체공사 관리계획서

․방사선방호 및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업공정표 및 작업자 투입 계획서

․공정별 해체작업 지침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장비 목록

․기타 필요 설비 및 장비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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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차

1. 서 론

2. 시설 개요

  2.1 부지 및 시설 현황

  2.2 조업 이력

  2.3 방사선학적 상태

3. 해체 방안

  3.1 해체 방법

  3.2 안전 원칙 및 기준

  3.3 산업 안전 대책

4. 사업 관리

  4.1 조직 및 책임

  4.2 사업 일정

5. 제염 해체 활동

  5.1 필요 설비

  5.2 시설 내 설비 제염 해체 활동

  5.3 Lagoon 제염 해체 활동

  5.4 해체 장비 및 기기

  5.5 비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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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6.1 방사성폐기물 특성

  6.2 고체폐기물 처리 및 처분

  6.3 액체폐기물 처리 및 처분

  6.4 기체폐기물 처리

7. 방사선 방호

  7.1 ALARA 개념 반

  7.2 보건물리 프로그램

  7.3 방사선 안전성 평가

8. 환경 향평가 : 별책

9. 품질보증계획: 별책

10. 부지 복원 계획

  10.1 최종 방사능 조사 절차 및 방법

  10.2 부지 복원 방안 



- 215 -

작성지침

1. 서 론

   해체하고자 변환 시설 설립배경, 연혁, 현황 등에 관한 간단한 이력과 

해체의 이유 및 목적을 포함한 사업추진배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시설 개요

   변환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부지 및 시설 현황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체하고자 하는 부지와 시설에 대하여 설명한

다.

   - 부지 및 배치: 지리적 위치, 경계, 진입로와 운송시스템 및 중앙집중

지원(출입관리, 보안, 비상) 가능성 

   - 시설 종류와 특성: 변환공정 소개와 공정설비 및 폐액저장조인 

Lagoon에 대한 설명

   - 시설 내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에 대한 개요 (상세한 내용은 2.3

절에 기술)

   - 환기계통, 크레인, 호이스트와 그 외의 조작 기기, 방사선 방호시설, 

폐기물 처리, 전원공급, 조명, 압축공기 공급, 용수공급, 배수 및 하수 시설 

등과 같은 보조계통 현황

2.2 조업 이력

   UO2 분말 생산 전 후 조업 이력을 기술한다.

   

2.3 방사선학적 상태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 및 공정 설비 오염 현황과 Lagoon 

내 우라늄 슬럿지 폐액 특성을 기술한다.

   - 시설 및 설비 오염 현황: 시설 및 공정 장치, 탱크류, 배관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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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대한 방사선량 및 표면오염도 기술

   - Lagoon: 우라늄 슬럿지 폐액 량과 함유된 우라늄 및 중금속 등 화학

적 특성 기술

   - 폐기물 드럼: 시설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 특성 기술

2.4 시설 변경 이력

   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3. 해체 방안

3.1 해체 방법

   시설의 해체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해체 기본원칙

   - 공사 규모 및 일정

   - 해체폐기물 관리방안

3.2 안전 원칙 및 기준

   - 안전원칙: 작업자, 일반 대중 및 환경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사선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한다. 이 프로그램은 

책임조직을 명시하고, 국가 기준 및 규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규제사항을 기술한다.

   - 방사선 안전기준:

      ㆍ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제시

      ㆍ방사성 폐기물 분류기준 제시

      ㆍ작업구역 방사선 감시 계획

3.3 산업 안전 대책

   해체작업과 관련한 잠재적인 비방사선학적 위험도를 규명하고, 고소작

업, 수작업, 전기, 기계작업, 화재, 분진 등 안전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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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관리

   시설 해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 조직 및 책임과 일정에 관하여 

기술한다.

4.1 조직 및 책임

   사업책임자와 조직 및 참여 인력 역할, 책임, 권한 및 기타 관계자들과 

작업관계를 기술한다.

4.2 사업 일정

   설계에서부터 제염, 해체 및 부지복구 단계를 계획하고 완료하기 위한 

필요 활동에 대하여 연속적인 일정을 작성한다.

5. 제염 해체 활동

   제염 및 해체방법과 적용될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5.1 필요 설비

   해체 시 필요한 환기, 전기, 조명, 소화 설비 등을 기술한다.

5.2. 시설 내 설비 제염 해체 활동

   제염 해체 절차를 설정하고 설비 해체 및 제염 적용 기술을 제시한다

5.3 Lagoon 제염 해체 활동

   Lagoon 내 우라늄 슬럿지 폐액 처리방안(6장에서 상세히 기술)과 폐액

처리 후 시설 제염 해체 방법 제시

5.4 해체 장비 및 기기

   적용할 해체 방법에 따른 필요 장비 및 기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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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 폐기물 처리, 포장, 운송 및 처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특성

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한다.

   - 폐기물 출처 및 종류, 물리화학적 특성, 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한 각 

폐기물 종류와 부피 추정

   -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취급, 처리, 저장 및 처분에 

대한 계획 및 절차

   - 시료 채취 및 분석 과 비 오염 규제면제 폐기물 및 제염하여 규제면

제 폐기물 화된 폐기물 방사능 감시에 관한 절차

   - 폐기물 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6.1 방사성폐기물 특성

   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 Lagoon에 저장 중인 우라늄 함유 

슬럿지 폐액 처리 시 발생되는 방사성 부산물 등을 분류하여 특성을 기술

한다.

6.2 고체폐기물 처리 및 처분

   - 일반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 폐기물 관리 및 저장

6.3 액체폐기물 처리 및 처분

   -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처분

   - 제염 액체폐기물 처리 처분

6.4 기체폐기물 처리

   - 제염 해체 시 발생되는 기체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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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선 방호

7.1 ALARA 개념 반

   제염 해체기간동안 방사선 피폭과 누출을 가능한 한 최소로 유지시키

기 위한 정책을 언급하고, ALARA 개념을 반 하여 방사선방호 기본방침

을 설정한다.

7.2 보건물리 프로그램

   제염 해체활동에 대한 보건물리 프로그램을 다음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 방사선 방호대책

   - 작업지역 방사능 조사계획

   - 작업자 예상 피폭평가

   - 방사능 측정 기기

   - 방사선 방호 설비

   - 작업자 교육훈련 및 사고대책

7.3 방사선 안전성 평가

   제염 해체 활동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다음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 안전성 평가기준

   - 일반작업 시 피폭선량 평가

   - 사고해석 및 사고 시 피폭선량 평가

8. 환경 향평가 : 별책

   ※ 별첨 내용 참조

9. 품질보증계획 :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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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내용 참조

10. 부지 복원 계획

10.1 최종 방사능 조사 절차 및 방법

   최종 방사선 측정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방출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방사능 조사방법을 기술한다

   - 시설 각 지역 방사능 조사

   - 최종 방사능 조사 절차서

10.2 부지 복원 방안 

   시설 및 부지 해체 완료 후 재사용을 위한 부지복구 방안에 대하여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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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환경 향평가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차

1. 해체계획 개요

  1.1 해체 필요성

  1.2 해체 계획

2. 환경 현황

  2.1 부지 현황

  2.2 기상

  2.3 인구, 사회, 경제 및 문화

3. 변환시설 현황

  3.1 개요

  3.2 변환시설 운

  3.3 방사성 물질

4. 변환시설 해체 계획

  4.1 공정 설비

  4.2 Lagoon

5. 변환시설 해체가 환경에 미치는 향

  5.1 방사능에 의한 향

  5.2 방사성물질 방출 최소화 계획

6. 환경감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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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해체공사 전 환경감시

  6.2 해체공사 중 환경감시

7.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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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1. 해체계획 개요

1.1 해체 필요성

   변환시설 해체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1.2 해체 계획

   제염 해체 대상물 시설 현황과 해체계획을 요약 기술한다.

2. 환경 현황

2.1 부지 현황

   부지 위치, 구역 등에 개한 내용을 기술한다.

2.2 기상

   측정된 기상자료(강수량, 풍속/풍향,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를 분석 

정리한다.

2.3 인구, 사회, 경제 및 문화

   부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 인구분포 및 사회 경제 문화관련 자

료를 기술한다.

3. 변환시설 현황

3.1 개요

   변환시설 규모, 용도, 특성 및 시설의 설계, 건설 및 휴지 등 현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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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3.2 변환시설 운

   시설 운  및 공정 변경 내용 등을 기술한다.

3.3 방사성 물질

   시설이 갖고 있는 방사성물질 현황을 기술한다.

   - 시설 및 설비 오염 현황

   - Lagoon 우라늄 슬럿지 폐액

   - 폐기물 드럼

4. 변환시설 해체 계획

   해체설계 후 인허가 서류로 제출된 해체계획서 내용 중 공정설비 및 

Lagoon 제염 해체 방안을 기술한다.

4.1 공정 설비

4.2 Lagoon

5. 변환시설 해체가 환경에 미치는 향

5.1 방사능에 의한 향

   변환시설 해체공사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경로와 

각 경로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기술한다.

5.2 방사성물질 방출 최소화 계획

   해체공사 시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 고체, 기체 폐기물 방출 최소화 계

획 방안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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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감시 계획

6.1 해체공사 전 환경감시

   변환시설 부지 주변 현 환경감시 체계와 감시 결과를 기술한다.

6.2 해체공사 중 환경감시

   현재 환경감시 체계를 보완하여 기술한다.

7. 종합 의견

   환경 향평가 후 종합의견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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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차

1. 한국원자력연구소 품질보증계획

  1.1 조직

  1.2 품질보증계획

  1.3 설계관리

  1.4 구매서류 관리

  1.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1.6 서류관리

  1.7 구매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1.8 자재/부품/기기 식별과 관리

  1.9 특수작업 관리

  1.10 검사

  1.11 시험관리

  1.12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1.13 취급/저장 및 운송

  1.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1.15 부적격자재/부품 및 기기

  1.16 시정조치

  1.17 품질보증기록

  1.18 감사

2. 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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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설계관리, 문서관리, 구매관리, 공사관리, 검사, 

교정절차, 부적합 절차, 변경관리 절차, 품질보증 등과 같은 기본요소를 포

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시공업체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기본요소 이외

에 해체계획, 해체, 방사능 조사활동 및 방사성 물질의 이동 등에 적용되

는 품질보증대책을 수립하고 품질보증기능을 기술한다.

1. 한국원자력연구소 품질보증계획

   

  2.1 조직

  2.2 품질보증계획

  2.3 설계관리

  2.4 구매서류 관리

  2.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2.6 서류관리

  2.7 구매자재/기기 및 용역의 관리

  2.8 자재/부품/기기의 식별과 관리

  2.9 특수작업의 관리

  2.10 검사

  2.11 시험관리

  2.12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2.13 취급/저장 및 운송

  2.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2.15 부적격자재/부품 및 기기

  2.16 시정조치

  2.17 품질보증기록

  2.18 감사

2. 해체공사 시공업체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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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1. 측정 목적: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2. 측정 대상: 변환시설 내부 및 lagoon

3. 측정 일시: 2001. 09. 28 ∼ 2001. 10. 27

4. 측정 기기: Eberline FH40F1), Radiagem-2, Ludlum 3 Survey Meter, LB5100W

5. 측정자: (주) 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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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1st floo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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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1st flo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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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1st floor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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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2nd floo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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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2nd flo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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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2nd floor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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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3rd floo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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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3rd flo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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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9. The map of the radiation survey (3rd floor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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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Solution Tank

Precipitation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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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luent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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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Room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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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 

▲ 4.59E+2
   (5.48E+4)

● 

▲ 7.05E+2
   (1.10E+4)

● 

▲ 4.09E+2
   (2.19E+4)

 ●

   1.77E+3 ▲
  (1.10E+4)

● 

▲ 4.59E+2
   (1.83E+3)

 ●

   4.23E+2 ▲
  (2.19E+3)

● 

▲ 4.59E+2
   (2.74E+4)

Lago

 ●

   8.47E+2 ▲
  (1.83E+4)

on1

● 

▲ 7.05E+2
   (2.01E+3)

Lago

 ●

   6.03E+2 ▲
  (2.56E+3)

on2

● 

▲ 9.38E+2
   (4.93E+4)

 ●

   6.98E+2 ▲
  (2.19E+4)

● 

▲ 5.29E+2
   (2.19E+3)

 ●

   4.87E+2 ▲
  (2.01E+3)

● 

▲ 6.17E+2
   (3.29E+4)

 ●

   8787E+2 ▲
  (2.19E+4)

● 

▲ 4.23E+2
   (2.56E+3)

 ●

   4.59E+2 ▲
  (2.01E+3)

● 

▲ 7.20E+2
   (1.19E+4)

 ●

   8.87E+2 ▲
  (2019E+4)

● 

▲ 4.23E+2
   (2.01E+3)

 ●

   4.48E+2 ▲
  (2.56E+3)

● 

▲ 8.61E+2
   (2.01E+4)

● 

▲ 7.16E+2
   (2.01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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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내 위탁과제

1. 연구로 해체에 따른 환경방사선 평가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TRIGA 연구로 해체의 법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제출된 ‘연구로 1

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해체공사 전 환경감시계획서와 해체공사 중 환경감시계획서는 과학기

술부 고시 제96-31호(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향평가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하여 수립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TRIGA 연구로 폐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으로써 

법적 인허가에서부터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

로사업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제시한 환경감시계획서에 따라 연구로시설 주

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 전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

방사선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 TRIGA 연구로의 해체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기 수립된 환경감시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

행으로 연구로의 해체 작업 중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에 있으며 또한 연구로 해체공사 기간 중 주기

적인 시료채취 및 감시대상 핵종 분석 그리고 공간방사선량의 준위를 신속

하게 조사․평가하여 연구로 해체공사로 인한 방사선 오염의 사전 감지와 

관련 자료의 확보로 연구로 해체의 안전성을 증명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나. 사업 수행 내용

TRIGA 연구로의 해체에 따른 환경방사선 평가 사업의 2001년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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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은 연구로 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를 환경 향평가보고서

에 제시한 것처럼 해체공사중 환경감시계획서를 차질 없이 수행하 으며,  

부지 주변의 방사선 준위를 평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기

적으로 과기부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본 사업은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평가를 위해 ‘연

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연구로의 해체

공사전 환경감시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에 대한 환경방사선 조사와 환경방사능 조사인 환

경감시 對象시료의 채취, 放射能核種 분석을 실시하여 예년의 방사선 준위와 

비교 검토하 다.

2001년도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조사는 공간방선

량율과 공간집적선량을 조사하 다. 공간방사선량률은 연속측정장치(ERM; 

Reuter-Stokes Rss-102,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cmΦ, Pure Argon 25Atm)와 휴대용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 고, 공간집

적선량 측정은 TLD(Panasonic UD-814; AS1, Li2B4O7(Cu) one element, 

CaSO4(Tm) Three element)를 사용하 다.

환경방사선량율 측정은 부지내의 2개 지점에서 방사선 연속측정장치

(ERM)를 利用하여 24시간 연속측정 하 으며, 연속감시장치에서 연속으로 

측정된 공간방사선량률을 On-line system에 의해 기록되도록 하 다.  휴대

용 방사선측정기를 利用한 환경방사선량율 測定은 부지내 5개 지점과 주변

지역 5개 地點에서 실시하 다.

또한, TLD를 利用한 공간집적선량 측정은 부지내 9개 지점과 주변지역 

9개 지점에서 수행하 다.

한편, 2001년도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능 조사는 채취 

대상 시료로 공기중미립자, 토양, 하천토, 솔잎과 지표수, 지하수로 정하고 

이들 조사대상 시료의 채취빈도는 月別, 分期別 혹은 半期別로 하 다. 이들 

시료에 대한 방사능핵종 분석 항목은 全β放射能, 三重水素, Sr-90, 감마동위

원소로 하 다.

그림 2.5.1-1부터 그림 2.5.1-8에 나타난 것처럼 공간방사선량율과 공기중

미립자의 전베타 방사능 농도를 살펴보면 부지 주변의 방사선량은 예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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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유지하고 있어 연구로의 해체작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이상 징후를 

발견 할 수 없었다. 한편, 2001년도 4/4분기 일부 시료와 12월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자료가 확보되면 연차보고서를 작성

하여 2002년 3월중 과기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로 해체에 따른 시설주

변에 대한 환경감시계획은 표 2.5.1-1부터 2.5.1-5와 같다.

그림 2.5.1-1 TRIGA 연구로 시설 주변의 환경 방사선량율(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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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6 TRIGA 연구로 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월별/조사 지점

별 전 베타 방사능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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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1  TRIGA 연구로 해체에 따른 공사전 및 공사중 환경감시계획

구 분 조 사 대 상 시 료 종 류 조 사 빈 도 조 사 핵 종
조사지점 수

부지내 부지밖

육

상

시

료

공기중미립자 미 립 자
월 1회

(연속채취)

감마동위원소
3 1

전β 방사능

하  천  토 하 천 토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3 1

토     양 토    양 년 2회
감마동위원소

3 1
Sr-90

지 표 생 물 솔    잎 년 2회 감마동위원소 3 1

물

지 표 수 월 1회

감마동위원소

1 2전β 방사능

H-3

지하수(식수)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1 1
H-3

환경

방사선

공간선량율 환경감시기 연속측정 - 2 -

공간선량율 휴대용계측기 분기 1회 - 5 5

공간집적선량 T L D 분기 1회 - 9 9

표 2.5.1-2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선량율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비 고

MPS-101

MPS-102

MW 동쪽 

MW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E

W

-

-

연속측정

″

부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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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3  육상시료의 방사능 농도 조사계획

조사

대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공기중

미립자

AP-101

AP-102

AP-103

AP-104

MW 동쪽

MW 서쪽

KW 앞

한전기계실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E

W

N

W

-

-

-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부지내

″

″

비교지점

솔잎

P-101

P-102

P-103

P-104

보일러 건물

(구)물리동

한전기숙사 옆

원자력병원 앞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S

-

-

-

0.7

6월, 9월

″

″

″

부지내

″

″

비교지점

하천토

WS-101

WS-102

WS-103

WS-104

한전본관배수구

(구)폐기물 건물

(구)정문

서울산업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NW

-

-

-

0.7

3, 6, 9, 12

″

″

″

부지내

″

″

비교지점

지하수
UW-101

UW-102

보일러 건물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

W

-

3.3

3, 6, 9, 12

″

부지내

비교지점

지표수

SW-101

SW-102

SW-103

(구)정문

서울산업대 연못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

S

W

-

0.6

3.3

매 월

″

″

부지내

주변지역

비교지점

토양

S-101

S-102

S-103

S-104

MW건물 동쪽

보일러 건물

(구)물리동

원자력병원 앞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S

-

-

-

0.7

6월, 9월

″

″

″

부지내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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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4  휴대용 계측기에 의한 공간선량율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SP-101

SP-102

SP-103

SP-104

SP-105

SP-106

SP-107

SP-108

SP-109

SP-110

 KW건물 동쪽

 KW건물 서쪽

 MW건물 동쪽

 MW건물 서쪽

 (구)정문

 원자력병원 앞

 원자력병원 옆

 서울산업대 연못

 서울여자대학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

   -

   -

   -

   -

   S

   S

  NW

  SE

   W

   -

   -

   -

   -

   -

  0.7

  0.6

  0.7

  1.0

  3.3

3, 6, 9, 12

     ″

     ″

     ″

     ″

     ″

     ″

     ″

     ″

     ″

 부지내

    ″

    ″

    ″

    ″

주변지역

    ″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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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5  열형광 선량계에 의한 공간집적선량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101

TL-102

TL-103

TL-104

TL-105

TL-106

TL-107

TL-108

TL-109

TL-110

TL-111

TL-112

TL-113

TL-114

TL-115

TL-116

TL-117

TL-118

 KW건물 동쪽

 KW건물 서쪽

 MW건물 동쪽

 MW건물 서쪽

 보일러 건물

 (구)폐기물 건물

 (구)정문

 (구)물리동

 한전기숙사 남쪽

 원자력병원 앞

 원자력병원 옆

 서울산업대 연못

 서울여자대학

 삼육대학

 인덕전문대학

 태능중학교

 공릉중학교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 중량구 묵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월계동

   -

   -

   -

   -

   -

   -

   -

   -

   -

 S

 S

 NW

 SE

 NE

 SW

 N

 N

 W

   -

   -

   -

   -

   -

   -

   -

   -

   -

  0.7

  0.6

  0.7

  1.0

  1.7

  2.0

  2.1

  1.2

  3.3

 3, 6, 9, 12

     ″

     ″

     ″

     ″

     ″

     ″

     ″

     ″

     ″

     ″

     ″

     ″

     ″

     ″

     ″

     ″

     ″

 부지내

    ″

    ″

    ″

    ″

    ″

    ″

    ″

    ″

주변지역 

    ″

    ″

    ″

    ″

    ″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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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변환시설 환경 향평가

가. 사업의 목적

우라늄변환시설 환경 향평가 사업의 목적은 휴지중인 우라늄 변환시설에 

설치 운 되었던 공정을 제염/해체하여 시설에 대한 환경복원 하기로 함에 따라 원자

력관계시설의 해체에 따른 주변 환경에 방사선이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원자력관계 시설의 해체는 시설의 해체로 인한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

경에 미치는 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이를 해체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우라늄 변환시설 및 주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종사자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향평가를 수행함으

로써 변환시설의 해체작업으로 인한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해체 작업중 예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인허가시 제출될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서 제시할 시설부지 주변에 대한 해체공사전 환경감시계획 및 해체공사중 환경감시계

획의 수립과 이행으로 방사선 환경감시 자료의 분석 및 정기적인 대정부 보

고로 환경복원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내용

1) 환경현황

가) 부지현황 조사

우라늄변환시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번지에 위치하고 있

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지내에 위치한다. 이 부지에는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

리시설 등이 있다. 이 부지는 평균 해발고도가 약 75m 이며 대전 시가지

의 북북서 방향 13km, 유성시가지 북북동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부



- 325 -

지 서남쪽 16km 거리에는 국립공원 계룡산(해발 845m)이 위치하고 있으

나, 부지 반경 10km 이내에는 낮은 야산과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반

경 2km 이내에는 북동 방향에 보덕봉(해발 263m)과 남쪽 방향에 적오산

(해발 255m)이 있다. 수계는 금강본류가 부지의 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지류인 갑천은 부지 북동쪽 약 5km 지점에서 합류해 흐른다. 부

지에서 배출되는 배수는 동화천을 따라 갑천으로 흘러들고 갑천이 금강에 

합류함에 따라 금강수계로 유입된다. 금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인 충청북도

와 충청남도가 경계를 이루는 인근 주요 인구 집지역으로는 동북동 방향 

6km 지점에 신탄진, 남남서 방향 8km 지점에 유성관광단지, 남남동 방향 

13km 지점에 대전광역시의 중심가 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 방향 12 km 

지점에는 둔산 신시가지 가 위치해 있다.

나)  기상현황 조사

(1)  지역기후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의 국지적 기상특성에 향을 미치는 주변기후의 

향권 내의 전체지역의 기후를 지역기후라 정의하며, 대상부지가 남한의 

서해안 중부의 내륙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기후를 고려하는 범위

는 중국대륙의 동북부, 한반도 전체, 그리고 태평양 서북부의 일본열도를 

포함하는 극동지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난 40년 간 북한의 기상관측 자

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고, 남한을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해양에는 측후소

가 없어 해양기후 자료가 없으므로, 지난 30년 간 관측된 남한의 기상자료

만으로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에 대한 지역기후를 기술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1년 강수량은 평균 1200 mm 정도로서, 세계의 평균 강수량 

760mm를 크게 상회하는데 그 중의 50% 이상이 여름철 3개월 (6, 7, 8월)

에 내린다.  바람은 계절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어,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이 탁월하고 여름에는 남서 계절풍이 주로 불게된다.  또한 연중 2∼3개의 

태풍이 여름철 7∼8월 사이에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면서 향을 미친다.  

다른 계절에 발생하는 태풍은 보통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가을이 되면서 전국의 



- 326 -

강산은 북쪽으로부터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중북부 내륙지방에는 10월 중

순경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얼음은 보통 10월말부터 얼기 시작하

고 11월 중순부터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기상청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기상관측 자료를 통계 처리한 한국 

기후표에 의하면 남한의 주요 기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연평

균 기온은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11∼13℃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제주도 남단 서귀포에서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를 나타내며 북상함에 

따라 낮아져 북위 38 도 근처에서 약 10℃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관령으로 6.3℃이다.  해안지방은 동 위도선상에서 내

륙지방보다 다소 높은 기온분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저온골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형성되고 있다.  8월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26℃에서 31℃

까지의 범위를 보여 주고 있으며 1월의 평균 일최저기온은 -10℃에서 -

2℃ 범위이다.

강수량은 남한에서는 1,000∼1,800 mm의 분포를 보이며 제주도와 남

해에서 특히 많은 강수를 보여 주고 있고, 서귀포에서 1771.4 mm가 최대

이고 대구에서의 1030.6 mm가 최소이다.  계절적으로 연 강수량의 50∼60 

%가 여름에, 5∼10 %가 겨울에 내린다.  장마는 6월 하순에 남해안지방

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부지방에 이르게 되며, 장마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이다.  이 기간의  강수량이 연간 총 강수량의 40∼60 %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된다.

평균 상대습도의 분포는 65∼76 % 범위이며 7월이 가장 높아서 전국

적으로  80∼90 %의 분포를 보이고, 가장 낮은 달은 1월과 4월로 20∼50 

% 정도이며, 9∼10 월은 75 % 내외로 쾌적한 상태이다. 태백산맥 부근의 

내륙이 65 %로 낮은 분포를, 서해안 지방이 76 %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풍향은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여름철에는 남동 내지 남서풍이 탁

월하며, 봄과 가을철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  평균 풍속은 도서나 해

안가인 울릉도, 목포, 부산, 군산, 제주도, 여수 등이 4.0 m/s 이상의 분포

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주가 1.2 m/s로 가장 낮다.

태풍은 연중 28개 정도가 발생하지만 그중 8월부터 9월 사이에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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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남한지역을 통과하게 되며 그 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폭풍과 호

우의 향을 받게 된다.

현재 고층 기상관측은 오산, 포항, 광주의 3개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혼합층의 깊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 변화되며 변화 범위

는 약 600∼2,000 m에 이르고 있다.

(2) 국지기상

본 시설은 대전시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지적으로 대전기후 

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60 km 되

는 우리나라 중남부대륙 서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대전의 평균기온은 

12.1℃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다.  1년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경우 평균기온이 25℃, 평균 일최고기온은 30℃ 정도이며, 1년중  가장 추

운 달인 1월의 평균기온은 - 2℃, 평균 일최저기온은 -7℃ 로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다. 연평균 강수량은 1359.9 mm로 전국의 평균보다 조금 

많은 강수가 내린다.  1년중 일평균 풍속은 1∼2.5 m/s 정도로 강한편은 

아니다.  상대습도는 대체로 7월에 높고 4월에 낮으며, 운량은 7월에 많고 

10월에 적게 나타난다.  첫서리는 10월 18일쯤 내리고, 첫얼음은 10월 27

일, 첫눈은 11월 18일쯤 내린다.  풍향별 관측횟수는 정온을 제외하면 7, 8

월은 남서계열의 바람이 탁월하고 11, 12월은 북서계열의 바람이 다소 많

은 분포를 보인다.

대전시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이 분리되는 지점에 형성된 저지대에 위

치하고, 그 입구가 계룡산 줄기로 막히면서 형성된 분지 내에 자리잡은 도

시이다.  그러므로 기온, 강수량, 습도 등 모든 국지 기상요소는 대전 측후

소의 관측자료로써 대표될 수 있으나 바람에 관한 측정결과는, 대전시라는 

큰 분지내의 북단에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분지 안에 공장부지

가 위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전시내의 측후소의 관측결과와는 지형의 

향에 의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의 국지적 기상조건을 1961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의 자료를 정

리하여 표 2.5.2-1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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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  대전시 기상조건(1961-1990)

대기조건

기온

(1969-1998)

연평균 12.3 ℃

최고기온 37.7 ℃

최저기온 -19.0 ℃

상대습도

(1969-1998)

연평균 77 ％

최저치  8 ％

기압

(1969-1998)
연평균 1008.2 mb

강수량

비

(1969-1998)

연평균 1359.3 mm

일최다 303.0 mm

시간당최다 79.1 mm

눈

(1969-1998)

연평균 488 mm

월최고 411 mm

일최고 214 mm

계절최고 643 mm

바람

풍속

(1969-1998)

연평균 1.7 m/s

일최대 20.0 m/s

순간최대 29.1 m/s

풍향

(1969-1998)

탁월풍 WSW    8.5 ％

2순위 SW      8.1 ％

3순위 NW     6.6 ％

정온         18.3 ％

(3) 부지기상

부지에서 기상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해체할 시설의 정상상황 

및 사고시 배출될 기체상 방사능 물질의 환경에 대한 향을 평가하는 데 

불가결한 확산인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지에서 직접 관측한 풍향, 풍속 



- 329 -

및 대기안정도의 관측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지에는 기상탑이 설치되어 높이 67m, 27m와 10m에서 풍향, 풍

속, 온도, 습도가 연속 측정되고 있다. 

다) 인구, 사회 현황

(1) 인구분포

본 지역의 인구추계는 부지로부터 10km 이내의 전 지역을 16개의 방

사지역과 5개의 동심원지대로 구분된 80개의 단위지역으로 구분하여 1998

년의 상주인구를 조사하 고, 또한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의 각 

단위지역별 인구를 추정하 다. (표 2.5.2-2, 표 2.5.2-3, 표 2.5.2-4, 표 

2.5.2-5)

본 지역의 상주인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 및 가정 하에 수행하 다.

o 축척 1 : 25,000 지형도 위에 부지를 중심으로 1km, 2km, 3km, 

5km, 10km 반경의 동심원을 그린 다음 16개 방위로 22.5

씩 구분하 다.

o 지역 내 도시의 도시화에 의한 인구 동공화 현상이나 인구의 탈도시

화 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인구추계를 위해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

년, 1995년, 1996년, 1997년은 해당 시․구 및 군 통계연보의 시․읍․면별 

자료와 1998년의 상주인구 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1988년 이후 행정구역

의 변동이 있는 지역인구는 1998년의 행정구역 인구로 수정하 다.

부지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 대전시 대덕구 일원에 위치한 주요 산

업단지 268업체에 약 9,100명 (1․2 산업단지 : 98업체에 3,908명,  3․4 

산업단지 : 170업체에 5,200명)이 종사하고 있고, 유성구의 72업체에 3,928

명, 서구의 74업체의 공장에 2,081명이 종사하고 있어 이들로 인한 공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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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일일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성구 일원에 조성된 대덕연

구단지는 1999년 현재 약 14,000명 이상의 연구관련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

다(표2.5.2-6 참조).

(2) 인구추계

본 지역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상주인구 평가시 고려된 전제 및 

가정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 다.  

o 2000년과 2010년의 인구는 1988년에서 1998년까지의  단위지역 내 

행정 인구 자료의 선형 회귀를 근거로 하여 각 단위지역의 인구를 

추정하 다.

o 2010년 이후 전 단위지역의 인구성장률은 통계청에서 추정한 전국의 

연평균 성장률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0년에서 2020년은 

0.34%, 2020년에서 2030년은 0.091%로 간주하 다.

인구추계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Pt+n = Pt․e
rn

여기서, Pt   :  t 년도의 인구

       Pt+n  :  t + n년도의 인구

       e    :  지수함수

       r    :  t 년도와 t + n 년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

       n    :  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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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2  부지로부터 10㎞ 이내의 인구분포(2000)

(단위 : 명)

방  향
부지로부터의 거리(㎞)

0 ∼ 1 1 ∼ 2 2 ∼ 3 3 ∼ 5 5 ∼ 10 계

북

북북동

북  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  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  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  서

북북서

0

0

0

13

0

0

0

0

0

59

14

0

0

0

0

0

66

0

9,644

9,668

4,958

1,144

435

80

40

0

872

0

0

0

0

66

30

3,220

0

0

0

406

155

126

202

7

1,743

1,743

0

22

176

136

203

140

35

93

0

824

28,921

3,184

3,866

4,586

1,646

925

0

144

133

228

1,192

2,026

2,163

23,675

9,602

10,339

87,033

127,126

219,451

35,407

3,434

1,542

1,222

4,487

1,985

1,037

1,491

5,386

11,842

33,449

14,560

12,713

116,544

130,516

223,559

40,059

7,709

4,210

1,222

4,653

2,294

1,467

합  계 86 26,973 7,966 44,928 531,721 6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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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3  부지로부터 10㎞ 이내의 인구분포(2010)

(단위 : 명)

방  향
부지로부터의 거리(㎞)

0 ∼ 1 1 ∼ 2 2 ∼ 3 3 ∼ 5 5 ∼ 10 계

북

북북동

북  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  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  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  서

북북서

0

0

0

22

0

0

0

0

0

99

24

0

0

0

0

0

120

0

17,424

17,469

8,958

2,066

786

135

67

0

1464

0

0

0

0

120

55

5,818

0

0

0

733

280

211

339

11

2,925

2,925

0

41

318

245

367

253

40

148

0

1,489

55,242

6,085

6,489

7,698

2,763

1,504

0

144

133

240

1,621

2,250

2,164

30,417

12,380

11,942

110,833

120,265

219,451

44,738

4,590

1,932

1,235

4,487

1,985

1,037

2,163

8,321

19,627

48,056

21,338

16,230

167,141

126,696

226,346

52,546

11,766

6,361

1,235

4,672

2,436

1,642

합  계 145 48,609 13,901 82,594 571,327 71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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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4  부지로부터 10㎞ 이내의 인구분포(2020)

(단위 : 명)

방 향
부지로부터의 거리(㎞)

0 ∼ 1 1 ∼ 2 2 ∼ 3 3 ∼ 5 5 ∼ 10 계

북

북북동

북  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  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  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  서

북북서

0

0

0

23

0

0

0

0

0

103

25

0

0

0

0

0

124

0

18,027

18,073

9,268

2,138

813

139

70

0

1,514

0

0

0

0

124

57

6,019

0

0

0

759

289

219

350

12

3,027

3,027

0

42

329

254

379

262

40

153

0

1,540

57,152

6,295

6,731

7,964

2,858

1556

0

149

138

248

1,677

2,328

2,238

31,469

12,809

12,355

114,667

124,425

227,041

46,285

4,749

1,999

1,277

4,642

2,054

1,072

2,237

8,609

20,305

49,718

22,077

16,792

172,921

131,078

234,174

54,364

12,173

6,582

1,277

4,833

2,521

1,698

합  계 151 50,290 14,384 85,447 591,087 7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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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5  부지로부터 10㎞ 이내의 인구분포(2030)

(단위 : 명)

방  향
부지로부터의 거리(㎞)

0 ∼ 1 1 ∼ 2 2 ∼ 3 3 ∼ 5 5 ∼ 10 계

북

북북동

북  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  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  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  서

북북서

0

0

0

23

0

0

0

0

0

104

25

0

0

0

0

0

125

0

18,191

18,238

9,353

2,157

821

141

70

0

1,528

0

0

0

0

125

57

6,074

0

0

0

766

292

221

354

12

3,054

3,054

0

42

332

256

383

264

40

155

0

1,550

57,674

6,353

6,775

8,037

2,884

1,570

0

151

139

251

1,693

2,350

2,259

31,757

12,926

12,468

115,715

125,562

229,116

46,708

4,792

2,017

1,289

4,685

2,073

1,082

2,258

8,688

20,490

50,173

22,279

16,946

174,502

132,277

236,315

54,861

12,283

6,641

1,289

4,878

2,544

1,714

합  계 152 50,749 14,514 86,231 596,492 7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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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6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현황

(1999. 6. 30. 현재)

구분 기  관  명
인원

(명)
기  관  명

인원

(명)

정부출연

연구기관

(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337

996

361

249

275

269

99

1,657

237

한국천문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산업보건연구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74

256

339

225

173

8

64

16

소    계 5,635

기업부설

연구기관

(29)

쌍용중앙연구소

LG 화학기술연구원

한화석유화학중앙연구소

대림산업(주)대덕연구소

호남석유화학대덕연구소

블루코드(연)

데이콤종합연구소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정 화학연구소

파천연구소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제넥스연구소

SK 대덕기술원

한국선급

78

875

148  

108

85

28

176

334

431

47

18

150

58

301

205

금호화학연구소

태광산업(주)대덕연구소

(주)고합대덕연구소

동부기술원

LG-CALTEX정유연구소

한진종합연구원

ED 기술연구소

원자력개발센터

한효과학기술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운상정보통신기술연구소

(주)에이스랩

(주)다음기술연구소

(주)대덕벤처

77

49

10

69

65

102

18

8

5

10

18

13

28

1

소    계 3,515 

투자기관

연구소(8)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

원자력환경기술원

수자원연구소

573

68

162

96

전력연구원

한국통신대덕연구센터 (I. II)

토지연구원

한전원자로설계개발단

611

39

315

559

소    계 2,423

교육기관

(4)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752

1,337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대덕대학

58

182

소    계 2,329

공공기관

(8)

금강환경관리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전시공무원교육원

70

102

51

31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대전시교육과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2

67

55

12

소    계 430

총         계 14,332

  

자료 :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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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감시계획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작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위해 작성된 환경감시계획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96-31호 “원자력

관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본 환경감시계획은 원자력관계시설인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로 인한 주

변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해체공사전 및 해체공사중의 환경감시계획

본 환경감시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기간 동안 각종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준위 등을 조사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계획은 부지내와 주변지

역으로 구분하고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을 측정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수립하 다.  환경방사선 평가는 공간방사선량률과 공간집적선량 평가로, 

환경방사능 평가는 핵종 분석의 대상으로 공기중미립자, 육상의 토양과 솔

잎, 물시료, 식품류로 분류하 다.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계획은 표 2.5.2-7에 나타

내었으며, 환경방사선의 조사지점, 조사시기 등은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과 인구 집 지역, 주풍하방향, 대기확산 인자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표 2.5.2-8, 표 2.5.2-9, 표 2.5.2-10에 이를 제시하 다.

환경방사능의 조사지점과 조사시기 등은 공기중미립자를 비롯하여 토

양, 솔잎, 지하수, 토양, 농작물, 계란 우유의 경우는 인구 분포와 농경상황

을 고려하여 반경 26km 이내 인구 집지역, 대기확산 인자가 최대인 지역

을 선정하 으며, 지표수 및 하천토는 부지의 배출수가 흘러 나가는 동화

천의 수계를 따라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표 2.5.2-11에 나타내었다.

감마동위원소의 조사핵종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감마방

사핵종과 연구용원자로를 비롯한 기존의 원자력관계시설인 조사후시험시

설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종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이들 핵종중

에서 기체방출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은 공기 및 육상시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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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출물중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은 지표수, 지하수 및 하천토 

등에서 조사하도록 선정하 다.  그림 2.5.2-1은 공간방사선량율의 조사지

점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2.5.2-2와 그림 2.5.2-3은 시설 부지내와 주변지

역의 조사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 338 -

표 2.5.2-7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 주변의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

구분 조사대상 시료종류 조사빈도 조사핵종
조사지점수

부지내 부지밖

육

상

시

료

공기중미립자 미립자 월 1회

감마동위원소

5 1전α 방사능

전β 방사능

공기중수분 수분
월 1회

(연속채취)
H-3 2 1

낙진 낙진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2 1
전β 방사능

하천토 하천토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2 2
우라늄동위원소

토양 토양 년 2회
감마동위원소

7 5
Sr-90

지표생물 솔잎 년 2회 감마동위원소 2 1

물

빗물 월 1회

감마동위원소

1 1전β 방사능

H-3

지표수 월 1회

감마동위원소

3 2전β 방사능

H-3

지하수(식수)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1 2
H-3

농산물

곡류(쌀) 수확기 감마동위원소 - 4

채소(배추) 수확기

감마동위원소

- 4Sr-90

H-3

육류
계란 년 2회 감마동위원소 - 2

우유 년 2회 감마동위원소 - 1

환

경

방

사

선

공간선량율 환경감시기 연속측정 - 6 -

공간선량율 휴대용계측기 분기 1회 - - 16

공간집적선량 TLD 분기 1회 - 3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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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8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선량율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비 고

MPS-1

MPS-2

MPS-3

MPS-4

MPS-5

MPS-6

골프장 북쪽 

본관동 동쪽 

독신료      

기상탑      

제 3연구동  

하나로 서쪽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E

ES

SE

WS

S

WNW

-

-

-

-

-

-

연속측정

″

″

″

″

″

부지내

″

″

″

″

″

표 2.5.2-9  휴대용 계측기에 의한 공간선량율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SP-1

SP-2

SP-3

SP-4

SP-5

SP-6

SP-7

SP-8

SP-9

SP-10

SP-11

SP-12

SP-13

SP-14

SP-15

SP-16

대덕초등

새일초등

대동초등

신탄진초등

국방과학연구소

외삼초등

목원대학

충남대학

법동주공아파트

감성초등

덕송초등

대청댐 휴게소

연봉초등

산내초등

한성신학대학

충북대 병원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 대덕구 덕암동

대전 유성구 대동

대전 대덕구 석봉동

대전 유성구 반석동

대던 유성구 반석동

대던 중구 목동

대전 유성구 궁동

대전 대덕구 법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전 유성구 덕명동

충북 청원군 문의면 

충남 연기군 서면 

대전 동구 낭월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충북 청주시 개신동

SSE

NEE

NNE

NEE

SSW

SSW

SSE

SW

SE

WWN

SW

NEE

NW

SSE

SW

NNE

4.5

4.5

6.0

5.5

6.5

6.5

10.5

6.2

7.5

8.0

9.5

12.0

17.5

18.5

26.0

24.0

3, 6, 9, 12

″

″

″

″

″

″

″

″

″

″

″

″

″

″

″

주변지역

″

″

″

″

″

″

″

″

″

″

″

비교지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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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0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공간집적선량 조사계획

번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1

TL-2

TL-3

TL-4

TL-5

TL-6

TL-7

TL-8

TL-9

TL-10

TL-11

TL-12

TL-13

TL-14

TL-15

TL-16

TL-17

TL-18

TL-19

TL-20

TL-21

TL-22

TL-23

TL-24

TL-25

TL-26

TL-27

TL-28

TL-29

TL-30

핵연료가공동

조사후시험동

페기물운 동

정련시설동

식당 앞

정문 앞

제 5연구동

환경기술원 앞

기상탑

수송용기실험동

액체폐기물증발시설

고체폐기물 창고

KNFC본관 뒤 1

KNFC본관 뒤 2

골프장 북쪽

골프장 뒤

골프장 옆

집수포

본관동 동쪽

정문 테니스장 옆

독신료

하나로시설 서쪽

하나로 21

하나로 22

하나로 23

하나로 24

하나로 25

하나로 26

하나로 27

하나로 28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9,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지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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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0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공간집적선량 조사계획(계속)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 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31

TL-32

TL-33

TL-34

TL-35

TL-36

TL-37

TL-38

TL-39

TL-40

TL-41

TL-42

TL-43

TL-44

TL-45

TL-46

TL-47

TL-48

TL-49

TL-50

TL-51

TL-52

TL-53

 하나로 29

하나로 30

하나로 31

하나로 32

동화울

구즉초등

기계연구원 앞

대덕초등

새일초등

대동초등

신탄진초등

국방과학연구소

외삼초등

목원대학

충남대학

법동주공아파트

감성초등

덕송초등

대청댐 휴게소

연봉초등

산내초등

한성신학대학

충북대 병원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대전 유성구 신성동

대던 유성구 도룡동

대전 대덕구 덕암동

대전 유성구 대동

대전 대덕구 석봉동

대전 유성구 반석동

대전 유성구 반석동

대전 중구 목동

대전 유성구 궁동

대전 대덕구 법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전 유성구 덕명동

충북 청원군 문의면

충남 연기군 서면 

대전 동구 낭월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충북 청주시 개신동

-

-

-

-

S

NNE

SW

SSE

NEE

NNE

NEE

SSW

SSW

SSE

SW

SE

WWN

SW

NEE

NW

SSE

SW

NNE

-

-

-

-

0.5

1.7

1.0

4.5

4.5

6.0

5.5

6.5

6.5

10.5

6.2

7.5

8.0

9.5

12.0

17.5

18.5

26.0

24.0

3,6,9,12

″

″

″

″

″

″

″

″

″

″

″

″

″

″

″

″

″

″

″

″

″

″

부지내

″

″

″

주변지역

″

″

″

″

″

″

″

″

″

″

″

″

″

″

비교지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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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1  육상시료의 방사능 농도 조사계획

조사

대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공기중

미립자

AP-1

AP-2

AP-3

AP-4

AP-5

AP-6

기상탑

골프장 북쪽

본관동 동쪽

독신료

하나로시설 서쪽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E

ES

SE

NWW

SW

   -

   -

   -

   -

   -

 26.0

매  월

″

″

″

″

″

부지내

″

″

″

″

비교지점

공기중

수분

AM-1

AM-2

AM-3

기상탑

독신료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SE

SW

   -

   -

 26.0

매  월

″

″

 부지내

    ″

비교지점

낙진

FO-1

FO-2

FO-3

기상탑

독신료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WS

SE

SW

   -

   -

 26.0

3,6,9,12

″

″

 부지내

    ″

비교지점

빗물
RN-1

RN-2

독신료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SE

SW

   -

 26.0

매  월

″

 부지내

비교지점

하천토

WS-1

WS-2

WS-3

WS-4

정문앞 배수구

본관동쪽 배수구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S

SW

   -

   -

  1.7

 26.0

3,6,9,12

″

″

″

부지내

″

주변지역 

비교지점

토양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기상탑

KNFC본관 옆

집수포

본관동 동쪽

독신료

덕진소류지

하나로 22

구즉초등

기계연구원 앞

새일초등

대청댐휴게소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대전 유성구 신성동

대전 대덕구 덕암동

충북청원군 문의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

-

-

-

-

NNE

SW

NEE

NEE

SW

-

-

-

-

-

-

-

2.0

3.3

4.5

12.0

26.0

6, 12

″

″

″

″

″

″

″

″

″

″

″

부지내

″

″

″

″

″

″

주변지역

″

″

″

비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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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1  육상시료의 방사능 농도 조사계획(계속)

조사

대상
번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솔잎

P-1

P-2

P-3

독신료

덕진소류지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SW

-

-

26.0

6, 12

″

″

부지내

″

비교지점

지표수

SW-1

SW-2

SW-3

SW-4

SW-5

정문앞배수구

본관동편배수구

오폐수처리장

동화교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

-

S

SW

-

-

-

1.7

26.0

매 월

″

″

″

″

부지내

″

″

주변지역

비교지점

지하수

UW-1

UW-2

UW-3

보덕샘

동화울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덕진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

S

SW

-

0.5

26.0

3,6,9,12

″

″

부지내

주변지역

비교지점

농

산

물

쌀

R-1

R-2

R-3

R-4

동화울

구즉초등

연봉초등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충남 연기군 서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S

NNE

NW

SW

0.5

2.0

17.5

26.0

수확기

″

″

″

주변지역

″

비교지점

″

배

추

V-1

V-2

V-3

V-4

동화울

구즉초등

연봉초등

한성신학대학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유성구 봉산동

충남 연기군 서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S

NNE

NW

SW

0.5

2.0

17.5

26.0

수확기

″

″

″

주변지역

″

비교지점

″

육

류

계

란

EG-1

EG-2

외삼초등

연봉초등

대전 유성구 반석동

충남 연기군 서면

SSW

NW

6.5

26.0

6, 9

″

주변지역

비교지점

우
유 M-1 지량목장 충남 금산군 복수면 S 23.5  6, 9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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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1  부지내 공간방사선량율의 조사지점



- 345 -

그림 2.5.2-2  부지내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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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3  주변지역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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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안전관리

가.  개  요

서울소재 연구시설의 방사선관리 대상은 연구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

설인 동위원소 생산시설, 부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저장고가 

있다. 연구로 1, 2호기 시설에는 원자로 가동시 중성조사에 의한 방사화된 

방사성물질과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속시설과 부

대시설에는 주로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주변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의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내의 방사선/능 준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방사성물질 

이 시설 외부로의 누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

행하 다. 

연구로 1, 2호기 및 부속시설의 제염 해체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작업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해체 대상물을 선정한 후에 작업을 착수하

기 전에 방사선/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체작업 방법, 순서 및 처

리공정 등을 결정하는 기본자료를 제공하 다. 또한 작업의 진행 중 또는  

종료 시점에 측정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 다.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변시설  

및 일반환경의 방사선 안전성과 해체대상시설의 방사선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환시설의  

해체 공사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계획을 수립하 다. 해체대상시설은 시설 

내외에 설치된 오염된 모든 기자재류 및 Lagoon 등이다.

나.  시설내의 방사선관리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피폭관리



- 348 -

연구로 1, 2호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

량은 가능한  한 법정 한도 이하로 충분히 낮게 관리하고, 출입 및 피폭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구역을 출입할 때에 출입

자의 출입이력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자동피폭이력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 하 다.

관리구역내의 출입을 위한 방사선작업허가서는 일상 및 작업별 방사선

작업허가서로 구분하 으며, 작업내용이 시설의 점검 및 순시업무 등의 피

폭의 우려가 적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시에는 일상 방사선작업

허가서(ERWP)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 으며, 작업 수행중 방사선/

능 준위 및 방사선작업 조건 등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방사선 작업 수행

시는 작업별 방사선작업허가서(RRWP)을 그 때마다 제출하게 하 다. 방

사선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시에는 방사선관리절차서 KAERI/RS-03, 05에 

명시되어있는 작업계획서, 예상피폭선량표 및 ALARA 점검표를 제출하게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서 발급을 승인하 다. 고준위, 고위험도에 

해당되는 작업은 없었기에 특수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은 없었다.

방사선 허가서 제출시 자동피폭이력 판독기의 작동에 필요한 작업번호

를 부여하고 출입시마다 출입구에 비치되어있는 개인피폭선량계(ADR)로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 다. 금년도에는 일상 작업허가서가 6건, 

작업별 허가서가 4건 처리되었으며 내용는 표 5.3-1에 표시하 다. 표 

5.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업별 참여인원의 총 작업시간과 피폭

선량을 표시하 다. 작업기간동안에 ADR에 기록된 피폭선량은 없었다. 이

는 AID 특성상 10 μSv이하는 표시되지 않으며, 또한 출입시마다 선량 표

시창은 0으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일정기간동안의 피폭선량은 매 분기별

로 TLD뱃지에 의해 판독하게 된다. 표 5.3-2에 해체 작업에 직접 종사하

는 작업자에 대한 출입내역을 표시하여 작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

다.

2)  방사선관리시설의 정기적 방사선/능 측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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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내에 존

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이 시설 외부로 누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내의 공

간방사선량률, 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 및 수중오염도를 정기적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측정 감시하 다.

가)  공간방사선량률

공간방사선량률 측정은 방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출입

자의 방사선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림 5.3-1에서와 같

이 연구로 1호기에서는 10개 지점, 연구로 2호기에서는 17개 지점, 동위원

소생산시설에서는 20개 지점,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서는 15개 

지점, 8월부터는 동위원소동 출입통로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 80개 지점

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 다.

감마선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는 고준위 공간방사선량

률 측정에는 Teletector, Eberline을, 저준위 공간방사선량율 측정에는 

Bicron, Micro Analyst을 사용하 다. 측정결과 표 5.3-3에 표시했으며 감

마선에 의한 월평균 공간방사선량율 준위의 분포는 연구로 1호기의 원자

로실내에서는 0.19 ∼ 0.26 μSv/h이며, 연평균 0.23 μSv/h로 자연준위 

정도를 나타내었고,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실에서는 0.33 ∼ 0.41 μSv/h

로서 연평균은 0.38 μSv/h로 자연방사선준위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연구로 1호기보다 방사화되었거나 오염된 방사성물질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위원소 생산시설내의 월 평균 공간방사선량률 

분포는 2.36 ∼ 11.49 μSv/h로 측정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낮은 준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의 중지로 인한 동위원소 생산시설

내에 존재하고 있는 오염된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에 의한 감쇄인 것이다.

방사성폐기처리 및 저장시설내의 월 평균 공간방사선량율 분포는 0.1

7∼ 0.46 μSv/h로 전년도와 같은 준위로 측정되었다. 동위원소동 출입구 

복도는 자연방사선준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설내에서 측정된 방사선량

률 분포를 보아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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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시설내에는 연선 γ선 감시기 5 채널을 설치하여 공간방

사선량률의 변동치를 자동으로 측정 저장하고 있으며 출입자 감시실에서 

개인용 PC를 통해 공간방사선량률의 변동을 감시하 으나 비정상 선량률

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표면오염도

표면오염도 측정은 시설내의 방사성물질의 누설 여부를 파악하여 시설

의 건전성을 확인하며, 방사성오염이 방사선관리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측정주기는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

으며, 정기적인 측정위치는 공간방사선량률 측정위치와 같으며, 측정방

법은 스메어 방법에 의한 간접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를 α/

β저준위계수기(S5XLB, Oxford)를 사용하여 α 방출체와 β 방출체에 대

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 다.

정기적으로 표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5.3-4와 같으며, 월 평균 

표면오염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로 1호기에서 α 방출체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최소검출방사능(Minimum Detectable Activity : MDA)인 34.2 

㏃/㎡ 이하이며, β 방출체에 대하여는 42 ∼ 69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로 2호기에서는 α 방출체는 84∼190 ㏃/㎡이며, β 방출체는 

408 ∼ 65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위원소 생산시설에 있어서는 α 

방출체는 대부분 최소 검출하한치 이하이며 β 방출체는 382 ∼ 1,357 ㏃/

㎡의 분포로 측정되었다.

방사성 폐기물처리 및, 저장실과 동위원소동 출입구 복도의 오염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α 방출체 및 β 방출체에 대하여 최소 검출하한치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공사시의 제염 목표치는 α 방출체는 400 ㏃/㎡ 이고 β 방출체

는 4,000 ㏃/㎡ 와 비교하면 해체대상 시설내의 표면오염도는 대부분 제염 

목표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국부적인 몇 개 지점에서만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작업구역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있는 동위원소생산실의 입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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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오염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일 점검은 5개 지점을, 주간 

점검은 18개 지점을 선정하여 오염도를 측정 관리하 고, 이곳은 청정지역

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제염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다)  공기오염도

공기오염도의 발생 가능 시설은 연구로 1, 2호기 시설과 동위원소생산

시설이다. 주요 공기오염의 발생원인은 시설내에서 방사화된 방사성물질과 

오염된 방사성물질을 취급시 방사성물질이 유리되어 발생되는 방사성 입

자에 의한 것과 해체작업시 비산되어 발생하는 분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

러한 공기중의 입자성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기중 방사

성오염이 발생 가능한 지역에서 공기집진기로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시료

를 채취한 후 α/β 저준위계수기(S5XLB, Oxford)로 채취된 시료의 방사

능 농도를 측정하 다. 방사능 측정은 시료채취 후 4시간 후와 24시간 후

에 2회 계측하여 자연방사능에 의한 기여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방

사성농도를 계산하 다. 측정결과는 표 5.3-5와 같이 시설내의 월 평균 공

기오염도는 대부분 계측기의 최소검출방사능(Minimum Detectable 

Activity : MDA)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동위원소생산시설에서 오

염도가 측정되는 것은 해체작업이 가장 빈번히 수행되었고 또한 부유물질

을 발생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11월에 0.12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한편 동위원소생산실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방사성농도를 연속 감시하

기 위해 연속 공기중 방사성 오염감시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운 하고 있

으나 검출치는 MDA이하인 것을 나타났다.

라)  수중 방사능농도 

연구로 1, 2호기의 수조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원자로의 가

동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된 원자로심, Rotary Specimen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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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콘크리트, 각종 배관과 부식생성물(crud), 부유물질(sludge) 등이 있

으며 이들은 방사화로 인하여 방사능 준위 및 그 표면의 방사선 준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조내의 수조수는 수중의 방사성물질로부터 방사선

을 차폐하는 차폐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조수는 부유물질에 의한 방사

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자로 수조수의 외부유출은 실내 바닥표면을 오

염시키거나 이로 인한 시설외부로의 오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중 방사능농도의 측정은 수중 방사성물질로 인한 시설내의 오염의 

정도 및 범위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로 1, 2호기 수조내의 수조수를 채취하여 핵종분석기로 오염 

핵종을 판별하고 방사능농도를 측정하 다. 연구로 2호기의 수조수에서는 

Co-60과 Cs-137의 핵종이 검출되었으며 월 평균 3.488 ㏃/m
3이고, 연구로 

1호기의 수조수에서는 월 평균 268.3 Bq/m
3
이었다. 자연증발조의 폐수에

서는 Cs-134가 추가되었으며, 증발조 가동 월에만 시료 채취가 가능하여 

5회만 측정하 다. 표 5.3-6에 측정 결과를 표시한 바와 같이 평균 4,757 

Bq/m
3이었다.

마)  핵종분석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시료는 우선적으로 핵종분석기로 방사능의 유무

를 확인하 다. 표 5.3-7에 시료의 분석 현황을 표시하 으며 총 93개 시

료를 분석하 는데 모든 시료가 Co-60, Cs-137과 Cs-134만 검출되었고, 

핵종에 따른 처분제한치인 0.3 Bq/m
3
 이상인 것이 12건, 처분제한치 이하

가 33건이고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 48건이었으며, 이 자료는 오염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  해체작업 방사선관리

1)  해체작업전 방사선/능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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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1, 2호기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

리 업무도 금년 6월부터는 방사선 관리시설의 일상 관리업무와 병행하여 

해체작업 지원업무로 전환하여 수행되었다. 해체작업은 연구로 2호기 건물

내의 방사선관리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비방사선구역 즉 연구실, 운전원실, 

실험실, 거실 및 창고 등을 먼저 해체하고, 그 다음 방사선관리시설인 동

위원소생산실의 계측실, 실험실 및 준비실과 납핫셀에 대한 해체작업으로 

수행되었다. 해체작업의 진행 방법, 순서 사후처리를 위해 대상시설에 대

한 방사선/능을 측정하여 작업방법, 내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제

공되었다.

유리성오염 측정 방법은 스메어방법에 의한 간접법으로 시료를 채취하

고, 채취한 시료를 α/β 저준위계수기(S5XLB, Oxford)를 사용하여 α방

출체와 β방출체에 대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 다.  저준위 계측기 최소검

출하한치(MDA)는 계측조건에 따라 다르나 α 방출체는 96.8 ㏃/㎡, β 방

출체는 84.1 ㏃/㎡이 되게 하 다. 측정 결과 α 방출체는 거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5.3-8과 표 5.3-9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고착성 오염에 

대해서는 직접법으로 Survey meter(Radiation monitor, Eberline RM-20-1 

/HP210)로 대상물체의 표면 1㎝ 위에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측정하 다. 

사용 계측기의 자연방사선준위는 80∼100 cpm이며 표 5.3-8과 표5.3-9의 

측정치는 자연방사서준위를 감산하지 않고 그 수치를 표시하 다. 표면선

량률은 감마선 서베이메타(Gamma Survey meter, Eberline E-600/ 

SPA-8)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계측기의 자연방사선준위는 0.25 ∼ 0.3 

μSv/h이며 표 5.3-8과 표5.3-9에서의 측정치는 자연방사선준위 이상인 

것만 표시하 다.

해체작업전 방사선/능 측정검사는 32건 수행하 으며 총 1,904개 지점

을 선정후 측정 조사하 다. 유리성 오염으로 α방출체는 단 2개 지점에서

만 검출되었고 1,902개 지점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5.3-8 

의 측정치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β방출체는 측정지점의 23%인 462개 지

점, 고착성 오염은 3.4%인 65개 지점,  표면선량율은 4.6%인 88개 지점에

서만 검출되었다. 표 5.3-8과 표 5.3-9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검출하한치 

이하이거나 자연방사선량률인 곳의 갯수를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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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로 2호기 2, 3층(거실 및 실험실)

방사선관리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비방사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로 원자

로 운전요원, 관리자의 거실과 원자로 운전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관리구

역과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면서도 출입통제가 느슨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

사성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었던 곳이다.

원자로 해체작업에 우선하여 주변지역의 청결을 위해 이들 방에 있는 

사무집기와 거의 폐기상태인 실험기구, 재료 등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

하 다. 실외로 이송하는 모든 물품은 표면선량률 및 고착성 오염을 측정

하여 방사성오염 유무를 철저히 검사하여 반출하도록 하 다. 특히 실험실

로 사용하 던 201호실은 목재 후드, 벽면 실험대, 기타 실험실과 잡품이 

있었던 곳으로 모든 물품과 후드의 표면 및 내부를 비롯해서 실험대 구석

구석까지 오염여부를 측정하 다. 결과는 18개점 측정했으나 1개 지점을 

제외하고는 방사선/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능이 검출된 물품 1개

는 스텐레스 스틸봉이며, 원자로에서 조사실험후 구석에 방치하 던 것을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오염도는 β방출체가 178,000 ㏃/㎡, 

고착성 오염도는 150,000 cpm이며, γ-선량률은 표면에서 0.84 μSv/h

다. 이 시료는 사후처리를  위해 오염물 임시저장실에 옮겨 보관하 다.

또한 이 실험실은 방사선 측정요원의 현장훈련을 겸하고, 앞으로의  

방사선 측정업무에 활용하고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준해서 방사선/능 측정 

조사를 실시하 다. 실험실 내부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벽면과 바

닥을 1m 간격으로 분할하여 조사 측정하 으나 예상되는 오염이 발견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청결지역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나)  동위원소동 출입복도 제염

동위원소생산실의 해체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하여 출입통로의 오

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닥과 좌우벽을 약 1m 격자상으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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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서 63개 지점, 좌측벽에서 59개 지점, 우측벽에서 73개 지점, 총 195

개 지점에 대해서 방사선/능을 측정 평가하여 차후 작업 진행 과정에 참

고하기로 하 다. α방출체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β 방출체는 바닥면 

63개 지점 모든 벽면에서는 3개 지점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오염원인은 작

업자들의 신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염도의 최대치는 1,520 

㏃/㎡, 평균은 413 ㏃/㎡으로 거의 고르게 오염되어 있었다. 고착성 오염

은 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 500 cpm이고 표면선량률은 바닥 39

개 지점에서만 측정되었고, 최대 2 μSv/h, 평균은 0.46 μSv/h로 자연방

사선 준위의 약 2배 정도 다.

다)  동위원소동 계측실(127호, 129호)

127호는 방사화 분석 실험시 방사능 분석실로 사용하 던 곳으로 최근

에는 폐집기류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9개 지점을 측정해

서 오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작업자가 오염구역 출입시 손, 발 또는 실험

기구 등에서 오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이었다.  1개 지점에서 β 방출체와 

고착성 오염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오염관리구역에서 사용하 던 신발인 

것으로 확인되어 곧 오염물 보관장소로 이송하 다.

기타 마루바닥, 벽면, 집기류 등에서는 오염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

다.  129호는 동위원소생산시에 방사능 계측실로 사용하 던 곳으로 비교

적 깨끗한 곳이었다. 30개 지점 측정에 β 방출체 2개점, 고착성 오염이 1

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나 극히 낮게 나타나서 청결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라)  동위원소동 개봉선원 사용실(126, 128, 130호)

126호실은 동위원소생산실의 콘크리트 핫셀과 납핫셀이 본격 사용되기 

전에 고준위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기 위해 콘크리트 후드와 철재 후드

를 설치하여 단기간 동안 동위원소를 취급하 고, 핫셀 완성 후로는 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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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거나 창고로 이용하 던 곳이다. 후드를 

비롯해서 모든 개개의 물품에 대해 102개 지점의 측정결과는 철재 후드에

서 방사화된 오염물이 발견되었으며, β 방출체가 9개 지점, 고착성 오염 

및 표면선량률이 11개 지점에서 검출되었다.

β 방출체는 최대 1,760 ㏃/㎡, 평균은 570 ㏃/㎡이고 고착성 오염은 

최대 48,000 cpm, 평균은 1950 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최대 8.2 μSv/h, 

평균은 5 μSv/h인 것으로 나타났다.

128호실은 개봉선원을 사용하여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실험실로 사용하 던 곳으로 목재 후드 2개, 철재 후드 1개 및 중앙 

실험대와 벽면 실험대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종류의 실험실 기자재 및 잡

품으로 가득차 있었다. 후드 등 고정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100여개 지점을 

측정하 다. β 방출체는 25개 지점에서 최대 8,440 ㏃/㎡, 평균은 1,057 

㏃/㎡이 고, 고착성 오염은 9개 지점에서 최대 30,000 cpm, 평균은 6,800 

cpm이며, 표면선량률은 3개 지점에서 최대 16.28 μSv/h, 평균은 9.86 μ

Sv/h 다.

130호실은 방사화 분석 실험시 공기이송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절재 후

드 2개, 목재 후드 1개, 중앙실험대 및 벽면 실험대로 구성되었다. 고정물

품을 제외한 이동 가능한 물품 101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는 17

개 지점에서 최대 4,310 ㏃/㎡, 평균 487 ㏃/㎡이었으며, 고착성 오염은 4

개 지점에서 최대 5,000 cpm, 평균 1,512 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4개 

지점에서 최대 3.26 μSv/h, 평균은 1.60 μSv/h이었다. 이들 3개 실험실

은 오염이 현저하 고, 표면선량률도 높은 지역이므로 해체 작업시 오염확

산과 외부 피폭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지역이다.

마)  동위원소동 생산 제조 준비실(132, 134, 136호)

이들 3개 실험실은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준비실로 동위원소제조용 시

료조제, 봉, 전처리 등 다양한 화학적 및 물리적인 공정이 이루어진 곳

이다. 

132호실은 철재 후드, 벽면 실험대, 캐비넷과 옷장 등이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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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탈의실과 자재 저장실로 이용하 기 때문에 오염은 매우 낮은 상

태 다. 후드, 실험대 및 제물품을 비롯하여 벽 및 바닥 등 58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는 9개 지점에서 최대 661 ㏃/㎡ 평균은 221 ㏃/㎡

이고 고착성 오염은 1개 지점에서 최대가 350 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134호실에는 철재 후드 2개, 목재 후드, 중앙실험대와 벽면실험대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작업진행을 고려하여 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측정하 다. 

실험대와 제물품의  41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

며 최대 3,260 ㏃/㎡, 평균 965 ㏃/㎡이었고 고착성 오염은 7개 지점에서 

최대 35,000 cpm, 평균 10,442 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중앙실험대 부분은 59개 지점에 대한 측정에서 β 방출체는 12개 지점

에서 검출되었고 최대 3,720 ㏃/㎡, 평균 860 ㏃/㎡이었으며 주로 스텐레스 

스틸재의 싱크대에서 검출되었다. 고착성 오염 및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철재 후드는 63개 지점 측정에서 β 방출체가 12개 지점에서 검출되었

고 최대 888 ㏃/㎡, 평균 332 ㏃/㎡이었고 고착성 오염은 1개 지점에서 

2,300 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목재 후드는 30개 지점 측정에서 β 방출체는 최대 406 ㏃/㎡, 평균 

241 ㏃/㎡이며, 고착성 오염은 2개 지점에서 검출되었고 최대 40,000 cpm

이며,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이들 실험실에서 오염은 직접 개봉선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핫셀

구역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의해 신발로 인한 바닥 오염확산이 예견된 곳

이며 동위원소 생산활동이 오래 전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단수명 동위원소

에 의한 오염은 완전히 감쇄된 상태여서 오염준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

고 제염 제한치 이하 다. 

특히 134호실은 실내의 제물품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벽면 및 천장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4개의 벽면에서 75개 지점, 천정에서 45개 지점을 

매 1m 간격의 격자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하 다. 총 120개 지점 가운데 단 

2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검출되었으나, 오염도는 극히 미미한 681 ㏃/㎡

로 제염 제한치 이하 고, 고착성 오염 및 표면선량률은 전혀 측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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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사선관리측면에서는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36호실에는 철재 후드 2개, 목재 후드, 중앙실험대 및 벽면실험대가 

있으며 오염도 분류를 위해 제물품에 대하여 44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는 15개 지점에서 최대 5,620 ㏃/㎡, 평균 586 ㏃/㎡이었으며, 고착

성 오염은 6개 지점에서 최대 180,000 cpm, 평균 30,505 cpm으로 비교적 

높게 오염되어 있었으나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중앙실험대는 정

측정을 위해 많은 측정지점을 선정하 으며 총 120개 지점을 측정한 결

과 β 방출체는 11개 지점에서 최대 1,140 ㏃/㎡,  평균 304 ㏃/㎡이었고, 

고착성 오염은 1개점에서 자연방사선준위를 약간 초과하는 200 cpm이며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철재 후드는 27개 지점 측정에서 β 방출

체가 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 632 ㏃/㎡, 평균 412 ㏃/㎡이었으나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다. 목재 후드는 25개 지점 측정에서 β방출체

가 3개 지점 검출되었고 최대 495 ㏃/㎡, 평균 308 ㏃/㎡이며 고착성 오염

과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136호실도 134호실과 같이 제물품을 모두 해체 철거한 후에 실내 오

염 준위를 파악하여 오염제거 방법, 순서 등을 계획하기 위해 4개의 벽면, 

천정, 바닥을 모두 1m간격의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벽면에서 75개 지점, 

천정에서 46개 지점, 바닥에서 87개 지점으로 분할하여 측정하 다. 벽과 

천정에서는 단 2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검출되었으나 662 ㏃/㎡으로  

낮게 나타났고,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었다.

바닥은 당초에는 아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었으나, 노후화로 파손이 심

하여 91년도에 아스타일 위에 비닐장판으로 시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바

닥은 비닐장판을 철거한 후 87개 지점을 측정하 으나, β 방출체는 60개 

지점에서 검출되었고 오염준위는 한 두 지점을 제외하고는 400 ㏃/㎡이로 

비교적 고르게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대는 1,130 ㏃/㎡, 평균은 

227 ㏃/㎡으로 β 방출체의 제염제한 하한치 4,00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바)  동위원소동 납핫셀실(133,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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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는 시료를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한 후 납핫셀내에

서 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처 의료용 및 연구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된다. 시료 조사는 분말상 시료을 폴리에칠렌 튜브(50㎝L×1㎝D)에 봉입

한 후 알루미늄 조사용기에 넣어 원자로에서 일정시간 조사시킨 후에 납

핫셀내에서 절단 개봉 후 분말 시료를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납핫셀 내부는 고준위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액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취급하는 핵종은 비교적 단수명 동위원소이고, 이 시설은 98년 

1월에 사용을 종료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은 자연 감쇄되어 

오염준위와 방사선준위는 낮은 편이다. 납핫셀은 1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선/능 측정은 납핫셀의 외부표면, 내부벽면, 내부물품 및 납핫셀 주변 

제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납핫셀 외부 천정을 포함한 외부 표면은 13개 지점, 내부 표면 59개 

지점, 내부 물품 33개 지점, 외부 물품은 127개 지점으로 총 352개 지점을 

측정하 다. 납핫셀 외부표면 1개 지점에서 처음으로 α방출체가 검출되었

으나 오염준위는 비교적 낮은 406 ㏃/㎡이었고 β방출체는 61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 6,800 ㏃/㎡, 평균은 722.2 ㏃/㎡이었으나 고착성 오염

과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한편 외부 천장의 표면은 거의 모든 지

점이 균일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한편 외부 천장의 표면은 거의 모든 지점이 균일하게 오염되어 있었

다. 이는 실내 방사성 먼지가 장기간 쌓여서 생긴 것이며 납핫셀 설치이래 

단 한번도 외부 천정의 표면을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1.830 ㏃/㎡, 평균은 723 ㏃/㎡이었다.  3번 핫셀 외부 천장 표면

에서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이 검출되었으나 이들 원인은 오염된 물품

들을 지붕 위에 놓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납핫셀 내부벽면은 59개점 측정에서 68%인 40개점에서 오염이 검출되

었으며 거의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최대치는 5번 핫셀 바닥

이 26,600 ㏃/㎡이며 이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평균은 2,248 ㏃/㎡이었다. 핫셀 해체시 특히 주의를 기울려야 할 곳

이다.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납핫셀 하단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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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액을 20ℓ의 포러병에 수거하

는 과정에서 넘쳐 흘러 콘크리트 바닥에 침투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체 작

업시 가장 유의할 곳이었다.

납핫셀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주로 원격조작용 기구(Tung), 납벽돌, 

초자류 등을 비롯해서 총 33종이 있었고, 오염이 검출된 건수는 28개 지점

으로 85%에 달하며 거의 모든 물건을 오염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 최고치는 4,940 ㏃/㎡, 평균은 1,428 ㏃/㎡이었다. 고착성 오염

은 4개 지점에서 검출되었고 최대 14,000 cpm, 평균은 3,621 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10개 지점에서 최고 60 μSv/h, 평균은 18.44 μSv/h이었다.

납핫셀 외부실험실 공간에 있었던 물품의 종류는 총 87종이 으며 

50%에 달하는 43개 지점에서 오염이 검출되었고 최대는 2,950 ㏃/㎡, 평

균은 365.5 ㏃/㎡이었다. 고착성 오염은 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고 최대는 

1,500 cpm으로 청소용 걸레에서 검출되었다. 표면선량률은 14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10 μSv/h이었으며 평균은 3.31 μSv/h이었다.

사) 동위원소동 반출물 오염검사실

동위원소동에서 제염 해체 작업시 물품의 반출입 및 반출시 최종 오염

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후문 공간의 오염상태를 확인하 다. 바닥에서 18

개 지점, 벽면에서 29개 지점 및 벽면실험대와 제물품 등에서 18개 지점으

로 총 65개 지점을 측정 조사하 다. β 방출체는 출입복도와 같이 바닥에

서만 검출되었고, 최대 13,600 ㏃/㎡, 평균 1,033 ㏃/㎡이었다. 고착성 오염

은 6개 지점에서 최대 400 cpm이고 평균은 183 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6개 지점에서 자연방사선량률보다 약간 높은 0.3 μSv/h 정도로 나타났으

나 이는 138호실의 폐기물저장고에서의 향으로 판단되었다.

아)  연구로 2호동 지하기계실

원자로운전에 필수적 부대시설인 전원공급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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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타 부속품목 등을 보관중에 있는 곳이며 방사선관리구역 지하 피

트의 출입구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오염이 확산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표면 및 제물품 등 48개점을 측정 조사하 으나 방사성오

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  동위원소동 후문 주변 야외공간

이 지역은 생산된 동위원소를 외부로 반출하는 곳으로 오염관리지역은 

아니었으나 개봉선원을 장기간 취급했던 종사자들이 실외 통로로 수시로 

이용하 던 지역이며 신발 등에 의한 오염 발생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

되는 곳이다. 출구 주위에 드럼통, 폐기된 동위원소운반용 차폐용기, 토끼 

사육장 등이 있던 곳이다. 드럼통은 과거 저준위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증발 

감량하기 위해 증발조로 사용하 던 것이다. 34개 지점을 측정하 으나, 2

개의 드럼통에서 β방출체와 고착성 오염이 발견되었으나 오염준위는 매

우 낮았기 때문에 폐기물저장실로 옮겨 관리하도록 하 다.

차)  기타 단일품목

모터펌프는 폐기물처리실에서 액체폐기물 이송시 사용하 던 것으로 

비방사성 폐액 이송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펌프 내

부의 방사선/능을 측정 조사하 다. α 방출체가 483 Bq/m
3, β 방출체 

929 Bq/m
3이었고, 고착성 오염이 400 cpm 검출되어서 방사성 폐액 전용

으로만 사용하기로 하 다.

로브 박스는 낮은 방사능을 갖는 동위원소를 주로 취급하 던 것으

로, 해체 작업시에 활용하기 위해 전 항목에 걸쳐 오염여부를 조사하 으

나 방사선/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활용가능 장비로 유지하기로 하 다.

연구로 1호의 환기시설로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배기팬을 재사

용하고자 방사선/능을 조사하 으나, 오염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목적

으로 연구로 2호기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배기팬과 H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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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도 33개 지점 측정하 는데 β방출체는 배기팬에서 최대 102 ㏃/

㎡정도, 고착성은 자연방사선준위보다 약간 높은 평균 194 cpm 정도이었

다. HAPA FILTER에서는 고착성 오염이 최대 4,500 cpm, 평균 1,873 

cpm이었고 표면선량율은 최대 380 μSv/h, 평균 108.13 μSv/h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봉후 폐기물 저장실로 이관하 다. 

토끼 사육장으로 사용하 던 단독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42개

점의 오염도를 조사하 으나 방사선/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2)  해체작업 후 방사선/능 측정

해체 대상물의 작업전 방사선/능 측정 조사 자료을 참조하여 해체작업

이 진행되었다. 작업전 조사는 개략적이며 고정시설물인 경우에는 표면을 

주로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 지만 작업후 측정은 시설물이 분해

됨에 따라 내면 구석구석까지 전체 표면을 조사하여 오염물질을 찾아내었

다.

금년도에 수행한 작업건수는 59건에 총 측정 지점은 3,760개 지점이었

으며 α방출체는 단 1개점에서 검출되었고 β 방출체는 14.6%인 552 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치는 92,400 Bq/m2이었다. 고착성 오염은 150

개점에서 최대 20,000 cpm으로 측정되었고, 표면선량률은 39개 지점에서, 

최대 380 μSv/h이었다. 표 5.3-10에는 측정치 분포를, 표 5.3-11에는 처

리 건수를 나타냈다.

가)  연구로 2호 청정지역(비방사선 관리구역)

방사선관리구역구역내의 방사선 취급시설 및 오염물품의 제염 해체작

업의 초기 단계로 관리구역 인접지역의 모든 청정구역에 있는 사무집기등

의 제물품을 관리구역 밖으로 옮겨서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2, 3층

에 있는 제물품부터 반출하기로 하 다.

3층의 3개의 거실에 있던 총 51종의 제물품에 대한 방사선/능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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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5개 품목에서 β방출체가 검출되었고, 고착성 오염은 8개 품목에

서, 표면선량률은 2개 품목에서 검출되었다. 이들 거실은 원자로 운전 및 

실험실로 사용하 던 곳으로 방사선/능이 검출된 물품들은 원자로에서 중

성자 조사 실험에 사용하 던 시료나 오염된 면장갑 등이었으며 이는 원

자로 운전원실이 원자로실과 통로가 개방되어 있었고, 방사화된 물건 등을 

실험후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측정 조사후 검출된 것들은 모두 수거

하여 오염물 임시저장소에 보관하여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 다.

201호실은 사무집기 등 제물품을 모두 반출한 후 바닥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m간격으로 분할한 77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3개 지점

에서 β 방출체가 검출되었으며 오염준위는 최대 672 ㏃/㎡이었다. 이들은 

세제와 휴지로 간단히 닦아 내어서 제염하도록 조치하 다.

연구로 2기와 본관 건물과의 연결 복도에 보관하고 있었던 노후화된 

사무집기류 등은 일부는 과거 관리구역내에서도 사용되었던 적이 있는 것

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염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반출 폐기하도

록 하 다. 총 102개 지점을 측정조사 하 으나 방사성오염은 발견되지 않

았다.

동위원소동 127호는 핵종 분석 계측 실험실로 사용하 던 청결구역이

었고 방사성오염은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험실 폐쇄 후 제잡품의 보

관 창고로 이용하 던 곳이어서 측정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곳이어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 으나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반출하도

록 하 다.

동위원소생산시설 후문에 위치한 반출물 오염검사실에 있었던 25종류

의 물품을 정  조사한 결과 β 방출체가 7개 물품에서 최고 1,800 ㏃/㎡, 

평균 953 ㏃/㎡가 검출되었고, 고착성 오염은 1개 품목에서 2,000 cpm, 동

일 물품에서 표면선량률이 2.4 μSv/h가 측정되었으며, 오염이 확인된 7개 

물품은 임시저장고로 이송 보관하고, 그외 물품은 반출하 다.

연구로 2호기 107호실은 중성자물리실에서 계측실로 사용하 던 곳으

로 계측기의 자연방사선준위 저감용 콘크리트 차폐함이 고정시설로 남아 

있어서 차폐함 내부의 오염 상태를 점검하여 오염부위를 제염하도록 하

다. 28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차폐함 외부는 오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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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부에서는 5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약간 검출되었으나, 휴지 및 세

제로 간단히 제염한 결과 깨끗이 제염되어서 방 전체를 실험실로 사용하

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동위원소동 복도 및 출구제염

동위원소동 중앙복도는 출입구 및 각 실험실 출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

는 곳으로 오염물질의 외부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시 청결 상

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러나 해체 작업이 진행중에는 또한 수

시로 오염에 확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구역 작업에 들어가기 전

에 먼저 제염하기로 하 다.

바닥은 비닐장판임으로 제염제와 휴지로 제염한 후 63개 지점을 측정 

조사한 결과 β 방출체가 10여 곳에서 검출되었으나, 제염전에는 최대 

1,520 ㏃/㎡이 던 곳이 제염후 최대 141 ㏃/㎡로 아주 낮은 준위로 제염

되었다. 이는 바닥면이 비닐 장판제로서 비침투성으로 표면이 쉽게 제염될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이었다.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반출물 오염검사실의 바닥은 전체가 고르게 오염되었던 곳으로 제

염전에는 평균 1,033 ㏃/㎡이었으므로 3차에 걸쳐 오염제거 작업을 하

다. 1차 제염후 1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던 것이 9개 지점으로 감소되고 오

염준위는 100∼240 ㏃/㎡정도 으며, 2차 제염후에는 4개 지점이, 3차 제

염 후에는 4개 지점에서 검출이 되었으나, 검출하한치에 가까운 92 ㏃/㎡

으로 매우 깨끗하게 제염되었다.

다)  동위원소동 132, 134, 136호실 제물품

이들 3개 실험실은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시료 제조 및 준비 처리하는 

준비실로 사용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

던 곳이나 많은 종류의 물품과 실험실 집기, 실험용품, 시약, 초자류, 전기

제품 등 다수가 있었다. 3개 실험실에 있었던 제물품의 수는 총 559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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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일 동안 방사선/능을 측정 조사하 다. 초자류 1점에서 α 방출체가 

검출되었으나 오염준위는 315 ㏃/㎡로 낮은 값이었지만 매우 희소한 경우

이기 때문에 사후 검토를 위해 별도 분류 보관하 다. β 방출체는 9.3%

인 52개 물품에서 검출되었는데 비이커 1개에서 최대 92,400 ㏃/㎡이 검출

되었고 대게는 2,000 ㏃/㎡이하 다. 고착성 오염은 19개 품목에서 검출되

었으나 최대 2,600 cpm, 표면선량률은 오염이 높았던 2개 품목에서 측정

되었으나 자연방사선준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다. 오염물품은 13%인 

73개 으며 임시저장고에 수거 보관하 다.

라)  동위원소동 132, 134, 136호실 고정시설물 해체

132호실에는 철재 후드 1개와 벽면 실험대가 있었으며, 이들 해체는 

35개 부분으로 해체되었다. 내용물품을 포함해서 120개 지점을 측정한 결

과 1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603 ㏃/㎡이 검출되었으나 비교적 낮은 편

이었으며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실험실은 

거의 창고 및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성오염은 거의 없었

다.

134호실의 중앙실험대는 89개 부분으로 해체되었고 β 방출체만 7 개

점에서 최대 809 ㏃/㎡, 평균 377 ㏃/㎡이었으며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

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목재 후드는 55개 부분으로 해체되었고 92개 지점을 측정하여 목재 1

개에서 β 방출체가 701 ㏃/㎡이 검출되었다. 철재 후드는 36개 부분으로 

해체하 고 105개 지점 측정에서 1개의 철재빔에서 고착성 오염이 검출되

었으나 자연방사선준위보다 약간 높은 150 cpm이었다.

136호 중앙실험대는 155개 부분으로 해체되었고, 155개점 측정하 는

데 6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검출되었으며 최고 671 ㏃/㎡, 고착성 오염

은 2개 지점에서 150 cpm정도 다. 벽면실험대는 31개 부분으로 해체되었

고, 방사선/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철재 후드I는 36개 부분으로 해체

되었고 102개 지점 측정에서 β 방출체가 2개 지점에서 최대 701 ㏃/㎡

고, 고착성 오염은 배기팬틀에서 150 cpm 검출되었다. 철재 후드Ⅱ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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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해체되었고, 70개 지점을 측정하여 2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661 ㏃

/㎡, 고착성 오염은 1개 지점에서 131 cpm으로 자연방사선준위를 약간 상

회하 다. 목재후드는 67개 부분으로 해체되었고, 11개 지점 측정에서 β 

방출체는 2개 지점에서 최대 603 ㏃/㎡이었다.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

은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이들 고정시설물들은 동위원소 사용이 빈번하지 않았었고, 사용하 다 

하여도 단수명 동위원소이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은 이미 감쇄되어 없는 

상태이며 출입자들의 신발에서 기인된 바닥면에서만 오염이 검출되었다.

마)  동위원소동 납핫셀 해체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할 때는 고준위 방사성동위체를 사용하기 때문

에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핫셀내에서 생산 과정이 진

행되며, 전면에 부착되어있는 납유리를 통해 내부를 보면서, 원격조작기구

를 사용하여 모든 처리과정을 조작하게 된다.  납핫셀의 전면은 투시용 납

유리, 납벽돌(5×105×25cm)과 원격조작기구로 되어 있고, 후면은 납으로 

보강한 쌍철문, 천정은 철판과 형광등으로 되어있다. 기타 면과 바닥은 철

근 콘크리트이며 수도배관, 전기배선 및 배기용 필터상자로 이루어져 있

다.

(1)  납핫셀 내부오염도

셀 내부는 사용상 당연한 오염은 피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셀 내부 오염검사부터 실시하 다. 세제와 휴지로 10

개 셀 내부 전부를 1차 제염하여 오염정도를 검사하 다. 78개 지점 측정

에서 α 방출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β 방출체가 2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

고, 최대 1,730 ㏃/㎡, 평균 390 ㏃/㎡으로 나타났다. 고착성 오염은 19개 

지점에서 최대 7,000 cpm, 평균 614 cpm 다. 표면선량률은 11개 지점에

서 평균 0.43 μSv/h로 자연방사선준위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작업전에 유리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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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물질은 이미 폐기물 임시저장소로 이관하 기 때문이다. 오염도를 더

욱 낮추기 위해서 2차 제염을 실시한 후에 78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가 14개 지점에서 최대 2,310 ㏃/㎡, 평균 379 ㏃/㎡이고, 고착성 오

염은 5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나 최대 400 cpm 정도 고,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아 해제 작업시 피폭선량은 무시할 수 있었고 유리성 오염에

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이었다. 또 한편 핫셀 지붕위의 먼지를 제거하고 

세제로 제염한 후 오염도를 20개 지점에서 측정하 으나 1개 지점에서만 

101 ㏃/㎡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납핫셀 주변 제물품(135, 137호실)

납핫셀 주변에는 실험실용품을 비롯하여 총 232개 종류의 물품들이 있

었으며, 313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가 92개 지점에서 최대 9,550 

㏃/㎡, 평균 490 ㏃/㎡이었고, 고착성 오염은 26개 지점에서 최대 10,000 

cpm, 평균은 824 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5개 지점에서 측정되었으며 최

대 3.77 μSv/h이었다.

(3)  납핫셀 내부 제물품

납핫셀 내부에는 화학적 처리용 초자류, 차폐용, 납벽돌, 콘크리트 벽

돌 등 총 254개 물품이 있었다. β 방출체는 50%가 넘는 141개 품목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 73,100 ㏃/㎡, 평균은 1,968 ㏃/㎡으로 비교적 높은 오

염도를 나타냈다. α 방출체는 3개 품목에서 검출되었으나 180 ㏃/㎡ 이하

고, 고착성 오염은 40개 품목에서 최대 20,000 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

은 5개 품목에서 최대 10 μSv/h 다.

(4)  납핫셀 내외부 제설비물

납핫셀 내부로 연결되는 전기, 수도, 배기계통의 설비물과 원격조작기

구 등 총 237개 품목이 10개 핫셀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도 배관계통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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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품에 대해 120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7개 품목에서 β 방출체가 최

대 956 ㏃/㎡이 검출되었다. 4개 지점에서 고착성 오염이 검출되었으나, 

150 cpm정도 다. 원격조작장치인 텅즈, 납유리 등의 내측부위에서 89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 방출체가 27개 지점에서 최대 947 ㏃/㎡이었고, 고

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핫셀 내부에 위치한 배기 덕

트계통은 31개 품목에서 111개 지점 측정한 결과 α 방출체가 5곳에서 최

대 177 ㏃/㎡, 평균은 137 ㏃/㎡정도 다. β 방출체는 75개 지점에서 최

대 20,200 ㏃/㎡, 평균 1,880 ㏃/㎡로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착

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셀내부 전기시설물은 25개 품목

을 측정하 으나 4개 품목에서 최대 1,090 ㏃/㎡를 나타내었다.

(5)  납핫셀 구조물

납핫셀 지붕으로 가름하고 있는 철판을 탈착하여 101개 지점 측정한 

결과 철판 내측면의 18개 지점에서 β 방출체가 최대 1,550 ㏃/㎡, 평균 

328 ㏃/㎡로 10개 셀 전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핫셀 전면에 부착

되어 있는 10개의 납유리 내측면에서 β 방출체가 최대 1,610 ㏃/㎡, 평균 

393 ㏃/㎡이었고 고착성 오염과 표면선량률은 모두 측정되지 않았다. 납핫

셀 뒷면을 이루고 있는 철문 20개를 철거후 검사하 으나 방사성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개의 핫셀 전면 차폐체로 사용하 던 납 벽돌 총수는 913개이었으며 

각 셀마다 해체 전에 외측 부위와 내측면의 80개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4

개 지점에서는 β 방출체만 검출되었으나 최대가 681 ㏃/㎡로 오염도는 

낮은 편이었다. 오염이 발견된 지점은 세제로 제염을 실시 한 후에 이들 

납벽돌은 하나씩 분해하면서 244개 지점을 측정하 으나 방사성오염은 전

혀 검출되지 않았다.

(6)  납핫셀의 콘크리트 벽체물 철거

납핫셀 해체는 10번 핫셀부터 시작하 다. 콘크리트 벽체 4개, 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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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짝 2개, 문틀 5개와 부산물 18개점으로 해체되었고, 59개 지점에 대

해서 측정하 으나 1개 지점에서만 β 방출체가 121 ㏃/㎡로 매우 낮은 

상태 다. 9번 핫셀은 벽체 2개와 콘크리트 파편 등 6개 부분으로 해체되

어 40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방사성오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3) 방사성물질의 반출․입 관리

제염 해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리구역에서 비관리구역으로의 물품 

반출은 방사선/능을 철저히 검사하며, 물품 반출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것만 

무조건부로 판정하고 반출하도록 하 다.

1차 측정은 제물품이 놓여진 곳에서 제반측정을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판정하 고, 물품들을 재질별로 분류하며 같은 종류는 마포대에 담았고, 

또는 크기에 따라 낱개로 반출하도록 하 다. 1차 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것은 차후 제염하여 반출하기 위해서 임시저장소에 보관토록 하 으며 오

염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만 반출물 오염검사실로 옮겨 2차 오염검사를 

실시하여 반출토록 하 다. 반출현황은 표 5.3-12에 표시한바와 같이 35차

에 걸쳐 반출허가를 하 으며, 반출물의 종류에 따라 창고 또는 지정된 옥

외 야적장으로 이송하 다. 반출물은 관리구역내에 있었던 제반 실험실 용

품과 고정시설물의 해체 물품이다. 현재까지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되지 않

았으며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관리구역내에 보관하고 있다.

해체작업이 수행됨에 따라 필요한 제반 공구류 및 방호용품 등의 반입 

현황은 표 5.3-13에 표시한 바와 같이 20여건이 반입되었고, 불요 불급한 

물품의 반입을 가능한 억제하여 방사성오염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라.  변환시설의 해체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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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의 목적은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

성물질로 부터 주변시설 및 일반환경의 방사선 안전성과 해체대상시설의 

방사선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

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체기간중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금년도에는 변환

시설의 해체 공사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계획을 수립하 다. 변환시설의 해

체대상시설은 시설 내외에 설치된 오염된 모든 기자재류 및 Lagoon으로

서 시설내에서는 오염된 바닥 및 벽면, 각종 배수 및 실험장치, 지하 Pit

(오염된 콘크리트, 오염된 물질, 각종 배관)와 옥외설비로는 Lagoon, 액체

폐기물 저장 탱크, 일부 오염된 토양 등으로 추정되며, 그 종류는 탱크류 

47조, 기기류 33조, 펌프류 50조, 각종 밸브 및 파이프류와 2조의 Lagoon 

및 약 340 m
3
의 슬럿지 폐기물 등이다.

2)  수행 업무의 설정

변환시설 해체시 수행하여야 할 방사선관리의 업무는 방사선장의 특성

과 분포 평가, 방사성물질 실측 평가하여 제염범위, 제염준위 결정, 폐기물

량 추산하고, 효율적인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체공사

시의 방사선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방사선피폭 관리에서는 공사구역

내의 출입통제,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개인의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원격조

작기구 등의 방호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외부피폭을 관리하며, 내부 방

사선피폭 관리에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측정,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측정, 표면오염도 측정, 개인 신체의 방사성오염 측정, 방호복, 마스

크 등의 방호장구의 사용 등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내부피폭을 관리한다. 

또한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방출 감시,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방출 방지, 방사성 오염물질의 일반환경으로의 확산 방지 등

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관리에 필요한 수행업무를 세분하면 시설내외의 방사선/능 측

정, 출입 통제 및 관리, 내외부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작업관리, 방사성폐

기물 감시, 방사성오염 및 제염 감시, 작업자 교육, 방사선/능 측정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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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사선/능 측정 자료의 해석 및 평가 등이 수행될 것이다.

3)  방호장비

해체 작업시의 방사선 방호를 위한 방사선 방호설비의 확보는 필수적

이다.  방호설비는 표 5.3-14에서와 같이 1층에 출입자와 작업자를 위한 

갱의실, 비오염된 작업자의 일반샤워실, 해체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방사

성액체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액체폐기물탱크, 오염된 출입자 및 작업자

의 제염을 위한 제염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갱의실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

아 보완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시설의 방사선방호용 방사선/능 측정기는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

으며 향후 표 5.3-15에서와 같이 출입자 및 작업자와 반출물품의 방사성

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측정기, 시료채취물의 알파 핵종 분석

과 작업장내의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정을 위한 방사능분석

장비, 해체작업시 제염범위 측정과 자연방사선준위 정도의 방사선준위 측

정을 위한 방사선측정장비,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정/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장비와 작업구역내 공기중 및 배기중 방사능 농도를 연속 감시를 하기 위

한 방사능오염감시기 등의 방사선측정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물리적 방호체제

변환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사선 방호체계는 해체공사 구역내에서 취급

되는 방사성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림 5.3-16에서와 같이 

주 출입구는 1층의 출입구로 하고 샤워실과 오염검사실 등의 방사선방호

설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 으며, 갱의실

은 개보수하도록 하 다. 방사성물질의 반출 및 공사자재의 반입을 위한 

출입구와 공사구역내 방사선작업시 비정상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

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기존의 변환시설의 트럭 출입구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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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  방사선작업허가현황

작업기간 : 2001. 6. 1 ∼ 2001. 12. 31

허가번호 작 업 명 (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참여인원
작업시간

(시간)

집단피폭선량(man-mSv)
비 고

예상치 실피폭선량

20011E2101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관리
 6.1∼10.8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10명 127.1      - 0

20011E2102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 방사선관리
 6.1∼10.8  방사선안전관리실 8명 258.5      - 0

20011E2103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작업
 6.1∼10.8  두산중공업 10명 586.7      - 0

20011E2104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관리
10.9∼12.31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12명 16.7      - 0

20011E2105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 방사선관리
10.9∼12.31  방사선안전관리실 9명 251      - 0

20011E2106
연구로 1,2호 및 부속시설

제염 해체작업
10.9∼12.31  두산중공업 10명 18.5      - 0

20011E0001
RIP동 통로, 출구제염

132, 134, 136호 해체
8.6∼8.31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6명 345.2 0.04 0

20011E0002 RIP동 132, 134, 136호 해체 9.1∼9.14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5명 149.3 0.03 0

20011E0003 RIP동 납핫셀 제염 해체 10.5∼12.7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5명 519.8 0.09 0

20011E0004 RIP동 납핫셀 제염 해체 12.8∼02.1.5
TRIGA연구로

폐로사업팀
5명 70.0 0.09 0

 작업

 중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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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2  출입관리현황 

(작업별 작업)

허가서번호 20011E0001 20011E0002 20011E0003 20011E0004

작업내용
통로출구제염  및

132, 134, 136호 해체

동위원소동 132, 134, 136호

해체
동위원소동 납핫셀 해체 동위원소동 납핫셀 해체

작업기간 01. 8. 6 ∼ 8. 31 01. 9. 1 ∼ 9. 14 01. 10. 5 ∼ 12. 7 01. 12. 10 ∼ 02. 1. 5

성 명 소 속 출입횟수 작업시간 피폭선량 출입횟수 작업시간 피폭선량 출입횟수 작업시간 피폭선량 출입횟수 작업시간 피폭선량

김종국 KAERI 8 15.73 0 20 14.13 0 61 43.23 0 5 0.5 0

구정민 " 12 18.78 0 11 17.53 0 50 82.93 0   0 0 0

정환문 동인 27 93.43 0 24 36.32 0 56 104.15 0 1 0.3 0

차장 28 105.45 0 17 41.73 0 64 133.07 0 1 1.78 0

고윤수 29 97.95 0 16 39.53 0 68 140.75 0 0 0 0

이진종 0 0 0 0 0 0 13 17.56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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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3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공간방사선량율

(단위 : μSv/h)   

              월

 관리구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최 대 1.36 1.23 1.25 1.25 1.80 2.31 2.13 1.93 1.80 2.11 2.00 2.28

평 균 0.34 0.35 0.36 0.33 0.37 0.41 0.41 0.39 0.38 0.39 0.41 0.44 0.38

연구로 1호
최 대 0.35 0.45 0.40 0.70 0.72 0.50 0.48 0.33 0.41 0.34 0.45 0.33

평 균 0.26 0.24 0.24 0.26 0.25 0.24 0.22 0.19 0.22 0.21 0.21 0.21 0.23

동위원소

생산실

최 대 172.0 147.0 138.0 107.0 153.0 35.0 44.8 43.3 55.0 66.5 63.0 58.2

평 균 11.49 10.41 9.10 9.09 8.31 2.36 2.91 2.74 3.31 3.75 3.55 3.45 5.87

폐기물

처리시설

최 대 0.25 0.24 0.25 1.30 1.30 1.50 1.68 1.66 1.23 0.32 0.29 0.27

평 균 0.17 0.18 0.18 0.42 0.42 0.45 0.46 0.46 0.41 0.21 0.19 0.18 0.31

폐기물

저장고

최 대 0.41 0.40 0.42 0.15 0.15 0.35 0.70 1.08 0.59 0.75 0.90 0.59

평 균 0.24 0.24 0.23 0.13 0.13 0.22 0.30 0.33 0.31 0.33 0.32 0.29 0.25

MW/RIP

출입로구역

최 대 0.22 0.22 0.22 0.25 0.22

평 균 0.18 0.19 0.18 0.18 0.1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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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4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표면오염도

(단위:kBq/m
2)

관리구역 방사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α
최대  1.110  0.972  0.556  0.509  0.838  1.070  0.858  0.335  0.213  0.394  0.273  0.273

평균  0.184  0.157  0.190  0.153  0.157  0.113  0.111  0.084  0.098  0.091  0.088  0.087 0.126

β
최대  1.620  2.030  2.520  2.380  2.490  1.490  3.730  3.190  1.350  0.895  0.789  2.870

평균  0.567  0.556  0.627  0.510  0.531  0.425  0.657  0.588  0.542  0.408  0.306  0.462 0.515

연구로 1호

α
최대 <0.034  0.053 <0.034 <0.034 <0.034 <0.034 <0.042  0.070 <0.042  0.053 <0.042 <0.042

평균 <0.034 <0.034 <0.034 <0.034 <0.034 <0.034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β
최대  0.121  0.121  0.058  0.140  0.127  0.067  0.098  0.124  0.112  0.196  0.082  0.295

평균  0.069  0.056 <0.027  0.042  0.046 <0.027 <0.047  0.064 <0.047  0.699 <0.047 <0.047 0.049

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0.149  0.164  0.261  0.178  0.156  0.136  0.123  0.144  0.091  0.096  0.078  0.087

평균 <0.034 <0.034  0.046  0.035 <0.034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β
최대  7.240  6.250  5.780  7.160  6.420  5.280  23.400  16.100  16.400  2.990  3.380  3.160

평균  1.076  1.023  1.244  1.357  1.000  0.962  2.186  1.663  0.987  0.687  0.462  0.382 1.086

폐기물

처리시설

α
최대 <0.034 <0.034 <0.034 <0.034  0.037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평균 <0.034 <0.034 <0.034 <0.034 <0.034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β
최대 <0.027 <0.027 <0.027  0.033 <0.027  0.055  10.047  10.047 <0.047 <0.047 <0.047 <0.047

평균 <0.027 <0.027 <0.027 <0.027 <0.027 <0.047 <0.047 <0.047 <0.047 <0.047 <0.047 <0.047 <0.047

폐기물

저장고

α
최대 <0.034 <0.034 <0.034 <0.034 <0.034 <0.042 <0.042 <0.042 <0.042  0.460 <0.042 <0.042

평균 <0.034 <0.034 <0.034 <0.034 <0.034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β
최대  0.035  0.054  0.029  0.036  0.042  0.065  0.065  0.053  0.586  0.164  0.059 <0.047

평균 <0.027 <0.027 <0.027 <0.027 <0.027 <0.047 <0.047 <0.047  0.084  0.061 <0.047 <0.047 <0.047

MW/RIP

출입로구역

α
최대  0.046  0.054  0.070 <0.042  0.062

평균 <0.042 <0.042 <0.042 <0.042 <0.042 <0.042

β
최대  0.118  0.524  0.177  0.547  0.161

평균 <0.047 <0.047 <0.047 <0.042 <0.04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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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5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공기오염도

(단 위 : Bq/m
3)

관리구역 방사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α
최대 <0.0232 <0.0232 <0.0232  0.0761 <0.0232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평균 <0.0232 <0.0232 <0.0232 <0.0232 <0.0232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β
최대 0.0240  0.0261 <0.0233 0.0475 0.0550 <0.0480  0.0660 <0.0480 <0.0480  0.0930 <0.0480 <0.0480

평균 <0.0233 <0.0233 <0.0233 <0.0233 <0.0233 <0.0480 <0.0480 <0.0480 <0.0480  0.0930 <0.0480 <0.0480 <0.0480

연구로 1호

α
최대 <0.0232 0.0290 <0.0232 <0.0232 <0.0232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평균 <0.0232 0.0290 <0.0232 <0.0232 <0.0232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0.0335

β
최대 0.0400 0.0770 <0.0233 <0.0233 <0.0233 <0.0480 <0.0480 <0.0480  0.0690 <0.0480 <0.0480 <0.0480

평균 0.0400 0.0770 <0.0233 <0.0233 <0.0233 <0.0480 <0.0480 <0.0480  0.0690 <0.0480 <0.0480 <0.0480 <0.0480

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0.0224 <0.0224 <0.0224 0.0820 <0.0224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평균 <0.0224 <0.0224 <0.0224 0.0337 <0.0224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0.0322

β
최대 0.0397 <0.0224 <0.0224 0.0257 0.0860 <0.0463 <0.0463 <0.0463 <0.0463 0.0100 0.124 0.041

평균 <0.0224 <0.0224 <0.0224 <0.0224  0.0362 <0.0463 <0.0463 <0.0463 <0.0463 <0.0463 0.096 0.040 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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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6  연구로 1,2호기 원자로 수조수중 방사능농도(MCA)

(단위 : Bq/m
3) 

관리구역 방사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연구로 2호

농  도 3,538 2,913 3,745 3,935 3,307 4,307 3,793 3,392 3,412 2,834 3,299 3,387 3,488

검출핵종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Co-60  

Cs-137

연구로 1호

농  도 - <158.8 <175.8 ND 173.4 268.4 318.0 313.2 <286.1 ND ND <305.6 268.3

검출핵종 Co-60 Co-60    Co-60 Co-60 Co-60 Co-60 Co-60   Co-60

자연증발조

농  도 - - - 7,386 7,908 4,660 - 2,012 1,826 - - - 4,757

검출핵종

Co-60

Cs-134

Cs-137

Co-60

Cs-134

Cs-137

Co-60

Cs-134

Cs-137

Co-60

 Cs-137

Co-60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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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7  핵종분석(MCA) 처리현황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0

      

분  류 횟 수
측정치분포

검출하한치이하 처분제한치이하 처분제한치이상

콘크리트 41 16 21 4

금속류 14 9 1 3

물 13 8 4 1

기타 25 15 6 4

계 93 48 33 12

         *처분제한치 (C0-60, Cs-137, Cs-134) : 0.3 k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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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8  해체 작업전 오염도 검사(I)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1

순번 장소 또는 품명 측정수

유리성오염 β

(Bq/m2)

고착성오염

(cpm)

표면선량율

(μSv/hr)  비 고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1  RIP동 129호 30 243 172 300 300 BKG BKG

2  RIP동 132호 18 203 189 350 325 BKG BKG

3  RIP동 134호 41 3,260 965 35,000 10,442 BKG BGK

4  RIP동 136호 44 5,620 586 180,000 30,505 BKG BKG

5  폐기물처리실  1 929 929 400 400 BKG BKG

6  폐기물저장실 8 112 28 BKG BKG BKG BKG

7  RIP동 127호 49 171 171 350,000 350,000 BKG BKG

8  MW동 201호 18 178,000 178,000 150,000 150,000   BKG BKG

9  RIP동 출입복도 195 1,520 413 500 270 2 0.458

10  RIP동반출물 오염검사실 65  13,600 1,033 400 183 0.38 0.322

11  MW동 지하기계실 48 <MDA <MDA BKG BKG BKG BKG

12  RIP동 후문 외측 25 308 308 1,500 1,350 0.36 0.34

13  RIP동 후문 외측 15 <MDA <MDA BKG BKG BKG BKG

14  RIP동 126호 47 1,760 613 48,000  37,840 8.20 8.15

15  RIP동 136호 실험대 120 1,140 304 200 200 BKG BKG

16  RIP동 134호 실험대 59 3,720 860 BKG BKG BKG BKG

17  RIP동 134호 철재후드1 30 405 319 BKG BKG BKG BKG

18  RIP동 134호 목재후드 30 406 241  40,000   1,333 BKG BKG

19  RIP동 136호 철재후드 27 632 412 BKG BKG BKG BKG

20  RIP동 136호 목재후드 25 495 308 BKG BKG BKG BKG

21  RIP동 134호 철재후드2 33 888 346 2,300 2,300 BKG BKG

22  RIP동 126호 55 701 534 5,000 1,208 2.99 1.95

23  RIP동 132호 철재후드 40 661 253 BKG BKG BKG BKG

24  RIP동 128호 100 8,440 1,057  30,000 6,838 16.28 9.86

25  RIP동 130호 101 4,310 487 5,000 1,512 3.26 1.60

26  RIP동 136호 내벽 121 662 608 BKG BKG BKG BKG

27  RIP동 136호 바닥 87 1,130 227 BKG BKG BKG BKG

28  RIP동 134호 내벽 120 681 396 BKG BKG BKG BKG

29  RIP동 133호 납셀 주변 85 6,890 696 1,500 666 1.39 0.92

30  RIP동 135호 납셀 주변 222 26,600 1,365 14,000 3,621 0.60 1,.42 α:406

31  RIP동 닙셀외부천정 20 1,830 723 1,000 1,000 0.60 0.60

32  RIP동 납셀 위 물품 25 553 292 BKG BKG BKG BKG

Beta MDA : 84.1 Bq/m
2
    

표면선량율 BKG : 0.25 - 0.30 μSv/hr     

고착성오염 BKG : 80 - 100 cpm



- 380 -

표 2.5.3-9  해체 작업후 오염도검사(I)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0

순번 장소 또는 품명 측정수
유리성오염

고착성오염 표면선량률   비 고 
α β

1  RIP동 129호 30 0 (30) 2 (28) 1 (29) 0 (30)

2  RIP동 132호 18 0 (18) 4 (14) 1 (17) 0 (18)

3  RIP동 134호 41 0 (41) 8 (33) 7 (34) 0 (41)

4  RIP동 136호 44 0 (44) 15 (29) 6 (38) 0 (44)

5  폐기물처리실  1 1 (0) 1 (0) 1 (0) 0 (1)

6  폐기물저장실 8 0 (8) 0 (8) 0 (8) 0 (8)

7  RIP동 127호 49 0 (49) 1 (48) 1 (48) 0 (49)

8  MW동 201호 18 0 (18) 1 (17) 1 (17) 1 (17)

9  RIP동 출입복도 195 0 (195)  66 (129) 3 (192) 39 (156)

10  RIP동반츨물오염검사실 65 0 (65) 29 (36) 6 (59) 6 (59)

11  MW동 지하기계실 48 0 (48) 0 (48) 0 (48) 0 (48)

12  RIP동 후문 외측 25 0 (25) 1 (24) 4 (21) 4 (21)

13  RIP동 후문 외측 15 0 (15) 0 (15) 0 (15) 0 (15)

14  RIP동 126호 47 0 (47) 6 (41) 5 (42) 4 (43)

15  RIP동 136호 실험대 120 0 (120)  11 (109) 1 (119) 0 (120)

16  RIP동 134호 실험대 59 0 (59) 12 (47) 0 (59) 0 (59)

17  RIP동 134호 철재후드1 30 0 (30) 5 (25) 0 (30) 0 (30)

18  RIP동 134호 목재후드 30 0 (30) 5 (25) 2 (28) 0 (30)

19  RIP동 136호 철재후드 27 0 (27) 3 (24) 0 (27) 0 (27)

20  RIP동 136호 목재후드 25 0 (25) 3 (22) 0 (25) 0 (25)

21  RIP동 134호 철재후드2 33 0 (33) 7 (26) 1 (32) 0 (33)

22  RIP동 126호 55 0 (55) 3 (52) 6 (49) 6 (49)

23  RIP동 132호 철재후드 40 0 (40) 5 (35) 0 (40) 0 (40)

24  RIP동 128호 100  0 (100) 25 (75) 9 (91) 3 (97)

25  RIP동 130호 101 0 (101) 17 (84) 4 (97) 4 (97)

26  RIP동 136호 내벽 121 0 (121) 2 (119) 0 (121) 0 (121)

27  RIP동 136호 바닥 87 0 (87) 60 (27) 0 (87) 0 (87)

28  RIP동 134호 내벽 120 0 (120) 2 (118) 0 (120) 0 (120)

29  RIP동 133호 납셀 주변 85 0 (85) 40 (45) 6 (79) 5 (80)

30  RIP동 135호 납셀 주변 222 1 (221) 105 (117) 4 (218)   17 (205)

31  RIP동 닙셀외부천정 20 0 (20) 20 (0) 2 (18) 2 (18)

32  RIP동 납셀 위 물품 25 0 (25) 7 (18) 0 (25) 0 (25)

총계 1,904 2(1902) 462(1442) 65(1839) 88(1816)

 ( ) : 검출하한치 이하 또는 자연방사선량률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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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0  해체 작업전 오염도검사(II)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0

순번      장 소   또 는   품  명 측정수

 유리성오염 β

     Bq/m2
  고착성오염

      cpm

  표면선량률

     μSv/hr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1  MW동 3층 57 2,520 1,144 3,500 1,564 3 1.62

2  kW동 옥상 배기팬 9 <MDA <MDA BKG BKG BKG BKG

3  동물사육장 42 <MDA <MDA BKG BKG BKG BKG

4  MW동 옥상 해파필터 12 -    - 4,500 1,873 380 108.13

5  MW동 옥상 배기팬 11 171 124 500 194 BKG BKG

6  MW동 남측연결통로 제물품 32 <MDA <MDA BKG BKG BKG BKG

7  MW동 남측연결통로 제물품 85 112 112 BKG BKG BKG BKG

8  MW동 201호 77 672 291 BKG BKG BKG BKG

9  RIP동 127호 제물품 27 -    - BKG BKG BKG BKG

10  RIP동 후문 주위 제물품 28 1,800 953 2,000 766 BKG BKG

11  RIP동 복도 제염후 63 141 105 - - - -

12  RIP동 132, 134, 136호 제물품 17 1,390 562 BKG BKG BKG BKG

13  RIP동반출물 오염검사실 제물품 18 239 140 - -  - -

14  RIP동 132, 134, 136호 초자류 94 2,640 617 BKG BKG BKG BKG

15  RIP동 134호  제물품 85 1,070 376 BKG BKG BKG BKG

16  RIP동반출물 오염검사실 제물품 18 1,410 636 - - - -

17  RIP동 134, 136호 제물품 159 789 247 500 194 BKG BKG

18  RIP동 134, 136호 제물품 77 573 298 BKG BKG 2.20 2.20

19  RIP동 반출물 오염 제물품 18 92 92 - - - -

20  RIP동 134, 136호 제물품 127 92,400  11,260 2,600 617 0.42 0.38

21  RIP동 136호 실험대 해체 155 671 227 400 275 BKG BKG

22  RIP동 136호 실험대 해체 31 <MDA <MDA BKG BKG BKG BKG

23  RIP동 134호 실험대 해체 89 809 377 BKG BKG BKG BKG

24  RIP동 134호 실험대 해체 46 652 377 BKG BKG BKG BKG

25  RIP동 134호 철재후드 해체 105 <MDA <MDA 150 150 BKG BKG

26  RIP동 136호 철재후드 해체 100 701 402 150 150 BKG BKG

27  RIP동 136호 목재후드 해체 92 701 701 BKG BKG BKG BKG

28  RIP동 136호 철재후드 해체 70 661 391 141 223 BKG BKG

29  RIP동 136호 목재후드 해체 111 603 362 BKG BKG BKG BKG

30  RIP동 132호 철재후드 해체 120 603 603 BKG BKG BKG BKG

Beta MDA : 84.1 Bq/m2,   

표면선량율 BKG : 0.25 - 0.3 μSv/hr, 고착성오염 BKG : 80 ∼ 100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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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번 장소 또는 품명
측정

수

유리성오염 β

(Bq/m2)

고착성오염

(cpm)

표면선량율

(μSv/hr)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31  MW동 109호 차폐함 28 572 222 1,500 1,500 BKG BKG

32  RIP동 135, 137호 제물품 53 514 338 200 200 BKG BKG

33  RIP동 133, 135, 137호 제물품 78 3,130 551  2.20 2.20

34  RIP동 납핫셀 하단내 제물품 143 73,100 2,358 20,000 2,654 10 4.57

35  RIP동 납핫셀 주변 제물품 182 9,550 581 10,000 824 3.77 2.32

36  RIP동 납핫셀 배관류 119 956 305 150 150 BKG BKG

37  RIP동 납핫셀 내부 제물품 125 12,100 1,579 2,000 368 0.39 0.39

38  RIP동 납핫셀 내부 제염후 78 1,730 366 7,000 618 0.35 0.35

39  RIP동 납핫셀 내부 1차 제염후 39 681 414 2,000 610 1.80 0.52

40  RIP동 납핫셀 내부 2차 제염후 78 7,310 379 400 260 BKG BKG

41  RIP동 납핫셀(9,10번) 철제문짝 5 <MDA <MDA BKG BKG BKG BKG

42  RIP동 납핫셀(1-8번) 철제문짝 30 <MDA <MDA BKG BKG BKG BKG

43  RIP동 납핫셀 지붕 제염후 20 <MDA <MDA BKG BKG BKG BKG

44  RIP동 납핫셀 부속품(텅즈등) 89 947 267 BKG BKG BKG BKG

45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80 681 254 BKG BKG BKG BKG

46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16 <MDA <MDA BKG BKG BKG BKG

47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32 <MDA <MDA BKG BKG BKG BKG

48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64 <MDA <MDA BKG BKG BKG BKG

49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40 <MDA <MDA BKG BKG BKG BKG

50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92 <MDA <MDA BKG BKG BKG BKG

51  RIP동 납핫셀내 덕드, 필터하우징 111 20,200 1,880 BKG BKG BKG BKG

52  RIP동 납핫셀 천장 유리판 40 1,610 393 BKG BKG BKG BKG

53  RIP동 납핫셀 내부 부품류 43 1,090 467 BKG BKG BKG BKG

54  RIP동 납핫셀 천면 철판 101 1,550 328 BKG BKG BKG BKG

55  RIP동 10번 납핫셀 상단 벽체물 10 <MDA <MDA BKG BKG BKG BKG

56  RIP동 10번 납핫셀 하단 벽체물 10 121 121 BKG BKG BKG BKG

57  RIP동 10번 납핫셀 하단 벽체물 39 <MDA <MDA BKG BKG BKG BKG

58  RIP동 9번 납핫셀 상단 동측벽체 10 <MDA <MDA BKG BKG BKG BKG

59  RIP동 9번 납핫셀 상단 남측벽체물 30 <MDA <MDA BKG BKG BKG BKG

Beta MDA : 84.1 Bq/m2,  

표면선량율 BKG : 0.25 - 0.3 μSv/hr,   

고착성오염 BKG : 80 - 100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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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1  해체 작업후 오염도검사(II)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1

순번     장소 또는 품명 측정수
   유리성오염

고착성오염 표면선량율  비 고
   α    β

1  MW동 3층 57 0(57) 5(52) 8(49) 2(55)

2  KW동 옥상 배기팬 9 0(9) 0(9) 0(9) 0(9)

3  동물사육장 42 0(42) 0(42) 0(42) 0(42)

4  MW동옥상 해파필터 12 - - 7(5) 8(4)

5  MW동옥상 배기팬 11 0(11) 3(8) 11(0) 0(11)

6  MW동남측연결통로 제물품 32 0(32) 0(32) 0(32) 0(32)

7  MW동남측연결통로 제물품 85 0(85) 1(84) 0(85) 0(85)

8  MW동 201호 77 0(77) 3(74) 0(77) 0(77)

9  RIP동 127호 제물품 27 - - 0(27) 0(27)

10  RIP동 후문 주위 제물품 28 0(28) 7(21) 3(25) 1(27)

11  RIP동 복도 제염후 63 0(63) 10(53) - -

12  RIP동132, 134, 136호 제물품 17 0(17) 0(17) 0(17) 0(17)

13  RIP동 반출물 오염검사실 18 0(18) 9(9) - -

14  RIP동132, 134, 136호 초자류 94 1(93) 14(80) 0(94) 0(94)

15  RIP동 134호 제물품 85 0(85) 7(78) 0(85) 0(85)

16  RIP동 반출물 오염검사실 18 0(18) 4(14) -  -

17  RIP동 134, 136호 제물품 159 0(159) 11(148) 6(153) 0(159)

18  RIP동 134, 136호 제물품 77 0(77) 4(73) 0(77) 0(77)

19  RIP동 반출물 오염검사실 18 0(18) 4(14) - -

20  RIP동 134, 136호 제물품 127 0(127) 16(111) 13(114) 2(125)

21  RIP동 136호 실험대해체 155 0(155) 6(149) 2(153) 0(155)

22  RIP동 136호 실험대해체 31 0(31) 0(31) 0(31) 0(31)

23  RIP동 134호 실험대해체 89 0(89) 7(82) 0(89) 0(89)

24  RIP동 134호 실험대해체 46 0(46) 2(44) 0(46) 0(46)

25  RIP동 134호 철재후드해체 105 0(105) 0(105) 1(104) 0(105)

26  RIP동 136호 철재후드해체 100 0(100) 2(98) 2(98) 0(100)

27  RIP동 136호 목제후드해체 92 0(92) 1(91) 0(92) 0(92)

28  RIP동 136호 철재후드해체 70 0(70) 2(68) 2(68) 0(70)

29  RIP동 136호 목제후드해체 111 0(111) 2(109) 0(111) 0(111)

30  RIP동 132호 철재후드해체 120 0(120) 1(119) 0(120) 0(120)

(  ) : 검출하한치이하 또는 자연방사선량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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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1

순번 장소 또는 품명 측정수
   유리성오염 고착성

오염

표면

선량율
비고

α β

31  MW동 109호 치폐함 28 2(26) 5(23) 1(27) 0(28)

32  RIP동 135, 137호 제물품 53 0(53) 2(51) 0(53) 0(53)

33  RIP동133, 135, 137호 제물품 78 0(78) 28(50) 0(78) 1(77)

34  RIP동 납핫셀 하단내 제물품 143 3(140) 82(61) 31(112) 18(125)

35  RIP동 납핫셀 주변 제물품 182 0(182) 62(122) 26(156) 4(178)

36  RIP동 납핫셀 배관류 119 0(119) 7(112) 4(115) 0(119)

37  RIP동 납핫셀 내부 제물품 125 0(125) 59(66) 9(116) 1(124)

38  RIP동 납핫셀 내부 제염후 78 0(78) 23(55) 16(62) 1(77)

39  RIP동 납핫셀 내부 1차제염후 39 0(39) 5(34) 3(36) 10(29)

40  RIP동 납핫셀 내부 2차제염후 78 0(78) 14(64) 5(73) 0(78)

41  RIP동 납핫셀(10,9번)철제문짝 5 0(5) 0(5) 0(5) 0(5)

42  RIP동 납핫셀(1-8번)철제문짝 30 0(30) 0(30) 0(30) 0(30)

43  RIP동 납핫셀 지붕 제염후 20 0(20) 1(19) 0(20) 0(20)

44  RIP동 납핫셀 부속품(텅즈등) 89 0(89) 27(62) 0(89) 0(89)

45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80 0(80) 4(76) 0(80) 0(80)

46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16 0(16) 0(16) 0(16) 0(16)

47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32 0(32) 0(32) 0(32) 0(32)

48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64 0(64) 0(64) 0(64) 0(64)

49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40 0(40) 0(40) 0(40) 0(40)

50  RIP동 납핫셀 전면 납벽돌 92 0(92) 0(92) 0(92) 0(92)

51  RIP동 납핫셀내 덕트,필터하우징 111 5(106) 75(36) 0(111) 0(111)

52  RIP동 납핫셀 천장 유리판 40 0(40) 14(26) 0(40) 0(40) 

53  RIP동 납핫셀 내부 부품류 43 0(43) 4(40) 0(43) 0(43)

54  RIP동 납핫셀 천장 철판 101 0(101) 18(83) 0(101) 0(101)

55  RIP동 10번 납핫셀 상단 벽체물 10 0(10) 0(10) 0(10) 0(10)

56  RIP동 10번 납핫셀 하단 벽체물 10 0(10) 0(10) 0(10) 0(10)

57  RIP동 10번 납핫셀 하단 벽체물 39 0(39) 0(39) 0(39) 0(39)

58  RIP동 9번 납핫셀 상단 동측벽체 10 0(10) 0(10) 0(10) 0(10)

59  RIP동 9번 납핫셀 상단 남측벽체 30 0(30) 0(30) 0(30) 0(30)

계  3,760 1(3,759) 551(3,209) 150(3,610)  39(3,721)

(  ) : 검출하한치이하 또는 자연방사선량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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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2  반출현황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1

허가번호
반출
일시 반   출   품   목 포장상태

반출후
보관장소 반출판정 기타

 2001-001 8. 7 RIP동 132,134,136호 제물품, 옷장외 1종 낱개 옥외야적장  무조건부

 2001-002 8. 8 RIP동 134, 136호 제물품, 초자류, 의자외 36
종

낱개
일부마대

옥외야적장     “

 2001-003 8. 10
RIP동 134, 136호 제물품, 철망외59종, 마대 
8개 "

옥외야적장
간이창고     “

 2001-004 8. 13
RIP동 134, 136호 제물품, 목재 6종, 마대 5
개 "

옥외야적장
간이창고     “

 2001-005 8. 22 RIP동 136호 실험대해체물, S S 패널외 100
종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06 8. 23 RIP동 134호 실헏해체품, 목재 외 60종 "      “     “

 2001-007 8. 30 RIP동 134호 철재후드 해체물, 철판외 31종 "
옥외야적장
간이창고     “

 2001-008 8. 31 RIP동 136호 철재후드 해체물, 철판외 33종 " 옥외야적장     “

 2001-009 9. 4 RIP동 134호 목재후드 해체물, 목재외 54종 " “     “

 2001-010 9. 5 RIP동 후문 통재실 잡품, 마대 4개 마대 “     “

 2001-011 9. 6
RIP동 136호 철재 Fume Hood, 해체물 S S
판외 26종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12 9. 6 RIP동 132, 134, 136호 물품, 포대수빕품 마대 창고     “

 2001-013 9. 10 RIP동 136호 목재후드 해체물, 초자류, 철재 “ 옥외야적장     “

 2001-014 9. 13 RIP동 132호 철재후드 해체물 낱개 “     “

 2001-015 10. 8 RIP동 납핫셀내 제물품, 마대 2개 낱개
마대

옥외야적장
간이창고 

    “

 2001-016 10. 12 RIP동 납핫셀주변, 하단제물품, 마대 4개
낱개
마대 “     “

 2001-017 10. 18 RIP동 납핫셀내부 제물품 낱개 “     “

 2001-018 10. 18 RIP동 납핫셀배관류, 및 주변 거치물
낱개
마대 “     “

 2001-019 10. 30 RIP동 납핫셀 지붕위 제물품, 마대 2개 낱개
마대

“     “

 2001-020 10. 30 RIP동 납핫셀철재 문짝 5개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21 10. 31 RIP동 납핫셀철재 문짝 15개 낱개 “     “

 2001-022 11. 13 RIP동 납핫셀부속품 낱개
옥외야적장
간이창고     “

 2001-023 11. 6 RIP동 납핫셀 납벽돌 낱개 창고     “

 2001-024 11. 7 RIP동 납핫셀 납벽돌 낱개 “     “

 2001-025 11. 8 RIP동 납핫셀 납벽돌 낱개 “     “

 2001-026 11. 12 RIP동 납핫셀 납벽돌 낱개 “     “

 2001-027 11. 14 RIP동 납핫셀 하단 납벽돌 낱개 “     “

 2001-028 11. 16 RIP동 납핫셀 부속품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29 11. 16 RIP동 납핫셀 상단 유리판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0 11. 22 RIP동 납핫셀 상단 철판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1 11. 30 RIP동 10번 납핫셀 콘크벽체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2 11. 30 RIP동 10번 납핫셀 하단창고, 해체물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3 11. 30 RIP동 10번 납핫셀 콘크벽체 및 철제류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4 12. 4 RIP동 9번 납핫셀 동쪽벽체 낱개 옥외야적장     “

 2001-035 12. 4 RIP동 9번 납핫셀 해체부산물 낱개 옥외야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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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3  반입현황

작업기간 :  2001. 6. 13 - 2001. 12. 30

허가번호 반입일시 반입품목 사용장소 용    도 비 고

 2001-2-0001 8. 6  고무장갑 외 11종  동위원소생산실  제염용품

 2001-2-0002 8. 6  공구류 5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공기구

 2001-2-0003 8. 16  공구류 8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공기구

 2001-2-0004 8. 20  세탁기, 공구류 3종  동위원소생산실  제염 및 폐로용품

 2001-2-0005 8. 20  비닐테이프 외 3종  동위원소생산실  제염용품

 2001-2-0006 8. 27  공구류 3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공기구

 2001-2-0007 9. 3  포대걸이 4개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공기구 

 2001-2-0008 9. 6  안전모 5개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작업용

 2001-2-0009 10. 12  진공청소기  동위원소생산실  오염물제거용

 2001-2-0010 10. 29  진공청소기  동위원소생산실  오염물제거용

 2001-2-0011 10. 29  시쏘리프트 외 1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장비

 2001-2-0012 10. 29  중량물 인양 보조기구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장비

 2001-2-0013 10. 29  전기식 지시저울  동위원소생산실  철거물계량용

 2001-2-0014 10. 30  체인브록 외 2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기구

 2001-2-0015 11. 6  중량물운반용기구  동위원소생산실  철거물운반기구

 2001-2-0016 11. 20  코아드릴 외 3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용장비 및 기구

 2001-2-0017 11. 23  함마드릴 외 1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작업용 공구

 2001-2-0018 11. 23  앤 렌취 외 15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작업용 공구

 2001-2-0019 11. 26  리프팅 와이어외 6종  동위원소생산실  철거작업용

 2001-2-0020 12. 12  소형펌프  동위원소생사닐   철거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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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1호기 연구로 2호기

폐기물처리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그림 2.5.3-1  공간방사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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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4 방호설비 현황

시 설 명 수량 용     도 현상태

․갱의실 1  출입 및 작업자의 갱의실 양호

․일반샤워실 1  작업자의 일반 샤워실 양호

․액체폐기물탱크 1  액체폐기물 수집 양호

․제염실 1  오염된 출입자 및 작업자의 제염실 양호

 비고 : 갱의실 보완 및 보수 필요

표 2.5.3-5  소요 방사선측정기

품   명 수량 용       도

o 방사성오염측정기

․알파/베타 오염검사기

․휴대용 알파 오염검사기

1

2
- 출입자/작업자의 방사성 오염 검사

- 반출물품의 오염도 검사

o 방사능분석장비

․알파 핵종분석기

․저준위계수기

1

1

- 시료채취물의 알파 핵종 분석

- 작업장내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

정

o 방사선 측정장비

․알파방사선 측정기

․저준위감마선량률 측정기

2

1

- 작업시 제염범위 측정

- 자연준위 정도의 방사선 준위 측정

o 방사성오염측정기

․공기시료채집기

․공기오염감시기

1

2

- 공기중 방사능 농도 측정/평가를 위한 시료채

취

- 작업구역내 공기중/배기중 방사성오염도 연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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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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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그림 2.5.3-2  변환시설 해체공사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물리적 방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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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

가. 개  요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품질보증의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을 보유한 세계 각 

국은 품질보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원자로인 연구로 1호기(TRIGA Mark-II)는 1962년 3월부

터 가동하기 시작하 으며, 1972년에 가동하기 시작한 연구로 2호기

(TRIGA Mark-III)와 더불어 국내 원자력산업의 기술자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다목적 연구로 인 “하나로”가 가동되기 시

작하면서 연구로 1,2호기는 오랜 운전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로 그 효용

가치가 상실되어 가동을 중지하고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 해체작업을 위한 인허가 서류인 해

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에 제출하 으며, 인허가를 위한 협의과정 

중에 인허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해체계획서 상에 품질보증업무 수행계

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해체 작업 시에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어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행되는 원자로의 해체 작업에 적

용할 품질보증수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기술기준 및 사례

를 조사, 분석하고, 원자로 해체작업의 주요작업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근간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

적의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 으며, 이에 따

라 해체작업에 대한 품질업무를 수행하 다.

나. 연구로 해체 품질보증 기술기준 현황분석

1) 연구로 해체 품질보증 기술기준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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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1) 기술기준

미국은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에서부터 상용화된 기술에 이르기까지 품

질보증 기술기준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적용하는 품질보증요건인 10 CFR 50. Appendix 

B :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를 1970년에 제정, 공포하 다.

그 후, ASME NQA-1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를 발표하여 오늘날까지 원자력산업의 설계, 건설, 

운전 및 해체 등 전 단계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품질보증 기술기준으로 활

용하고 있다.

10 CFR 50, Appendix B와 ASME NQA-1의 요건들은 모두 18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제목은 표 2.5.4-1과 같다.

또한 AME NQA-2의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요건에 대한 권고지침 중 

2.21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품질보증지침”에서 해체작업은 제염과 분해

로 이루어지며, 본 지침은 사용자에게 원자력시설 또는 부지의 해체 시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개발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며, 특정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되어야 할 업무, 각 업무의 시작 

전, 중, 후에 수행할 점검사항 및 기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규격에 규정된 품질보증지침은 해체 작업과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보조

기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에 적용하는 품질보증요건인 경우에는 1976년 ANSI 15.8 

(N402):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of Research Reactor 

를 처음 발표하여 새로 건설되는 연구로 및 기존 설치된 연구로에도 적용

하도록 유도하 으며, 최근(1995년) 그 기술 기준의 품질보증 요건을 더욱 

보강하여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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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1 18개 조항

장 

번호
 품질보증 요건

장 

번호
 품질보증 요건

1

2

3

4

5

6

7

8

9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구매문서관리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서류관리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자재, 부품 및 기기의 식별관리

 특수공정관리

10

11

12

13

14

15

16

17

18

 검사

 시험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취급, 저장 및 선적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부적합품목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품질감사

또한, ANSI 15.8은 Regulatory Guide 2.5 와 함께 연구용 원자로의 설

계, 건설, 운전 및 해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발전용 원자로와 비교할 때 

연구로가 원자로의 특성상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향을 미칠 위험성이 

적으며, 제한된 운전비용 하에서 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

용원자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에 중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품목에 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격의 요건들은 개요, 설계 건설 및 시설개

조, 운 , 현존하는 시설, 해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ANSI/ANS 

15.8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전, 및 해체에 적용할 품질보증 기

준을 제시하며, “연구용원자로 시설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은 그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업주 및 

운 자 요건에 따라 적절히 설계 및 제작되는지를 확인하는 적당한 관리

방법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 원자로 관련 규격인 ANSI/ANS 15.10 :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시에 

품질보증요건으로 ANSI/ANS-15.8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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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1960년부터 1998년까지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가동한 버지니아 대학

의 연구용원자로(2MW)의 해체계획서를 조사, 분석한 결과 ANSI/ANS 규

격을 바탕으로 조직, 품질보증 프로그램, 설계관리, 구매서류관리, 절차서 

및 지시서, 서류관리, 구매자재관리, 품목의 식별관리, 특수공정관리, 품질

검사, 품질감독, 취급 및 저장, 부적합사항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관

리, 품질감사 등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나) IAEA

(1) 기술기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1976년 50-C-QA "Quality Assurance for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를 발행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소의 품질보증요건을 제시하 으며, 계속 개정 및 보완하여 

1996년에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50-C-Q “Quality Assurance for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 and Other nuclear installations"로 발표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Safety Guides로 1996년에

Q1 :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quality assurance

      programme

Q2 :  Non-conformance control and corrective actions

Q3 :  Documents control

Q4 :  Inspection and testing for acceptance

Q5 :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ty assurance    

programme

Q6 :  Quality assurance in procurement of items and services

Q7 :  Quality assurance in manufacturing

Q8 :  Quality assura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Q9 :  Quality assurance in siting

Q10 : Quality assurance i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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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Quality assurance in construction

Q12 : Quality assurance in commissioning

Q13 : Quality assurance in operation

Q14 : Quality assurance in decommissioning

를 발표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로 제시하 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IAEA 기술기준인 Safety Series WS-G-2.1 :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및 

WS-R-2 :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ncluding 

Decommissioning에서는 품질보증요건으로 50-C-Q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50-C/SG-Q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Q1부터 Q14까지 원자력관련시설

의 부지선정에서부터 해체작업시의 품질보증요건을 포함하는 규격이다.

이중 해체 관련 품질보증요건인  Q14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관련 요건과 권고지침은 IAEA 방사성폐기물 

안전성규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며, 본 안전가이드는 원자력 발전소의 해

체관련 품질보증요건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안전가이드는 원자력 발전소

의 해체 책임조직의 품질보증 계획에 적용하며 원자력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품목, 용역 및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원자

력발전소 이외에 원자력시설의 설치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설

개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단계에 적용되며, 해체단계는 운전단

계와 중복될 수도 있으며, 책임 조직은 이러한 운전과 해체단계에서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조직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조직으로 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던지 책임과 조직간 경계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개요, 관리, 수행, 수행평가의 4부분으로 대분류 되었으며, 

관리분야에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급 ,  조직, 경계 역(인터페이스), 

운전에서 해체로 이관, 교육훈련 및 인증, 해체전략, 해체계획서, 서류관리 

및 기록,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시설보안, 일반산업안전, 화재방호, 비



- 395 -

상계획 및 준비,  휴먼인자로 분류하여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

조직은 해체관련 관리, 수행 및 수행평가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행분야에서는 관리자 및 감독,  작업계획 및 관리,  교대근무,  안전

성 평가, 설계,  구매,  시공,  확인,  시설관리 및 청결, 측정 및 계측장비, 

식별 및 표식,  장비 상태 및 관리,  핵연료 취급,  방사성 폐기물,  시설

유지보수, 방사학적 안전, 환경감시, 해체작업 feedback의 검토,  취급, 저

장 및 보존, 최종해체 보고서로 분류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행 평가 시는 자가평가 와 제 3 자 평가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고 있다.

(2) 사례 분석

(가) IAEA Technical Report No. 351 (1993)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he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 의 6장 품질보증 편에서 

“Design control, Document control, Procurement control, Identification, 

Inspection, Calibration, Non-conformance control, Change control, 

Quality Assurance Records, Audits ” 요건들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

설에 관련된 기록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해체 사업에 향을 주거나 작업자 혹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향을 주는 모든 활동들은 품질보증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절차서를 작성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QA Staff의 업무수행

상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보고서는 1996년 해체 

관련 품질보증요건이 발표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나) IAEA Technical Report No. 373

Decommissioning Techniques for Research Reactor(1994)의 10장 품

질보증 편에서는 IAEA 기술기준인 50-C/SG-Q 와 Safety Guides 

50-SG-QA5(Operation QA)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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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품질보증요건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아서 운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토

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업무절차서, 지시서의 작성 및 독립적인 검토와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가 오래되어 운전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해체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기 위하

여 조사, 분석과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직 및 책임을 절차서 및 작업지시서 등으로 분명하게 수립, 문

서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체 작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수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경험, 지식, 숙련도 등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교육, 

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mock-up에 의한 훈련이 효과

적이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 작업에 관련된 기록들을 적절한 기간동안 보관, 유지하

고, 수집, 및 식별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 이외에 IAEA Technical Reports No. 399

Organization and management for decommissioning of large nuclear 

facilities(2000)에서 품질보증요건에 대하여 조사하 지만 대용량의 원자력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라서 본 연구로에 적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도 품질보증요건은 IAEA 기술기준

인 Safety Series 50-C/SG-Q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내 기술기준 및 사례

현재 국내 원자력법이나 관련 기술기준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은 없으며, 2001년 개정된 원자력법에 해체계획서에 품

질보증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한 상세 기술 기

준이나 적용 요건들이 서술되어 있거나 인용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47호(2110.12)에서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 및 운 에 

ANSI/ANS 15.8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요건들은 연구로에 

대한 해체 인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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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서 원자로를 해체해본 사례는 없다.

2) 품질보증 적용대상 분석

원자력산업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는 품질보증계

획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기기 및 부품을 구분하고 이러한 대

상의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는 기능과 성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

도록 미국이나 IAEA의 기술기준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IAEA 

어느 경우에도 원자로인 경우 안전성과 관련되어 품질에 향을 주는 품

목 및 용역으로 식별 및 분류하여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 및 용역의 분류기준은 Regulatory Guide 1.26, Regulatory 

Guide 1.29 와 ANSI/ANS 51.1 및 IEEE 308에서 품질그룹군, 지진등급, 

안전등급, 1E 등급으로 분류되어 Q등급이라는 이름 하에 10 CFR 50 

Appendix B 및 ASME NQA-1의 18개 조항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

대개의 분류기준에서는 품목의 오 동작 또는 고장이 안전에 미치는 

향, 품목의 복잡성,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상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

히,Regulatory Guide 1.26에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것 이외에 예상되는 사

고 시 계산된 Potential Off-site Dose 가 Whole body로 0.5 rem을 초과

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 취급, 처분계통 등은 Q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해체작업에서는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대한 작업이 많은 양을 차지하므

로 폐기물관리시설의 적용방법도 조사, 분석해 보았으며,

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10 CFR 61 Subpart C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Performance 

Objectives는 다음과 같다.

-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일반대중의 보호(10 CFR 

61.41) : 처분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대중의 보호를 

위하여 년간 피폭선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신피폭은 25 mrem,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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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피폭은 75 mrem, 기타 장기의 경우에는 25 mrem 이하로 되어 

있다.

- 부주의한 침입으로부터 일반대중의 보호(10 CFR 61.42) : 적극적인 

관리기간 이후에도 부주의한 침입에 의한 피폭으로부터 일반 대중

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처분시설이 설계, 운 , 폐쇄되어야 한다.

- 운  중 작업자 보호(10 CFR 61.43) : 10 CFR 20 의 방사선방어 기

준에 따라 ALARA개념을 적용하여 방사능 피폭을 제한하여야 한

다.

- 폐쇄 후 부지의 안전성(10 CFR 61.44) : 부지의 장기간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잇도록 설계, 운 , 폐쇄되어야 하며, 폐쇄 후 환경감시 및 

관리, 최소한의 보호조치 이외에는 부지의 계속적인 보수유지의 필

요성이 없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법적 품질보증요건 및 세부 기

준은 법령 또는 기준으로 별도로 품질보증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NUREG-1293 : “Quality Assurance Guidance for Low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를 보면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는 품질보증요건

에 방사성폐기물처분에 관한 요건들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 관리

를 통하여 품질보증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을 분류 식별하도

록 하고 있다.

NUREG-1293을 검토해 보면, 앞에서 얘기한 Performance Objectives

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품목들이 품질보증요건 적용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다.
13

나)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요건은 설계, 건설, 폐기물 

emplacement, Possible retrieval of Waste 등을 포함한 폐쇄 전 단

계와 폐기물  Containment 및 장기간의 격리에 관한 폐쇄 후 단계

에 관한 사항을 10 CFR 60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쇄 전 단계는 소외 방사선량이 0.5 rem이거나 그이상의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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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고를 경감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부품 등을 

“Important to Safety”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0 CFR 60.2), 폐쇄 후 단계

에서는 10 CFR 60 Subpart E Containment & Isolation Requirements를 

충족시키는데 관건이 되는 방벽을 “Important to Waste Isolation”으로 정

의하고 있다.

또한 NUREG-1318 : “Technical position on Items and activities in 

the Geologic Repository Program Subject to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에서는 이러한“Important to safety” 와 관련된 구조물, 계통 

및 부품과 “Important waste Isolation”과 관련된 방벽들을 10 CFR 60 

Subpart G에 규정된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등의 품질에 향

을 주는 업무와 폐기물 격리에 중요한 방벽의 설계 및 부지특성조사에 적

용하고 이러한 업무에는 시설이나 장비의 건설, 제염 및 Dismantling, 방

사성 폐기물 관리, 화재 방지에 중요한 품목, 방사선 방호에 중요한 품목, 

시설 및 방사성물질 도난방지관련 품목 등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4

원자력 관련시설의 경우에 품목의 오 동작 또는 고장이 안전에 미치는 

향, 품목의 복잡성,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상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체작업 시에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나 IAEA의 

경우 모두 품질보증활동은 작업자 혹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향을 주

는 모든 활동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 해체 품질보증프로그램 개발

1) 해체 품질보증계획서 개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품질보증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은 국내에는 관련된 기술기준이 없으며, 미국의 

ANSI/ANS-15.8 과 IAEA 50-C-Q 가 있으나, IAEA 기술기준인 경우에

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로의 해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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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으면서 연구용 원자로의 특성을 살린 미

국의 ANSI/ANS-15.8(1995)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

으나, 현재의 인허가 조건을 감안하여 해체계획서상의 품질보증계획요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다.

품질보증계획 적용대상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최소

로 선정하고 적절한 관리를 수행한다면 해체 비용감소는 물론 해체기간 

단축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용 원자로 해체 시에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할 대상은 품질비용 감소 와 효율성을 위하여, 작업자 

및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저 준위 이상의 방사선에 

오염된 구조물, 계통, 기기의 해체 작업에만 국한하여 품질보증요건을 적

용토록 하면서 또한, 임시시설, 상용화된 장비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

다.

앞에서 조사, 분석 및 검토한 자료를 근간으로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

획서의 품질보증요건 18개 항목과 미국의 ANSI/ANS-15.8의 요건보다 축

소된 품질보증계획서를 15개 항목으로 2001년 7월 작성하 으나, KINS의 

지적 및 보완요청으로 18개 항목으로 2001년 12월 보완하 다.

그러나, 운 상에 있어서는 적용대상으로 분류가 된 품목이라도 적용 

기술기준에서 제공하는 품질보증요건을 전부 만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품목이나 부품을 구매 시 구조가 간단하다면 설계관리 요

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대량생산품이면서 기 입증된 표준화된 기술로 

생산된다면 제작공장에서의 공정 중 검사는 필요 없이 현장입고 시에 품

질이력을 검토하고 인수검사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해체작업을 위해 임시로 구매, 제작, 설치되는 설비나 

장비들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성능검

사만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로 1, 2 호기 폐로 품질보증

계획서에 명시된 18개 항목의 품질보증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본 장에서는 사업수행조직 구조 와 책임 및 권한이 정의되고 서류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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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정조치방안을 제시, 권고, 제공하며, 시정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직 등을 기술하고 있다.

(2) 품질보증계획

본 장에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품목, 활동 및 적용정도를 

명시하고 그 프로그램에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이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 유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당한 교육, 훈

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설계관리

본 장에서는 제반 설계요건이 설계서류에 정확히 반 될 수 있도록 설

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설계의 계획, 실시, 확인, 승인 및 인증, 변경, 조

직간의 업무 협조 및 의사전달, 기록 및 서류의 관리, 책임사항 등에 대하

여 기술하고 있다. 즉, 설계는 요건에 따라 설계입력, 설계연계관리 및 설

계확인을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또,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 원조직의 검

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구매서류관리

본 장에서는 구매서류에는 품목이나 용역이 구매자의 요건을  만족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 및 품질요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재 

및 용역에 대한 구매서류가 관련 설계기준, 품질요건 및 기술 요건을 만족

함을 보장하기 위한 구매서류의 작성, 검토 및 승인, 변경,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자재 및 용역의 구매서류에는 적절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근거와 기타 요건들이 포함되도록 기술하고 있다.

(5)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게 

서류화된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규정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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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관리

본 장에서는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

술한 서류의 작성, 발행 및 변경은 정확한 서류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

록 관리하도록 기술한다.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본 장에서는 품목 및 용역의 구매는 공급자 평가 및 선정,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평가, 공급자 검사 및 감사, 품목이

나 용역의 완료 또는 인도시의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하도록 기

술하고 있다.

(8) 품목의 식별 관리

본 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및 자재, 부품, 공정품 및 완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이의 이력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식별을 위한 절차서 작성, 

식별관리, 식별표시의 방법,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9) 특수 공정 관리

본 장에서는 특수 공정은 작업 결과가 공정관리 혹은 작업자의 숙련도

에 높게 의존되는 공정을 포함하며, 용접, 비파괴검사 같은 특수공정의 선

정, 관리 및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검사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이 그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만족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계획, 검사자 자

격, 검사 실시방법 및 검사기록,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시험 관리

본 장에서는 수행되는 시험이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훈련된 요원에 의

해 수행됨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실시, 시험결과의 처리, 시험기록 및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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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기구 

및 기타 측정장비와 시험장비의 정확성과 정 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절

차의 확립, 교정 관리, 부적합 기기에 대한 조치,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

술한다.

(13) 취급, 저장 및 운송

본 장에서는 품목의 취급, 저장, 운송은 수립된 작업지시서 및 검사지

지서, 도면, 시방서, 운송 지시서, 또는 업무 수행 중 사용하도록 명시된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기술한다.

(14) 검사, 시험 및 운전 현황

본 장에서는 요구되는 또는 시험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와 

시험이 수행되고자 않은 품목이 부적절하게 설치, 사용되거나 운전되지 않

도록 검사와 시험의 결과가 품목이나 추적 가능한 문서상에 식별되도록 

기술한다.

(15) 부적합 품목의 관리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부적합한 자재, 부품 및 제품의 사

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목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의 확립, 부적합품목

의 식별 및 격리 검토 및 조치, 서류화 및 경향분석, 책임사항 등에 대하

여 기술한다.

(16) 시정조치

본 장에서는 품질에 악 향을 미치는 모든 품질위배사항을 식별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수립함으로써 적합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상 결합 요인의 색출, 시정조치, 작업중지, 경향분석 및 보고, 책임사

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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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보증기록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 본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수행됨으로서 요구품질을 만족하 음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기록의 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품질보증기록의 

종류, 품질보증기록의 작성 및 수집, 보관, 보존 및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8) 품질감사

본 장에서는 품질보증계획의 효율성과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

인, 평가함으로써 안정적 품질수준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계획, 감

사준비, 감사실시 및 보고, 감사후속조치,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품질보증절차서 개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세 업무 수행절차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내의 공통절차서 및 유사한 업무절차서를 검

토하여 기존의 절차서들을 가능한 활용토록 하 으며, 작성한 절차서들의 

목록 과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절차서 번호체계

   QAP - DC - xx.yy

    * QAP : Quality Assurance Procedure 의 약자

      DC : DeCommissioning 의 약자

      xx : 품질보증계획서의 장 번호

      yy : 일련번호

나) 절차서 목록



- 405 -

    절차서 번호                         제    목

   QAP-DC-2.1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의 작성 및 관리

   QAP-DC-2.2        품질교육훈련

   QAP-DC-7.1        공급자 품질평가 및 관리

   QAP-DC-7.2        인수검사

   QAP-DC-7.3        공정검사

   QAP-DC-10.1       품질검사자 자격부여

   QAP-DC-10.2       품질감시,감독

   QAP-DC-15.1       부적합사항의 관리

   QAP-DC-16.1       시정조치

   QAP-DC-16.2       품질경향분석

   QAP-DC-17.1       품질보증기록관리

   QAP-DC-18.1       품질감사

   QAP-DC-18.2       품질감사자 자격부여

이다. 작성된 품질보증절차서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QAP-DC-2.1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작성관리

본 절차서는 TRIGA 원자로 제염, 해체 공사의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및 

사업품질보증절차서(이하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배포, 개정 및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2) QAP-DC-2.2 품질교육훈련

본 절차서는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업무를 정확히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요건과 필수교육 이수내용, 교육방법, 절차 및 

교육훈련 평가방법, 결과의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3) QAP-DC-7.1 공급자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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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서는 품목 및 용역의 예상공급자에 대하여 적합한 품목이나 용

역을 제공할 수 있는 품질보증 능력 보유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4) QAP-DC-7.2 인수검사

본 절차서는 TRIGA 원자로 제염, 해체 공사(이하 "사업")와 관련하여 

구매되는 품목에 대하여 관련서류, 칫수 및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인수검사 방법을 기술한다.

(5) QAP-DC-7.3 공정검사

본 절차서는 구조물, 시설, 장비 및 기기 등의 제염, 해체 및 철거공사 

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공장이나 공사현장의 작업과정 중 수행되는 공정검

사 방법과 절차 및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6) QAP-DC-10.1 품질검사자 자격부여

본 절차서는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 검사자/시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절차 및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7) QAP-DC- 10.2 품질감시, 감독

본 절차서는 TRIGA원자로 제염, 해체 공사(이하 "사업")와 관련, 현장 

품질감시, 감독(이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요건과 수행방법, 

절차 및 결과의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8) QAP-DC-15.1 부적합사항관리

본 절차서는 규정된 품질보증 요건을 위배한 품목/작업에 대해 발행되

는 부적합사항보고서(이하 "NCR")의 작성, 검토 및 승인, 배부, 부적합 품

목의 식별, 격리 및 처리방안 수립, 처리결과 확인방법을 기술한다. 

(9) QAP-DC-16.1  시정조치

본 절차서는 TRIGA 원자로 제염, 해체 공사(이하 ‘사업’)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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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정 중 발견된 품질위배사항을 해당 조직에 통보하여 적절한 시정조

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과 시정조치요구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시정조치

결과 확인 절차 및 문서화 방법을 기술한다.

(10) QAP-DC-16.2   품질경향분석

본 절차서에서는 품질 문제점 또는 유사 품질문제의 재발방지는 

물론 잠재적인 품질문제를 시정 및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원인 등의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11) QAP-DC-17.1 품질보증기록

본 절차서는 수행 업무/작업의 문서화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된 품질보증기록(이하 "기록")의 생산, 인수, 보관, 유지 및 관리

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다.

(12) QAP-DC-18.1  품질감사

본 절차서는 사업에서 실시하는 내　외부 품질보증감사(이하 “감사”)의 

계획수립 등 시행방법과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다.

(13) QAP-DC-18.2 품질감사자 자격부여

본 절차서는 품질감사를 수행하는 품질 감사자 및 선임감사자의 자격

부여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3) 품질 확인 활동

가) 품질서류검토

인허가 서류인 해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요건에 따라 해체 작업 

수행을 위해 타 과제에서 작성된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서, 폐기물 관리절

차서, 작업절차서 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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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방호교육 절차서

   - 액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서

   - 규제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서

   - 방사선장해방어 절차서

   - 실험실 및 연구실 작업절차서

   - 납셀 제염 및 해체 작업 절차서

   - 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제작종료보고서

나) 품질감시, 감독

해체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해체계획서의 품질보증계획의 검사관리 요

건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검사관리요건에 따라 품질에 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에 대하여 품질감시감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의 해체

작업에 대하여 품질감시감독 절차서에 따라 작업절차서 이행상태 및 기록

화에 대하여 품질감시,감독을 수행하 다. 

(1) 실험실 해체 작업

연구로의 부대시설인 실험실 내의 흄후드(fume hood), 실험테이블 등

의 실험실내의 잡기기 및 배수배관 과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제염 및 방사

능 측정 작업들에 대하여 작업절차서 KAERI/DW-01에 따라 수행되고, 

서류화되는지를 확인하 으며, 주요 확인점은 다음과 같다.

   - 작업 구역 내의 방사선 측정 및 기록

   - 오염 대상물의 선별 및 분리

   - 오염 확인 된 부분의 제염 상태

(2) 납셀 제염 및 해체 작업

납셀은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제조실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납셀은 

액체폐기물 수집통을 넣을 수 있는 700m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전면은 납 벽돌을 쌓고 , 뒷면은 출입문 역할을 하는 6mm 두께의 철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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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공된 2 개의 차폐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납셀과 납셀의 사이벽은 콘

크리트, 천장은 3 mm 두께의 철판으로 되어 잇다. 10개의 각 납셀에는 차

폐창과 2개의 원격집게(Tong), 배기필터 및 조명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제

염 및 해체 작업이 작업절차서 KAERI/DW-03의 납셀 제염 및 해체작업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 으며, 또한 기록상태를 확인하 다.

다) 제작검사

   대상 품목 :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기

   수    량 : 50개

   검 사 점 : - 도장 검사

             - 제작종료보고서 검토

(1) 도장 검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기에 대한 시방서 요건에라 도장 검사를  

수행하 다.

도장 작업은 제작자 공장이 협소하여 실내에서 작업하지 못하고, 외부

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천막과 비닐로 간이 작업장을 마련하여 수행

하 으며 표면 처리 후 하도 작업(EP6173 : 코레폭스 프라이머)을 수행하

고 하루 이상 건조 시킨 후 건조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준치(40

μm)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 한 후, 중도 도장작업(ET574N)을 수행토록 

하 으며, 중도작업 완료 후, 다시 건조시켜  도장 두께를 측정하여 기준

치(80μm:하도 40μm, 중도 40μm) 이상이 확인되면, 상도 도장작업을 수

행토록 하 으며 상도까지 작업완료 후 건조시킨 다음 도장 두께를 다시 

측정하여 총 도장 두께(120μm : 하도:40μm, 중도:40μm, 상도:40μm)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하 다.

도막 두께 측정은 매 도장 시마다 공히 각 용기별로 6군데 이상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측정하 으며,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도구는 도막 두께 

측정기기 인 elcometer를 사용하 으며,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수시로 점교정을 하면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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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종료보고서 검토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기 제작과정 중에 발생한 기록들의 정확

성을 검토하 으며, 검토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 검사 및 시험계획

- 자재성적서

- 비파괴검사보고서(자분탐상검사)

- 누수시험보고서

- 인양시험보고서

- 칫수검사보고서

- 도장검사보고서

라. 결론 및 건의사항개요

효율적인 연구로 1,2호기 해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

로 인허가 조건인 품질보증요건을 만족시키면서 해체작업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국내 및 외국의 해체 관련 품질보증 기술기준 및 적용대상에 

대한 기술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들을 작성하

으며, 이에 따라 품질검사, 품질감시, 감독 등 관련 품질업무를 수행하

다. 그리고 품질활동에 대한 사업 참여요원과 관리자층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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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금년부터는 연구로 해체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그동안 공

사착수를 위해 정부의 인허가 취득, 공사 착수준비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시설의 실질적인 해체에 착수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나마 의미가 있는 우리나라 원자

력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내뿐만 아니라 외부조차도 널리 알리지 못하고, 조용히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해체공사를 원자력시설 건설 경험이 많은 국내의 건설업체로 

하여금 일괄 도급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 으나, 소내 내부방침이 해체공

사  관련기술개발과 경험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것

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 투입할 작업자 및 방사선안

전관리요원만을 외부 인력 지원으로 충당하며 모든 기술지원을 연구소 전

문인력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 계약자인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

업)은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자 관리 및 일반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소

장으로 1명, 방사선안전 업무를 위해 두산중공업 협력업체인 한일원자력엔

지니어링에서 3명, 실제 공사인부로 동인엔지니어링에서 4명이 지원되어 

현장에 투입된 외부 지원인력은 모두 8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공사계획으로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부터 해체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작업이 용이하고 방사선 준위가 낮은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

원소 생산시설과 실험실부터 작업을 착수하 다. 부속시설의 해체작업은 

약 1년 동안으로 내년도 전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대부분 환경방사선 준위

정도로서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보다 

구체적인 평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일부 극저준위 정도의 폐기물은 규제면

제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 처분하고자 한다. 이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자체 처분할 경우에는, 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한 단반감기 동위원

소 자체 처분 이외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내 폐기

물 처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체공사에 투입된 장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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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변환시설 해체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으며, 특히 금속 제염장치들은 연구로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의 제

염실증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켜, 우라늄 변환공정 배관 및 장치들의 제

염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8월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과제로 연구로해체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약 3년간에 걸쳐 연구로 해체과정의 모든 정

보를 수집/저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요공정에 대한 전사모사로 작업안

전성 검토와 고방사성장치인 회전시료조사를 수중에서 분해하기 위한 수

중분해장비 개발과 광범위하게 오염된 표면을 보다 효과적이고 방사선학

적으로 안전한 자동표면오염도 측정장비 개발을 세부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 연구개발 결과들은 연구로 1,2호기 해체공사 현장에 직접 적

용될 것이며, 현장 적용을 통해 개발장비의 성능이 입증되는 실용화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금년 한해는 해외 선진국의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습득을 위해 IAEA에

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2명의 해체요원을 파견하 으며, 해외 전문가로 

일본의 JPDR 해체 경험자 1명을 2주 동안 초청하여 모두 3회에 걸친 세

미나를 통해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에 오랫동안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을 1년간 초청하여 자국의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정책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 다. 

  금년부터 착수하게 되는 우라늄 변환시설은 그동안 중수로 핵연료 개발

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그 용도가 상실되었다. 이 시설은 ‘93년에 가동을 

중지하 으나 그동안 예산 미 확보로 지금에야 철거하게 된 것이다. 이 시

설 또한 연구로시설 해체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공정설비만을 해체/철거하

고 외부 건물은 존속시켜 일반 연구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본격적인 해

체공사에 앞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체

계획서는 엔지니어링 전문화사인 한국전력기술(주)와 공동연구과제로 수

행 중에 있으며, 환경 향평가서는 소내 전문부서에 위탁과제로 수행 중에 

있다. 인허가 서류는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하여 4월경에는 인허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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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본격적인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준비업무로서 해체공사에 필요한 각종 작업절차서, 

폐기물관리절차서,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 등을 작성하 고, 작업장의 방사선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정 하게 방사선/능을 측정하 다.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설비 및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한 시료준비

실, 실험실 등에 대하여 제염․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위원소 생산의 주요 

설비중 하나인 납 핫셀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 다. 철거한 기기

들의 오염상태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규제해제폐기물 이하 수준으로서 적절한 제염을 

할 경우 비방사성ㅍ기물롣 분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속성폐기물 제염을 

위해 초음파세정기와 화학제염기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내 휴지 신고된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한 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내부의 

방사선/능 측정이 완료되었으며,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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