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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연성 해체 폐기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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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1) 원자력선진국의 소각 동향

○ 원자력의 이용은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뿐 아니라 일반산업체, 연구, 교육 

및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의 이용 확대에 따른 부산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과 국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사용이 중지되었거나 노후화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해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방사선량이 높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폐기물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다양한 선량의 

폐기물이 발생함.

○ 따라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은 국민안전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처분비용 

절약을 통해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부피를 줄이는 방식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방법은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폐기물을 불활성 또는 저반응성 물질로 전환시킴으로써 

폐기물의 수송 및 취급 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하핵종 이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원자력선진국의 소각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운영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해체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일본]

○ 방사성폐기물의 소각로가 가장 많이 설치/활용되고 있으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음.

○ 소각처리 한 후 감용율은 1/40 이하로 줄이고 있으며, 1973년 쓰루가 원전에서 수직 

샤프트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전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감용효과 및 운용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다른 원전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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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7월 건설 중인 소각로를 포함하여 모두 37기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 

건설된 소각로는 대부분 수직 장축 원통형임.

[미국]

○ 국토의 면적이 넓은 관계로 해체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발전소별 지방자치주의 판단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LASL)에서는 알파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973년부터 초우라늄 원소(Transuranic : TRU)를 대상으로 공기제어형 소각로 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도 있음.

○ Savannah River Plant(SRL)에서는 고형 TRU 폐기물의 소각을 통해 부피감소와 

폐기물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로 공기제어형 소각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Rocky Flats Plants(RFP)에서는 TRU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방법으로 유동층 

소각로를 개발하였고 9kg/h의 실증 시험에서 82kg/h로 용량을 확장하였음.

[카나다]

○ 2기의 소각로가 운전 중에 있으며, 1기는 Bruce 원전에 있는 저준위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1기는 AECL의 Chalk River 연구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두 시설 모두 Trecan에서 공급한 Batch형 열분해 소각로로 저준위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한주기 동안 2,750kg을, Chalk River 연구소에 있는 

것은 1,135kg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음.

○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은 주로 방호복, 장갑, 종이, 플라스틱류 등으로서 이중 종이와 

플라스틱류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용비는 약 1/40정도임.

[유럽]

○ 영국에서는 가동 중인 소각로가 2기, 건설 중인 것이 1기가 있으며, 스웨덴,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에 1기씩 운전되고 있음.

○ 프랑스에는 모두 SGN사가 공급한 4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Marcoule 재처리 

센타에는 시험로가 1기가 운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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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는 2기가 운전되고 있으며, 핵연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조성은 

PVC(50%), 종이(20%), 플라스틱(15%)이며 폐기물의 부피감소와 재로부터 

유효원소를 회수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또한 독일에서는 현재 법령으로 가연성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1962년부터 1970년까지 25kg/h 용량의 공기형 소각로를 운전하여 그 

경험으로 1971년 2월 60kg/h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스웨덴에서는 1976년 Studsvick에서 가연성 건조폐기물의 소각을 위해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처리량은 초기에는 250kg/h이었으나 성능이 저하되어 1989년에는 

220kg/h로 감소되었음.

  (2) 국내 소각 기술개발 동향

○ 1980년 초부터 방사성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4～5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술현황분석을 실시하였음.

○ 소각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연구는 1987년부터 5년간에 걸쳐 시간당 

5～10kg/h의 용량을 소각할 수 있는 실험용 소각공정을 한국연구원 내에 설치하여 

약 3년간 실험소각을 실시하여 이의 경험을 토대로 1990년 실증용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음.

○ 그러나 본 시설을 한전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원자력환경기술원(NETEC)으로 무상 임대 하였음.

○ NETEC은 2002. 8월 고체 폐기물 중 PVC 함유 폐기물과 유기 폐액의 소각을 

포함하는 대상 페기물의 확장을 목적으로 시설을 변경 하였으며, RI 폐기물 소각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원자력환경기술원은 2007년까지 시설의 운전을 계속하여 오다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원자력연구원에 반납추진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한 가연성 해체 

폐기물을 소각하여 폐기물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본 사업에서 이를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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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원자력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가연성 방사성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소각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긴 하였으나 

일본과 같이 국토면적이 적은 국가와는 다르게 많은 소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실증연구 시설을 

건설하여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소각 실험을 수행한바가 있음.

○ 이를 원자력환경기술원(구 NETEC)에서 2000년 8월부터 임대하여 PVC 함유 

폐기물과 유기 폐액의 소각을 위하여 폐기시설로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RI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음.

○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본 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수하여 운영계획임.

  (4)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 특성 분석

가. 시설 일반 특성

      

○ 위치 : 한국원자력연구원 북서쪽 자연증발시설 부근

○ 시설 면적 : 17 x 18 x 12(H) m  (3층)

○ 준비실, 소각 공정실, 실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

- 폐액 저장실, LPG 저장실 저장 창고 등은 건물 외부에 별도 설치

- 소각 공정실 등 방사성 폐기물 취급 부분은 방사선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 관리

○ 소각 능력 :

- 고체 폐기물 :  20~30 kg/hr (고체 폐기물의 발열량에 따라 결정)

- 유기 폐액 :  8 liter/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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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각 대상 폐기물

○ 소각 대상 폐기물 일반 특성

- RI 사용기관의 동위원소 오염 폐기물과 원자력 연구원의 일반 가연성 페기물을 소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외 대상 폐기물 ; 알파선 방출 폐기물 (우라늄 오염 폐기물 포함)

- 각종 비닐, 플라스틱 및 염소를 함유하는 PVC 연소 가능

- 드럼 포장 고체 폐기물은 표면 선량율이 20 mR/hr 이하일 것

○ RI 사용기관에서 발생한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 폐액

- 년간 최대 소각량; 

      I-125 함유 고체 폐기물 : 10,000kg 

      H-3 함유 폐기물 : 5,000ℓ 

      C-14 함유 폐기물 : 3,000ℓ

- 폐기물 특성

폐기물 구분 종류 핵종 반감기 최대 농도

가연성

개봉선원

플라스틱 주사기, 시험관

동물 사체 등

Tc-99m

I-125

6 hr

60 day

-*)

980 Bq/100ℓ

유기 폐액 Toluene 유기 폐액
H-3

C-14

12.3y

5,730 y

1.78x107 Bq/20ℓ

7.4 x 106 Bq/20ℓ
  

*) 짧은 반감기로 고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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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각공정 특성

  ○ 소각 공정

  ○ 소각 

- 소각로에서 반건류식 연소 및 미연소 건류 가스의 2차 연소 방식

- 원통 2중 jacket 형으로 연소실 용적 0.42 m3

- 소각로 운전 온도 850℃ 및 2차 연소실 1000℃

  ○ 배기체(Flue가스) 처리 방법

- Bag filter : 16개의 teflon 부직포 bag 여과 장치. 주기적인 back flushing으로 

비산 연소 재의 제거

- HEPA filter : 방사성 비산 재의 배출 방지. charcoal filter도 장착되어 있어 

Iodine 방출 방지. 2기의 병렬 설치(1기로 배기량 만족)

- Ion exchanger; 배가스 중 HCl이나 NH3를 제거하기 위한 반 건식 음이온 및 

양이온 교환 장치. 용액은 재생하여 순환 재사용

- Adsorption column : SO2, NOx 및 소량의 HCL의 제거. 첨착 활성탄을 사용 

- 위 장치들을 운전하기 위한 온도 조절 장치 (heat exchanger 및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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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체(Flue가스) 유해 성분 감시

구분 성분 감시장치 기준치 조업 목표치

산소 O2 analyser 12%

유해가스

CO
유해가스

Analyser

<600 ppm 60 ppm
HCl <50 ppm 5
SOx <300 ppm 30
NOx <200 ppm 20

dust
광투과 분진감시기

40,000m3/h이하
100 mg/m3 10

 라. 방사선 안전관리 계통

  ○ 환기시설

          

  ○ 방사선 감시

- Area radiation monitor 

- 고정 오염 감시기 : 출입자 오염 검사

- 배기중 방사선 감시 

       * Continuous beta particulate air monitor

       * H-3/C-14 감시기 

       * Iodine monitor



- 29 -

  (5)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폐기물 현황

 가. 해체폐기물 

구분 방사성폐기물(드럼) 자체처분폐기물(드럼)

연구로 1,2호기 해체 1,500 6,700

변환시설 해체 600 1,000

○ 연구로 1, 2호기 및 변환시설 해체폐기물(자체처분폐기물) 현황

         

 나. 각종 법령 검토

  ○ 폐기물 관리법

     △ 소각로의 최소 소각능력;  25 kg/hr(29조 1항 및 시행령 202조의 2)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 3조 항1호)

- 해체 폐기물인 방사성 폐기물은 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법 제76조(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에 따라 교육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기 사업법

- 관련 법 조항

제 82조 1항.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

장, 처리 또는 처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

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1. 원자력 발전 사업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원자력발전관련 업무를 하는 법인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시설로 처리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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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부지원의 타당성

○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을 전량 직접 

처분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요구됨.

○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가연성폐기물(목재, 휴지 등)의 경우 자체처분의 경로가 복잡하고, 경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각 처분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 선정과 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 평가가 

불가능함 : 일반인의 개인피폭선량(10μSv/yr), 집단선량(1manSv/yr)

○ 그러므로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유일한 처리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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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가. 최종 목표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발생한 가연성 해체폐기물 소각 

및 비가연성 해체폐기물 임시처분

 나. 연도별 목표

구 분 사 업 목 표

2009년
O 소각시설 인허가 변경

O 소각시설 설비 보완/점검

2010년
O 소각시설 운영

O 가연성해체폐기물 소각 실시

2011년

O 극저준위 비가연성해체폐기물 처분연구 시설 설계

O 소각설비 보완(알파오염폐기물)

O 설비운영

O 가연성해체폐기물 처리

O 처분연구시설 구축

2012년
O 소각설비 운영

O 극저준위 비가연성해체폐기물 처분

2013년 이후
O 설비 보완/인허가 : 원내 저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O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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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 지도

 

 라.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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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범위

연도 사 업 내 용

2009

O 소각시설 인허가 변경

 - 소각운전기관 변경

 - Eu 방사성핵종 추가 타당성 평가

 - 인허가 추진

O 소각시설 설비 보완/점검

 - 소각로 및 배기체 계통 보수

 - 폐기물 인입 장치 보완 및 보수

 - 폐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 장소 설치

2010

O 소각설비 운영 및 가연성해체폐기물 소각실시

 - 종이류, 목재류 등 특성에 따른 폐기물 분류

 - 배체체 관리

 - 소각로 운전

 - 방사선 및 품질관리

 - 각종 설비 보수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타당성 평가

 - U 방사성핵종 추가 타당성 평가

2011

O 극저준위 비가연성폐기물 처분연구시설 설계

O  소각설비 보완(알파오염폐기물)

O 설비운영

O 가연성해체폐기물 처리

O 처분연구시설 구축

2012
O 설비운영

O 극저준위 비가연성폐기물 처분

2013

이후

O 설비보완/인허가 : 원내 저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O 설비운영

O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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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추진일정

사업 목표 및 내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O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변경

- 소각시설 운전 기관 변경

- Eu 방사성핵종 추가 타당성 평가

- 인허가 변경

O 연구로 가연성 해체폐기물 소각

- 설비 변경 및 보수

- 연구로 가연성 해체폐기물 소각처리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소각

- U핵종 가연성폐기물 소각 타당성 
평가

- 인허가 변경 추진

-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폐기물 소각

O 비가연성해체폐기물 장기저장 방안 강구

O 연구원 가연성 폐기물 등 소각 
대상물 확대 방안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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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전략

○ 본 사업에서는 소각설비를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 발전기술원(구 원자력환경기술

원)에 무상 임대 중인 방사성폐기물 소각설비를 인수하여 인허가 변경 등을 통해 연구

로 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한 가연성해체폐기물을 소각하여 건설비용 및 

처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자 함.

○ 해체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인수받은 소각설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소각 

대상 폐기물에 맞는 장비와 시설 등은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라늄 핵종 포함 폐기물 소각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원 내의 타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시설보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자체처분 대상 가연성 해체폐기물 소각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연구원 

내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리로 확대활용하고자 함.

○ 극저준위 비가연성 해체폐기물은 라군시설을 장기저장(임시처분) 시설로 전환하여 장

기간에 걸친 천층 연구설비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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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평가계획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09

O 방사성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O 인허가 승인 취득

O 소각 주요 공정 보완/보수 및 

폐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 장소 설치
O 소각 가능토록 조치 완료

O 배기체 등 부대공정 보완 및 보수
O 시범소각을 통한 배기체 농도 

확인

2010

O 연구로 1,2호기 가연성해체폐기물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소각
O 종이 류 및 나무 류 소각 실시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타당성 평가
O 소각 타당성 평가 보고서 

O 소각 부대시설 보완 및 보수 O 소각 용이성 확보 정도

2011

O 설비운영 및 가연성폐기물처리 O 설비 운영 시간 및 소각량

O 극저준위 비가연성폐기물 처분연구 

시설 설계
O 설계반영 내역

O 소각설비 보완(알파오염폐기물) O 인허가변경 내용 반영 사항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시설 구축 O 타당성 평가 및 저장준비 완료

2012

O 극저준위 비가연성폐기물 처분 O 저장 가능성 및 저장량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O 라군 활용 장기저장 실시

2013

O 설비 보완/인허가 변경(원내 폐기물

처리)
O 인허가 변경내용 반영 사항

O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연구 O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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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 자원 규모

 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방사성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1 0.5

O 소각 주요 공정 보완/보수 및 폐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 장소 설치
4

O 배기체 등 부대공정 보완 및 보수 1

O 연구로 1,2호기 가연성해체폐기물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소각
3 1.5 2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타당성 평가
1

O 소각 부대시설 보완 및 보수 2 2

O 원내 가연성폐기물 소각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1 2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시설 구축 2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시설 운영 3

O 극저준위폐기물 처분 연구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1 1 1

계 9 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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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 인력 (단위: MY)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방사성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1.0 0.4

O 소각 주요 공정 보완/보수 및 폐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 장소 설치
2.0

O 배기체 등 부대공정 보완 및 보수 3.0

O 연구로 1,2호기 가연성해체폐기물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소각
1.4 1.0 1.0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타당성 평가
1.0

O 소각 부대시설 보완 및 보수 1.2 1.5

O 우라늄변환시설 가연성 폐기물 소각 1.0 0.5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시설 구축 1.0

O 비가연성폐기물 장기저장 1.4

O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연구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0.8 0.8 0.8

계 6.0 4.4 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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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가.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 국내 최초로 가연성 해체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으로써 가연성 방사성폐기물 처리 공정

으로 소각기술의 타당성 입증.

○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 내의 폐기물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연성폐기물 소각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라늄변환시설의 가연성 해체 폐기물 소각을 통해 

U 핵종오염 폐기물 소각기술로의 확대가 기대됨.

 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 사용이 중지되었거나 노후화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해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시

설의 해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방사선량이 높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폐

기물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다양한 선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나 이를 전량 처분장에 처분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나 소각 및 장기

저장으로  처분비용 절약을 통해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됨.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폐기물을 

불활성 또는 저반응성 물질로 전환시킴으로써 폐기물의 수송 및 취급 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하핵종 이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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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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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1) 원자력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

    ○ 금속폐기물 용융에 의한 감용 및 재활용기술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경험 축적을 통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로 상업규모의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초고압 압축기술 등 기존의 고체폐기물 감용 처리에 비하여 부피 

감용비가 매우 큼.

       - 용융 처리된 금속폐기물 기준시 전체 부피의 약 5% 미만 슬래그 물질만이 

이차 폐기물로 발생.

       - 휘발성 핵종이나 우라늄과 같이 모재 금속과 반응성이 적은 핵종은 

무기물질의 혼합물인 슬래그에 의해 안정화 되어 제염되며, 용융 후 

최종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 주괴를 생산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용이함.

       - 표면에 오염된 핵종 중 휘발되지 않는 방사성 핵종들은 용융금속의 결정

격자 내에 방사성 핵종을 고정화시켜 안정화하고, 주괴에 균일하게 분포

시켜 금속폐기물의 비방사능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류 오염도 측

정을 손쉽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1980년대 중반부터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오염금속의 용융기술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어 방사성 금속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립된 기술로 

이용되고 있고,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용융을 위한 세계 

각국의 주요 용융 시설들은 표 1과 같음.

   ○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발생량과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규모에 

따른 경제성에 있어서, OECD/NEA와 미국 등의 분석 결과는 재활용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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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각국의 주요 금속폐기물 용융시설

Facility Furnace 
type 

Types of 
metal 

treated 

Charge 
size
(ton) 

Products Radiological 
limitations 

Quantity 
of scrap 
melted
(ton) 

Recycled/
released 

Capenhurst,

UK,

1994 

Induction 

 

Aluminium,

brass, 

copper

4 ingots 7000 Recycling

CARLA, 

Siempelkamp,

Germany, 

1989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copper,

lead 

3.2 Ingots, 

shield 

blocks, 

waste 

containers 

Max 200 Bq/g 

(for β, γ),

Max 100 Bq/g 

(for alpha)   

separate limits 

for uranium 

15,000

(1989-

2005) 

Most metal 

recycled in 

nuclear industry. 

A minor amount 

have been 

recycled for free 

release 

CENTRACO, 

France,

1999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nd to 

less extent 

non-ferrous 

metals 

4 Ingots and 

tubes 

Max 20,000 

Bq/g for 

beta/gamma,

Max 370 Bq/g 

for alpha 

12,000

(1999-

2005) 

For restricted 

use: 

manufacture of 

storage drums 

or biological 

shield materials. 

DURATEK 

(SEG) plant, 

Oak Ridge,

USA,

1992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planning to 

melt copper 

and titanium)

20 Ingots, 

shield 

blocks, 

waste 

containers 

and 

reinforcing 

steel

Normally < 2 

mSv/hr, 

greater dose 

rates with 

prior review 

and approval

2,000 Recycling in  

nuclear industry

ECOMET-S,

Russian 

Federation

Induction Carbon stee 2.5 Ingots Max 100 Bq/g 8,000 Recycling

INFANTE,

Marcoule,

France,

1992

Electric 

arc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12 Ingots, 

shield 

blocks, 

waste 

containers 

Max.250 Bq/g 

for Co-60, 

other 

limitations for 

other nuclides 

5,000 Stored/recycling 

in nuclear 

industry 

STUDSVIK, 

Sweden,

1987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brass, 

copper and 

lead 

3.5 Ingots, 

shield 

blocks on 

request

Varies with 

type of 

material and 

preparation to 

be done

12,000

(1987-

2005)  

95% recycled 

directly or after 

free release 

   [미국]

   ○ 1950년대에 플루토늄 및 우라늄의 분리방법으로 용융제염기술이 개발되어 α 

핵종 분리의 중요한 기술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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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INEL)에서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된 금속

폐기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는 하루에 680 kg의 금속폐기

물을 용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1994년에 DOE는 방사성 금속 조각 60 ton을 용융하여 오염된 스테인레스강

을 재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용융물을 장기간의 임시 저장에 적당

한 용기(55 gallon 드럼과 100 ft3 상자)로 제작함.

   ○ SEG(Scientific Ecology Group Inc.)는 Oak Ridge의 DURATEK 시설에 

20 톤 용량의 전기 유도로를 설치하여 1992부터 2,000톤의 금속성 폐기물(탄

소강, 스테인레스강,알루미늄)을 처리하여 원자력 분야에 차폐벽, 폐기물 컨테

이너, 지지대물로 사용함.

  

그림 1. 미국 Oak Ridge의 DURATEK 용융시설 및 생산된 차폐블록

   [독일]

   ○ 독일에서는 Siempelkamp와 KWU를 중심으로 저준위 금속폐기물의 용융 기

술에 관한 연구를 1984년부터 착수하였으며, 1989년 제 1단계의 연구개발 및 

실험 실증을 완료하고 1989년부터는 2단계 연구에 착수하였음. 제 2단계의 연

구로써 금속폐기물 전용의 CARLA 용융시설을 건설하여 1990년 이후 약 

2,000 ton 이상의 금속폐기물을 용융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3.2 ton급 중간 

주파수(300∼500 Hz)의 coreless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하였고, 용융용

량은 2 ton/hr임. 이 시설은 저압에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시스템, 방

출가스 포집장치 및 안전장치 등을 증강시켜 200 Bq/g까지 오염된 금속폐기

물을 용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1989년부터 2005년까지 CARLA 금속용

융 시설을 이용하여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구리, 납을 포함한 총 

15,000톤을 용융제염하여 대부분 원자력 산업분야에 재사용하였음. 

   ○ Niederaichbach 원전 해체 시 발생되는 저준위 금속폐기물을 용융제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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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IRAM 시설을 부지 내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9년 8월까지 

약 150 ton의 금속폐기물을 용융 제염함.

     

그림 2. 독일 Siempelkamp의 CARLA 용융시설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Studsvik에 용융제염시설을 건설하여 1987년부터 실험실증하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동안 원자력 시설 해체 및 운전 시 발생한 금속 폐기물을 

용융하였음. 

      - 최근10년 동안에 독일의 WURGASSEN의 원전해체 금속성폐기물 3,600톤

과 1997~2005년까지는 독일의 Hanau에 있는 Siemens 핵연료제조 공장 

해체 시 발생된 알루미늄 143톤과 steel 644톤을 용융하여 740톤(88%)을 

무구속 방출함.

      - 1999~2005년에는 50년대부터 사용해 온 RI 취급 연구실을 해체하여 발생

된 알루미늄과 탄소강 100톤을 용융하였고, 이중 82%는 Unconditional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함.

      -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총 12,000톤의 금속성 폐기물을 용융 처리함.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준위 금속폐기물에 대한 용융제염기술은 안전하

고, 환경에도 무해하며 경제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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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udsvik 용융 설비(유도로) 및 생산된 주괴

   [영국]

   ○ British Steel Corporation(BSC) 및 Atomic Energy Agency (AEA)를 중심

으로 용융제염법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였음. 초창기에는 BSC에서 상용의 4 

ton급 arc furnace를 개조하여 750 kg의 오염된 금속폐기물을 용융 제염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AEA에서 WAGR의 해체사업의 일환으로 대

규모 용융제염시설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 Gomer(1985)는 BSC에서 3가지의 다른 반응 시스템에서 오염된 금속조각 물

질을 오염되지 않은 금속 조각과 다양한 비율로 섞어 용융한 16-heat 프로그

램의 결과를 통해 Co-60은 항상 주괴에서만 발견된 반면, Cs은 슬래그와 배

기체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며 배기체로 이동한 Cs의 양은 용융 형태와 슬래그

의 조성, 용융기술, 그리고 Cs이 위치한 물질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음. 

   ○ Harvey(1990)는 BSC의 지원으로 1988년부터 추진해온 연구를 통해 비용과 

이익의 측면을 고찰하였으며, 별도의 산업적 제강법인을 조직하여 저준위 방사

성 금속만을 취급하는 것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은 물론 금속의 재사용은 안

전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프랑스]

   ○ 1980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원자력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및 용융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

   ○ 해체중인 G2/G3 원자로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성 폐기물을 용융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예비 실험을 거쳐 1992년부터는 hot 실증 연구와 용융 제염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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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를 좀 더 높은 방사능 준위의 금속폐기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로써 

PWR 압력용기 벽에서 채취한 금속시편을 가지고 Co-60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후 15 ton급 아크로 용융제염시설(INFANT)을 

건설하여 해체 시 발생된  금속폐기물(탄소강, 스테인레스강) 총 5,000톤을 용

융 하여 원자력 산업분야에 재사용함.

   ○ CENTRACO 시설에서는 4톤 규모의 유도로를 설치하여 베타/감마 핵종은 최

대 20,000 Bg/g, 베타핵종에 대해서 최대 370 Bq/g으로 제한하여 1999년부

터 2005년 까지 12,000톤의 탄소강과 스테인레스강을 용융 제염하여 원자력 

분야에 제한적으로 재사용함.

   

그림 4. CENTRACO의 금속폐기물 용융 및 재활용 개념

     

그림 5. CENTRACO의 금속폐기물 용융시설 및 용융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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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JAEA의 Advanced Volume 

Reduction Program의 흐름도

   [일본]

   ○ JAEA에서 JPDR 제염해체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용융제염기술개발을 1987년부

터 수행해 왔으며, JPDR 부지 내에 500 kg급의 유도로를 사용하는 용융제염

시설을 건설하여 1992년까지 hot 실증시험을 종료하였고, 1993년부터 본격적

인 2단계 연구를 추진하여 핵종 거동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JAEA의 NSRI(Nuclear Scienc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절

단설비를 갖춘 WSRSF(Waste Size Reduction and Storage Facility)와 금

속 용융설비, 비금속 용융설비 및 초고압 압축설비를 갖춘 WVRF(Waste 

Volume Reduction Facility)의 두 설비로 이루어진 AVRF(Advanced 

Volume Reduction Facility)를 2002년에 완공하였음. 

      - WVRF의 용융설비는 2003년 

2월까지 비방사성 금속 및 비

금속 폐기물의 용융 시험을 수

행한 이래 2006년 2월까지 총 

77톤의 비방사성 금속(탄소강 

27톤, 스테인레스강 9톤, 및 

주철 41톤) 용융을 통해 균질

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중

임.

      - 금속용융 설비의 사양은 다음

과 같음

         용융로: 유도로

        ・처리용량: 4 ton/day,

                  4 ton/batch

        ・전기용량: 1,200 kW

        ・Receptacle: O.D. 530mm, H 800mm, T 25mm, 

                       처리용량 14 receptacles/day

        ・Ingot: O.D. 400mm, H 700mm, 중량 800 kg

         배기체 세정 시스템

        ・방사성 물질의 제염계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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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JAEA의 WVRF 금속 용융 설비의 개략도

  (2) 국내 연구개발 현황

   ○ 제강분야의 70년대 용융로로는 대부분 탄소봉이 장착된 삼상 또는 단상의 아

크용융로를 사용하였으나, 90년대 중반에는 아크로 대신 불순물제거 및 운전

조작의 용이성, 용융물의 고른 온도분포로 고순도의 철 생산이 쉬운 유도로를 

선정하여 중․소규모의 제강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도로와 

아크로의 장점만을 접목한 ESR 공법을 사용하여 특수강 및 초고순도의 강을 

생산하고 있음.

   ○ 두산중공업은 graphite arc 용융방식에 의한 가연성 및 비가연성 폐기물에 대

한 유리화 기술을 1997년부터 미국 MTI, 한일종합산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였

음

   ○ 원(연)에서는 원자력중장기 사업을 통해 원자력 연구시설(연구로, 우라늄 변환

시설 및 핵연료 주기 개발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금속폐기물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용융제염기술을 확보하였음.

      - 금속성 해체 폐기물 특성조사, 해체 폐기물 재활용 시나리오 검토,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기술을 평가하여 용융제염 설비 개념을 확립하였으며, 

베타/감마/우라늄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제염의 실험실적 기술실증을 위해 

실험실 규모 용융제염 실증(5~20kg/ batch)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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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해체시 발생하는 각종 금속성 해체폐기물(Stainless steel, Carbon 

steel, Aluminum)에 대한 용융특성 및 방사성 핵종의 분배 특성을 고찰하

여 운전조건을 최적화하였고, 유리고화시험시설을 활용한 파일럿 규모(200 

kg/hr)의 기술 실증을 수행하였음

         그림 8. 원(연)의 용융제염기술 개발 개요 및 유리고화시험시설



- 52 -

  (3)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상용화 대비 

정성적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정리할 수 있음.

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

수준(%)

용융제염

요소기술

베타/감마 

해체폐기물 

용융기술

국제 

수준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다양한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오염핵종 거동, 분

배특성, 운전조건 확립을 통해 상용시설 

운전 중

100

국내 

수준

Co-60 및 Cs-137로 오염된 스테인레스

강, 탄소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운전조건 

및 분배특성 평가 완료

80

U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기술

국제 

수준
U 오염 금속폐기물의 상용화 용융제염 

기술이 성숙단계에 있음
90

국내 

수준

베타/감마 오염 금속성폐기물 용융 기본

기술을 토대로 U 오염 금속폐기물의 용

융에 필요한 설비의 보완 요건 등 확보

70

설계 및 

제작기술

공정 

Scale-up 

기술

국제 

수준

원자력 선진국들은 아크로, 유도로, ESR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경험과 다년간

의 금속성 폐기물 용융제염 처리공정의 

연구경험, 데이터 확보를 통해 독자적으

로 상업화 기술을 확보함.

100

국내 

수준

원(연)에서는 20 kg/hr의 실험실규모 실

험 및 200 kg/hr 파일럿 규모의 실증실

험을 통한 요소기술과 운전경험, 용융 시

스템에 대한 설계경험, 공정 Scale-up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해석능력을 일부 확

보하고 있음

70

실용화 

설비 

구축 

전처리설비

국제 

수준

다양한 형태의 금속성 폐기물을 절단, 파

쇄 할 수 있는 전처리 설비 및 드럼채로 

용융하는 폐기물 투입설비 완비

100

국내 

수준

두께 5 mm 이하의 금속폐기물의 파쇄가 

가능한 유압식 절단, 파쇄 및 분쇄된 조

각 폐기물 투입설비 구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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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부지원의 타당성

   ○ 국내 원자력 시설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서 원자력 시설의 노후

화 및 해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해체폐기물은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특히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인수비용이 약 

500 만원/드럼(200L 기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주도로 

수행된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로부터 발생한 금속폐기물의 용융에 의

한 감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용화 설비의 구축 및 운영은 금속성 해체폐

기물의 처분비용 절감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및 공공성을 살펴볼 때 정부의 주

도적 지원이 필요함.

   ○ 금속성 해체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은 OECD/NEA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

하게 추진, 실용화 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심기술로 현재 진행 중인 원

자력 연구시설 해체사업 및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 북한 

핵시설의 해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실용화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해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용처리 및 안정화 관련 기술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대폭적으로 줄여 폐기

물 처분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자력 시설 해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사회적 신뢰성 및 수용성 증진에 기여함.

   ○ 향후 상용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축적한 해체폐기물 처리 기반기술의 고도화 및 원

천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서 수입대체 효과 및 기

술 수출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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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가. 최종 목표

○ 기 확보 유리고화시험시설 개선 및 인허가 변경을 통한 금속성 해체폐기

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 구축 및 운영

    - 처리용량 : 1 ton/day 

    - 금속폐기물 감용비: 1/5 이상

 나. 연도별 목표

구 분 사업 목표

2009년
O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인허가 변경

O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 개선방안 도출

2010년

O 유리고화시험시설 용융시스템 개선 및 금속성 해체폐기

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O 주요 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가

2011년
O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연구로 

해체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2012년
O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2013년 이후

O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연구로 해체 

비가연성 잡고체 폐기물 용융 감용

O 원내 저장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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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 지도

 라.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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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범위

  

연도 사업내용

2009

O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인허가 변경

  - 금속폐기물의 방사화학적 특성 및 핵종 재고량 평가

  - 오염 핵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로의 인허가 변경

O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의 개선 방안 검토

  - 용융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용융로 시스템 개선에 따른 부대설비 호환성 및 개선방안 도출

  -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를 위한 용융로 시스템 설계

O 유리고화시험시설 유지보수 및 기기 교체 

  - Rail 시스템, 열적산화기 및 2차폐기물 농축공정 제거

  - 노후화 된 기기 교체 및 설비 유지보수

2010

O 유리고화시험시설 용융시스템 개선 및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 금속폐기물 절단 및 파쇄 전처리 시스템

  - 금속폐기물 용융시스템

  - 배기체 처리시스템 

O 주요 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가

  - 단위설비 운전에 의한 기능 점검 및 안정성 평가

  - 설비 기능 최적화

2011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 금속폐기물 용융 실증시험을 통한 성능 및 안정성 평가

  - 연구로 자체처분 대상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 용융된 금속폐기물 특성 시험 및 평가

2012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 연구로 자체처분 대상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 우라늄변환시설 자체처분 대상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 용융된 금속폐기물 특성 시험 및 평가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유지보수

2013

이후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 UF4 시험 제조시설 자체처분 대상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

  - 연구로 해체 비가연성 잡고체 폐기물 용융 감용

  - 우라늄 정련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 원내 저장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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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추진일정

사업목표 및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O 유리고화시험시설 인허가 변경

 - 금속폐기물 특성 및 핵종재고량 평가

 - 오염 핵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 금속용융 감용 시설로의 인허가 변경

O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 개선방안 검토

 - 용융로 시스템 개선방향 도출

 - 부대설비 호환성 및 개선방안 도출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용융시

스템 설계

O 유리고화시험시설 개보수 및 기기 교

체

O 유리고화시험시설 용융시스템 개선 및 

금속폐기물 용융감용 실용화 시설 구

축

 - 금속폐기물 절단/파쇄 전처리 시스템

 - 금속폐기물 용융시스템

 - 배기체 처리시스템

O 주요 설비 성능시험 및 기능 최적화

 - 단위설비 기능 및 안정성 시험평가

 - 설비 기능 최적화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증시험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 

운영

 - 연구로 및 자체처분 대상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 우라늄변환시설 자체처분대상 금속폐

기물 용융 감용

 - 원내저장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 용융된 금속폐기물 특성시험 및 평가

 -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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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유리고화시설 개선방안
유리고화시설
인허가 변경

주요시스템 성능시험
금속폐기물 용융

실증시험

실용화시설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유리고화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기기 교체

기 확보 금속폐기물
용융제염기술 자료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연구로 자체처분대상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변환시설 자체처분대상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최종 생성물 특성평가
(Ingot/Slag)

시설 유지보수

자체처분

산업체 지원

유관 연구기관/
산업체 지원

유리고화시설 개선방안
유리고화시설
인허가 변경

주요시스템 성능시험
금속폐기물 용융

실증시험

실용화시설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유리고화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기기 교체

기 확보 금속폐기물
용융제염기술 자료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운영

연구로 자체처분대상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변환시설 자체처분대상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최종 생성물 특성평가
(Ingot/Slag)

시설 유지보수

자체처분

산업체 지원

유관 연구기관/
산업체 지원

 나. 추진 전략

   ○ 당면한 원자력 시설의 해체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량의 금속성 폐기물 감용기술로 폐기물 감용비가 크고, 비균질 오염

을 균질화 함으로써 방사능 측정이 용이함은 물론 자체처분 허용치를 완화시키

며, 휘발성 또는 반 휘발성 핵종뿐만 아니라 비중차이가 비교적 큰 우라늄 같

은 핵종에 대한 제염효과가 우수한 용융기술의 실제 사업 적용을 위한 금속폐

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 원자력 중장기연구를 통해 기 확보한 금속폐기물 용융제염 실증시험 자료를 토대

로 기 확보하고 있는 전기아크 방식의 유리고화시험시설을 연구로 및 우라늄변

환시설에서 발생한 자체처분 대상 금속폐기물의 용융 감용을 위한 시설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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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국내 유리화기술 및 용융제염기술을 기반으로 확보된 기술의 개선 및 

적용을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설비를 구축하

되, 기 확보하고 있는 연구 설비(실험실적 아크용융 장치) 및 기술 실증 시

험설비(전기아크 방식의 유리고화시험시설)를 최대한 활용, 최신 기술의 용

융시스템과 이에 상응하는 용융로, 금속폐기물 전처리 시스템 및 배기체 처

리 공정을 개선하고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설비를 구축하여, 용융 감

용 실증 시험을 통해 기술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함. 

   ○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산연 협력체제 구축

       - 주관기관(KAERI) 

 : 실용화설비 구축 및 운영 총괄(원천기술제공, 품질보증 등)

       - 협력기관(유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 인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용융시스템 개선/설치

5. 사업의 평가계획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09

O 유리고화시험시설 변경 인허가

O 유리고화시험설비 개선방안 도출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용융

로 시스템 설계

O 변경 인허가 신청 및 취득

O 기존 부대설비 이용율 90% 이상

O 개선 용융로 시스템 상세설계도

2010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설비 

구축

O 주요 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가

O 설계보고서 및 운전절차서 

O 용융로 처리용량: 1 톤/일 이상

O 유도 공기중 농도(DAC): 배기체 

허용방출 기준 이내

O 연속 운전의 안정성

2011

O 연구로 해체폐기물 용융 감용을 위

한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설비 운영

O 용융 감용 대상 연구로 해체 금

속폐기물 70% 이상 처리

O 핵종분배율: 

  - Cs: 99.9% 이상 기상 제거

  - Co: Ingot 내 균질화

O 금속폐기물 감용비: 1/5 이상

2012

O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폐

기물 용융 감용을 위한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설비 운영

O 용융 감용 대상 연구로 해체 금

속폐기물 잔량 처리 완료

O 용융 감용 대상 우라늄변환시설 

금속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

O 핵종분배율: 

  - Cs: 99.9% 이상 기상 제거

  - Co: Ingot 내 균질화

  - U : Slag로 99.9% 이상 분배

O 금속폐기물 감용비: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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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 자원 규모

 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사업목표 및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O 유리고화시험시설 인허가 변경 4.0

O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 개선방안 검토 1.0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용융시스

템 설계
1.5

O 유리고화시험시설 개보수 및 기기 교체 1.5

O 유리고화시험시설 용융시스템 개선 및 

금속폐기물 용융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6.5

O 주요 설비 성능시험 및 기능 최적화 1.5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증시험 2.5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 운영 4.5 7.0

합  계 8.0 8.0 7.0 7.0

 나. 소요 인력 (단위: MY)

사업목표 및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O 유리고화시험시설 인허가 변경 0.6

O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 개선방안 검토 0.2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 용융시스

템 설계
0.4

O 유리고화시험시설 개보수 및 기기 교체 0.3

O 유리고화시험시설 용융시스템 개선 및 

금속폐기물 용융감용 실용화 시설 구축
1.3

O 주요 설비 성능시험 및 기능 최적화 1.0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증시험 1.0

O 금속폐기물 용융 감용 실용화시설 운영 1.8 2.0

합  계 1.5 2.3 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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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가.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 원자력시설 유지보수 및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을 포함한 비가연성, 비

압축성 잡고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자체 확보로 원자력

시설 운영 효율 및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최적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술 자립으로 원자력 산업에 기술파급 효과가 큼

   ○ 금속폐기물의 용융에 의한 감용기술은 현재 수행중인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

설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가동 중 발생하는 다

량의 잡고체 폐기물의 감용 및 자체처분 기술로 활용함으로써 처분장이 부재한 

국내의 현실 및 소내 임시 폐기물 저장고의 수용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고 효과적인 기술이며, 향후 대규모 원자력시설의 해체에도 미치는 파급효과

가 클 것으로 기대됨.

   ○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 감용

에 기술 활용

   ○ KAERI에 축적된 금속성폐기물 및 우라늄 정련시설해체 금속폐기물의 감용 기

술로 활용

   ○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해체 폐기물 처리/처분 사업에 기술 활용

 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 방사성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로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환경친화적 이미

지 제고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에 기여

   ○ 방사성 금속 해체폐기물 감용 처리기술의 개발로 획기적인 처분비용의 절약을 

통한 경제적 이득효과

   ○ 해체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국내 

원자력 시설 해체시장 개방에 대비 

   ○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선진화 및 적용 경험의 축적을 통한 관련 기술의 수출 등

으로 외화대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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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용연구시설 UF4 시험 제조시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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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1)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시설 해체 동향

○ 해체를 먼저 시작한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해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국가 기관 상업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 시설

미 국 NRC1) 22 15 NA2)

DOE - 약 5000개소

영 국 UKAEA 1 10 14

BNFL 5 - 10

독 일 KFK, EWN, other3) 17 31 9

프랑스 CEA,EDF,AREVA 9 15 13

일 본 JAEA, JAPC 34) 9 4

선진 5개국의 해체 현황 

   1) NRC가 운전하는 시설이 아니라 안전성을 관리하는 민간 및 대학 시설

   2)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음

   3) 대학 등

   4) Tokai-1, JPDR and Fugen (일본의 분류 기준)

○ 미국은 아주 많은 해체 대상 시설이 있어 그 통계를 내기가 용이하지 않음. 

예를 들면 DOE가 관리하는 해체 현장만도 5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DOE의 보고임. 해체 시설의 규제 및 관리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상업용 

원자력 시설은 규제기관인 NRC가 연구 시설은 정부인 DOE가 수행하고 

있음. 해체 규모가 큰 만큼 해체 산업은 이미 일반 기업화되어 대부분의 

상용시설은 민간 기업에 의하여 수행됨. 이는 이미 모든 원자력 발전 

사업이 민영화된 사실과도 잘 일치함. 따라서 해체 비용의 적립도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해체 기술의 개발도 민간 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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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수행 방법만은 아직도 국가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도 상용시설과 연구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음. 상용시설의 대부분은 BNFL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 시설은 

UKAEA가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해체 사업의 

관리만 할 뿐 DOE같이 해체 사업과 안전성에 관한 심사 권한은 없음. 

해체사업의 안전성은 HSE가 NII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해체산업 전체가 아직은 일반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영국정부는 계속 

국가관리 상태로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즉 2003년 국가감독 기관인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각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시설의 해체 의무를 갖는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해체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은 아님. 해체에 관련된 정부의 

관리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 폐기물의 관리 계획은 NIREX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이도 NDA 업무로 이관되었음. 영국의 해체 전략은 delayed 

dismantling(지연해체)이며 특히 원자로 해체의 경우 IAEA stage 2를 

40~50년간 유지하고 이후에 해체를 하는 전략임.

○ 독일은 한 때 녹색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적으로 원자력을 포기한 적이 

있음. 그리고 과거 동독의 원자력 시설을 인수받아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현재 서독의 기술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모든 

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 또는 보완 후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갑자기 많은 

수의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게 되었음. 따라서 운전 정지 후 즉시 해체를 

권장하고 있음. 기술적으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독일의 경우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이 없으며 특히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외)에 관한 처리 지침도 없어 대부분의 경우 

해체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은 장기저장관리 정책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해체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제해제기준 (clearance level)이 정해져 있어 

해체폐기물의 처리가 용이함. 독일의 경우 영국의 NDA와 같은 조직은 

없으며 운영자가 직접 해체를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세 기관에서 나누어하고 있음. 즉 

연구 시설은 CEA가, 상업용 발전시설은 EDF가 핵주기 시설은 

AREVA(과거 COGEMA)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체의 관리도 위 세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case by case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만들기도 함. 

예를 들면 EDF가 운전하는 가스냉각로의 원활한 해체를 위하여 ED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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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가 CIDEN을 만들었으며 UP1 재처리 시설을 해체하기 위하여 

CEA(45%), EDF(45%), COGEMA(10%)가 공동으로 CODEM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음. 프랑스의 해체 전략은 과거 delayed 

dismantling이었으나 해체 완료된 부지를 다시 원자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즉시 해체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에 관한 규제 해제의 

규정이 없어 한번 방사성 폐기물로 규정되면 규제해제가 어려움. 그러나 

해체 동안에 발생하는 막대한 해체물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zoning 개념을 

적용하여 가능한 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아직은 해체에 관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해체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양에서는 처음 해체를 수행한 나라이며 

다양한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 있음. 해체에 관련하여 특별히 결정된 

정책은 없으나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은 있음. 

  - 부지의 규제해제보다는 다른 원자력 시설로서의 활용 권장

  - 방사성 폐기물의 규제 해제 기준을 정하여 해제 후 선량 평가보다는 

방사능 농도의 측정 결과 평가를 더 강조

  - 해체 계획의 승인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해체 비용의 

적립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위 5개국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해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유럽의 경우 대개의 모든 국가가 원자력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해체를 수행하고 있음. 아세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해체의 

경험이 있으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연구로시설 해체를 고려하고 있음. 

남미의 경우도 브라질에서 과거에 수행하던 우라늄 농축시설과 우라늄 

광산의 해체를 수행하고 있을 뿐 해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없음. 기타 국가에서 해체하거나 계획된 원자력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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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상업로 연구로 핵주기 시설 기타

스웨덴
B1, B2, 

AGESTA
R2*1) lab(3)

카나다 Gentlly-1
PTR, NRX

Slowpoke
Pu lab(2)

White Cell lab

등 5개소

루마니아 VVR-S

벨기에 BR3
Eurochem

reprocessing
lab(1)

스페인 Vendellos-1 U-mine(3) CIMAT

스위스 DIORIT, SAPHIR

네델란드 Dodewaard

덴마크 DR2 (3)*2) fuel lab hot cell 등(2)

호주 MOATA

오스트리아 ASTRA, GRAZ

우크라이나*3) ChN NPP 1,2,3

브라질 농축 실험시설 U-mine

쿠바 병 원

세계 각국의 원자력시설 해체현황

 

 (2)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현황

○ 우리나라에 건설된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서울 공릉동 소재 연구용 

원자로 1호기 (Korea Research Reactor -#1, KRR-1)와 원자로 2호기 

(Korea Research Reactor -#2, KRR-2)는 한국원자력연구원(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이 대전으로 이전하여 30 MW급 연구로인 하나로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어 1996년 

폐로와 동시에 해체가 결정되었음. 이들의 해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연구프로젝트인 기관고유사업의 하나로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이 착수되었음. 이들 해체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다소 장기간의 해체계획작업과 해체계획서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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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해체 계획서를 승인 받음으로서 해체사업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해체사업의 승인 이후, 공사계약, 작업절차서의 

작성, 액체 폐기물의 처리설비, 고체폐기물 반출구역(buffer zone) 등을 

설치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실질적인 해체공사가 착수되어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인 실험실, 납차폐시설, 콘크리트차폐시설 등의 

해체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3년 12월 완료되었음. 그 후 해체작업은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을 비롯한 연구로 1호기 부속시설 및 주변시설 등이 

해체 되었거나 해체 중에 있으며 2008년에 완료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사업도 2001년에 착수되어 해체공사 중에 있음. 우라늄 변환시설은 

핵연료 제조 국산화 기술자립 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대 한불 기술 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임. 그 후 본 시설의 시운전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공정의 개선작업도 진행되어 본 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ADU공정과는 별도로 AUC공정이 설치되었으며 우라늄 정제공정의 

자동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음. 이에 힘입어 1988년부터 월성로 원자로의 

핵연료 물질인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1993년 1월까지 

320톤의 분말을 생산 공급하고 시설의 적은 규모에 기인하는 경제성의 

저하와 공정개발의 목적 달성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음. 이후 가동중단 

상태로 유지되어오다 2000년 해체가 결정되었으며 2001년 해체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변환시설의 해체계획서는 2002년에 작성되어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되어 2004년 8월 승인을 받았음. 변환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로의 경우와는 달리 시설의 

특성분석에서 부터, 안전성 평가, 해체 작업의 선택 등이 모두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경험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변환시설의 해체는 2007년까지 총 27개의 격실 

가운데 26개의 격실을 해체하였고, 특히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질산염 슬러지 

폐기물 처리는 해외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처리공정으로서 

프랑스(CEA)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해체는 2009년에 완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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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현재까지는 해체 대상 시설이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 변환 시설 밖에 

없었음. 따라서 해체 기술의 완전한 확보를 위한 투자는 적었음. 그러나 

향후 10년～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원전시설의 해체가 도래하며, 

최근에는 북한 비핵화가 구체화됨에 따라 북한 핵시설 해체에 대비한 

핵심기술과 장비의 개발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일반 원자력산업에서 해체산업으로 전환 가능한 설계, 제염 해체 및 

폐기물관리는 비교적 국내에 전문 인력이 확보되었으나 부지의 방사능 

평가기술 및 부지복원기술 등에서는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매우 약한 편임. 

그리고 아직은 해체산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제도적인 정책지원이 

열악함..

핵심기술 세계최고대비 기술수준, %

○ 해체 설계 기술 90

○ 제염해체기술 80

○ 부지 및 폐기물 방사선/능 평가기술 70

○ 해체폐기물 관리기술 90

○ 부지복원 기술 70

○ 방사성안전관리 및 방호기술 90

○ 품질관리 90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국내기술 수준

 나. 정부지원의 타당성

○ UF4 시험제조시설은 폐자원인 DUF6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199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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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완료한 시설임. UF4는 부식성이 없고 안정한 화합물로서 

감손우라늄을 장기 저장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우라늄 금속제조에 

필요한 중간물질임. 감손 우라늄금속은 방사선 차폐재로서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 저장용 핵연료 및 폐기물 용기, 산업용 방사선 촬영 장비, 기타 

의/농/공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등 사용농도가 다양함.

○ UF4 시험제조시설은 설치 완료 후 1994년까지 약 11톤의 UF4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UF4를 사용하여 3종(DC-70, DC-49, 및 

HR-39)의 중성자 차폐재를 개발 완료한 후 가동 정지한 시설임.

○ 원자력법 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의거 폐지시설의 해체는 

시설운영자의 책임사항으로, 불용 원자력 시설의 법적 의무 사항에 따라 

안전한 제염·해체 이행으로 방사선/능의 누출위험으로부터 주변 환경 및 

주민을 보호하여야 함.

○ 시설부지 및 건물의 환경복원으로 부족한 연구시설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원전의 해체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최근에는 6자 회담의 결과로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화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근원적으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을 완전히 안잔하게 

해체하여야 함.

○ 이에 대비하여 6자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북핵 시설 해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개발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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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가. 최종 목표

UF4 시험 제조 시설의 안전한 해체 및 핵주기시설 제염해체기술 실증

 나. 연도별 목표

구 분 사업 목표

‘09년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10년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11년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12년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O 일반 연구시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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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 지도

 라.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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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범위

연도 사 업 내 용

2009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 시설 현황 및 방사선학적 특성 평가

 - 환경영향 평가

 - 해체계획 설립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 불화우라늄 제염기술 개발

 - UF4 시험제조설비 해체장비 개발 

2010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 방사선 관리 및 출입통제 계통 설치

 - 환기, 전기, 소방 설비 설치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 해체장비제작 및 설비 해체

 - 해체폐기물 세절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및 장치 제작 설치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2011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 해체금속폐기물 제염 후 자체처분폐기물 전환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 불화우라늄 안정화 및 저장 관리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2012

O UF4 시험제조시설 주변 보조설비 해체공사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O UF4 시험제조시설 규제 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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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 추진일정

사업 목표 및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O UF4 시험제조시설 주변 보조설비 
해체공사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O UF4 시험제조시설 규제 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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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전략

○ 해체 최종 목표 

 -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 후 건물의 일반 연구시설 전환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체 공사 추진

○ 해체사업의 적기 완수 및 기술성 향상

 - 해체기술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의 적기 완수

 - 해체기술 문서작성 및 해체자료 DB구축

○ 해체공사 추진방법

 - 산업체의 해체공사 참여기회 제공으로 산업체 인력양성 및 기술습득 추진

 - 국내 중견기업의 참여로 해체 엔지니어링 및 해체사업 관리기술 습득

 - 중소기업에 의한 분야별 제염/해체 기술 습득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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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

 - 방사성폐기물의 무방출(zero release) 개념 적용

 - 방사성폐기물은 발생량 최소화 및 해체폐기물의 자체처분폐기물 전환

5. 사업의 평가계획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09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O 해체계획서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O 인허가 취득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O 제염설비 및 해체장비 제작

   설치

2010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O 방사선관리/출입통제 계통 및

  환기, 전기, 소방설비 설치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O 시설 내 전설비 해체 및 세절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O 불화우라늄 처리장치 제작

   설치

2011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O 해체폐기물 85%이상 자체처분

   폐기물 전환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O 잔류 불화우라늄 전량 안정화

   처리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O 건물 내부 100% 제염

2012

O UF4 시험제조시설 주변 보조설비 

해체공사
O 주변 보조설비 전량 해체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O 최존 방사선/능 현황조사 및

   승인

O UF4 시험제조시설 규제 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O 시설규제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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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 자원 규모

 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5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3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2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7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11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2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8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3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7

O UF4 시험제조시설 주변 보조설비 

해체공사
4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10

O UF4 시험제조시설 규제 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4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1 4 4 4

계 10 24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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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 인력 (단위: MY)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설계 1.8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계획서 인허가 0.8

O 불화우라늄 오염설비 제염/해체 기술 

개발
0.6

O UF4 시험제조시설 해체 준비공사 0.7

O UF4 시험제조 설비 해체 및 절단 2.2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기술 개발 1.0

O 해체폐기물 제염 및 감용 2.2

O 잔류 불화우라늄 처리 및 안정화 1.0

O 건물 내부 콘크리트 제염 1.2

O UF4 시험제조시설 주변 보조설비 

해체공사
1.0

O 최종 방사선/능 평가 2.4

O UF4 시험제조시설 규제 해제 및 

일반연구시설 전환
1.0

O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품질 관리 0.3 0.6 0.6 0.6

계 3.5 4.5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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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가.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 핵주기시설 제염해체 기술 실증 및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기준 및 규제

기준 확립

○ 원자력시설 해체엔지니어링 기술 실증

○ 상용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및 장비 개발의 기반기술 확보

○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능 측정 및 평가기술 실증

○ 해체폐기물 제염/감용 기술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리 기술 실증

○ 원자력시설 해체 사업관리기술 실증

 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국산화로 향후 북한핵시설 해체 및 상용원자력시

설 해체 시 주도적 역할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자립의 기틀을 마련

○ 원자력시설의 환경복원 후 건물 및 부지 재활용으로 부지 이용율 증대 및 

환경보호

○ 노후 불용 원자력연구시설의 방치에 따른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출 및 방사성 안전사고 위험 제거

○ 원자력연구시설의 안전한 해체로 일반인들에 대한 원자력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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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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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 해체의 모든 과정에 관한 자료시스템은 사업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부족

하며 이러한 때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두어야 함. 이러한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산 코드의 예는 독일의 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

정에서 EWN이 사용한 관리 시스템, 일본의 과거 JNC가 Ningyo-Doge 

정련, 변환 농축 파일럿 플랜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Engineering 

System등이 좋은 예임.

○ 최근에 와서 해체 과정에서도 안전성이 강조 되면서 해체 계획 단계에서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리 안전성을 평가하여 해체 방법을 결정하는 

안전성 평가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이들의 예로서 일본의 원형로인 FUGEN의 해체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르

웨이의 Halden Virtual Reality Center가 개발한 가상공간을 이용한 작업

자의 안전성 평가 전산코드, 체코에서 개발 중인 해체 대상 시설의 선량

율(결과적으로는 피폭)의 Contour 예측 코드 등이 있다. 또 일본 JPDR

의 해체를 위하여 개발된 COSMMARD, 프랑스 CEA가 개발한 REXDIN 

등이 있음.

○ 해체 비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상 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개략적인 시나

리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비용만 평가하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의 예는 영국 UKAEA에서 사용하고 있

는 PRICE, 독일의 NIS사가 개발한 CALCOM 등이 있음.

○ 해체 자료의 관리 시스템이 범세계적으로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경

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체 사업의 규모가 커지던 1990년도 후반 EC 국가에서는 몇 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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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ECDB-NET을 개발하여 모든 EC 국가가 본 DB를 이용하여 해

체자료의 관리 및 사업계획, 관리 등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이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고는 없음. 

1). 일본

(1) COSMARD(Computer System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

○ JAEA(구 JAERI)에서 개발된 JPDR 해체계획 및 해체활동 관리용 통합 

코드임. 작업 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 기초한 해체작업의 단위 

생산성(Unit Productivity) 및 작업 난이도 인자(work difficulty factor)에 근

거한 필요한 수급 인력, 작업자 피폭선량 등을 평가함.

○ COSMARD의 프로그램은 방사능 계산코드인 Rado, 작업자 피폭 계산

코드인 Dose, 데이터의 가시화 코드인 Garph, 데이터의 scheduling 및 계

산코드인 Dmaf 및 프로젝트 모델링 코드인 Expa로 구성되어있으며, 

COSMARD의 데이터베이스는 physical & radiological inventory, work 

inventory data, computer models for DPM data 및 knowledge base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해체 정보 및 자료는 특성에 따라 각각의 계산코드를 이용하

여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가시화 또는 모델링되어 관리되고 있음.

(2) DES(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

○ JAEA는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DES(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를 개발함. 이 시스템의 

구성은 해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데이터와 실험 자료들을 관리하는 데

이터베이스와 3D CAD를 이용한 Simulation 기술 및 폐기물 데이터와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자료를 통해 폐기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됨. DES 

시스템은 Ningyo-Toge refining and Conversion Facility 해체에 사용되었

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적인 해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된 것

임. 이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 종합 계획 : 자익공정 계획, 비용예측, 비용감축, 공학적선택

  - 상세 계획 : 상세공정 계획, 효과적인 작업, 안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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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관리 : 계획의 수정, 관리공정 계획, 비용 관리

  - 방사성폐기물 추적 : 이력에 대한 추적, 폐기물 분류 비용 감축

○ 또한 JAEA는 FUGEN 발전소 해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과제로 해

체 일정과 기획 관리 및 해체 비용의 최적화, 방사성피폭평가, 안전성 해석

을 평가하기 위해 System Engineering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작업자

의 표준 작업시간과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3D CAD시스템과 Virtual 

Reality기술을 이용한 Visualization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

음. 이 기술은 JAEA(구 JNC)의 FUGEN 발전소 내 heavy water system과 

연결된 helium circulation system의 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파이프를 해체 

하는데 사용되었음. 이 연구과제는 OECD/NEA Halden Project를 주관하고 

있는 Norway의 IFE(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와 공동연구로 개발하

고 있음. JAEA에서 개발된 COSMARD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체 계획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원격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Project 

Management system 과 병행하여 확장된 시스템으로 연구가 개발될 계획이

다. 다음 그림은 JAEA에서 개발 중인 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의 구성도임.

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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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s Flow Tracking System

○ 해체 폐기물 관리용 프로그램으로 인허가 및 처분 평가, 해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Project를 관리하는 P/X, 해체 

일정을 관리하는 MS PROJECT, 해체 계획 및 평가용 프로그램인 EXCEL 그

리고 예산을 관리하는 ICOS 로 구분됨. 주요 내용은 Documentation of 

package data, Transport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Container 

management, Flow supervision for package, Report generator/Selection 

module, Calculation the activity and checking the requirements of 

interim and final storage 등을 관리하고 있음.

(2) RWE NUKEM의 자회사인 NIS Ingenieurgesellschaft mbH는 연구로 및 

원자로 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1970년부터 해체 비용을 STILLKO, 

CALCOM, 그리고 ECDB-COST 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

며, 해체 계획 및 관리의 경우 Plant assessment는 CORA system, Material 

tracking은 CORINA system, Project Control은 PROCON system을 사용하

고 있음.

○ STILLKO2: 해체 작업 종사자 및 해체 장비 그리고 해체 작업 시간 등

을 단위 해체 공정마다 분석하며 동시에 해체 비용과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

선량 등을 계산함.

○ CALCOM: CALCOM 은 인력 수급과 방사선 피폭 및 작업자와 장비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CALCOM은 해체 과

제 관리 프로그램에서 해체 과제 수행시 요구되는 해체 계획과 비용 산정은 

현존하는 해체 기술과  방사선적 시설 inventory 및 이전의 다른 해체 경험

을 기반으로 하여 먼저 수행됨. 해체 계획과 비용 계산 평가는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체 후 처분과 방사선 방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이 시스템은 해체 관리자들이 해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체 기획 및 비용 계산 그리고 시설 

inventory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여 계산함. 또한 이들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

는 특수한 요인들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실제적인 경험에 입각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한다. CALCOM은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되는 모든 해체 계획과 비용 

계산 자료들을 저장하며 해체 과제 관리 프로그램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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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킴. 해체 과제 관리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과제 모니터

링과 수행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해체 가능성과 특수한 관련 인자들 그리

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 모아진 자료들을 가지고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기술

적인 것과 방사선적인 자료와 정보를 연계하여 운영됨. 해체 계획과 비용 계

산-예비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은 단일 시스템에서 하나씩 개발하다가 최

종적으로 최적의 해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통합함. CALCOM은 

CORA(Component Registration and Analysi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조합

하여 사용되는데, 시설 기준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CALCOM은 

NIS Ingenieurgesellschaft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CALCOM은 

MS-ACCESS (Version 8.0)을 사용하였고, MS-PROJECT를 이용하여 개발

된 project management program과 연계하여 운영됨. project management 

program은 해체 계획과 일정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CALCOM은 해체 

비용 계산, 해체 종료일정, 인력 투입과 방사선 피폭등을 계산함. 

○ CORA: NIS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

하여 COR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DIS(Dodewaard Inventory 

System)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CORA 시스템은 독일에서 개발되었지만 

현재 네덜란드 Dodewaard 원자력 발전소 해체 project에 사용되고 있음. 

CORA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 해체 분야에서 25년간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원전 시설 inventory와 시설들에 대하여 방사선학적 및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평가하는 혁신적인 분석 도구이다. COR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료들은 처분 계획과 포장 처리와 관련한 정보

들을 생산함..

  - CORA 데이터는 위한 시설을 기준으로 한 작업 일정 계획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해체 처분과 포장 전략 수행상 발생하는 부수적인 변화는 서로 통합하

여 쉽게 처리할 수 있음.

  - 해체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교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음.

  - CORA 시스템은 MS-ACCESS package 기반에서 운영되며, ORACLE 

(version 7.3)에서도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3).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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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는 원자력 시설 해체 원년부터 원전 해체의 안전과 막대한 해체 비

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1979년부터 해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

발을 시작함. 그 이후 유럽 회원국이 소유한 140여기의 원전과 연구로를 해

체한 경험을 통해 축척된 해체 기술 보급과 회원국들간의 정보 교환 증대에 

Database와 Thematic network을 활용하여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 ECDB NET(European Commission Data Base Network): E C D B 

TOOL(독일 하노버 대학)과 ECDB COST(독일 NIS)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7부터  

1998까지 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기금을 받아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Unterwassertechnikum Hannover(UWTH), NIS(1. TALAS/NET 2. 

Emission DB), DETEC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그리고 벨기에의 

Belgoprocess, SCKSCN 과 공동연구가 수행되었음.    

○ ECDB TOOL: EC DB TOOL 은 1989년European Commission이 지

원하는 기금으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수행한 과제로써 1991년에 개

발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 "Further Development of the Database EC 

DB TOOL and collection of technological performance data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FI4D-CT95-0004)라는 이름으

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개발 목적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현 

단계의 목적은 기존 개발된 EC DB TOOL을 계속하여 증진 시키는데 있으

며, 제염과 재활용 기술을 확장시키는데 있음. 현 공동연구 수행기관은 

Unterwassertechnikum Hannover (UWTH) des Instituts für 

Werkstoffkunde, University of Hanover(Co-ordinator), ANPA, CEA, 

CIEMAT, EWN, Framatome and UKAEA 등이 있음. 이 시스템에서는 해체 

절단 기술, 제염과 재활용 기술, 해체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서, 수처리 및 

원격 장비, 방사능 방출 및 여과  시스템 그리고 제염과 해체 대상물 및 해

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의 

주요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정하

고 추가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며, 일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발간한 진도 보고

서와 EC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대한 해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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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UKAEA: PRICE(Parametric Cost Estimating System)

○ 해체 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한 축으로 합리적인 해체 계획 및 해체 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computer를 기반으로 한 해체 비용 평가 시스템을 개발

하였음. PRICE는 원자력 시설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들을 입력하

면서 시스템을 확장시켜나가고 있으며, 영국의 BNFL과 프랑스의 CEA가 원

자력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체 비용 평가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시스템의 성

능을 검증 하고 있음. 또한 이 시스템은 캐나다 AECL과 덴마크의 RISO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5). 미국: Project Data Package (PDP)

○ 미국의 경우는 중점적으로 해체 규제와 인허가 사항에 많은 비중을 두

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에 많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시설 

해체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모든 기록과정들을 Project Data 

Package(PDP)로 관리하고 있음. PDP 프로그램은 해체 과제 Sponsor와 제

도적인 기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자료는 

운영자가 보유하며 복사본을 미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음. PDP에는 프로

젝트 제목, Identification 및 Authorization, 물리적, 방사선학적 및 위해 물

질 특성 및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해체 

기술 계획, 설계 심사 및 안전성 평가, 폐기물 관리 데이터, 상세 업무 공정 

보고서, 준비 심사 및 평가, 방사선학적 검사 기록, 자산 정리 기록, 폐기물 

및 방사선 방출 요건, 부대 기록, 제염 및 해체 비용 및 계획 상황 보고서, 

방사선학적 및 화학적 검사 최종보고서, 독립적인 확인 검사 보고서, 방사선 

방출 제한 조건,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완결 기록, 지원되는 공학 서류 및 

공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음. 

6). 캐나다: AECL의 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 System 

(WDRS)

○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 Atomic Energy of CANADA)는 다년간 

Ontario에 위치한 Nuclear Power Demonstration(NDP) 원자로, Chalk River 

Laboratory에 있는 National Research Experimental(NRX) 원자로, Quebec

에 있는 Gentili 1, Ottawa에 위치한 Tunney's Pasture Radioisotope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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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Ontario에 있는 Douglas point Nuclear Generating Station 시설들에 대

하여 해체가 수행하였음. 현재는 CANDU원자로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개

발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Whiteshell Laboratories 해체 과제가 진행 중

에 있음. AECL은 Whiteshell Reactor(WR-1) 가동을 2001년 12월까지 정지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지내 원자력 시설은 해체 예정임. 현재 첫 번째 해

체단계 동안 WR-1 폐로에 대한  기록 보존이 수행중에 있으며, 과거 및 현

재의 감시/조사 기록들을 취합하기 위한 총체적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음. 

또한 해체기록시스템과 해체기록시리즈에 대한 배경 정보를 조합하여 시스

템에 저장될 정보 및 기록의 근간을 이루는 High-level working 모델이 개

발되고 있음. 기록 및 정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면, 설계정보, 보고서, 논

문, 운영기록, 폐기물 명단, 방사선적 방호정보/조사기록, 내부보고서 및 사

진 등이 있는데 이는 부지의 방사선학적, 지리적 및 환경 영향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규제목적에 필요한 문서를 지원하도록 Data가 수집 및 저

장되고 있으며, 역사적 지원정보 및 데이터는 AECL의 Basic Subject Index 

System (BSI)를 사용하여 수집 및 분류되고 있다. 해체 기록 입수 및 관리 

방식은 기존 정보의 경우 BSI를 통하여 전달되고 WDRS(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s System)로 이동되거나 직접 시스템에 전달되며, 

출판된 보고서는 AECL의 공식 시스템을 통하여 입수됨.

7). 벨기에: BR-3의 Material Flow Management (MFM)

○ 벨기에는 ISO9002에 따라 QA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BR-3 원자력 

시설 해체 과제에 대한 관리 기법을 선정하였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과정을 

일련의 원자력 재료의 생성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

한 원자력 재료들을 재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자력 재료의 재활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 보건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성 평가 기관인 National 

Organism for Radioactive Waste and Fissile Material (NIRAS/ONDRAF)과 

원자력 시설 관련자는 서로 다른 상이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

사항들은 모든 기록들의 문서화, 해체물들의 최종 처리되는 과정, 해체 폐기

물들이 방출 허용치 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해체 폐기물들

의 분류 및 상세화 등이 있다. 

8). 프랑스: ETE-EVAL과 REX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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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CEA의 해체 관련 프로그램 중 해체 비용 산정을 위한 코드는 

ETE-EVAL 이며 해체 자료의 관리 시스템은 REXDIN 이다. ETE-EVAL은 원

래 COGEMA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SGN에서 개발한 해체 비용 산정 프로그

램 이다. 이는 GREEN이라고 하는 과거자료의 DB와 전체 해체 물량 및 비

용을 산정하는 COST MODULE로 되어 있다. 개념은 room by room 예측 

모델로서 28개의 표준 격실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70개의 해체 시나리오가 

있다. 이러한 예측 시나리오 및 객실의 조합으로 234개의 기초 전환인자, 

13,133개의 시나리오 전환인자 및 2,556개의 시설 전환인자가 용이하고 정

확하게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해체 자료 관리시스템인 REXDIN은 해

체 작업 Data sheet의 모든 자료가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자료의 용도는 다음 

해체 산업의 참고 자료로서 보관, 사업관리 증에 사용되지만 해체 사업에 참

여하는 계약자들도 계약관리, 인원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REXDIN의 구성 및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8). 한국 : DECOMMIS

○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DECOMMIS 

(DECOMMissioning Information System)는 연구로 1,2호기의 해체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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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변환시설의 환경복원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해체 활동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당초 사업보다 뒤늦게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입력과 출력으로 구분되어 지며 입

력으로는 작업자의 활동 내용과 작업시간이 입력되고, 폐기물관리프로그램에

서는 각종 해체발생 폐기물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또한 폐기물 

특성별, 발생 시간, 오염도, 저장시간,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등으로 저장 관

리되고 있으며 모든 발생 해체 정보는 소단위 공정으로 분류되고 또한 연계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작업자 피폭관리, 작업장 공간선량관리, 

대상물 및 건물의 오염도 관리와 일부 영상 및 기술 자료들도 입력되고 있

다. 출력으로는 현재 단순히 입력된 자료들이 입력조건별로 분류되어 출력되

고 있다. 이 DECOMMIS는  입력된 자료들을 요구 조건에 따른 가공, 출력 

및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지므로 서 종합적인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해체 사업관련 정

보 및 자료의 관리 시스템은 DECOMMISS가 유일하게 현자에서 실증되어 

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

되고 있는 해체 비용 평가 시스템이 있다.

 나. 정부지원의 타당성

○ 해체 사업의 수행에서 해체계획은 가장 주요한 과정의 하나로서 계획

의 적절함에 따라서 해체 비용이 약 10%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음. 해

체 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는 해체 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 전략(decommissioning strategy)의 결정, 합당한 해체 방법의 결

정, 장비의 선택, 안전성 평가 및 대책 수립 그리고 이들의 기초 아래에서 

해체 계획수립 및 설계를 수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음.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

은 그 정확도의 깊이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해체 계획의 평가까지의 여러 

과정을 비교하여 대상 시설의 형편에 알맞은 최선의 해체 전략과 방법을 선

택할 수도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분야의 크고 작은 노후화된 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및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외국의 기술 경험을 도입하므로 서 이

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나,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를 필두로 추후 발생되는 원자력시설의 해체 계획이나 



- 94 -

설계에 있어 기술의 자립 및 국산화가 필요하게 됨.

○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이미 그 수명을 다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부득이 증기발생기를 부분 교체하여 계속 연장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어 월성 1호기 등 수명을 다하는 상업용 원자로와 그 부속시

설들에 대해 다가오는 해체는 필수적인 것임을 직시하여야 함. 이는 상업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산업 관련 시설들도 언젠가는 다하는 수명에 

대해 해체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은 건조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종료 후 그간의 

해체활동에서 발생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해 검증 및 평가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완료에 대한 평

가와도 직관되고 이 자료 및 정보의 검증된 평가는 추후 원자력시설의 해체 

계획, 설계 및 활동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해체 경

험의 보존은 필수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것임.

○ 해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해체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서는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format로 선택, 정리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능은 가공 출력 부분에서 수행되어 짐. 해체 자료의 입력은 활용

을 위한 자세한 방법 모두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에 관한 개념에 

기초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출력 변수의 정의가 필요함. 따라서 해체활동에서 발생되었던 정보 및 자료

는 제염 및 해체대상물의 특성, 시설 및 대상물의 방사선학적 조건, 제염 및 

해체 기술적 특성, 작업 효율성, WBS(Work Breakdown System), 장비 투

입, 환경 감시 및 폐기물관리 등의 조건으로 가공 및 재분류되어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이 

금년도(2008년)에 종료되고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원사업이 2009년에 종

료를 목표로 현재 해체가 진행 중이며, 이 시설들의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정보 및 자료는 현재 개발된 DECOMMIS(DECOMMissioning Information 

System) 입력시스템을 통해 단순 수집/입력되고 있으며, 수집/입력된 정보 

및 자료를 개발되는 해체 경험자료 평가시스템을 통해 분류, 검증 및 평가해

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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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검증,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성(최적의 공

정과 적용기술의 도출 및 man-power 투입의 적정성), 장비의 선택 및 투

입, 발생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 그리고 해체활동 중 피폭관리와 오염의 확

산 방지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고자 함.

○ 동시에 해체 대상 원자력시설에 대한 특성조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시설의 특성자료(규모, 재질, 형상)와 주변 환경 그리고 그 시설이 가지고 있

는 잔류 방사선과 같은 방사학적 조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인데 이

러한 자료들을 DB화하여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의 할용은 바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같이 

수행되어야 함. 

○ 개발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가까이는 원자력연구원의 노후 시

설인 UF4 제조시험시설의 해체 계획 및 설계에 바로 실증 적용되어 별도의 

해체 계획 수립 및 설계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서는 북핵 시설

의 예비 해체 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 및 상업용 발전시설의 해체 계획에도 

크게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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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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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가. 최종 목표

해체엔지니어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나. 연도별 목표

구 분 사업 목표

‘09년 O 해체 경험자료 평가 시스템 구축

‘10년 O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11년 O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12년 O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평가

 다. 성과, 기술지도 및 기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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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범위

연도 사업 내용

2009년

 • DECOMMIS 입력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및 자료 계속 입력

(사업완료 때까지 입력)

 • 가공/출력 자료의 분류 항목 선정 및 체계 확립

 • 평가 및 검증 체계 구축

 • 검색 및 출력 GUI(Graphic User Interface) 구축

   - DECOMMIS 보완

 • 해체경험 정보 및 자료의 검증, 평가 및 분류 

   - 연구로와 UCP, 해체계획 및 설계 자료, 실증자료, 

 상호 비교평가

2010년

 • DB를 이용한 해외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구축 경험 

 사례조사 및 분석

 •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의 개발

   - 시설특성자료 관리 DB, 특성, 환경, 방사선학적조건 관리

2011년

 •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인자 도출 및 항목 선정

   - 시설특성자료, 해체경험자료, 문헌 및 예측, 평가자료 

  •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2012년

 • UF4 제조시설의 해체계획 및 해체설계에 적용

 • 북핵 시설의 예비해체 계획에 기초자료로 적용

 •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 및 평가

   - 비용평가, 효율성평가, 안전성평가

   - 연구로 1,2호기,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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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 추진일정

사업목표 및 내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체 경험자료 평가시스템 구축

 ￭ 자료 분류항목 선정, 평가 검증체계 구축

 ￭ 검색 및 출력 GUI 설계 및 구축

 ￭ 해체경험자료 분류, 검증, 평가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 구축사례조사, 분석

 ￭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인자 도출 및 항목 선정

 ￭ 시스템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평가

 ￭ UF4 제조시설의 해체계획 및 설계에 반영

 ￭ 북핵 시설 예비 해체계획에 적용

 ￭ Feed back을 통한 해체시설에의 실증 및 
평가(연구로, 우라늄변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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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전략

○ 2008년과 2009년에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가 완

료되므로 서 그간의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해체경험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

으로 가공하고 분류하여 요구조건에 맞추어 평가 할 수 있도록 가공/출력 자

료의 분류 체계 확립 및 이를 user의 요구에 맞추어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

도록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설계하고 구축함으로서 검증 및 평가 

체계를 확립 할 것임. 이 GUI의 구축은 기존의 해체정보 및 자료의 입력에 

활용되고 있는 DECOMMIS를 보완하여 해체 경험자료 평가 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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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해체 대상 원자력시설의 시설특성자료(형상, 규격 및 재질)와 주변의 

환경 조건 그리고 해체 대상 시설의 방사선학적 조건을 database 체계로 관

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를 구축하기 위해 예상 입력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분류항목을 선정하며 User interface를 설

계하여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것임. 

○ 시설관리 시스템과 각종 해체발생물의 분류 및 취급, 발생 등에 따른 

문헌적 기준 및 규제 자료와 해체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사화의 정도, 

오염도, 공간선량, 예상피폭선량 등 예측, 평가되는 자료로서 해체 엔지니어

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이는 사전에 해외 경험 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비

교 분석될 것임. 

○ 개발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원자력연구원의 노후 해체 대상 시

설인 UF4 제조시설의 해체 계획 및 설계에 반영 할 것이며 이때, 시설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UF4 제조시설의 특성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임.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북핵 시설의 예비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것임.

○ 현재 원자력 연구원이 보유하고, 이미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공

릉동 소재의 연구로 1,2호기와 대전 본원의 우라늄 변환시설을 대상으로 해

체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시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산출된 자료와 실제 해체 활동에서 발생한 경험 자료의 비교 평가

를 통해 시스템을 실증하고 평가할 것임. 이는 해체 경험 자료 평가시스템을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feed back 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서 해체 엔지니어

링 시스템의 개발과 동시에 바로 실증 비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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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평가계획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09
O 검색 및 출력 GUI 설계 O 시스템 구축

O 해체 경험자료 평가 O 결과 보고서

2010
O 해외사례 조사 분석 O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O 해체 시설관리시스템 개발 O 시스템 구축 

2011

O 엔지니어링시스템 구축 인자 도출 

및 항목 선정
O 정보 및 자료 분류체계도

O 해체 엔지니어링시스템 개발 O 시스템 구축

2012

O UF4 제조시설 해체계획 자료 도출 O 해체계획서 및 해체설계 

O 북핵시설 예비 해체계획 자료 도출 O 예비해체계획서에 반영 

O 해체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평가 O 실증/평가 자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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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 자원 규모

 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해체 경험자료 평가시스템 구축

 ￭ 자료 분류항목 선정, 평가 검증체계 구축 1

 ￭ 검색 및 출력 GUI 설계 및 구축 2

 ￭ 해체경험자료 분류, 검증, 평가 1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 구축사례조사, 분석 1.5

 ￭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2.5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인자 도출 및 항목 선정 1.5

 ￭ 시스템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2.5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평가

 ￭ UF4 제조시설의 해체계획 및 설계에 반영 1.5

 ￭ 북핵 시설 예비 해체계획에 적용 1

 ￭ Feed back을 통한 해체시설에의 실증 및 
평가(연구로, 우라늄변환 시설) 1.5

계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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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 인력 (단위: MY)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해체 경험자료 평가시스템 구축

 ￭ 자료 분류항목 선정, 평가 검증체계 구축 0.5

 ￭ 검색 및 출력 GUI 설계 및 구축 1.0

 ￭ 해체경험자료 분류, 검증, 평가 0.5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 구축사례조사, 분석 0.6

 ￭ 해체 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1.4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인자 도출 및 항목 선정 0.6

 ￭ 시스템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1.4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실증/평가

 ￭ UF4 제조시설의 해체계획 및 설계에 반영 0.5

 ￭ 북핵 시설 예비 해체계획에 적용 (1)

 ￭ Feed back을 통한 해체시설에의 실증 및 
평가(연구로, 우라늄변환 시설) 1.5

계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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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은 건조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종료 후 그간의 

해체활동에서 발생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해 검증 및 평가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행 중인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UCP)의 해체사업에서 발생되고 수집되는 해체 경험 정보 및 자료의 

기록 보존과 체계적인 분류, 자료의 가공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곧 해

체사업의 성과와도 직결.

○ 해체 활동에서 생산된 검증된 해체 경험 자료와 이를 평가하는 해체 경험

자료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추후 원자력시설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임.

○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시설특성자료 및 정보, 문헌정보와 해체경

험 자료 그리고 평가되고 예측된 자료로 구성되며 최적의 단위 공정 선정 

및 적용 기술의 도출과 적절한 인력과 장비의 투입 그리고 최소의 폐기물 

처리로 경제적인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중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방

출을 차단하는 기준 및 조건을 제시하여, 현재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초보단

계인 우리 실정에는 매우 유효한 해체계획 및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가 있음.

○ 개발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UF4 시설의 해체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고 해체 최적공정 scenario 도출 및 비교 평가를 수행하여 추

후 실증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계획에 

feed back 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와 실제 해체 경험 자료와 비교 평가하여 

시스템을 개발과 동시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북핵 시설 및 상업

용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에도 적용을 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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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분야의 크고 작은 사용된 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및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외국의 기술 경험을 도입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음. 

○ 추후,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이미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해체 비용평가, 안전성 평가 및 효율성 평가의 결과를 접목하여 최적

의 공정 산정, 최소의 해체 비용, 최대의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해체 계

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전초 단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은 원자력관련 시설, 북핵 시설, 

상업용 원자로 등의 해체 계획 및 설계에 있어 자립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및 기준이 되고, 또한 해체설계의 국산화와 기준 모델 및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

여 경제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임.

   ○ 또한, 해체 비용의 산정과 같은 해체 프로젝트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

과 그의 평가 등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source data)의 준비가 

될 것이며, 이는 추후 원자력산업계의 해체 설계 및 공사 수행에 기준이 되

는 해체 작업 활동량 산정 코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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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라늄 잔류 물질 저장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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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1) 원자력선진국의 동향

○ 경수로 핵연료 또는 연구로 핵연료 등에 사용하고자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손 우라늄 물질이 부산물로 발생되고 있다.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하여 대부분이 야적된 상태로 있는데 약 120 만 톤에 이르고 

있음DUF6 화합물로 cylinder에 담겨져 있는데 steel재질의 cylinder가 

부식이 되어 독성의 DUF6 가 누출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음감손 우라늄 대체 이용방안 강구 및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DUF6 관리 및 이용으로 가 장래의 자원화 

하는데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나 프랑스에는 DUF6를 처리하여 우라늄 

산화물로 저장하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HF를 일반 산업체에 활용하기도 

함.

○ 발전용 핵연료 제조 또는 핵연료 연구 등에 사용 시 발생한 핵물질 scrap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경우 재변환을 시켜 자원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핵연료 연구 개발 등에 DU물질이 모의 물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사용 중에 발생되는 우라늄 금속 부스러기는 산소와의 친화성으로 많은 

화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함.  방지에 대한 DU 금속 저장 방법은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아직 명료하게 기술한 자료를 구하지 못한 실정임. 

화재발생 방지 방안으로 대부분의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oil 속에 보관이나 

미국의 Y-12는 수중에서 보관함. Oil 중에 보관 중인 우라늄 부스러기는 

oil성분에 의한 폐기 처분이 어려워 계속 보관 중에 있음. 

  (2) 국내 동향

○ 우리나라에서는 감손 우라늄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1980년에 약 200 여 톤이 도입된 바 

있으며 대부분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부식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원내에는 핵연료 연구개발에 

사용했던 핵물질은 원내의 각 시설에 분산 보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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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물리적 상태 화학적 상태 수량(kg)

1. U-235/U-238, 0.72% 미만

 1) Scrap Alloy, Metal U(Ti,Mo,Si) 7,000

 2) Powder Powder U3O8 3,000

 3) 금속성폐기물 Debris UO2 1,000

 4) 해체장비 해체장비 UF4 300

 5) Powder Powder UF4 13,000

 6) Powder Powder UF6 125,000

 7) Scrap Metal Alloy U3O8 2,000

 8) Powder Powder U3O8 ,UO2 13,000

 9) Metal Chip Metal Chip U3O8 700

 10) Scrap Pellet & Scrap UO2 900

2. U-235/U-238, 0.72%

 1) Scrap Scrap U3O8 600

 2) Sludge 
Sludge 

(라군폐기물)
U3O8 250,000

  (3)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손우라늄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그 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확인되면 장래에는 천연우라늄 정도로 농축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음. 변환공장이 있는 경우 NU, LEU 등 핵물질 scrap은 

변환공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가 있음.

○ 변환 및 농축과 관련된 시설과 기술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국내에는 동 기술이 없으므로 각종 핵물질 scrap은 현재 상태로 각 

핵물질사용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임.

 나. 정부지원의 타당성

○ 우라늄 잔류물질 저장시설은 원자력법 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8조(허가기준)에 의거 핵물질사용자는 

허가기준(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안전조치, 장비 및 인력 확보)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원자력법 제59조 (검사)에 의거 핵물질사용자는 핵물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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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지에 대해 시설검사 및 특정핵물질에 관한 계량관리 검사를 

수검받아야 함.

○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잔류물질 저장시설은 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용이 

종료된 각종 핵물질을 통합저장관리시설에 중앙집중 보관ㆍ관리토록 하여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외부에 핵물질 유출 가능성 방지 임무와 역할을 수행이 

필요함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연구소내에 저장하고 있는 UF4 및 UF6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및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향후 우라늄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 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동안 핵물질의 국제운송과정에서의 탈취방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핵물질의 국내사용․저장․운반뿐만 아니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방사능영향 저감대책 강구등 기존 협약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9.11 테러발생이후 원자력시설에 대한 핵물질관리체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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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가. 최종 목표

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이 종료된 다량의 각종 핵물질을 통합저장관리시설에 

중앙집중 보관ㆍ관리핵물질 관리하여 투명성 확보,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외부

에 핵물질 유출 가능성을 방지

 나. 연도별 목표

구 분 사 업 목 표

2009년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하여 절차서 수립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기초

O 보관 용기 개발

O 시설 준공 후 점검 및 보완

2010년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개발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O 원내내 핵물질 이동 저장

2011년
O 핵물질 자료 전산체계 입력하여 정상 운영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2012년

O 핵물질 계량관리 체계 개선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방안 수립

2013년
O 핵물질 종합 안전 체계 구축

O 원내 핵물질 사용 추세 변화에 시설 운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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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 지도

 라.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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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범위

연도 사 업 내 용

2009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 각종 보고 자료 근거하여 현장 확인

  - 형태 및 물질 조성 별 분류

  - 분류 물질에 대한 특성 조사 및 분석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하여 절차서 수립

  - 물질 형태 및 특성에 적합한 보관 방법 조사 및 강구

  - 절차서 작성

O 보관 용기 개발

  - 물질 형태 및 특성에 부합하는 보관 용기 조사 및 설계

  - 보관 용기 발주 제작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기초

  - 핵물질 반/출입 및 저장 취급 절차 분석

  - 전산 운영 체계 개념 설계

O 핵물질 저장 시설 보완

  - 준공한 시설 점검하여 보완 및 개선안 도출 

  - 시설 개보수 작업 추진   

2010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개발

  - 전산 운영 체계 상세 설계

  - 전산 운영 code 개발 발주

  - 전산 운영 체계 구축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 저장 시설 안전 요소 분석

  -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추진

O 소내 핵물질 이동 저장

  - 핵물질 종류 별 분류하여 적합 용기에 장전

  - 핵물질 반입 및 적소에 저장

2011
O 핵물질 자료 전산체계 입력하여 정상 운영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2012

O 핵물질 계량관리 체계 개선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방안 수립

이후
O 핵물질 종합 안전 체계 구축

O 원내 핵물질 사용 추세 변화에 시설 운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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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추진일정

연구 목표 및 내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이후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하여 절차서 수립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개발 및 운영

O 보관 용기 개발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O 원내 핵물질 이동 저장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및 
방안 수립

O 핵물질 계량관리 체계 개선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O 핵물질 종합 안전 체계 구축

O 원내 핵물질 사용 추세 변화에 시설 
운영 적용



- 117 -

4. 사업의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전략

○ 원자력연구원에는 핵연료 개발 시 사용한 후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각종 우라늄 핵물질을 신규 건설하는 종합 보관 시설에 이동시켜 보다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함   

○ 우라늄 금속 물질은 공기 중의 산소와 친화력이 커서 습기가 많은 장소에 

미세한 부스러기 형태의 우라늄 물질을 보관 저장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크

므로 안전 요소 분석을 하고 이에 부합되는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하여 안전

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여러 곳에 분산 보관 저장에 따른 핵물질 계량관리 및 물리적 방호에 발생

되는 어려움들을 체계적인 중앙집중관리 방법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

영관리 하고 대외 안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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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평가계획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09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O 분류 LIST 완성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하여 절차서 수립 O 절차서 

O 보관용기 개발 O 보관 용기 제작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

계 기초
O 전산 운영 체계 개념 설계

O 준공 시설 점검하여 보완 O 점검 건수 대비 보완 실적 

2010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개발
O 전산 CODE 및 적용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O 시설 안전 요소 분석 결과 

O 원내 핵물질 이동 저장 O 핵물질 이동 결과 

2011

O 핵물질 자료 전산체계 입력하여 정

상 운영
O 전산 체계 운영 정상화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O 안전 요소 분석 결과 

2012

O 핵물질 계량관리 체계 개선 O 개선안 도출 결과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O 분류 LIST 적합성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해결 방

안 수립

O 핵물질 위험 요소 해결 방안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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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 자원 규모

 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0.5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 및 절차서 수립 0.5

O 보관용기 개발 1.5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개발 및 운영
1 1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1.5 1.5

O 원내 핵물질 이동 저장 0.5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2 2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1

O 우라늄 잔류물질 저장시설 운영 2 2 2

계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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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 인력 (단위: MY)

     

사업 목표 및 내용 2009 2010 2011 2012

O 원내 핵물질 파악 및 특성 분류 0.5

O 보관 관리 방법 도출 및 절차서 수립 0.5

O 보관용기 개발 0.5

O 핵물질 저장 및 반입/반출 전산 체계 

개발 및 운영
0.5 0.5

O 저장 시설 안전성 구축 0.5

O 원내 핵물질 이동 저장 1.0

O 핵물질 종류 별 위험 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0.5 0.5

O 핵물질 분류 저장 최적화 0.3

O 우라늄 잔류물질 저장시설 운영 1 1.2 1.5

계 2 2 2 2

7.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가.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 핵연료 개발 시 사용한 후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각종 우라늄 핵물

질을  종합 보관 시설에 이동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앙집중 관리

하여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 핵물질을 통합 보관 저장할 경우 핵물질에 대한 안전 요소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부합되는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하여 안전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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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 여러 곳에 분산 보관 저장되어 있는 핵물질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관 저장함

에 따라 핵물질 투명성 확보 및 핵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여 대외 

신뢰성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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