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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업

Ⅱ.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008년도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의 사업목적은 작년에 해체를 완료하지 못한 11개 부대시

설 중 액체폐기물처리을 포함하여 5개 시설을 해체완료하고, 부지내 잔류방

사선/능 평가 및 부지복원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작

업 했던 기술적인 경험과 자료 등을 2006년도에 이어 체계적으로 관리․보

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우라늄 변환시설은 1993년 이래 휴지 상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2001년부

터 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환경복원의 일환으로 변환시설 해체를 착수하

게 되었다. 2006년까지 환기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치들은 해체되었으나

2007년에는 해체 비용 확보가 부진하여 해체 사업은 연장되었다. 2007년의

해체의 목표는 금속 해체물의 제염과 라군 질산염의 처리였다.

Ⅲ. 사업내용 및 실적

금년도 주요한 연구로1, 2호기 해체작업은 연구로 부대시설 중 액체폐기

물처리시설, 희석방류조, 자연증발조, 연구로 2호기 스택 및 고체폐기물저장

창고 5개로 선정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 해체사업을 마무

리하기 위해 수행예정인 잔류방사능 평가 및 부지복원 작업을 위하여 연구

로 1, 2호기 부지에 대한 개략적 조사(Scoping Survey) 및 특성화 조사

(Characterization Survey)를 수행하였다.

2007년도에 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은 80,369 ㎏이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경우 51,901 ㎏, 비방사성폐기물 14,317 ㎏이 발생되

었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전체 해체폐기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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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7.5%(14,098 ㎏)이다. 금년도까지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303,413

㎏으로 4 ㎥ 컨테이너 52개(272,062 ㎏), 200리터 드럼 138개(29,848 ㎏), 차

폐용기인 Cask 6개(1,503 Kg)에 나누어 저장하였다. 액체폐기물의 양은 총

81.59 ㎥ 으로 이를 전량 자연증발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005년 해체를 마무리한 원자로 2호기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 중 자체

처분 대상인 비방사성콘크리트 803톤을 도로포장의 기초재로 자체처분을 완

료하였고, 그 잔량인 726톤에 대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에 있다.

사업이 막바지에 달함에 따라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DECOMMIS를 이

용하여 해체기술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는 원자력계 원

로들의 강력한 보존 주장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한전, 연구로 1호기 보존위

및 원자력연구원과 1호기를 보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서를 작성하였

으며, 이들 절차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수행하였다. 시설의 해체는 변환시설

중 환기설비실을 제외한 전 격실을 해체완료 하였다.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의 총량은 260ton이다. 이들 중 방사성폐기물로 분류 수집

된 가연성폐기물은 4.4톤(200L드럼 57개), 비가연성폐기물 9.2톤(200L드럼 36

개), 라군질산염 처리 후 발생한 비가연성폐기물 32.8톤(200L드럼 141개), 철

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15.2톤(4 ㎥ 콘테이너 4개)로 임시방사성폐기물저장

고(격실6107 & 6116)에 저장되어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초음파화학

제염 폐액으로 약 11.8 ㎥이 발생하였다. 초음파화학제염 및 스팀제염설비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강 해체물의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44톤의 해체물을 자

체처분대상폐기물로 반출하였다.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슬러지폐기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여 라군 2 슬러지폐기물 전량을 처리 완료하였다. 또한 라

군 질산염 처리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슬러지폐기물 연속처리공정과 질

산암모늄 회수공정 기초연구와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 및 감용을 위하여 고

주파 유도로를 이용한 용융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Ⅳ.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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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에 따라 2007년도에는

5개의 주요 부대시설 해체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잔류방사선/능 평가를 위

한 사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해체의 경험은 일반 시설물의 해체와 다

르게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원격장비의 개발․활용과 더불어 오염 및 방사

화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

된다. 해체 작업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핵시설의 해체

를 포함하여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금년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공사는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을 수행중에

있으며 라군 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였다. 변환시설의 안전

한 해체 기술 및 경험은 국내 다른 소규모 핵주기 시설(예, 핵연료 제조,

UF4 제조, 및 우라늄 가공 시설)에 대한 해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군 질산염처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된 기술로 해외

원자력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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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for the Nuclear

Facilities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For a completion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the Korean

Research Reactor #1 and #2(KRR 1&2) in 2008, the objectives of the

decommissioning activities in this year are the completion of the

dismantling of five facilities, including a liquid waste treatment facility,

which were not dismantled last year among the eleven auxiliary yard

facilitie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evaluation of the residual

radioactivity and the assessment of the site rehabilitation. And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DECOMMIS, with the accumulated

technical experiences and documents generated during decommissioning

project was another objective of this year for the systematical

manage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data for future uses.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UCP) was shut down in 1993 and a

program for its decommissioning was launched in 2001 to secure a

radiological safety and to achieve a restoration of the site. Till 2006, all

the facilities except a ventilation unit were dismantled. In 2007, because

of insufficient budget, it was decided that the project would be slowed

down and the final completion of the project delayed to the end of 2009.

The objectives of the decommissioning works in the project this year

were the decontamination of metal pieces and treatment of lagoon nitrate

sludg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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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main decommissioning work of KRR 1&2 was the dismantling of

the five auxiliary yard facilities; a liquid waste treatment facility, a liquid

dilution and discharge tank, a solid waste storage room, stacks of KRR

1&2 and a solar evaporation facility. A scoping survey and a

characterization survey of the residual radioactivity at the site were

carried out as preparative steps of the final evaluation of the residual

radioactivity for the completion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at the end

of 2008.

The amount of the waste generated in 2007 from the decommissioning

of KRR 1&2 were 80,369 kg, and only 17.5% of the waste was classified

into radioactive waste. The amount of the restrictedly releasable waste

was 51,901 kg and non-contaminated waste was 14,317kg. The

radioactive waste could be reduced to such a small portion by the

minimization activities of the radioactive waste. And the amount of liquid

waste was 81.59 m3 and it was treated by a solar evaporation facilities.

Adding the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in 2007, the total amount of

the radioactive waste which was generated in the whole project and

could not be practically decontaminated was 304,413 kg and it was

packed into 138 drums of 200 liters(29,848 kg), 52 containers of 4m3

(272,062 kg) and 6 shielding-casks (1,503 kg). Among the

non-contaminated part of the concrete waste from a biological shielding

of the KRR-2 generated at the end of 2005, 803 tones of the waste were

reused as aggregates of a road basement after an authorization of the

clearance plan. Another clearance plan for the remaining 726 tones of the

non-contaminated concrete waste was being reviewed by the regulatory

body.

Technical information from the decommissioning sites was classified

and inputted to the DECOMMIS system to control the project and to

preserve the experiences and the data for the future u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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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of KRR 1, which has been strongly insisted by the old

experts of the nuclear field, was decided under the agreement of KAERI,

KEPCO and a meeting for the old experts for the preservation.

Various procedures were established to safely and effectively perform

decommissioning works of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The equipment

and machines of all the rooms except a ventilation room were removed.

The total amount of the dismantled waste from the decommissioning of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was 260 tons. Among them, 4.4 tons of

combustible waste (packed into 57 drums of 200 liters), 9.2 tons of

un-combustible waste (into 36 drums), 32.8 tons of the solid waste of

treated lagoon nitrate (into 141 drums) and 15.2 tons of metal and

concrete waste (into 4 containers of 4 m3) were classified into radioactive

waste and the drums and containers are now stored in temporary waste

storage rooms (room number 6107 and 6116). The amount of liquid waste,

mainly generated from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of the

dismantled stainless steel waste with an ultrasonic chemical

decontaminator and a steam jet washing device was 11.8 m3. Total 44

tones of the decontaminated waste with a lower radioactivity than the

limit (0.2 Bq/g) were taken out as restricted releasable wastes. All sludge

waste of the lagoon 2 was completely treated with the treatment

facilities. A continuous treatment process of the sludge waste and a

recovery process of ammonium nitrate were studied for increasing

treatment efficiency of sludge waste. And a melting process with a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furnace was developed for the

decontamination and the volume reduction of the dismantled carbon steel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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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decommissioning the five incidental facilities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and the scoping survey and characterization survey of

radioactivity on KRR-1 & KRR-2 site were proven as basic steps for the

final evaluation of the residual radioactivity and assessment of the

rehabilitation of the KRR-1 & KRR-2 site in 2008. After this works, the

FSSR(Final Status Survey Report) will be submitted to the regulatory

body for the release of the site from the regulation in 2009. The first

decommissioning project of a domestic nuclear facility is now in its

closing stages. The decommissioning for nuclear facility may demand the

high technologies, remote control equipment and radioactivity assessment.

So the developed technologies and the obtained experiences could be

applied to new decommissioning projects of the nuclear facilities in the

future, including north Korea nuclear facilities.

At the decommissioning site of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the

decontamination of the stainless steel waste was performed and the all

the sludge of the lagoon-2 waste was completely treated in this year.

The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obtained from the UCP dismantling

works are expected to apply to other fuel cycle facilities. The lagoon

sludge treatment technology was the technology firstly tried in actual

decommissioning sites in Korea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technology

could be applied to 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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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007년도 수행한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은 2008년 사업 마무리를 목표

로 해체대상 시설인 11개의 주요 부대시설 중 잔류시설인 액체폐기물처리시

설, 희석방류조, 자연증발조, 연구로 2호기 스택 및 고체폐기물저장창고 5개

로 선정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 해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행예정인 잔류방사능 평가 및 부지복원 작업을 위하여 연구로 1, 2호

기 부지에 대한 사전개략조사(Scoping Survey)를 수행하였다. 2005년 해체

를 마무리한 원자로 2호기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 중 자체처분 대상인 비

방사성콘크리트를 2006년도에 803톤을 자체처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그

잔량인 726톤 전량을 도로 기반재 활용을 위한 자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으

며, 해체작업 중 발생한 슬러지 건조 작업도 진행하였다.

기타 해체활동 및 연구활동으로는 연구로 2호기 공기조화계통 해체, 샤워

및 세탁폐액 저장조 해체, 폐필터 분류작업, 1호기 동위원소실 지하피트 제

염 및 해체작업, 연구로 2호기 잔류시설 해체 및 해체 중 발생한 폐기물을

제염 하는 등의 폐기물 관리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사업이 막바지에 달함에

따라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DECOMMIS를 이용하여 해체기술자료들을 정

리하였다.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는 원자력계 원로들의 강력한 보존 주장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한전, 연구로 1호기 보존위 및 원자력연구원과 1호기를

보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체상황 점검은 전․후반기 각 1회

씩 총 2회의 점검에서 전년도와 달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권고사항 1건이

있었다.

해외 협력으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제 5차

KAERI-JAEA간 해체기술정보교환회의와 제4차 KAERI-JAPC와의 기술정

보교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프랑스의 CEA와의 제6차 한불정보교환회의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는 해체공사의 순서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

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들 절차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수행하였다. 시설의 해체는 변환시설 중 환기설비실을 제외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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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실을 해체완료 하였다.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의 총량

은 260ton이다. 이들 중 방사성폐기물로 분류 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4.4톤

(200L드럼 57개), 비가연성폐기물 9.2톤(200L드럼 36개), 라군질산염 처리 후

발생한 비가연성폐기물 32.8톤(200L드럼 141개), 철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15.2톤(4M3 콘테이너 4개)로 임시방사성폐기물저장고(격실6107 & 6116)에 저

장되어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초음파화학제염 폐액으로 약 11.8㎥이

발생하였다. 초음파화학제염 및 스팀제염설비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강 해체

물의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44톤의 해체물을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반출하였

다.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슬러지폐기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여 라군 2

슬러지폐기물 전량을 처리 완료하였다. 또한 라군 질산염 처리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슬러지폐기물 연속처리공정과 질산암모늄 회수공정 기초연구

와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 및 감용을 위하여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한 용융제

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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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제염해체 기술관리

1. 개요

2007년도 수행한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은 2008년 사업 마무리를 목표

로 해체대상 시설인 11개의 주요 부대시설 중 잔류시설인 액체폐기물처리시

설, 희석방류조, 자연증발조, 연구로 2호기 스택 및 고체폐기물저장창고 5개

로 선정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 해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행예정인 잔류방사능 평가 및 부지복원 작업을 위하여 연구로 1, 2호

기 부지에 대한 사전개략조사(Scoping Survey)를 수행하였다. 2005년 해체

를 마무리한 원자로 2호기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 중 자체처분 대상인 비

방사성콘크리트를 2006년도에 803톤을 자체처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그

잔량인 726톤 전량을 도로 기반재 활용을 위한 자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으

며, 해체작업 중 발생한 슬러지 건조 작업도 진행하였다.

기타 해체활동 및 연구활동으로는 연구로 2호기 공기조화계통 해체, 샤워

및 세탁폐액 저장조 해체, 폐필터 분류작업, 1호기 동위원소실 지하피트 제

염 및 해체작업, 연구로 2호기 잔류시설 해체 및 해체 중 발생한 폐기물을

제염 하는 등의 폐기물 관리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사업이 막바지에 달함에

따라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DECOMMIS를 이용하여 해체기술자료들을 정

리하였다.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는 원자력계 원로들의 강력한 보존 주장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한전, 연구로 1호기 보존위 및 원자력연구원과 1호기를

보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체상황 점검은 전․후반기 각 1회

씩 총 2회의 점검에서 전년도와 달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권고사항 1건이

있었다.

금년도의 해체작업은 대체로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되어 방사선작업자의

피폭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산업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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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해외 협력으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제 5차

KAERI-JAEA간 해체기술정보교환회의와 제4차 KAERI-JAPC와의 기술정

보교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프랑스의 CEA와의 제6차 한불정보교환회의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 해체 활동

가. 액체폐기물처리시설

1) 시설 개요

부속시설인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내에는 저준위액체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간당 처리용량이 360ℓ, 제염계수가 40인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탈염기

및 폐기물 탱크와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이온교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

며, 처리폐액의 임시저장을 위해 스틸탱크로서 내부에 납으로 덧 씌어진 저

장용량이 10㎥인 탱크 4 ea 가 설치되어 있고,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세탁 및

샤워폐액 처리설비인 막분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처리시설 바닥부 지

하 Pond 에 는 임시 저장탱크(SUS) 1 ea 와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된 Sump

시설이 있다. 처리시설내부에는 각각의 시설의 가동을 위해 펌프 및 배관등

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배관은 바닥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샤워 및 세탁폐액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막분리 장치가 설

치되어 있었다.

2) 해체 및 제염

액체폐기물 처리시설내 막분리설비는 일부 분해하여 오염검사 후 재사용

하기 위하여 이송처리 하였으며, 이온교환설비는 먼저 설비 외부의 배관 및

펌프 등을 Hand Grinder 등을 이용하여 해체 및 절단을 하였고, 탈염기 내

부에 잔류하는 레진은 수분을 제거한후 별도 용기에 넣어 처리한 후 스텐레

스 재질의 탱크와 탈염기를 Plasma 절단기와 Hand Grinder를 사용하여 절

단하여 해체 완료하였다. 설비시설이 있던 철재구조물은 가스 절단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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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체를 하였다. 해체물품은 재질, 종류별로 분류하여 폐기물 절차에 따

라 처리하였다.

처리시설 해체 및 제염작업을 위하여 작업구역 주변으로 Green House

및 이동형 환기설비를 설치하였다. 지하 Pond에 있는 임시 저장탱크(SUS)는

Plasma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및 세절하여 처리하였다.

탱크 4 ea 의 해체작업은 탱크 주변에 각종 배관 등을 가스 절단기를 이

용하여 해체하였고, 탱크 내부에 물을 이용하여 수세제염을 실시한 후, 가스

절단기 및 Hand Grinder를 이용하여 탱크 측면에 Hole을 만들었다. 내부에

납 및 FRP 재질을 제거하고, 외부 Carbon Steel의 안에 녹 등을 수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Carbon Steel를 절단 및 세절

하여 처리하였다.

Sump 내부 제염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Sump 윗부분 콘크리트를

제거하였고, 모서리부분 및 바닥부는 Concrete Breaker로, 벽면은 Hand

Grinder를 이용하여 제염을 하였다. 지하 Pond 역시 Sump 제염과 같은 방

법으로 제염을 실시하였다. 바닥 제염작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배수로 부분은 Concrete Breaker로 제염을 하였고, 바닥면 중에 매립배관은

Concrete Breaker로 제거하였고, 사전 오염검사를 바탕으로 오염이 많이 나

오는 곳에는 Concrete Breaker로 제염을 실시하고, 나머지 바닥면은 Hand

Grinder & Scabbler를 사용하여 제염을 하였다.

3) 오염검사 & 핵종분석 결과 및 작업 사진

구분
액체폐기물처리시설 내부면 지하

Pond Sump
간이창고

환풍기 온수
배관 창문틀 사무실

윗부분동측 서측 남측 북측 바닥 외부 내부

표면오염도
(Bq/㎡)

α <MDA 270 <MDA <MDA 50,400 13,100 777 270 <MDA <MDA <MDA 270 270

β 410 <MDA 437 815 17,100 7,590 4,760 653 680 1,490 1,730 3,730 1,540

표 2.1.1. 액체폐기물처리시설 제염 전 핵종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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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수로 바닥면 지하 Pond Sump
핵종분석
(Bq/g) 2.776 0.039 0.429 0.028

검출핵종 Co-60
Cs-137

Co-60 Co-60,
Cs-137

Co-60,
Cs-137

표 2.1.2. 액체폐기물처리시설 제염 후 핵종분석 결과

구분
유리성오염도

[Bq/㎡] 고착성오염도
[cpm]

표면선량률
[μSv/hr]

핵종분석 [Bq/g]
α β 방사능농도 검출핵종

T-10 270 2,000 250 1.0 19.073 Co-60, Cs-137, Eu-152
T-20 <MDA 3,970 400 1.0 20.891 Co-60, Cs-137, Eu-152
T-30 <MDA 3,080 330 1.0 16.453 Co-60, Cs-137, Eu-152
T-40 <MDA 2,700 300 1.0 28.006 Co-60, Cs-137, Eu-152

표 2.1.3. 탱크 오염검사 및 핵종분석

그림 2.1.1.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해체 사진

나. 희석방류조

액체폐기물 처리 시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희석방류조는 콘크리트 구

조물로서 내부가 3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한칸의 크기가 3m ×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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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h)로서 첫 번째는 액체폐기물 관련 처리시설로서 설치 후 한번도 사용

한 적이 없음이 방사선 오염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냉각탑이고, 두 번째 구조

물 내에는 직경 1.5m, 높이 3m의 원통형 수집탱크가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 약간식의 액체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는 해체 작업 전에 모두

검사를 거쳐 자연증발조를 통해 증발 처리 되었다. 나머지 한개는 해체 작업

중에 발생된 2차 액체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자연증발조로 이송하여 처

리하기위해 내부를 비닐계통으로 설치하여 임시 저장고로 활용 중에 있었다.

실험시설은 대부분이 철재 앵글로 제작되어 있어서 용접 절단을 통해 절단

하고 해체 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도출된 액체 수집용 탱크는 재질

이 FRP로서 재활용을 위해 내부를 제염하여 보관 중에 있다.

그림 2.1.2. 희석 방류조 해체 및 FRP 탱크 제염

다. 자연증발조 증발천 교체 및 해체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극저준위 운전 및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

연증발시설로서 고체폐기물저장고 남쪽측면에 위치한 알루미늄 샤시 내에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물로 설치되며 폐액저장조 (1 ㎥) 1개, 폐액이송펌프 (3

m/hr × 10mAq) 1대, 폐액순환펌프 (3 m/hr × 10mAq) 2대, 여과기 1대, 폐

액수집조(2.5 ㎥) 1개와 증발천 및 스테인레스 스틸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연증발조의 계속된 운영으로 경화된 증발천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Water filter의 교체 작업도 수행하였다. 증발천의 교체 작업은 우선 교체하

려는 cell의 외곽에 조립되어 있는 루싸이트 판을 해체하고 증발천의 해체작

업은 바깥쪽에서부터 실시하였다. 증발천을 팽팽하게 고정하고 있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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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볼트(그림 2.1.4. 증발천 조립도 참조) 좌우 2개를 풀고 증발천 사이에

들어 있는 파이프를 뽑아낸다. 이때 공급파이프의 Main pipe 에 용접되지 않

은 쪽을 약간 들어 올려 증발천을 공급파이프에서 뽑아낸다. 그러나 대부분

의 증발천이 이물질에 의해 경화되고 pipe에 접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

서대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pipe 바로 밑 부분을 칼로 절단하여 해체하였다.

상부의 main pipe에도 이물질이 경화되어 부착된 상태이므로 1 mm 직경의

pin hole도 함께 브러쉬를 이용하여 모두 제거하였다. 이 작업에는 건조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했고 증발천의 해체 시 발생되는 먼지의 흡입을 방지

하기위해 작업자들은 전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

새 증발천의 설치는 해체의 역순이며 124cm × 166cm짜리 증발천 92 매

를 교체하였다. 증발천을 공급 pipe에 끼울 때에는 증발천을 팽팽히 당겨 공

급 pipe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pin hole 까지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거된 증발천은 모두 154 kg으로서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 처리되었고 핵종

분석을 통하여 80.2 Bq/g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작업자 2명 총 8일간에 걸쳐

서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전에 방사선/능 조사를 실시한바 선량이

검출되지 않아서 일반 작업으로 분류하여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의 개인별, 집

단별 피폭은 없었다.

증발천 교체 후 액체폐기물 처리를 마친 후 증발천 교체 작업과 같은 방

식으로 자연증발조를 해체하였다.

그림 2.1.3. 자연증발조 증발천 교체 작업



- 9 -

그림 2.1.4. 자연증발조 증발천 조립도

라. 연구로 2호기 굴뚝 제염 및 해체작업

1) 시설 개요

원자로실 운영 중 사용된 Main Stack은 길이가 25,000㎜이고, 직경은

상부가 1,000㎜에서 하부가 1,500㎜로 되어있으며, 두께는 9 ㎜의 Carbon

Steel 재질로 되어있다. 표면에는 광면단을 바르고, 그위에 오일페인트를 칠

하였다. 또한 Sub Stack인 경우길이가 18,100㎜이고, 직경은 800㎜이며, 두

께는 3㎜의 Carbon Steel 재질로 되어있다. 표면에는 은분페인트를 칠하였

다.

2) 해체 및 제염

Main Stack은 연결 Duct 해체, Main Stack 절단후 이동, 내부 제염, 절

단의 순서로 해체 와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결 Duct 해체”는 Main

Stack과 연결된 Duct를 가스절단기 및 Cargo Crane을 이용하여 절단후 바

닥으로 내리고, Duct 지지대를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체하였다. “Main

Stack 해체”는 Stack 위부분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Crane (100 ton)에 연결하

였다.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준 상태에서 Stack 밑부분으로부터 500㎜ 지점

에서 가스절단기를 활용하여 절단을 실시하고, 밑부분과 분리된 Sta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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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을 이용하여 지면에 내려놓았다. “내부제염”은 작업 전 Green House

및 이동식 환기시설을 설치하였다. Stack 내부를 3차에 걸쳐서 제염을 실시

하였다. 1차 제염은 물을 이용하여 제염을 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액체폐기

물은 수집 후 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자연증발시설에서 처리하였다. 유리성

오염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2차 제염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였고, 3차 제염

은 스케일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염하였다. 3차 제염후 내부 유리성오염도가

MDA 미만으로 떨어졌다. “절단”은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내부 용접부위

를 절단하여, 21개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Stack 해체물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겼다. Stack 해체 후 남은 밑 부분에 내부 슬러지를 제거 후, 가스절 단기

를 이용하여 절단하였으며, 분리된 해체물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겼다.

Sub Stack은 절단후 이동, 내부 제염, 절단의 순서로 해체와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절단 후 이동”은 Stack 위부분에 와이어를 걸 수 있는 구멍을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만들고, 와이어를 Stack에 체결한 다음 Crane (100

ton)에 연결하였다.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준 상태에서 Stack을 잡아주는

건물 벽에 지지대 및 2층 옥상 바닥과 연결된 와이어줄(2개)을 절단하고,

Stack 밑 부분으로부터 500㎜ 지점에서 가스 절단기를 활용하여 절단을 실

시하였다. 밑 부분과 분리된 Stack을 Crane을 이용하여 지면에 내려놓았다.

“내부제염”은 작업 전 Green House 및 이동식 환기시설을 설치하였다.

Stack 내부 직경이 작기에, 전동식 기계톱을 이용하여 세로로 절단을 하였

다. Stack 내부를 2차에 걸쳐서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제염을 실시하였다. 2

차 제염 후 내부 유리성오염도가 MDA 미만으로 떨어졌다. “절단”은 전동식

기계톱을 이용하여 내부 용접부위를 절단하여, 28개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해체물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겼다.

구  분 제염전 1차 제염후 2차 제염후 3차 제염후
표면오염도

(Bq/㎡)
α <MDA <MDA <MDA <MDA
β 3,840 869 302 <MDA

비  고 물 제염후 화학약품 제염후 스케일 제거제 제염후

표 2.1.4. 오염검사 & 핵종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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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차 제염후 3차 제염후

화학약품 제염후
(솜)

화학약품 제염후
(Stack 내부 표면)

스케일 제거제 제염후
(솜)

방사능농도
(Bq/each) 7.10 0.575 1.324
검출핵종 Co-60, Cs-137 Co-60 Co-60

표 2.1.5. Main Stack 제염

구  분 제염전 1차 제염후 2차 제염후 팁
표면오염도

(Bq/㎡)
α 552 <MDA <MDA <MDA
β 2,000 1,600 <MDA <MDA

비  고 화학약품 제염후 화학약품 제염후 절단시 발생한 팁

표 2.1.6. Sub Stack 제염

그림 2.1.4. Main Stack 해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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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Sub Stack 해체

마. 구 고체폐기물 저장창고 해체 및 제염

구 고체폐기물 창고에는 별도의 처리장치나 폐기물 관련 장치 또는 취급

시설 같은 장치류는 없고 단지 포장된 고체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로서 기

록상으로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취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 오염 검사 결과 바닥과 벽체 일부에서 고착성 1,000 cpm 과 6

~ 10 μSv/hr 정도의 선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득이 입구에 작업자들의 갱

의실 및 검사실을 임시로 설치하고 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 부분은 구 고체

폐기물 창고에서는 별도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경력에 따라 아

마 액체 폐기물의 일부 파손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다. 구

고체폐기물 창고에는 액체폐기물을 흡착할 때 사용되는 질석이 사용을 하지

않은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 화공약품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통과 200리터 드럼에 약간의 고체폐기물이 저장된 상태로 있었다.

또한 이들을 보관하기 위한 목재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운영 및 해체 중 발생된 폐필터류가 임시 보관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림 2.1.6. 구 고체폐기물 창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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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업자들의 임시출입시설을 마련하였다. 이 시설은 이동식으로 제작

되어 주변시설 중 오염된 시설의 해체를 위한 inter face 시설로 활용되는 것

으로 작업자글의 갱의는 물론, 작업 후 오염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도

설치되어 있다. 추후 내부의 제염을 위해서 집진기 및 이동식 임시 환기시설

을 설치하였다.

그림 2.1.7. 구 고체폐기물 창고 임시출입 및 환기시설

내부에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리하고 오염물질은

절차대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반출하였다. 우선 내부에 있는 물품들 중에 반

출을 위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오염 검사 후 오염이 되지 않은 물품부터 반

출하는데 질석부터 모두 반출하였다. 일부 내부 시설물 중에는 운반이나 반

출하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에서 절단하여 반출하였다. 내부

물품들이 다 반출된 이후에는 표면에 대해 제염을 실시하였고 일부 제염하

기 힘든 부분은 부분적인 해체를 수행하였다. 시설의 내부가 시멘트 블록으

로 조적되어 있어서 브러쉬와 집진을 이용한 제염을 실시하였고, 일부 선량

이 나타나는 바닥 및 벽체는 유압식 햄머로 파쇄 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2.1.8. 내부 시설물 해체 및 제염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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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핫셀 해체 및 제염작업

1) 시설개요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핫셀은 2개(C-1&2)로 이루어져 있으며 C-1의 내

부 공간은 2340mm X 1820mm X 5480mm C-2 내부 공간은 4100mm X

1820mm X 5480mm, 차폐문은 1300mm(가로) X 330mm(폭) X 2000mm(높

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폐벽 두께는 900mm 그리고. C-1과 C-2 내부 중간

에는 600mm의 콘크리트 벽이 있으며, 베기 덕트가 콘크리트 벽체 안에 매

몰되어 있다.

전면에는 C-1과 C-2에 각각 납유리가 600mm(가로) X 900mm(폭) X

600(높이) 설치되어 있으며, 납유리 중간에는 윤활유가 충진되어 있다. 또한

납유리 상부에 Manipulator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천정에는 크레인(5Ton)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부에는 폐액 수송용 PVC 배

수구(4")가 지하피트를 통하여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

과 동쪽 벽면에 각 5Ea씩 총 10Ea의 Utility 공급배관이 있다. 또한 소스 저

장공(Φ300X500)이 각 매몰되어 있으며, 내부에 실험대(목재)가 있으며, 내부

바닥에는 스텐레스로 전체가 덮여져 있다.

2) 내부 시설물 해체 및 제염작업

핫셀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은 Manipulator → 실험대 → 납유리 → 천장

크레인 → Embeding 덕트 → 바닥 SUS 덮개 → 배수구 및 저장공 → 벽면

제염의 순서로 해체 및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Manipulator 해체는 제작된 작업대 및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해체를 실시

하였으며, 납유리는 납유리의 밀폐를 위해 설치된 틀을 제거한 후 납유리 중

간에 충진된 윤활유를 별도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납유리를 제거

하였다. 내부의 실험용 책상은 재질이 목재로 전동 톱 및 Hand Grinder를

사용하여 절단 및 세절하여 해체 하였으며 해체물품은 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 하였다.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은 용접기를 사용하여 본체 및 레일을 세

절하여 바닥으로 인양하였으며, 크레인 레일과 바닥에 설치된 레일은 주변의

콘크리트를 Breaker로 파쇄한 후 용접기로 세절 및 절단하여 해체 완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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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간 벽면에 매몰된 Embeding 덕트는 Breaker's로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전동 톱 및 Hand Grinder를 사용하여 세절 및 절단하여 제거 완료 하였

으며, 바닥에 설치된 SUS 덮개도 Hand Grinder를 사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세절한 후 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 하였다. 그리고 바닥 및 벽면에 매몰되

어있는 배수구 및 저장공의 Utility 배관들은 Breaker's로 주변을 파쇄한 후

절단, 인출하였다.

내부 벽면 제염작업은 스케일 제거제를 표면에 분사한 후 제염지로 제염

을 실시하였고, 오염 판정된 부분은 페인트 제거제를 사용하여 추가 제염을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페인트 제거제등으로 제염 작업이 불가한 레일 주

변 및 고착성과 방사선량률이 주변 보다 높게 측정된 부분은 Breaker를 사

용하여 파쇄하거나 Hand Grinder을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하여 오염을 제거

하였다.

구 분
제염전(Bq/㎡)

1차 제염후

(스케일제거제)

2차 제염후

(페인트제거제)
고착성

방  사

선량률 비 고

α β α β α β (cpm) (uSv/hr)

크레인 9,060 2,540,000 - - - - BKG BKG

크레인레일
바닥주변 10,200 2,450,000 <MDA 302 - - BKG BKG

상부벽면 1,570 334,000 <MDA 2,190 <MDA 329 BKG BKG

천장 608 19,300 <MDA 8,890 <MDA 302 BKG BKG

벽면
(C-1) 1,740 313,000 <MDA 2,350 <MDA 626 BKG BKG

벽면
(C-2) 351,000 303,000 1,740 9,800 <MDA 356 BKG BKG Grinding

바닥 294,000 16,500,000 <MDA <MDA - - BKG BKG Breaker's
파쇄

Utility 배관 552 39,000 - - - - 7,000 BKG 작업대기

저장공 2,460,000 356,000 - - - - BKG BKG 제거하여 
인출

Sump배수
구 51,800 421,000 <MDA <MDA BKG BKG 배관 제거

Manipulato
r

Hole
665 25,600 <MDA 302 BKG BKG

납유리 327 16,400 - - - - - - 포장후 
보관중

표 2.1.7. 핫셀 해체 및 제염작업 오염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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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염전(Bq/g)

1차 

제염후(Bq/g)

(스케일 

제거제)

2차 

제염후(Bq/g)

(페인트 

제거제)

3차 

제염후(Bq/g)

(Grinding)

비 고

크레인 레일 제거후 

바닥
2.782 0.080 -

바닥 레일 부근 113.9 0.061 8cm 파쇄

바닥 0.292 0.030 - 2cm 파쇄

바닥 스텐 덮개 

제거후
53.333 0.714 0.057 3cm 파쇄

천장 0.255 0.008 -

상부벽면 동측(C-2) 0.057 - -

상부벽면 남측(C-2) 0.045 - -

상부벽면 북측(C-2) 0.070 - -

상부벽면 서측(C-1) 0.026 - -

상부벽면 남측(C-1) 0.075 - -

상부벽면 북측(C-1) 0.043 - -

상부바닥 동측(C-2) 0.299 N/D - 1차 Grinding

상부바닥 서측(C-1) 0.167 - -

상부바닥(중앙벽면) 4.006 0.075 - 1차 Grinding

벽면 동측(C-2) 0.308 0.137 - - 스케일 제거제

벽면 서측(C-2) 0.102 - - -

벽면 남측(C-2) 61.940 2.470 0.791 0.141

벽면 북측(C-2) 0.189 - - -

출입구 주변 3.407 0.248 0.111 - 2차 Grinding

벽면 동측(C-1) 0.097 - - -

벽면 서측(C-1) 0.055 - - -

벽면 남측(C-1) 0.146 - - -

벽면 북측(C-1) 0.065 - - -

저장공內 잔류 액체
16,061,097B

q/㎥
- - - 별도 보관중

표 2.1.8. 핫셀 해체 및 제염작업 핵종분석 결과

그림 2.1.9. Manipulator &납유리 해체 및 제염작업 과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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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천장 크레인 & Embeding 덕트

그림 2.1.11. 배수구 및 저장공 & 벽면 제염

사.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 실험실 천정 해체 및 제염작업

RIP 천장 전체(합판+지지대)를 해체 작업을 실시하였고 해체된 물품은

종류, 재질별로 분류한 후 Packing 하여 폐기물 분류 절차에 따라 처리 하였

다. 천정 해체작업 후 상부에 잔류하는 난방 덕트 및 콘크리트 표면 등의 잔

류 오염 물질을 집진기로 제거 하였으며 오염검사 결과 오염 판정된 부분은

추가로 난방 덕트 상부면을 제거하는 제염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RIP 바닥부

에 매몰되어 지하피트를 통하여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로 연결된 매립 배관은

배관 주변을 Breaker로 파쇄한 후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지하피트에서 인출

하여 세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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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염전(Bq/㎡

)

1차 제염후

(집진기)

2차 제염후

(집진기)

3차 제염후

(집진기)
고착성

방 사

선량률 비 고

α β α β α β α β (cpm) (uSv/hr)

RIP-121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22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23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24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26호 <MDA 626 - - - - - - BKG BKG

RIP-127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28호 270 4,270 - - - - - - BKG BKG

RIP-129호 - - - - - - - - BKG BKG 검사전
해체

RIP-130호 <MDA 977 - - - - - - BKG BKG

RIP-132호 <MDA 1,650 <MDA <MDA - - - - BKG BKG

RIP-133호 270 3,700 <MDA 2,190 <MDA 2,140 <MDA 491 BKG BKG

RIP-134호 270 1,790 270 545 - - - - BKG BKG

RIP-135호 270 3,700 <MDA 2,190 <MDA 1,600 - - BKG BKG

RIP-136호 <MDA 356 - - - - - - BKG BKG

RIP-137호 270 3,700 <MDA 2,190 <MDA 1,730 - - BKG BKG

RIP-138호 <MDA 410 - - - - - - BKG BKG

표 2.1.9. RIP 천정 해체 및 제염작업 오염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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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염전(Bq/g)
1차

제염후(Bq/g)

2차

제염후(Bq/g)

3차

제염후(Bq/g)
비 고

RIP-121호 0.017 - - -

RIP-122호 0.008 - - -

RIP-123호 0.007 - - -

RIP-124호 <MDA - - -

RIP-126호 0.026 - - -

RIP-127호 0.453 0.024 - -

RIP-128호 0.014 - - -

RIP-129호 0.011 - - -

RIP-130호 0.029 - - -

RIP-132호 - 0.014 - -

RIP-133호 - - 0.749 0.008

RIP-134호 - 0.015 - -

RIP-135호 - - 0.030 -

RIP-136호 0.025 - - -

RIP-137호 - - 0.078 -

RIP-138호 0.027 - - -

RIP복도(132~138호) 0.015 - - -

RIP복도(130호) 0.047 - - -

RIP복도(123~129호) 0.027 - - -

RIP 출입통로 0.021 - - -

표 2.1.10. RIP 천정 해체 및 제염작업 핵종분석 결과

그림 2.1.12. 해체 및 제염작업 사진

아. 연구로 2호기 기계실 해체

1) 개요

연구로 2호기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기계실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계실에는 원자로실의 환기를 위한 공급 및 배기 팬과 4기의 필터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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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 배전

반, 2차 냉각 계통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샤워 및 세탁폐액을 수집하는 액체

폐기물 수집용 탱크가 2기와 이곳으로 이송하기 위한 배관류 등이 설치되어

있다. 기계실은 방사선 관리구역이 아니므로 작업허가서가 필요 없는 일반

작업이지만 환기 계통 중 일부분이 원자로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필터하우

징 내의 필터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이 부분의 해체 작업

시 2차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적인 green house를 설치하였다. 또한

해체 작업 도중 발생되는 먼지 및 가스의 포집을 위해 이동용 환기시설인

팬과 필터하우징을 설치하였다. 특히 장소가 중량물의 이송 및 취급에 협소

하고 지하층이기 때문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였고 이는 천장을 관통하여 건물

이층 바닥에 앵커링하여 설치되었다. 실제 작업 일수 40일 동안에 총 640

man-hour가 투입되어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2.1.13. 기계실의 환기시설 등 장치류

 
2) 환기시스템 제염 및 해체

원자로실의 환기시스템이 급기 닥트 중 일부가 난방용으로서, 배기 닥트

가 필터를 거친 후 보일러를 통해 재공급하는 2중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

다. 배기 닥트에서 필터하우징까지의 부분은 오염 정도에 무관하게 해체를

원칙으로 수행하였고, 필터하우징과 굴뚝까지의 닥트는 오염이 아주 미비하

여 해체보다는 제염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터하우징처럼 장소가

협소하여 내부 제염활동이 어려운 곳은 부분적인 절단과 해체를 하였다. 닥

트내부의 제염은 원자로실 굴뚝으로 이어지는 연결부위까지 수행하였다. 제

염 후 모두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였고, 일부 절단 및 해체된 해체물은 대부

분 비방사성물질로 분류되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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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환기계통의 닥트 해체, 내부 제염 및 해체물

3) 샤워, 세탁 폐액 탱크 및 배관 해체

샤워 세탁 폐액을 이송하는 배관과 수집용 탱크를 해체하였다. 수집용 탱

크는 해체공사 중의 방호복 세탁액 및 오염사워 폐액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

로서 연구로 2호기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의 탱크로

서 규모가 2m×3m×2m 로서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탱크의 해체는 플라즈

마 토치를 이용하여 절단 해체하였다. 해체 전에 내부에 수집된 액체폐기물

은 전부 플라스틱 드럼통에 옮겨서 슬러지를 분리하고 자연증발처리 하였다.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절단 작업 때에는 임시 이동용 환기시스템을 이용

하여 발생되는 개스를 포집하고 필터링 하였다. 절단 해체된 해체물은 폐기

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처리하였다. 해체된 2기의 샤워, 세탁폐액탱크

는 모두 1,374 kg 으로서 방사성폐기물은 없고,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

1,028 kg 이고 비방사성폐기물이 346 kg 으로 분류되었다. 방사선량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값은 0.025 ~ 0.057 Bq/g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5 샤워/세탁 폐액탱크 해체, 해체물 및 해체 후 임시탱크 설치

 
4) 2차 냉각계통 배관 및 펌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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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로 연결된 2차 냉각용 계통 배관과 펌프 및 대형 밸브를 해체하였

다. 2차 냉각용 배관과 펌프는 오염되지 않아서 일반 작업으로 분류하여 해

체 하였다. 대구경 배관과 연결 펌프류는 아세틸렌 산소 용접으로 절단되었

다. 대형 펌프 2대와 밸브 2대, 그리고 이송용 대구경 배관들이 해체되었다.

그림 2.1.16 기계실 2차 냉각계통 및 펌프류 해체

자. 폐필터 해체 및 분류작업

1) 개요

연구로 1,2호기의 운영 및 제염/해체활동 중 발생된 환기시설의 필터를

해체하여 분류 하였다. 연구로 1,2호기의 위치 여건 상 그동안의 운영과정에

서 사용된 필터류는 대전 본원의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로의 이송이 불가능

하여 그대로 서울사무소의 고체폐기물창고에 보관되어 관리되어 왔다. 필터

류는 크게 pre-filter와 hepa-filter, 두가지로 구분되어 보관되었다. 총 해체되

어 분류된 pre-filter가 633개, hepa-filter는 137개이다.

2) 준비작업

고체폐기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폐필터류를 해체하기위해서는 임시작

업장이 필요하였다. 이 임시작업장은 폐필터의 해체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오

염 먼지가 외부로의 방출 및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내부에

는 1차로 먼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임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이 집진시설

은 다시 기존의 주 환기시설로 연결되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폐

필터류는 비닐마대로 포장되어 관리되어 왔다. 이 폐필터류를 1호기 동위원

소 실험실 중 세정실로 이송하여 해체하였다. 구 고체폐기물창고에는 환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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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송

하게 되었다. 임시작업장은 단관 배관 pipe과 투명 비닐을 이용하여 설치되

었고 내부 공간은 2명의 작업자가 해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3m×2m×2.5m의 크기로 제작되어 설치하였고 바닥에는 1,2차에 걸쳐 비닐 및

장판을 설치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작업자들의 흡입에 의한 피폭을 방지하기위하여 전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작

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전면마스크에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소형 공

급펌프에 의해 공급된다. 또한 피부에의 직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은 물론 후드, 고무글로브 및 덧신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도구는 필터 케이스가 목재, 종이 및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내용물인

금속망 및 부직포를 해체하기위한 소형 절단공구와 해체필터를 포장하기 위

한 비닐백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2.1.17 임시작업시설, 전면마스크 착용상태, 포장 보관된 폐필터류

3) 해체 작업

이송된 폐필터류는 크게 pre-filter 및 hepa-filter, 두 가지로 구분된다.

pre-filter는 규격이 620mm×530mm×50mm가 대표적인 규격으로 다음 그림

2.1.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곽 case가 종이류로 된 것과 알루미늄으로 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내용물 형태도 부직포가 plate 형태 및 요철 형태로 구분

되며 부직포를 고정하기 위한 금속망과 철사형태로 구분된다. pre-filter의 해

체는 외부 case, 부직포 및 금속류로 구분하여 해체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하

였다. 해체 순서는 먼저 case를 해체하고 다음 금속망, 부직포 순으로 해체

하였으며, 해체 과정에서 각각의 재료별로 포장되기 전에 그 내용물에서 일

정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핵종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폐기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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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림 2.1.18. Case가 종이류 및 알루미늄인 pre-filter

Hepa-filter는 규격이 760mm×620mm×300mm로서 외부 case가 알루미늄

과 목재로 된 것으로 구분된다. 내부는 알루미늄박판과 종이필터가 교대로

겹쳐 있는 형태이다. 먼저 외부 case부터 해체하고 처음에는 알루미늄 박판

과 종이를 따로 분류하였으나 알루미늄 박판은 얇아서 금속폐기물로서의 특

성을 유지할 만큼이 되지못하고, 또 분류하는데 시간적, 인적 요소가 많이

소요되어 종이 필터류와 같이 취급, 분류하여 해체하였다.

해체 순서는 먼저 비닐 포장에 있는 폐필터류의 표면선량을 확인하여 기

록한 후 조심히 꺼내서 외부 case부터 해체하였다. 종이 case는 가위를, 목재

case는 톱을, 그리고 알루미늄 case는 전동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체하였다. 부

직포 표면의 고정용 금속망은 쉽게 수작업으로 해체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먼지는 1차로 임시집진시설에 포집되고, 이

는 다시 주 환기시설의 닥트로 연결되어 필터를 걸쳐 배출되었다. 주 환기시

설의 필터하우징에 대한 정기점검과 외부 굴뚝에 설치된 환경감시기에 의해

이상이 발생 시 에는 언제든지 해체작업을 중단하도록 절차에 따라 조치된

다. 해체된 특성별 case는 각기 다른 비닐마대에 보관되며 이는 추후 해체폐

기물 처리 기준 및 절차에 의해 분류되고 처리된다.

그림 2.1.19. case가 목재류 및 알루미늄인 hepa-filter와 그 내부



- 25 -

4) 결과

해체된 폐필터류는 재질 특성별로 분류되어 1차 비닐 포장에 담겨지고,

이는 다시 200리터 드럼에 압축 포장되었다. 종이류 case는 비닐마대에 넣은

다음 200리터 드럼에 압축되어 포장하였고, 비압축성인 목재류(case)와 금속

류(case, 금속망)는 별도로 분류 및 포장되었다. 직접 filtering에 쓰인 부직포

및 필터는 초기에는 200리터 드럼 1개에 7 ~ 8개 정도의 hepa-filter가 압축

되어 포장되었는데 시간이 경과되고 또 포장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본 결과 최종적으로 13개 정도가 압축되어 포장되므로서 약 11배의 압축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서 당초 원형대로 압축하는 것 보다는 재질별로 분류

한 후 순수 오염된 부직포만 따로 분류하여 포장하므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총 965 kg의 폐필터류가 해체 분류되어 포장되었으며 이 중 821

kg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200리터 드럼에 압축 포장되었고, 144 kg의

폐필터류가 자체처분대상으로 분류되어 포장 후 콘테이너에 저장되었다.

그림 2.1.20. 해체된 폐필터의 재료특성별(금속,종이,부직포) 포장 및 압축

차. 납 해체물 처리

제염 및 해체 작업을 통해 발생된 납폐기물을 처리 하였다. 이들 납 폐기

물은 원자로 주변의 실험시설에서의 차폐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liner 내부에 전면부 Graphite와 후면부 graphite 사

이에 차폐용으로 사용되었던 납벽돌,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 생산실의 납핫

셀 전면부에 차폐용으로 사용되었던 납벽돌과 뒷면의 납문짝에 채워져 있던

납차폐체와 각종 실험장치의 액세서리 중 차폐용으로 사용되었던 납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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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직접 조사되거나 방사화 되는 장소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거의 없

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부분 오염되었거나 또는 일반 비방사성폐기물로 분

류되었다. 이러한 납폐기물의 표면 오염을 우선 제염하였다. 납폐기물의 방

사선학적 조사를 위해 각각의 납벽돌 및 차폐체의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하

였다. 처음에는 끌이나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납의 특성 상 시료를 채취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방법을 바꾸어 전동톱을

사용하여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마침내 방법을 바꾸

어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모든 납폐기물 표면에서 쉽게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1.21. 납폐기물 제염, 시료 채취 및 분류, 포장

총 분류되고 처리된 납 폐기물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납폐

기물의 선량 및 방사는 농도도 같은 표에 수록하였다. 분류되어 포장된 납폐

기물은 현재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에 임시 저장되어있다.

구 분 처리량(kg) 방사능농도(Bq/g) 방사선량율(μSv/hr)

방사성폐기물 4,261 0.686 ~ 18.232 BKG ~ 83.7

자체처분대상폐기물 9,841 0.014 ~ 0.173 BKG

비방사성폐기물 6,994 ND ~ 0.007 BKG

계 21,096

표 2.1.11. 납폐기물의 방사선학적 특성 및 폐기물 처리 현황

2006년 12월12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차, 2007년 4월 2일 및 2차에 걸

쳐 84일동안 모두 861개의 pre-filter 및 hepa- filter를 해체, 포장하였으며

총 1,346 man-hour가 소요되었다. 해체 포장된 폐필터류의 방사선학적 결과

로는 다음 표 2.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작업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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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은 없었다.

폐기물처리 구분 무게(kg) 비율(%)
방사능 농도

(Bq/g)
방사선량률

(uSv/hr)

Pre filter
(총 720EA)

방 사 성
(680EA)

209 89.7 0.681~359.82 BKG~46.1

자체처분
(40EA)

24 10.3 0.193~0.274 0.9~10.0

비방사성 - - - -

소 계 233 100.0

Hepa filter
(총 141EA)

방 사 성
(117EA)

612 83.6 0.661~552.1 BKG~16.8

자체처분
(24EA)

120 16.4 0.025~0.057 BKG

비방사성 - - - -

소 계 732 100.0

표 2.1.12. 폐필터류의 해체 결과



- 28 -

3. 기술관리

가. 작업절차서 개정

2007년도에는 한국원자력연으로의 명칭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따른

방사선관리절차서, 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서 및 운영절차서의 개정 작업이 있

었으며, 이를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절차서 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개정일 비고

관리구역 출입관리 KAERI/RS-01 Rev.3 2007.5.3

방사선 피폭관리 KAERI/RS-02 Rev.2 2007.5.3

ALARA 검토 및 수행 KAERI/RS-03 Rev.2 2007.5.3

방사선/능 측정 KAERI/RS-04 Rev.4 2007.5.3

방사선작업관리 KAERI/RS-05 Rev.2 2007.5.3

반출입물품관리 KAERI/RS-06 Rev.2 2007.5.3

방사선장해방어 KAERI/RS-07 Rev.2 2007.5.3

방사선방호교육 KAERI/RS-08 Rev.1 2007.5.3

규제해제(자체처분) 방사성폐기
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 절차서

KAERI/RS-09 Rev.3 2007.5.3

표 2.1.13. 방사선관리절차서

절차서 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개정일 비고

기체방사성폐기물관리 KAERI/RW-01 Rev.5 2007.7.25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 KAERI/RW-02 Rev.2 2007.5.3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 KAERI/RW-03 Rev.4 2007.5.3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관리 KAERI/RW-04 Rev.5 2007.5.3

표 2.1.14. 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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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개정일 비고

이온교환설비 KAERI/OP-01 Rev.1 2007.5.3

샤워 및 세탁폐액 처리 설비 KAERI/OP-02 Rev.1 2007.5.3

자연증발설비 KAERI/OP-03 Rev.1 2007.5.3

연구로 1,2호기 원자로실 천정
크레인 관리

KAERI/OP-04 Rev.1 2007.5.3

연구로 2호기 원자로건물 정기
점검

KAERI/OP-05 Rev.1 2007.5.3

표 2.1.15. 운영절차서

나. 연구로 현장관리

1) 연구로 현장 점검

구 분 작성주기 점검장소 비고

현장 종합 안전점검일지 매월 연구로 1, 2 호기 및 부속시설

시설물 안전점검표 작업시 매일 저장고, 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관리구역내 안전점검표 " 연구로 1, 2 호기

전동공구류 안전점검표 " 연구로 1, 2 호기 작업장내

표 2.1.16. 내부 점검일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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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주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횟수 비고

현장 종합
안전점검 현장소장

연구로 1, 2호기 내외부

매월 12 회부속시설물

관리구역 및 장비 등

현장 안전순시 현장소장
연구로 1, 2호기 내외부

매일 260 회
부속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

폐기물
안전담당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매일 260 회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장비

관리구역내 편의시설 등

관리구역내
안전점검

방사선
안전담당

작업전 일반점검

매일 260 회작업중 일반점검

작업후 일반점검

전동공구류
안전점검

일반작업
안전담당

작업전 일반점검

매일 260 회작업중 일반점검

작업후 일반점검

전기,소방안전
점검 현장 관리자 작업 후 전기, 소방안전 매일 50 회

표 2.1.17. 내부점검 실적

구분 점검기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횟수 비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점검

대한산업안전
협회

공사진행사항

격월 6 회관리 및 기술적사항

장비 활용 및 기타

표 2.1.18. 외부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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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구

품목 구분 대상자 지급기준 총 지급량 비 고

안전모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년 1 회 20 개 오염 및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관리구역외 " " 20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안전화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년 2 회 20 켤레 "

관리구역외 " 년 1 회 10 켤레 "

안전벨트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년 1 회 10 개 "

관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5 개 "

보안경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년 2 회 40 개 "

관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년 2 회 10 개 "

귀마개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년 2 회 100 개 "

관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년 2 회 30 개 "

방진마스크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필요시 400 개 "

관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50 개 "

표 2.1.19. 주요 안전보호구 지급내용

품목 구분 대상자 지급기준 총 지급량 비 고

방독마스크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20 개 오염 및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관리구역외 " " 5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고무장갑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60 켤레 "

관리구역외 " " 20 켤레 "

고무코팅장갑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600 켤레 "

관리구역외 " " 100 켤레 "

가죽장갑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40 켤레 "

관리구역외 " " 10 켤레 "

가죽자켓,
토시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2 Set "

관리구역외 " " 1 Set "

보안면
관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20 개 "

관리구역외 " " 4 개 "

보호복(방호,
작업)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필요시 6 벌 "

관리구역외 " " 2 벌 "

면장갑
관리구역내 작업자 전원 필요시 600 켤레

관리구역외 " " 100 켤레

완장(식별용)
관리구역내 안전관리자 필요시 1 개

관리구역외 " " 1 개

표 2.1.20. 보조 안전보호구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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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종사자 검진

구분 검진기관 검진횟수 비고

특수검진
경희의료원,

아주대학병원 등
매년 1 회 최초 투입 및 작업종사중

신규 채용시 검진
경희의료원,

아주대학병원 등
채용시 1 회 최초 투입시

체내피폭검사

(Whole Body

Counting Analysis)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본소
매년 1 회

최초 투입 및 작업종사중

퇴직시 추가

표 2.1.21. 검진 종류

구분 검진대상 검진결과 검진처 비고

특수검진

◇ 현장관리(두산중공업) : 1 명

ㅇ 신상식

1 명

검진완료
경희의료원

◇ 방사선작업분야(동원) : 7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7 명

검진완료
경희의료원

◇ 방사선관리분야 : 3 명

ㅇ 김상철, 박태영, 김태복

4 명

검진완료
경희의료원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3 명

검진완료
"

◇ 전문가분야(한기) : 3 명

ㅇ 이종혁, 정재훈, 강상호

3 명

검진완료
아주대학병원 비상근

신규 채용시 검진
◇ 현장관리 : 0 명

◇ 방사선작업분야 : 0 명
신규채용 무

체내피폭검사

(Whole Body

Counting Analysis)

◇ 현장관리(두산중공업) : 1 명

ㅇ 신상식

1 명

검진완료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본소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김강석, 임병희,

8 명

검사완료
"

◇ 방사선관리분야 : 3 명

ㅇ 김상철, 박태영, 김태복

3 명

검사완료
"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3 명

검사완료
"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 전문가분야(한기) :
4 명

3 명

검사완료
" 비상근

ㅇ 이종혁, 정재훈,
강상호

표 2.1.22. 검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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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종사자 교육

구분 대상자 교육주관 교육시간 교육장소 비고

정기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두산중공업
매월

2 hr 이상
현장 회의실

산업안전교육

(방사선교육 포함)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16 hr 이상

한국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교육

신규 채용시
교육

신규
작업종사자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
1 hr 이상 현장 사무실

산업안전교육

(방사선교육 포함)

특별교육
해당

작업종사자 두산중공업 2 hr 이상 현장 회의실
"

매주 월요일

작업전 안전교육
해당

작업종사자 두산중공업 10 min 이상
현장 사무실,

방사선관리실

방사선
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작업종사자 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동위원소협회

최초 : 20 hr

매년 : 6 hr

원자력아카데
미 "

품질관리 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반기

1 hr 이상
현장 회의실

방사선
작업관련

표 2.1.23. 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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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내용 비고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산업안전, 방사선안전 관련

관리감독
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교육주제 주관처 선정

(산업안전 관련)

신규
채용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산업안전, 방사선안전 관련

작업전
안전교육 ＊ 당해 작업자의 안전수칙

＊ 당해 작업의 관련절차

＊ 당해 작업의 주의사항 등

제염, 해체

방사선 안전관련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방사선 안전관련

신규 및
기존

작업종사
자 교육

＊ 방사선 측정 / 장해방어

＊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관계법령

＊ 방사선 오염방지 및 사고대책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 기초 이론 등

교육주제 주관처 선정

(방사선안전 관련)

품질관리
교육

＊ 품질 방침 및 품질감시 감독의 목적

＊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 교육훈련내용 및 교육과정

＊ 품질보증절차서 (품질보증절차 흐름도)

＊ 원자력 관계 법령 등

제염, 해체

품질, 방사선안전 관련

표 2.1.2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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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대상 실시횟수
교육이수시간

(기본 / 실제)
비고

정기교육

◇ 방사선작업분야(동원)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김강석,임병희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12 회

대상자 개인당

24 hr / 평균 24
hr

◇ 퇴직자 : 3 명

(김도진, 박귀철

최경훈)

관리감독자
교육

◇ 현장 관리자 / 안전담당자

ㅇ 조금석 / 이진용
1 회 16 hr / 16 hr

신규 채용시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최초 1 회

2 hr / 2 hr

(산업 : 1 hr

방사선 : 1 hr)

2007년

신규채용자
없음

작업전
안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10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해당 작업일

1 회

개인별

10 min / 10 min

◇ 퇴직자 : 3
명

(김도진,박귀철

최경훈)

특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7명

ㅇ 이진용, 안진용, 이진종, 김도진,

박귀철, 박헌오, 김강석

작업분야별

1 회

개인별

매주 0.5 hr /
매주 0.5 hr

◇ 퇴직자 : 2
명

(김도진,박귀철)

신규

작업종사자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최초 1 회
개인별

20 hr

신규종사자
무

기존

작업종사자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 전문가분야(한기) : 2 명

ㅇ 이종혁, 정재훈

매년 1 회
개인별

6 hr / 6 hr

◇ 퇴직자 : 3
명

(박귀철,김도진,

최경훈)

품질관리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 전문가분야(한기) : 2 명

매년 2 회

(반기 1 회)

개인별

2 hr / 2.5 hr

◇ 퇴직자 : 3
명

(박귀철,김도진

최경훈)

표 2.1.25 교육 실적



- 36 -

ㅇ 이종혁, 정재훈

소방안전교육

(특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년 2 회

(반기 1회)

개인별

2 hr

(정기교육시간내)

◇ 퇴직자 : 3
명

(박귀철,김도진

최경훈)

근골격계
예방교육

(특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년 2 회

(반기 1회)

개인별

2 hr

◇ 퇴직자 : 3
명

(박귀철,김도진

최경훈)

특별안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8 명

ㅇ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박귀철,

박헌오, 김도진, 임병희, 김강석

◇ 방사선관리분야 : 4 명

ㅇ 김상철, 최경훈, 박태영, 김태복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 3 명

ㅇ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수시

(12월 매주
월요일)

개인별

0.5 hr

◇ 퇴직자 : 3
명

(박귀철,김도진

최경훈)

5) 안전시설물

① 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설치물 총 설치수량 설치장소 비 고

안전수칙 8 현장 및 대기실 등 1, 2호기 건물내

무재해운동 기록판 1 현장출입구 2호기 건물내

안전제일 표지판 10 현장 및 대기실 등 1, 2호기 건물내

무재해 표어 40 현장 및 대기실, 통로 등 1, 2호기 건물내

안전 생활화 포스터 30 현장 및 대기실 등 1, 2호기 건물내

표 2.1.26. 안전물 설치 

②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적용 법정

시설물내로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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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NS 점검 및 수검활동

2008년에는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한 연구로 1, 2호기 해

체현황 점검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있었으며, 상반기에 수행되었던

KINS 연구로 1, 2호기 해체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권고사항 한 건이 있었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하반기에 실시된 점검에서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등이 한 건도 없었으

며, 점검 후 회의에서는 해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이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중점점검 항목

(1) 상반기 해체상황 점검

◦ 방사선 관리

- 피폭관리 및 피폭저감화조치(ALARA) 수행 여부 확인

- 작업관리 및 오염관리 실태 점검

- 교육․훈련 계획 및 이행 상황 점검

- 방사선감시기 및 계측기 교정상태, 성능점검

- 작업장 방사선/능 측정의 적절성 확인

◦ 방사성폐기물 관리

- 방사성/비방사성폐기물 분류의 적합성

-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안전성 점검

- 방사성유출물 관리 및 감시의 적합성 점검

- 제염 및 해체 작업의 적합성

- 해체 계획서(절차) 준수 여부

- 제염 관련 설비 기능의 건전성

- 해체폐기물 제염상태의 적합성

◦ 자동화재 경보시설

- 자동화재 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품질보증

- 구매품목 및 역무의 관리방법의 적합성 평가

- 정확하고 합격된 품목만이 사용되거나 설치됨을 보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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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확인

(2) 상반기 해체상황 점검

◦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활용되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 격납건

물의 설계변경 작업 및 유지관리의 적합성 확인

◦ 품질보증분야

- 원자력시설 해체상황의 안전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보증기

록관리와 특수 작업의 관리가 해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2) 시정조치 내용 요약

(1) 품질검사자의 교육, 업무경험 및 시험평가 기준이 포함되도록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개정하고(품질검사자 자격부여절차서(QAP-DC-

10.1, Rev. 2)의 3.2항 참조), 개정된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자 자격을

재부여함

(2) 필수확인점(Hold Point)과 입회점(Witness Point)에 대한 검사방법

및 조치방법을 관련 품질보증절차서에 추가하여 개정하고(품징감시,

감독절차서(QAP-DC-10.2, Rev.2)의 4.1.4항, 4.1.5항 참조), 재발방지

를 위해 품질검사자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교육함)

(3) 조치사항 : 개정된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품질감

시 및 감독을 수행

3) 하반기 점검후 회의내용

(1) 자동화재 경보시설 분야

◦ 소방계획서 보완사항은 잘 이행되었음

◦ 소화기 점검표 및 주기적인 점검 미비

◦ 노후된 소화기 교체요구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분야

◦ 연구로 1호기 관련 냉각수 수질, 양 및 방사능농도를 주기적인 유

지관리 잘되고 있으나, 탈염기 표면방사선량 주기적 측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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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절차서 제정 필요

(3) 품질보증 분야

◦ 품질보증기록의 이관 및 관리상태 점검

◦ 품질보증기록 보관 장소의 보안(security)관리 절차 미흡

◦ 화재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개방된 책장이 아닌 철재 캐비넷 등에

저장 요망

◦ 품질보증기록 보관장소에 소화기 비치 및 온습도기록의 주기적 확

인 요망

(4) 방사선관리 분야

◦ 특이사항 없음

(5) 구조(연구로 2호기 원자로) 분야

◦ 설계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었음

◦ 정밀진단시 발견되지 않은 크랙이 발견되었음

◦ 새로운 결함여부에 대한 확인 및 필요시 균열부위 보수 등 조치

요망

라. 연구로 1호기 기념관화 관련 활동

연구로1호기 기념관화 추진에 관한 논란은 연구로1, 2호기시설 해체사업

을 결정하는 1996년 제12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사업추진 계획 보

고에서부터 대두되었다. 사업기본 계획에서는 연구로2호기시설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완전히 해체토록 하며, 연구로1호기 기념관 건설 추진 및 운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관련기관(과기부, 한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

구소)회의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기념물로서

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토록 건의하였으나, 기념관 추진 당사자인 한국전력공

사에서는 연구로1호기를 완전히 철거한 후 기념 상징물(기념동판 또는 소형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서는 방사성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비방사성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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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1998년 5월 제16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연구로1호기를 제염․해

체 및 철거하고 기념관화를 추진하며, 주요 상징물들은 원자력연구소로 이송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연구로 폐로사업 현황,

폐로 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소 및 기념관화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토록 요구하였다. 그리

하여 1999년 9월에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상기사항들에 대한 결

론으로 구체적인 폐로사업계획(연구로1호기 기념관화 포함)은 과학기술부가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폐로사업 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2008년 처분

장 운영 시까지 현지에 저장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보다 광범위한 관계기관(과기부, 국립중

앙과학관, 서울과학관,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소)협의에서 대

전의 국립중앙과학관에 연구로1호기 축소 모형과 Manipulator, Glove Box

등을 전시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한국전력에

서 지원토록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의 소요비용에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원로들에 의해 제기되어, 2000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시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었던 임용규위원에 의해 “우리

나라 최초 연구용원자로 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며, 결론

으로는 연구로1호기를 보존하여 기념전시관으로, 연구로2호기는 건물은 홍보

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결국 연구로1,2호기 시설의 실질적인

해체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제출한 해체계획서

에는 2008년 말까지 모두 해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에 의해 안전성 검토도 모두 이루어져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에 있었으나 원로들의 강력한 연구로1호기 보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정부에서는 연구로1호기 및 관계시설의 추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2000년 11월 연구소에서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승인하게 되었다.

2005년 말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의 모두 설비가 해체 완료되고, 해체계획

서의 공정에 따라 2006년부터는 연구로1호기 시설의 해체공사가 착수하게

됨에 따라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구로1호기에 대한 최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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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접수하여 해체계획서 승인 시 조건사항이었던 연구로1호기 및 관계시

설의 활용방안으로서 완전히 해체하는 방안으로 2005년 3월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원로들은 긴급히 원자력계의 원로들을 소집 협의하여

2005년 12월에 과학기술부장관(오명 장관)에게 연구로1호기 기념관 보존 건

의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부 주무부서인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에서는 연구소에서 제출한

연구로1호기 해체방안에 대한 승인 회신이 지연되어, 연구로1호기 시설의 해

체공사는 착수하지 못하고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실험실만 2006

년 전반기에 해체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06년 4월 원로 대표들은 현 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 장관)면담과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 장관)을 면담하여 연구

로1호기 보존을 강력히 건의하게 되어, 2006년 8월에는 과학기술부 차관 주

제로 관련기관의 장들로 이루어진 Task Force팀이 구성되어 연구로1호기 보

존 필요성에서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는 2006년 9월 연구로1호기 보존관련 정책연구 과

제를 공모하여 국민대학교 이명진 교수로 하여금 “연구로1호기 보존 필요성

조사연구”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 805명 중 66%인

532명이 보존을 지지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보존방안을 위한 두

차례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보존규모, 주체 절차등을 합의하였다.

최종 연구로 1호기 보존과 관련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존주체 : 한국전력공사

2) 보존대상 및 규모

○ 연구로 1호기(가로 8.5m x 세로 8.2m x 높이 6.6m)

○ 연구로 관람 및 관리공간 : 보존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변과 조화

되도록 확보

3) 제염 및 보존방법

○ 연구로 1호기(원자로를 포함한 수조 구조물)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장치를 해체/철거

○ 연구로 1호기의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 및 상부는 제염

○ 연구로 1호기 관람 및 관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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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상부에 투명창 설치 : 관람자 안전

○ 수조수 정화계통 설치

※ 해체/철거/제염/투명창/수조수 정화계통 설치는 원자력(연)이 이행하

고 연구로 관리 및 관람공간은 한전이 담당

4) 행정절차

○ 해체계획서 변경(원자력(연)이 한전과 협의)

- 연구로 1호기 해체내용을 보존내용으로 변경(주변기기는 해체/철거)

- 연구로(원자로 수조 구조물)를 격리시키는 방안 : 관람 및 관리공간

- 연구로 1호기 보존건물의 관리방안

- 운영관리자를 원자력(연)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변경(승계)

- 원자력법상 관리방안과 규제기관의 점검사항 등

○ 신청 및 승인

- 원자력(연)이 신청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승인

- 연구로 1호기 방사선 안전관리 완화방안 협의

다음은 연구로1호기 기념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이다

○ 제12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96. 3.)

- 연구로2호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완전 해체

- 연구로1호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념관으로 추진 및 운영

(한국원자력연구소 지원)

○ 관계기관 회의(‘97. 12) : 과학기술부, 한국전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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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

방안
- 현 시설을 최대한 유지

- 원자로 상부에는 차폐창 설치

- 연구로 1호기 완전 철거

- 그 자리에 기념 상징물 설치

사유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로서의

과학적, 역사적 의미 부각

- 원자력계 원로들의 의견 존중

- 위치 및 주변 관람시설 부재로

관람객 적극 수용 불가

- 방사성구역으로의 관리 어려움

(비방사성구역 전환 절대 필요)

- 외국의 경우, 부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음

표 2.1.27. 연구소 및 한국전력 제시 안

- 결론

◦ 방사성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비방사성구역으로의 전환 필요

◦ 세부 추진계획은 향후 실무자 협의에서 결정

○ 제16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98. 5. 29)

- 보고 내용

◦ 연구로 1호기를 제염 해체 및 철거하고 기념관화

◦ 주요 상징물은 원자력연구소로 이송, 전시

- 결론

◦ 폐로사업, 폐기물 보관장소, 기념관화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원

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에 상정

○ 제249차 원자력위원회(’98. 9. 30)

- 의결 내용

◦ 구체적인 폐로사업 계획(기념관화 포함)은 과기부가 수립, 추진

◦ 방사성폐기물은 2008년 처분장 운영 시까지 현지에 저장관리

○ 국립중앙과학관 이동 전시 방안 협의(’99. 8. 26)

- 참여기관 : 과기부 원자력정책과,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원

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소

- 국립중앙과학관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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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1호기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

◦ Manipulator, Glove box 등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이동 전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결론 :

◦ 제안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실무자 동의 (과기부 정책과, 한전,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연구소)

◦ 단, 소요경비(한전 부담)는 미결정

○ 2000. 12. 20.

- 원자력 원로 간담회 개최 과총 회의실

- 참석자 : 최형섭 외 15인

- 연구용원자로 보존추진위원회 발촉

○ 원자력계의 원로 : 연구로1호기를 현 상태로 기념관 보존 요청

○ 연구로 1호기 기념관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 연구기간 : 2000. 12. 26 ～ 2001. 10. 25 (10개월)

- 연구책임자 : 임용규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 과제명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원자로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

- 결론 :

∙ 1안 ; 연구로1호기, 원자로실 및 건물 보존 : 원자력기념전시관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및 건물 보존 : 원자력홍보전시관

∙ 2안 ; 연구로1호기, 원자로실 및 건물 보존 : 원자력기념전시관 겸 원

자력 교육․계몽관

○ 2005. 12. 19

- 연구로1호기 보존 건의문 제출 : 과학기술부장관(오명 장관)

- 보존추진위원장(박익수, 임용규)

○ 2006. 4. 10

- 과학기술부 장관(김우식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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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 연구로1호기 보존 필요성 및 추진 경위 설명, 산자부장관의

협조 요청

- 과기부 : 원자력문화재 명분 인정, 원자력 및 과학 관련기관장의 서명

이 된 건의문을 추진위에서 준비하여 관계기관에 제출, 건의문 제출

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

○ 2006. 5. 29

- 한국전력공사 사장 면담(한준호)

- 한전사장 의견 : 연구로1호기 보존의 이의 있음을 인정

○ 2006. 7. 4

-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 장관) 면담

- 산업자원부 의견 : 연구로1호기 보존에 대해 공감, 주무부처가 과기부

로서 산자부의 깊은 관여는 불가함. 다만 보존의 깊은 의미는 한전에

전달

○ 2006. 7. 20

- 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 보존 추진을 위한 Task Foecr팀을 구성

추진

※ Task Force 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 위원 : 과기부 원자력국장, 산자부 자원국장, 한국전력공사 담당임원,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보존추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계 원로 약간 명

○ 2006. 8. 22 과학기술부 차관 주재 회의(Task Force팀 1차)

- 회의내용 :

∘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연구로1호기 해체공사 잠정 중지를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 요청

∘ 관련기관은 앞으로 연구로1호기 보존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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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30 연구용원자로 보존관련 실무자 회의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장(편경범) 주재

- 각 기관 실무자 참석

- 회의 내용 :

∘차관 주재회의에서 결정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연구로1호기 해체공사

중단 요청을 수정하여, 과기부가 연구소에 공사 중단 공문을 발송

∘ 여론조사 방안 및 최종의사 결정방법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못함

○ 2006. 9. 20 과학기술부, 연구로1호기 보존관련 정책연구과제 공모 공

고

- 연구로1호기 보존 필요성 조사 연구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4개월, 4천만 원

○ 2006. 11. 21 실무자 회의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장 주재, 각 기관 실무자

- 회의 내용 :

∘ 연구로1호기 해체중지 행정조치로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보고

∘ 연구로1호기 보존 설문 조사

∙ 조사방법 : 여론조사

∙ 조사 대상 : 보존위(과학기술계 중심으로), 한전(일반대중, 특정계층

지양), 연구소(여러 분야 포괄, 한경단체 제외)

∙ 조사기관 : 한국갤럽 연구소 우선, 또는 사회조사 매출액 5위내 업

체

∙ 설문지 구성 : 과제책임자 초안 작성

○ 2006. 12. 8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장 주재, 각 기관 실무자

- 회의 내용 :

∘ 본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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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의 보조 자료로 활용

∙ 대 국민 및 관계기관에 대한 합의자료로 활용(한전)

∘ 조사대상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조사

∙ 원자력계 의견은 보존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한 건의문으로 대체(참고

용)

∘ 조사기관

∙ 한국갤럽연구소, 전화조사 방식

∘ 의사결정 비율

∙ 한전(2/3이상 찬성 제시), 보존위 (회원들의 의견 취합 후 제시)

∙ 방안과장 의견(60%)

∘ 설문지 초안 검토

∙ 조사 취지문을 보다 과학적/문화적 유산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존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방안과에 제출

○ 2006. 8. 30 ～ 2007. 1. 19

- 실무자회의 4회 개최 : 의견조사 대상, 방법, 조사기관, 질문지 구성 등

을 합의

○ 2007. 2. 1 ～ 2007. 2. 23

- 여론조사 실시

∘ 한국갤럽 : 805명

∘ 의견조사 결과 66%인 532명이 보존을 지지함

○ 2007. 4. ～ 8

-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2회)

∘ 보존규모, 주체, 절차 등을 합의

○ 2007. 11

- 한국전력공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합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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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계약금액
전회(24회)까지 기성누계 금회(25회)까지 기성누계

금액 공정(%) 금액 비율(%)

1. 순공사비 3,052,052,612 2,463,360,061 80.71% 2,563,118,191 83.98%

 가.재료비

 나.노무비 2,704,271,525 2,184,567,816 80.78% 2,269,820,595 83.93%

  1)직접노무비 2,575,496,690 2,080,540,777 80.78% 2,161,733,900 83.93%

  2)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5%)
128,774,835 104,027,039 80.78% 108,086,695 83.93%

 다.경비 347,781,087 278,792,246 80.16% 293,297,596 84.33%

  1)기계경비 0 0 0 

  

2)산재보험료(노무비의3.6%)
97,353,775 79,066,861 81.22% 82,135,961 84.37%

  

3)안전관리비(직접노무비의1.

81%)+3.294천원

49,910,490 39,156,394 78.45% 44,369,191 88.90%

  4)기타경비(노무비의6.4%) 173,073,378 139,812,373 80.78% 145,268,551 83.93%

  

5)고용보험료(노무비의0.9%)
24,338,444 19,661,113 80.78% 20,428,388 83.93%

  6)신체검사비(별도) 3,105,000 1,095,505 35.28% 1,095,505 35.28%

2. 일반관리비 167,602,105 135,271,577 80.71% 140,749,750 83.98%

 

가.공사분(순공사비의5.4914

553%)

167,602,105 135,271,577 80.71% 140,749,750 83.98%

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4.9159086%)

158,275,283 127,231,320 80.39% 132,404,640 83.65%

4. 

공급가액(A)(순공사비+일반관

리비+이윤)

3,377,930,000 2,725,862,954 80.70% 2,836,272,581 83.96%

5. 부가가치세(B)(10%) 337,793,000 272,586,296 80.70% 283,627,258 83.96%

6. 공급가액 합계(A+B) 3,715,723,000 2,998,449,250 80.70% 3,119,899,840 83.96%

7. 계약금액증액분(C) 898,813,000 673,997,338 74.99% 711,012,562 79.11%

 

총공사 원가(A+B+C) 4,614,536,000 3,672,446,588 79.58% 3,830,912,402 83.02%

지급액 (천원미만 절사) 3,493,810,900 3,672,393,900 

4. 사업관리

가. 기성고 총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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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계 약 내 역 기성 신청(25회) 기성 사정 비   

고단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공정 금액 수량 공정 금액

가. 전문가

 

-중급원자

력기술자

MM 110 2,071,125 227,823,750 4.06 3.7% 8,408,768 4.06 3.7% 8,408,768 

나. 

일반작업자

 -작업반장 MM 88 2,295,160 201,974,080 2.82 3.2% 6,472,351 2.82 3.2% 6,472,351 

 -특별인부 MM 150 2,006,400 300,960,000 2.88 1.9% 5,778,432 2.88 1.9% 5,778,432 

 -조력공 MM 71 1,582,880 112,384,480 8.40 11.8% 13,296,192 8.40 
11.8

%
13,296,192 

 

-콘크리트

공

MM 103 2,491,240 256,597,720 2.88 2.8% 7,174,771 2.88 2.8% 7,174,771 

 -절단공 MM 82 2,455,800 201,375,600 0.86 1.0% 2,111,988 0.86 1.0% 2,111,988 

 -운전기사 MM 37 2,260,680 83,645,160 0.00 0.0% 0 0.00 0.0% 0 

 -비계공 MM 10 2,645,880 26,458,800 0.00 0.0% 0 0.00 0.0% 0 

다. 

방사선안전

관리

 

-중급기술

자

MM 91 3,098,100 281,927,100 2.80 3.1% 8,674,680 2.80 3.1% 8,674,680 

 

-초급기술

자

MM 143 2,215,250 316,780,750 2.88 2.0% 6,379,920 2.88 2.0% 6,379,920 

 

-중급기능

사

MM 81 1,777,650 143,989,650 2.92 3.6% 5,190,738 2.92 3.6% 5,190,738 

라. 품질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품

질관리사

MM 75 2,350,300 176,272,500 3.00 4.0% 7,050,900 3.00 4.0% 7,050,900 

 

-원자력기

술사

MM 134 1,830,650 245,307,100 5.82 4.3% 10,654,383 5.82 4.3% 10,654,383 

소 계 1,175 2,575,496,690 39.32 81,193,123 39.32 81,193,123 

3) 

경비(안전

관리비)

49,910,490 5,212,797 5,212,797 

신청

금액 

인정

6) 

경비(신체

검사비)

3,105,000 0 

계약금액 

조정금액
898,813,000 38,240,197 37,015,224 

24차 

부족

액 

136,2

11원

추가 

반영

가. 기성고 상세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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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체사업관리시스템

1) 작업 관리

연구로 1,2호기의 해체와 관련하여 2007년1월2일부터 2007년12월28일까지

총 245 작업일의 제염, 해체활동을 수행하였다. 일일 적게는 23가지에서 많

게는 40여 가지의 단위 상세작업이 관리되어 총 7,350항목이 관리되었다. 단

위 상세작업은 크게 방사선안전관리, 제염/해체활동관리, 폐기물관리, 품질관

리, 시설유지관리 및 전문가활용분야에서 나눠지며 이 활동내용은 이 분야에

서 각각 그날의 활동특성에 따라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단위 상

세작업은 모두 작업코드별, 작업자별, 시설코드별, WBS No.별로 구분되어

입력이 되었다. 또한 사용 장비도 연관 지어져 입력되고 관리되었다.

그림 2.1.22. 작업관리 항목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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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투입 관리

2007년 1년 동안 각 분야별 작업종사자들의 월별 해체사업에 투입된 시간

은 아래 표2.1.28에서 보는바와 같다. 이 중 전문가 그룹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을 제외하면 일일 평균 14.2 명이 작업에 투입됨을

알 수 있다. 6분야의 작업 특성 상 방사선안전관리 3명, 제염해체작업자 5~6

명, 시설유지보수 2명, 폐기물 2명 및 품질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작업자 투입율은 표 2.1.2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염 해체 작업

분야의 투입율이 전체의 43 % 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사선안전관리

분야에의 투입율이 20 %임을 알 수 있다. 월별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투입율

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하면서 현장의 작업인력 투입을

계획대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8, 9월은 휴가철 및 명절의 원인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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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an-hour

방사선안전관리 제염해체작업 시설유지보수 폐기물관리 품질관리 전문가

1월 696 1,376 352 336 176 344

2월 604 1,204 304 292 152 304

3월 656 1,324 336 292 168 336

4월 464 1,264 320 316 160 320

5월 504 1,300 336 320 168 336

6월 480 1,116 320 320 160 320

7월 472 1,096 128 336 168 252

8월 480 928 132 320 176 305

9월 408 792 102 268 136 255

10월 532 1,056 102 348 128 285

11월 516 1,048 132 352 176 330

12월 432 848 108 288 140 102

계 6,244 13,352 2,672 3,788 1,908 3,489

표 2.1.28. 2007년 월별 분야별 작업자 투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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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작업자투입율

제염해체작업
43%

시설유지보수
8%

폐기물관리
12%

품질관리
6%

전문가
11%

방사선안전관
리

20%

그림 2.1.23. 2007년도 분야별 작업자 투입 율

3) 해체 폐기물 관리

DECOMMIS를 이용한 폐기물의 발생, 특성 및 용기별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였다. 우선 2007년도에 해체된 해체물을 폐기물 관리 기준에 의거 분

류한 결과 표 2.1.29.와 같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일을 기준으

로 도출된 것으로 최종 반출일 기준의 자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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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폐기물의 양(kg)

시작일 마감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대상 비방사성폐기물 계

2007-01-01 2007-01-31 859 1,767 404 3,030

2007-02-01 2007-02-28 349 1,570 63 1,982

2007-03-01 2007-03-31 685 447 326 1,458

2007-04-01 2007-04-30 509 4,802 1,920 7,231

2007-05-01 2007-05-31 201 11,099 5,290 16,590

2007-06-01 2007-06-30 1,085 3,068 879 5,032

2007-07-01 2007-07-31 283 5,994 1,061 7,338

2007-08-01 2007-08-31 27 5,542 175 5,744

2007-09-01 2007-09-30 876 8,421 729 10,026

2007-10-01 2007-10-31 0 1,848 0 1,848

2007-11-01 2007-11-30 0 2,649 0 2,649

2007-12-01 2007-12-31 4,521 3,147 0 7,668

계 9,395 50,354 10,847 70,596

표 2.1.29. 2007년도 월별, 준위별 발생 폐기물

표 2.1.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70,596 kg의 해체물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방사성폐기물이 9,395 kg으로서 전체의 13.3 %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자체처분 대상으로서 이 폐기물들은 추후 원자력연구원 본원으로 이송되어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된 처리 방법에 의거 처리될 것이다.

다음 표 2.1.30.에서는 2007년 동안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

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31 개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기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4m3 콘테이너가 4개, 차폐용기가 3개, 나머지 200리터 드

럼이 모두 24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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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관리번호 내용물

코드 드럼저장일 저장시설

1 CONTAIN-071227-001  RW4-7008  TR-LC-0056  FE  2007-12-27  KNT-RWH

2 CONTAIN-070914-001  RW4-7001  TR-LC-0049  SS  2007-09-14  KNT-RWH

3 CONTAIN-070904-003  RW2-7023  TR-C-0138  VL  2007-09-04  KNT-RWH

4 CONTAIN-070904-002  RW2-7022  TR-C-0137  FS  2007-09-04  KNT-RWH

5 CONTAIN-070904-001  RW2-7021  TR-C-0136  FB  2007-09-04  KNT-RWH

6 CONTAIN-070802-004  RW2-7020  TR-C-0135  VL  2007-08-02  KNT-RWH

7 CONTAIN-070802-003  RW2-7019  TR-C-0134  PA  2007-08-02  KNT-RWH

8 CONTAIN-070802-002  RW2-7013  TR-C-0128  FS  2007-08-02  KNT-RWH

9 CONTAIN-070802-001  RW4-7003  TR-LC-0051  MS  2007-08-02  KNT-RWH

10 CONTAIN-070727-003  RWA-7003  TR-TI-0002  SS  2007-06-25  KNT-RWH

11 CONTAIN-070727-002  RWA-7002  TR-AC-0004  SS  2007-06-25  KNT-RWH

12 CONTAIN-070727-001  RWA-7001  TR-AC-0001  AL  2007-06-25  KNT-RWH

13 CONTAIN-070531-001  RW4-7002  TR-LC-0050  SO  2007-05-03  KNT-RWH

14 CONTAIN-070430-008  RW2-7018  TR-C-0133  PA  2007-04-24  KNT-RWH

15 CONTAIN-070430-007  RW2-0132  TR-C-0132  VL  2007-04-24  KNT-RWH

16 CONTAIN-070430-006  RW2-7016  TR-C-0131  FS  2007-04-24  KNT-RWH

17 CONTAIN-070430-005  RW2-7015  TR-C-0130  FB  2007-04-24  KNT-RWH

18 CONTAIN-070430-004  RW2-7014  TR-C-0129  FS  2007-04-24  KNT-RWH

19 CONTAIN-070430-003  RW2-7005  TR-C-0120  FS  2007-04-24  KNT-RWH

20 CONTAIN-070430-002  RW2-7004  TR-C-0119  VL  2007-04-24  KNT-RWH

21 CONTAIN-070430-001  RW2-7002  TR-C-0117  FB  2007-04-24  KNT-RWH

22 CONTAIN-070331-010  RW2-7012  TR-C-0127  FS  2007-03-20  KNT-RWH

23 CONTAIN-070331-009  RW2-7011  TR-C-0126  FS  2007-03-20  KNT-RWH

24 CONTAIN-070331-008  RW2-7010  TR-C-0125  FS  2007-03-20  KNT-RWH

25 CONTAIN-070331-007  RW2-7009  TR-C-0124  FS  2007-03-20  KNT-RWH

26 CONTAIN-070331-006  RW2-7008  TR-C-0123  FS  2007-03-20  KNT-RWH

27 CONTAIN-070331-005  RW2-7007  TR-C-0122  FS  2007-03-20  KNT-RWH

28 CONTAIN-070331-004  RW2-7006  TR-C-0121  FS  2007-03-20  KNT-RWH

29 CONTAIN-070331-003  RW2-7003  TR-C-0118  PA  2007-03-20  KNT-RWH

30 CONTAIN-070331-002  RW2-6021  TR-C-0116  PA  2007-03-20  KNT-RWH

31 CONTAIN-070331-001  RW2-7001  TR-C-0115  VL  2007-03-20  KNT-RWH

표 2.1.30.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

이밖에도 1,025 packages의 폐기물이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처리된 현황

이 입력되고 관리되었다. 이 폐기물의 특성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파일 및 자

료일련번호와 일자, 용기/포장종류, 발생시설, 포장내용물, 해체대상물, 발생

일, 코드 구분에 따른 폐기물종류, 중량, 오염도 및 핵종 분석값, 포장일 및

용기, 반출일자 등 포장에 따른 특성자료, 그리고 각종 연관된 작업분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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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등으로 입력되고 구성된다.

그림 2.1.24.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입력

이렇게 입력되고 관리되어온 폐기물관리에 대한 자료는 규제기관인 원자

력안전 기술원 폐기물관리 시스템인 WACID에 요구된 형식에 따라 분기별

로 보고되었다. WACID에 보고될 때는 발생되고 처리된 액체 및 기체폐기물

의 양 및 특성도 함께 보고되었다. 이밖에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별, 시설별

등 여러 조건에서의 발생량 등을 요구조건에 따라 도출하고 평가 할 수 있

다.

이밖에도 작업자의 피폭관리, 시설물의 정기적인 표면오염도 및 방사선량

자료 등의 방사선학적 자료들이 시설별, 작업별로 입력되고 관리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DECOMMIS의 입력, 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chapter에서 다루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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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협력을 통한 해체기술 및 정보교환

1) 한불 해체기술 정보회의 개최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하여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매년 한-불 제염해

체기술 정보교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 제6차 한불 해체기술정보교

환회의는 원자력연구원과 CEA간에 원자력 연구개발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하

야 부분별로 진행중이거나 시작 예정인 협력 사업을 종합하여 공동으로

Workshop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

지 4일간 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협력 부분은 크게 6개 분야로 PWR

Safety, SFR, Pyrochemistry, Material for GCR, Hydeogen Production 및

Decommissioning, waste management and site rehabilitation의 주제로 개최

되었다. 제염해체분과의 경우 CEA에서 6명의 해체전문가 및 국내에서는

KOPEC, 경희대학교 및 연구원에서 17명이 참석하여 해체 project 관리, 해

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라군 슬러지 처리기술 및 해체부지복원에 대한 정

보교환이 이루어졌다. 해체기술정보교환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ecommissioning projects and project contro

나) Decontamination and radioactivity measurement

다) Waste management

라) Decommissioning of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

treatment of lagoon sludge wastes

마) Assessment of residual radioactivity for release of KRR site

참가자들은 연구원내의 하나로를 방문하였고, 해체현장으로 연구로 1&2

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을 방문하여 해체기술, 경험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다음의 항목이 차후 협력하기로 동의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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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echniques and tools used in D and D, feedback experience in

this field:

- Characterization

- Cutting (thermal, mechanical)

- Remote dismantling

- Measurements of material for release and waste for disposal

나) Waste interim storage on site

다) Benchmarking on cost (CEA cost evaluation methodology applied

to a KAERI facility to be dismantled, this test will require the

construction of an inventory using the CEA inventory method/

KAERI cost evaluation methodology applied on a CEA facility to be

dismantled), validation using on-going works

라) Site remediation

- Dose assessment of residual radioactivity after the

decommissioning projects

- Re-use of the sites

마) Feedback experience:

- lagoons sludge treatment by thermal denitration

바) Waste management technologies

- Decontamination by gels and foams: application to real

wastes treatment

- Decontamination by supercritical CO2: evaluation of new

ligands and surfactants for real decontamination

- Impact of micro organism on ground water chemistry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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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data and methodology)

- Waste melting and incineration

CEA의 논문 13편 및 KAERI의 논문 8편을 동 회의기간동안 발표하였다.

CONTENTS

TOPIC – I : status of decommissioning project

1. Research reactors, PASSAGE project and denuclearization of Grenoble Center
  (DGI/B. Comte)
2. Decommissioning of Fontenay aux Roses CEA Center nuclear facilities
 (DRSN/M. Jeanjacques)

TOPIC – Ⅱ : Decontamination and waste management

3 .Decontamination by supercritical CO2 fluid( Kyunghee Univ./ K.H. Park)
4 Decontamination by melting process  ( DPA/J.G. Nokhamzon)
5. R&D on melting process for dismantled metal pieces( KAERI/W.K. Choi)
6. Management of high level waste (DPA/J.G. Nokhamzon)
7. KURT for HLW disposal research   (KAERI/S. K. Kwon)
8. Marcoule decommissioning projects and retrieval of legacy waste
  (DPA/J.G. Nokhamzon)
9. Melting and incineration at SOCCODEI (DPA/J.G. Nokhamzon) 
10. R&D on graphite waste  (DTN/Marie Libert) 
11. Treatment of lagoon sludge waste(KAERI/D.S. Hwang)

TOPIC - Ⅲ : Research reactor and Project management

12. Man power assessment with help of ETE/EVAL ( DDCO/J. Fontaine)
13. Man power assessment with help of DECOMMIS (KAERI/J.H. Park)
14. Detailed inventories for cost evaluation and waste management( DDCO/J. Fon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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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econtamina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feedback experience and evolution
  (DTCD/S. Sarrade)

TOPIC - Ⅳ : Measurement and site rehabilitation

16. Simultaneous measurement of alpha and beta activities in a pipe
 ( DPA/J.G. Nokhamzon)
17. Migration of radionuclides in the environment and impact assessment 
 (DTN/Marie Libert) 
18. Possibility of scaling factor of beta-bearing nuclides  (KAERI/S. B. Hong)
19. Plan for residual radioactivity assessment for release of KRR site(KAERI/S.B. Hong)

2) 한일 해체기술 정보교환회의 개최(JAEA)

제염해체 기술개발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연구로 1, 2호기와 우라늄 변

환 시설의 해체 사업과 중장기 연구과제인 원자력 시설 제염 해체 기술 개

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 선진국의 기술 자

료 획득과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일본의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및 JAPC (Japan Atomic Power Company)와 각각 정기적인 해체

기술정보 교환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일본 JAEA와는 2001년 8월 20일 협약되고 2007년 9월에 개정된

KAERI와 JAEA사이의 협력 약정에 포함된 “제염해체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개정된 협력 협정 Annex JAEA-KAERI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Program #4) 의하여 매년 기술 정보 교환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수행 합의

하였다. 금번 제 5차 KAERI-JAEA 해체기술 정보교환 회의는 일본의

Tsuruga 및 Tokai에서 2007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개최되었

다. 전체 회의는 워크샵, 시설 방문 그리고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워크샵에서 총 2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해체 Project

현황, 해체기술 연구개발 현황, 해체사업관리 및 방사선/능 평가기술, 해체폐

기물 처리기술 등이 주요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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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OPIC – I : Status of decommissioning porject

1. The Decommissioning Program of JRTF (JAEA)
2. Uranium Conversion Plant (KAERI)

TOPIC – Ⅱ : R&D on Decommissioning Technology

3. Decommissioning Technology in Ningyo-Toge Environmental Engineering Center             
           (JAEA)

4. Measurement of In-pipe Radioactive Contamination (R&D) (KAERI)
5. Melting Decontamination of Decommissioning Metal Waste(R&D) (KAERI)
6. Assessment of Manpower Consumption in Decommissioning Projects with Help of 
    DECOMMIS  (KRR&UCP) (KAERI)
7.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 (JAEA)
8. Plan of Residual Activity Assessment for Site Release of KRR-2 (KAERI)
9. Current Status of Clearance Activities in JAEA (JAEA)
10. Possibility of Scaling Factor of Beta-bearing Nuclides for Waste Release 
     (KEARI)
11. Consideration of Reasonable Method for Evaluating Radioactivity in Waste Packages
    (JAEA)
12.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U-contaminated Metal (KAERI)
13. Nitrate Sludge Decomposition by Thermal and Bio-treatment Processes  
     (KAERI)
14. Chemical Reductive Denitration for Sodium Nitrate Solution (JAEA)
15. Current status of Gyeongju National Disposal Facilities (KAERI)

TOPIC – Ⅲ : Technical Tour

   - Fugen NNP
   - Waste Volume Rreduction Facility (JAEA)

3) 한일 해체기술 정보교환회의 개최(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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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C와는 2003년 5월 대전에서 개최된 OECD/NEA 주관 TAG

meeting에서 JAPC와 KAERI 사이에 정보 교환 회의를 필요에 따라서 개최

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제 4차 KAERI-JAPC 해체기술 정보교환 회의는

일본의 Tokai에서 2007년 11월 7일 ～11월 8일까지 개최되었다. 전체 회의는

워크샵, 시설 방문 그리고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워크샵에서는

총 1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JAPC의 해체전문가 2명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사선안전관

리 심포지움(ISRSM)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KAERI-JAPC간 해체기술정보

교환회의를 통하여 해체폐기물 재고량 평가 및 해체안전성 분석에 관한 회

의를 개최하였다.

(1)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Program

TOPIC – I ; Presentation from KAERI side

1. Status of decommissioning projects KRR1&2  and UCP   
2. Plan of release from regulation; site and waste   
3. Assessment of manpower consumption in decommissioning projects with help of                 

          DECOMMIS (project management tool)
4. Achievement and plan of R&D in KAERI
   -  on treatment of irradiated graphite
   -  on dry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5.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U-contaminated metal at UCP

TOPIC – Ⅱ ; Presentation from JAPC side

1. Tokai-1 decommissioning project
2. Scenario and technology for dismantling of the Tokai-1 reactor
3. Strategy of L1 and L3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on intermediate depth and site trench)
4. Strategy of clearance material treatment
5. Strategy of graphit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TOPIC – Ⅲ ; KAERI-JAPC Mee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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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ies on the Radioactivity inventory of dismantled biological shielding concrete of          
          KRR-2 

2. Radioactivity inventory in Tokai NPP has been evaluated by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3. Safety analysis of decommissioning 
4. Digital mock-up for decommissioning work 
5. Computer support system for decommissioning
6. Decommissioning status of KRR-2 

(2) Technical Tour

- Tokai-1 decommissioning site

- Radioactivity assessment lab for clearance

- Graphite incinerator

- Disposal site of L3 waste

4) OECD/NEA CPD 산하 43차 TAG Meeting 참가

OECD/NEA 가입국들 중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체

정보 교환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1985년에 CPD(Cooperative

Program of Decommissioning)를 결성하여 7개국(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

스, 독일, 일본, 이태리,) 10개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현재 14개국 40개 프로젝

트로 확대되었다. CPD 프로그램으로 해체전문가(프로젝트 책임자)의 정보교

환 회의인 TAG(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이 매년 봄, 가을로 각

국을 순방하면서 자국의 해체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적용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을 갖는

다. 제43차 TAG 회의는 독일 Heringsdorf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11개국의 해체전문가가 참석하여 26개의 해체 현황 및 적용 기술에 대한 논

의가 있었고,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해체현장을 방문하여 각국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가) 회의개요

- 회의기간 : 2007. 10. 20 - 2007. 10. 28.(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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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Heringsdorf, 독일

나) 해체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발표

(A) Reactors

1.   BR3 Pierre Valenduc
2.   Bugey 1 Hubert Boyelle
3.   Brennilis (EL4) Hubert Boyelle
4.   Melusine Eric Gouhier
5.  Phenix Michel Soldaini
6.  AVR Peter Pohl
7.  KNK Luis Valencia
8.  MZFR Erwin Prechtl
9.  Garigliano-Latina Annafrancesca Mariani
10.   Fugen Takashi Iijima
11.   Tokai 1 Tsuyoshi Hirahashi
12.   KRR-1&2 Un Soo Chung
13.   Bohunice Dusan Sedliak
14.  Pimic Manuel Ondaro
15.   TRR Chieng liang Shih
16.  WAGR Terry Benest
17.  EWN Axel Backer
18.  EWN Ralf orchardt
19.  EWN Friedhelm Krause
20.  EWN Jorg Moller

(B) Fuel Facilities:

1.  Eurochemic Robert Walthéry
2.  B 204 Fuel Bays Paul Ingham
3.  APM Vanerie Thiebaut
4.  ATUE, Cadarache Eric Gouhier
5.  WAK Klaus Hendrich
6.  B 204 BNFL Paul Mort
7.  UCP Un Soo Chung

(C) New Projects and Additional Items

1.  WLDP Paul Ingham

다) Technical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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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isfswald NNP 해체시설 방문

5) IAEA/CRP Meeting 참가

본 회의는 "Innovative and Adaptive Technologies i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에 관한 IAEA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3

차(최종) RCM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참석 원자력시설 해체계획

의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과 기술에 관련된 참가국의 지식을 상호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IAEA의 지원

하에 2005년부터 3년간 수행되고 있다. KAERI에서 2명의 해체전문가가 참

석하였고, 발표주제는 아래와 같다.

- Main Session

IAEA와 Research Agreement에 의한 해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개발

- Topoical session: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건설이 해체에 미치는 영향

- Main sess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decommissioning facilities

- Topical session :

Effect on Decommissioning of Layout of the KRR-2 Building

회의는 2007. 12. 3 ～ 7일 까지 체코공화국 Rez의 NRI 연구소에서 개최

되었다. IAEA를 포함한 14개 참가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황과 각국의 상

황에 따라 선택되고 적용된 제염해체 기술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체코

는 NRI 연구소내 연구용원자로(북한의 IRT연구로와 유사)를 해체하고 있으

며, 시설방문을 통하여 Decay Tank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방문하였

다. 그리고, 영국의 Dalton연구소(맨체스터대학)과 연구협력을 체결하여 영국

의 제염해체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기술교류 및 상호방

문 등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였다.

6) ISIS 국제 측정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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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In-situ Gamma Spectrometry and Dose Rate Measurements in

Emergency Situlation)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상황을 가정(인공

선원)하여 9개의 방사선원의 위치, 핵종 및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률 측정 업

무 및 환경방사능 측정 1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단위로 결과를 제출하

였다. 금번 ISIS 2007은 Austrian Research Center의 Radiation Safety and

Application 및 IAEA 주최로 2007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개최되었으

며, 측정을 위한 장소는 군의 협조를 통하여 군사지역에서 수행되었다. 2005

년도 독일에서 개최된 이후 2년마다 유럽내 국가들이 주최를 하고 있으며,

다음 대회의 주최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참가국은 주로 유럽 내 국가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한국, 미국, 케나다, 말레이시아 등이 금번대회에 참석하

였다. 총 30개국의 59개의 팀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

하여 9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정기기의 적용방안 및 오염

상황에 대한 모델링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기술 및 경험을 확보하였다. 환

경방사능 분석 임수를 수행하여 체르노빌사고 이후 오스트리아의 Cs-137 핵

종의 농도 등에 대한 오염상황을 분석하였고, 천연핵종인 K-40, U 및 Th계

열 핵종의 농도에 대한 계측자료를 확보하였다. 향후 원자력시설의 운영, 폐

기물관리 및 환경방사능 측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험/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능 측정기술을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제 상황에 맞는 측정 장비의 적용방안에 대한 대

비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팀을 구성하여 차기 대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기술

을 습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적인 업무수행 내용

은 아래와 같다.

Tesk #1 : Doserate Mapping

GPS 및 방사선량 측정장비를 이용 방사선량에 대한 Map 작성

Tesk #2 : Location- Drive by

차량을 이용하여 방사선원의 위치 및 감마 핵종분석 및 방사선량 측정

Tesk #3 : Complex Spectrum(5X)

드럼내에 담겨있는 인공선원에 대한 핵종, 비방사능 및 방사선량 측정

Tesk #4 : Simulation of a contamination -Contamination 1

인공선원을 토양에 묻어놓고 오염상황을 가정하여 방사선원의 핵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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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능 분석

Tesk #5 : Identification Shielded

드럼내 인공핵종을 넣고, 드럼내의 핵종, 비방사능 및 방사선량 측정

Tesk #6 : Identification/Quantification

4개의 각각 드럼을 호수위에 위치시키고 인공선원을 넣고, 핵종, 방사능

및 방사선량 측정

Tesk #7 : Simulation of a contamination -Contamination 2

인공선원을 토양에 묻어놓고 지역의 오염상황을 가정하여 핵종 및 방사

능 분석(Bq/cm2)

Tesk #8 : Simulation of a contamination -Contamination 3

오염상황을 가정하여 방사선원의 핵종 및 방사능 분석(Bq/cm2)

Tesk #9 : Buried Source

인공선원을 토양에 묻어놓고 선원이 위치하 토양의 깊이, 핵종 및 방사능

분석

Tesk #10 : Environmental Measurement

천연방사성 핵종 및 비방사능(Bq/g)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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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특성 및 처리

금년도 연구로 1.2호기 해체물 처리활동은 연구로 1호기의 경우 기존해체

된 동위원소생산실 주변 해체물 처리를 비롯하여 지하피트의 각종 배관 및

바닥 슬러지 제거, 환기시설 해체물 등을 처리하였고, 연구로 2호기의 경우

제염실에 있던 초음파제염기,스팀제염기(재활용) 및 각종 실험장비 등을 해

체 폐기물처리 하였으며, 동위원소생산실 통로를 비롯하여 각 호실의 천장텍

스가 오염되어 해체 후 전량(9,050kg) 자체처분대상 폐기물로 분류하였다. 액

체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탱크 4EA를 포함하여 막분리처리시설(대전이

송),이온교환수지, 각종 배관 및 파이프 등을 해체, 처리 하였다. 또한 폐필터

Pre filter(720EA), Hepa filter(141EA)를 처리하였며, 납폐기물의 경우 방사

성(4,261kg), 자체처분(9,841kg), 비방사성(6,994kg) 총 21,096kg을 연구로 2호

기 원자로실에 구분하여 보관 중이다.

상기의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은 고체폐기물관리기준에 따라 분

류작업을 수행하였다. 금년도까지 발생된 해체, 처리한 폐기물(2,280 Ton)으

로 세밀한 분류 및 표면제염 작업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

록 관리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전체 해체폐기물량의 약 13%(303,413

Kg)으로 최소화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방사화된

콘크리트가 전체 방사성폐기물 양의 약 86%를 차지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제염이 불가능하여 4m3 및 200L 드럼에 저장하여 보관되어 있다. 자체

처분대상폐기물의 경우 133,990 Kg, 비방사성폐기물의 1,840,100 Kg이 발생

되었다.

표 2.1.31에 금년 해체폐기물 발생현황을 종류별 상세 내역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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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폐기물

종 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대상 비방사성 총 계

금 속 8,250 24,978 12,690 45,918

콘크리트 0 8,977 1,240 10,217

기 타 5,848 17,946 440 24,234

총 계 14,098 51,901 14,370 80,369

표 2.1.31. 연구로 1.2호기 해체폐기물 현황

[단위 : Kg, 2007. 12. 31]

연구로 1.2호기 해체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조성을 자세히 살펴보

면 콘크리트폐기물이 10,217 kg, 토양이 1,998 Kg, 목재가 1,0874 Kg, 가연성

잡고체 3,510 Kg, 비가연성잡고체 6,679Kg 기타 1,173 Kg 및 금속폐기물이

45,918 Kg으로 금년도 작업과정에서는 금속폐기물이 전체폐기물양의 57.1%

를 차지하고 있다.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현장에서의 제염작업수행이 과년도

에 비하여 조금 미흡했던 결과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줄고 상대적으로

방사성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 발생량이 조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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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분기
발생장소 종 류

폐기물 구분
합 계

(kg)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비방사성

폐기물

2006년

까지

누적량

연구로1.2

호기 및

부속시설

폐필터 0 0 10 10

금속폐기물 17,313 33,254 104,120 154,687

슬러지 982 0 0 982

콘크리트 259,967 33,361 1,710,855 2,004,183

폐카본 0 209 0 209

폐장비 0 0 98 98

토양 781 4,184 759 5,724

목재 193 2,475 4,877 7,545

가연성잡고체 4,777 4,439 2,600 11,816

비가연성잡고체 4,993 3,979 1,494 10,466

기타 309 188 926 1,423

계 289,315 82,089 1,825,739 2,197,143

2007년

1/4분기

연구로1.2

호기 및

부속시설

폐필터 444 120 0 564

금속폐기물 0 2,565 2,474 5,039

슬러지 0 0 0 0

콘크리트 0 0 0 0

폐카본 0 0 0 0

폐장비 0 0 0 0

토양 0 0 0 0

목재 0 316 0 0

가연성잡고체 216 821 61 1,098

비가연성잡고체 0 2,188 305 2,493

기타 0 0 0 0

계 660 6,010 2,840 9,510

2007년

2/4분기

연구로1.2

호기 및

부속시설

폐필터 173 24 0 197

금속폐기물 850 12,895 8,126 21,871

슬러지 0 0 0 0

콘크리트 0 2,093 0 2,093

폐카본 0 0 0 0

폐장비 0 0 0 0

토양 1,998 0 0 1,998

목재 0 439 0 439

가연성잡고체 395 799 15 1,209

비가연성잡고체 1,364 2,563 4 3,931

기타 0 262 0 262

계 4,780 19,075 8,145 32,000

표 2.1.32. 해체 폐기물 분기별 발생량



- 71 -

발생

분기
발생장소 종 류

폐기물 구분
합 계

(kg)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비방사성

폐기물

2007년

3/4분기

연구로.2호

기 및

부속시설

폐필터 150 0 0 150

금속폐기물 2,859 7,679 1478 0

슬러지 0 0 0 0

콘크리트 0 319 7 326

폐카본 0 0 0 0

폐장비 0 0 0 0

토양 0 0 0 0

목재 384 619 5 0

가연성잡고체 724 183 10 370

비가연성잡고체 0 51 6 0

기타 0 0 0 0

계 4,117 8,851 1,506 14,474

2007년

4/4분기

연구로.2호

기 및

부속시설

폐필터 0 0 0 0

금속폐기물 4,541 1,839 612 6,992

슬러지 0 0 0 0

콘크리트 0 6,565 1,233 7,798

폐카본 0 0 0 0

폐장비 0 0 0 0

토양 0 0 0 0

목재 0 9,111 0 0

가연성잡고체 0 269 17 286

비가연성잡고체 0 181 17 198

기타 0 0 0 0

계 4,541 17,965 1,879 24,385

표 2.1.33. 해체 폐기물 분기별 발생량

나. 폐기물 저장 및 관리현황

고체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과 자체처분대상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재질 및 방사능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용기를

이용하여 창고로 이송 저장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4 ㎥ 콘테이너와 200ℓ드

럼에 포장하여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 저장 관리한다. 금년도까지 발

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303,413 Kg으로 4m3 콘테이너 52개(272,062 Kg),

200ℓ드럼 138개(29,848 Kg),차폐용기 Cask 6개(1,503 Kg)에 나누어 저장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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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구분

폐기물발생수량(EA)

2001-2006년
2007년

총 누적수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L 드럼 114 10 8 6 0 138

4m3 콘테이너 48 0 1 2 1 52

Cask 차폐용기 3 0 3 0 0 6

총 계 165 10 12 8 1 196

표 2.1.34.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저장현황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은 오염정도가 N.D ～ 0.4 Bq/g으로 그 재질에 따라

우선 분리하고,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재분류하여 20 Ft용 임시저장고

C-1~C-9 총 9EA 콘테이너 중 7EA를 저장완료 하였고 나머지 2EA는 폐기

물 인입 중에 있다. 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오염도가 N.D 이하로 기존의 창

고 A, B를 이용하여 철재 및 기타 폐기물을 저장 관리하고 있고, 비방사성

콘크리트의 경우 자체처분 절차에 따라 835,967 Kg을 일반산업폐기물로 처

리되었으며, 나머지도 폐기물도 처분될 예정에 있다.

표 2.1.35에 고체 방사성폐기물 상세 저장 내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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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월별

창고 A

(금속류)

창고 B

(목재류)

임시저장고

(콘크리트)

간이창고

(기타잡품)

C-1~ C-3

(자체처분)

C-4~C-9

(자체처분)
월별 계

1월 1,296 - - 309

대

전

이

송

3,137 4,742

2월 1,178 - - 57 1,819 -

3월 - - - - 1,054 1,054

4월 321 - - 5 1,642 1,968

5월 6,226 - - - 8,741 14,967

6월 1,579 - - 14 8,692 10,285

7월 1,306 - -802,698 - 5,840 -795,552

8월 172 5 - 16 2,437 2,630

9월 - - - - 574 574

10월 - - 729 - 9,143 9,872

11월 569 - 504 34 5,477 6,584

12월 43 - - - 3,345 3,388

2007년계 12,690 5 -801,465 435 - 51,901 -739,488

2006년계 30,442 1,218 26,306 2,336 19,712 21,693 101,707

2005년계 2,716 1,561,159 23 23,837 - 1,587,735

2004년계 3,252 61,039 38 11,252 - 75,581

2003년계 3,678 578 35,727 157 2,676 - 42,816

2002년계 4,403 1,320 31,546 976 2,919 - 41,164

2001년계 12,907 1,800 9,964 892 - - 25,563

총 누계 70,088 4,921 924,276 4,857 60,396 73,594 1,135,078

표 2.1.35. 고체폐기물 저장고별 저장 현황

* C-1 ~ C-9는 0.4 Bq/g 미만 폐기물을 저장하는 20 ㎥ 콘테이너임.

* 참고 : 임시저장고 콘크리트 802,705 Kg 자체처분 승인에 따라 처리됨 (07.7.4)

- 상기 폐기물은 7월 임시저장고(천막) 폐기물저장량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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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 액체폐기물 수집 및 처리

금년도에 발생한 방사성 액체폐기물은 원자로 해체에서 발생한 수조수와

제염폐액 그리고 작업자들의 세탁폐액으로 나눌 수 있다.

금년도 액체 폐기물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작년도 미처리분 30.48 ㎥,

연구로2호기 비상핵연료 저장조 폐액 1.8 ㎥, 액체폐기물처리실 Sump에 저

장되어 있는 폐액 82.5 ㎥, 화공약품 중화처리 폐액 1.4 ㎥ 그리고 희석방류

조내 임시저장조에 저장중이던 막분리 처리폐액 40.2 ㎥ 이다. 액체 폐기물

의 방사성 농도는 3.80E+03 ～ 8.25E+04 Bq/g이였다. 표 2.1.36는 금년도에

자연증발 처리하기위하여 수집한 액체 폐기물의 수집처, 수집량, 방사성농도

및 저장조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1. 금년도에 자연증발처리 하기위하여 폐액처리시설로 운반한 총 액체 폐기

물의 양은 작년 미처리 이월 분을 포함하여 총 81.59 ㎥이고, 그 전체폐액을

자연증발처리 하였다.

2. 향후 방사성 액체폐기물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증발시설의

일부를 해체한 상태이다. 표 2.1.37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자연증발장치

를 가동하여 처리한 액체폐기물의 양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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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수 집 처
수집량

(m3)

방사능농도

(Bq/m3)
저 장 처 리

06년도 미처리

이월
30.48 자연증발

임시저장조

(막분리처리폐액)
40.2 -

막분리후

임시저장
자연증발

5/25
#2 비상핵연료

저장조
1.8 1.78E+004 처리시설 자연증발

9/17
액체폐기물처리

시설 Sump
2.5 1.09E+004 처리시설 자연증발

10/29
화공약품

중화처리폐액
1.4 1.20E+004 처리시설 자연증발

액체폐기물처리

시설 탱크

제염폐액 등

5.21 1.76E+004 처리시설 자연증발

07.12.31

현재
총 계 81.59 81.59

표 2.1.36 액체 폐기물 수집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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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자연증발폐액

비고

증발량 (m3) 방사능 농도 (Bq/m3)

1월 - -

2월 2.38 8.35E+04
증발조가동

(2월27일)

3월 8.75 9.55E+04

4월 18.06 3.73E+04

5월 19.53 9.87E+04

6월 19.22 5.29E+04
보일러가동중지

(6월 26일~ )

7월 6.37 5.87E+03

8월 3.36 6.88E+04

9월 2.52 8.05E+04

10월 1.40 3.80E+03

11월 - -

12월 - -

합계 81.59 5.85E+04(년 평균값)

표 2.1.37. 자연증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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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콘크리트폐기물 자체처분 실적

연구로 2호기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수조콘크리트폐기물 중 해체폐기물관

리기준에 따라 비오염콘크리트(< MDA)로 구분된 물량은 총 1,680 Ton이

다. 이 중 금년도에 처리된 물량은 802.7 Ton(평가시 보수적으로 1000 Ton

으로 가정)으로 자체처분 규정에 따라 규제해체 후 도로포장의 기초재로 재

활용되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동일한 콘크리폐기물 총 725.6 Ton에 대

하여 추가적으로 도로포장 기초재로 재활용되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선정하

여 자체처분을 신청하였고,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다. 금년에 처리

된 연구로 수조콘크리트의 자체처분을 위해 폐기물의 표면방사선량률 및 전

알파/베타 방사능 분석,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로 수조 콘크

리트의 경우 원자로심(Reactor core)와 인접하여 중성자에 대해 방사화 되어

다양한 핵종이 검출된다. 그 중 H-3, C-14, Fe-55 및 Ni-63 등의 핵종이 생

성되는데 위와같은 핵종은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마분

광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조 콘크리트에서 중성자에 의하여 방사화

되어 생성되는 대표적인 방사화 생성핵종 중 순베타방출핵종(Pure Beta

Emitter)은 아래와 같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을 차지하는 핵종이

H-3, C-14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핵종은 모두 순베타방출핵종으로 H-3

은 최대 에너지 18.6 keV이고, C-14은 최대에너지 156.5 keV 이다. Fe-55

와 Ni-63도 동일하게 중성자의 방사화 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며 Fe-55는 X-

선 영역의 4.9 keV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Ni-63은 순베타방출핵종으로 최대

에너지 65.9 kev를 가진다. 위의 핵종은 일반적으로 추출과정을 수행한 후

섬광액(Scintillator)와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계측한다. H-3 및 C-14 방사는은 콘크리트

시료분말 5g을 Tube Furance를 통하여 연소(최대 500℃)시킨 후 1mole

HNO3(H-3), Corbosorb(c-14)을 포집하여 섬광액(Scintillator-Goldstar)과

8:12㎖(H-3), 5:15㎖(C-14)의 비율로 혼합하여 LSC(Liquid Scintillation

Co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e-55/Ni-63 방사능은 콘크리트 시료분말

0.25g을 이용하여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Fe/Ni 핵종을 칼럼을 이

용하여 분리하고, 추출용액과 섬광액(Goldstar)의 비율을 3 :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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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LSC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였다. 피폭선량 평가시점과 방사능측정된

시점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방사성붕괴를 고려하였다. 단, 그러나, 순베

타방출핵종인 H-3, C-14, Fe-55 및 Ni-63에 대해서는 측정일자(2006. 8)이

므로 방사성붕괴를 고려하지 않았다. 구제적인 결과는 아래의 표2.1.38과 같

다.

대상핵종
초기비방사능

(Bq/g)

반감기

(yr)

방사선원항

(Bq/g)

비고

(방사성붕괴)

H-3 0.108 12.3 0.1080 고려 안함

C-14 0.032 5730 0.0320 “

Fe-55 0.200 2.70 0.2000 “

Co-60 0.013 5.27 0.0117 고려 함

Ni-63 0.250 96.0 0.2500 고려 안함

Cs-134 0.013 2.06 0.0099 고려 함

Cs-137 0.013 30.0 0.0128 고려 함

Eu-152 0.013 13.3 0.0125 고려 함

Eu-154 0.013 8.80 0.0122 고려 함

표 2.1.38. 저장기간 동안의 방사성붕괴를 고려한 핵종의 비방사능

위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피폭선량을 도출하였다. 연구로2호기 부속

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을 자체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국

내외의 규제요건을 검토하여, 피폭 시나리오의 경우 도로포장의 기초재로 재

활용된다는 시나리오로 제한하였다. 선정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폭

경로를 고려하여 선량평가를 수행하였다.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수학적 모델

및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에 사용된 입력변수는 국내 상

황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NUREG/CR-1640등

의 외국의 참고문헌에 제시된 값을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평가모델을

근거로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아래의 표2.1.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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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시점
[yr]

피폭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개인피폭선량[μSv/y]
SC1 SC2 SC3 SC4 SC5

0 5.87E0 2.53E-2 8.45E-1 1.81E0 1.51E-2
피폭시점

[yr]
피폭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집단피폭선량[man.Sv/y]

SC1 SC2 SC3 SC4 SC5
0 1.17E-4 1.27E-7 4.23E-6 3.62E-5 2.26E-3

표 2.1.39. 연구로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예상피폭선량 평가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규정(과학기술부 고시 2001-30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에 따라 본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H-3, C-14은 허용기준으로 100 Bq/g으로 제시하고 있고, Fe-55, Co-60,

Ni-63, Cs-134, Cs137, Eu-152 및 Eu-154의 경우 기타방사성핵종으로 분류

되며 규정에서 제시한 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한 결과 처분제한치인 개인에 대

한 연간 10 μSv/y와 집단선량 1 man․Sv/y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자체처분을 시행 후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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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처리상황 비 고

2007.7.4

선 적

(연구로

부지)

2007.7.5
운송/하역

(도성개발)

2007.7.16
파 쇄

(도성개발)

2007.7.23
선 적

(도성개발)

2007.7.30
도로포장

재활용*

표 2.1.40 자체처분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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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및 기술개발

가. 연구로 차폐체 콘크리트 절단시 냉각수 재사용 배출장치 실험

1) 서론

수명이 다하거나 노후한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각종 환경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가능

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양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연구로 2호기 해체 작업 과정에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관련

시설의 구조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를 해체할 시 수력사이클론의

적용 가능성을 각종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당초 연구로 2호기 차폐체

콘크리트 해체에는 건식 절단기구인 휠쏘를 사용하여 절단할 계획이었으나

절단 깊이에 맞는 장비 개발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뤄지지 않아 습식 절단

공구인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물을 포함

한 콘크리트 슬러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후 원자력관련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에는 수력사이클론이 포함된 장치를 사용하여 냉각수를 재사용

함으로서 슬러지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력사이클론은

대표적인 습식 분리 장치로서 고형물 분리, 분급, 분류, 농축, 탈수 및 수처

리, 정제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속상의 유체로부터 분상상의 고체를 원

심력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장치이다.

2) 실험 및 결과

원자력 관련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물(부

피기준 50% 이상)을 포함한 슬러지는 수분의 함도가 부피기준 0.5% 이하가

되어야만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처분 또는 매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이를 건조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

비가 소요된다. 실제 연구로 2호기 해체 시에 200L드럼으로 290개의 슬러지

가 발생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슬러지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건조가 거의 되

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체 중 발생한 슬러지에 포함된 냉각수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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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은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해체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

이 된다. 따라서 슬러지에 포함된 냉각수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아래의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전체 계통을

제작 완료하여 실험하지 않고, 수력 사이클론의 적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 침

강농축 장치인 시크너는 결합하지 않고, 수력사이클론의 포집효율만을 측정

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1.25. 참조). 수력사이클론의 설계는 사

이클론 설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Krebs의 수력사이클론 식을 따라 설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값을 표 2.1.41.에 나타냈다.

그림 2.1.25. Schematic diagram of the hydro-cyclone test rig

실험은 비중이 3.15인 포틀랜드시멘트와 모래의 함량이 무게기준으로

0.15mm 체잔분 72 % 인 몰타르를 사용하였다.

Cyclone Dia.(D) Inlet dia.(Di) Appex dia.(Du) Vortex dia.(Do) Body length(H)
80 20 12 24 240

표 2.1.41. 수력사이클론의 사양

단위 : mm

슬러지 분리장치인 수력사이클론의 분리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냉각수와

콘크리트 슬러지가 포함된 200L 용기 속에 이를 순환시킬 수 있는 오수펌프

를 설치하여 수력사이클론에 유입토록 하였으며, 속도의 변화는 밸브를 통해

서 조절하였다. 수력사이클론에 유입되는 유체의 속도는 배관 외부에 장착

함으로써 유속에 대한 저항이 없는 Controlotron사의 System 1010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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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력사이클론을 통해서 분리․포집된 슬러

지와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된 슬러지를 포함한 물은 20L 용기에 회수하여

충분히 침전․강하시킨 후 상부의 물은 버리고, 침전된 슬러지를 스테인레스

트레이에 담아 건조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하여 슬러지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의 방법으로 실시한 포틀랜드 시멘트와 몰타르의 속

도변화에 대한 포집효율을 그림 2.1.26.에 나타냈다.

그림 2.1.26. 몰타르와 포틀랜드시멘트의 속도 변화에 따른 포집효율

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력사이클론에 유입되는 속도가 0.5 m/s 이

상이 되면 몰타르 및 포틀랜드 시멘트 모두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집효율

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수력사이클론 유입속도의 증가에 따른 유

선 상에서의 입자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율 감소와 분진 퇴적함에서의 재

분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자의 크기와 무게가 큰 몰타르의

경우 90% 정도의 포집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이 3.15인 미세분말인 포틀

랜드 시멘트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포집효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건식 사이클론의 일반적인 현상인 분진의 크기가 클 경우와 무

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울 경우 포집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수력사이클

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실험에서는 수력사이

클론과 시크너를 결함하여 포집효율뿐만 아니라 수분 함유에 관한 실험을

할 예정이다.

3) 결론

그림 2.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미세하고, 부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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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속도 변화에 따른 포집효율은 수력사이클론

유입속도 0.5 m/s 이상에서 70% 이상의 포집효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습식방식으로 해체할 경우 절단시 발생하

는 열을 냉각하고, 윤활의 역할을 하는 냉각수를 수력사이클론이 포함된 장

치를 이용하여 순환시키면 슬러지의 양을 대폭 줄임을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로 인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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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지방사선/능 사전조사 활동

1) 서론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해체의 최종과정으로 해체가 완료된 원자력시

설에 대한 잔류방사능을 평가하여 기준치 이하임을 평가하여 해체된 부지

및 건물을 재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원자력시설 해체부지에 대한

잔류방사능 평가 및 예상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상피폭선량을 기준으로 유도농도기준(DCGL:

Derived Concentration Guidance Level)을 설정하여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잔류방사능 평가를 위해 MARSSIM을 개발하여 방사선

학적 조사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자력시설이

해체된 부지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지의 부지해제와 관련하여 규

제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고,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한 해체가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구로 해체사업 또한 해체의 최종단계인 잔류방사는 평가 및

합리적으로 수립된 피폭경로에 근거한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부지를 무

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로 해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실험 과정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핵종 재고량 평가, 해체과정에서

해체폐기물 관리 및 해체를 완료 후 해체 부지복원의 각 단계에서 방사능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방사능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장비가 해체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휴대용 감마핵종분석

장치인 ISOCS(In-Situ Object Counting System)은 해체정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해체폐기물의 방사능 분석과 토양 및 건물에 잔류하는 오염을 측정하

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ISOCS(Canberra, USA)측정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2.1.27과 같다. HPGe detector, InSpector(MCA, ADC,

HV supply), Collimator, 감마분광분석 Software(Genie-2000) 및 ISOCS

Calibration Software로 구성된다. ISOCS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과 달리 표준선원이 필요 없이, ISOCS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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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대상물을 모델링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1.27. ISOCS 측정시스템

본 연구는 토양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천연핵종인 K-40을

바탕으로 ISOC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측정 부지의 면적 및 깊이에 대한 최

적 모델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SOCS　측정시스템을 토양에서

1m 거리에 설치하여 측정된 결과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로 주변 부지에 대해 인공방사성핵종인 Co-60 및 Cs-137 등의 오염

에 대하여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략조사(Scoping Survey)를 위한

잔류방사능 평가를 위해 직접시료체취 및 ISCOS를 이용하여 핵종별 농도를

비교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사전선별준위(Screening Level)를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

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향후 연구로 부지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종부지조사보고서(FSSR: Final Site Survey Report)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아 연구로 부지의 규제해제를 받게 될 것이다. 연구로

주변부지에 대한 잔류방사능 평가를 위해 그림 2.1.28과 같이 4개의 측정지

점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측정지점의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마방출 핵

종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였고, 부지의 토양에 대한 깊이별 방사능 분포 측정

을 5cm 단위로 50cm 까지 수행한 결과 표면에서 5cm까지만 오염이 되어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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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 연구로 주변부지 시료 측정지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측정지점에 대해 ISOCS를 이용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ISOCS는 이동형 감마핵종분석기로 기존의 실험실의 계측장비와

달리 선원의 형상을 모델링할 수 있어 측정과정에서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ISCOS를 차폐체(Collimator) 없이 지상에서 1m 높이에 설

치하여 측정하였다. 선원항에 대한 모델링을 위하여 깊이 5cm 반경의 경우

60m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경의 경우 ICRU 53에 제시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90% (662 keV)정도 상대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위의 선원항에

대한 모델링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채취된 시료는 U-8 용기에 넣어서

3600s 동안 측정하였고, ISOCS도 동일한 측정시간동안 계측하였다. 측정결

과 인공방사성동위원소인 Co-60 및 Cs-137이 검출되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부지에 잔류방사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체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

작업자의 경우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자의 피폭이 엄격하게 관리됨

을 고려하여 해체가 완료된 후 부지에 거주하는 일반인에 대한 예상피폭선

량을 평가하였다. 연구로 부지의 경우 현재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

후 계획에도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예상피폭선량 평가 시

일반인(성인)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였고, 평가도구는 RESRAD 전

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입력인자는 국내현실을 반영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고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의 참

고문헌이나, RESRAD 전산코드의 초기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88 -

3) 결과 및 고찰

시료채취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K-40에 대하여 782.5 Bq/kg으로 분석

되었고, ISOCS 시스템을 적용하여 직경 6,000cm 및 깊이 70cm를 고려한 결

과 695.7 Bq/kg으로 11.1%의 상대오차를 보여주었으나 그 결과는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위의 분석과정에서 직경 및 깊이는 ISOCS 측정매뉴

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값이다. 그러나 부지 측정을 위하여 토양의 깊이 및

직경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2.1.29와 그림

2.1.30에 제시하였다. 단 토양의 밀도는 측정결과 1.59 g/㎤이고, 토양표면으

로부터 검출기 표면까지의 거리는 1m로 고정하였고, 납 차폐체(Collimator)

는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결과에서 보듯이 깊이 70cm의 경

우 직경은 1,500cm, 직경이 6,000cm의 경우 깊이는 14cm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 2.1.29와 그림 2.1.30에서 직경을 6,000 ～

3,000cm 까지 변화시키는 경우와 깊이를 70 ～ 35cm 까지 변화시키는 경우

에 변화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경이 3000cm 이하이고,

깊이가 35cm 이하로 변화시키는 경우 그 변화율은 상당히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29. ISOCS 모델의 직경변화에 따른 K-40

방사능 변화



- 89 -

그림 2.1.30. ISOCS 모델의 깊이 변화에 따른

K-40의 방사능 변화

ISOCS 모델링결과를 바탕으로 직경이 3,000cm 이하이고, 깊이는 핵종

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5cm이하의 경우 천연핵종인 K-40의

방사능분석 결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ISOCS 측정

시스템을 부지복원을 위하여 토양내 천연핵종인 K-40을 기준으로 배경방사

능을 측정하는 경우 직경은 3,000 ~ 4,000cm 및 깊이는 30 ~ 40cm가 적당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향후 ISOCS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체부지

복원을 위한 방사선/능 분석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SOCS Modeliing ISCOS 분석 결과

(Bq/kg)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Bq/kg)

상대오차

(%)직경 (cm) 깊이 (cm)

3,000 30 737.8

782.5

5.7

3,500 35 726.1 7.2

4,000 40 719.2 8.1

표 2.1.42. ISOCS 측정시스템의 최적 모델링(직경/깊이) 분석결과

연구로 주변부지에대한 잔류방사능 평가를 직접시료채취 및 ISOCS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가지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계측한 결과는 아래의 표

2.1.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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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채취된 시료

측정결과((Bq/g)

ISOCS 이용

측정결과(Bq/g)

Co-60 Cs-137 Co-60 Cs-137

A 0.0127 0.0219 0.0135 0.0226

B <MDA 0.0775 0.0696 0.0763

C 0.0105 0.0066 0.0094 0.0074

D <MDA <MDA <MDA <MDA

표 2.1.43. 잔류방사능 측정결과의 비교

그 결과를 살펴보면 두 측정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 B지점

의 경우 측정시점에 자연증발조가 가동 중에 있었고, 창고에서 해체폐기물

정리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증발조 주

변토양은 부지이역평가과정에서도 일부오염이 보고된 바 있다.

위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핵종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대피폭선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시점에서 부지재이용을 위한 사전선별준위(Screening

levels)을 계산하였다. 국내의 경우 부지재이용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고려하

여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인 0.01 mSv/y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0.25 mSv/y의 두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그림 2.1.31. 사전선별준위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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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로 주변부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위한 잔류방사능을 평가하고, 사전

선별기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사례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사능측정

및 예상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부지특성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연구로 해체사업의 최종단계인 부지복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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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폐기물 처분을 위한 척도인자 도출

1) 서론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의 단계를 맞이하여 시설의 해체과

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해체폐기물이 발생된다.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준비하거나, 해체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핵종별 재

고량을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로 2호기 차폐콘크리트의 경우

중성자에 의해서 방사화되어 다양한 핵종이 생성된다. 연구로 2호기는 2005

년 말에 해체가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하였으

며,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위해서는 인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핵

종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감마방출핵종의 경우 측정이 용이하지

만, 베타 및 알파방출핵종의 경우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

내외에서 폐기물 별로 핵종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척도인자를 적용을 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차폐콘크리트

의 시료를 깊이별로 채취하여 감마선방출핵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순베

타방출 핵종인 H-3, C-14, Fe-55 및 Ni-63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여 상관관

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폐기물 처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실험 과정

연구로 2호기 전단부 수조 콘크리트는 중성자 차폐를 위하여 밀도가 3.4

g/㎤인 고강도콘크리트(heavy concrete)로 제작되어 있다. 수조 콘크리트는

중성자 실험을 위하여 10개의 Beamport 및 흑연불럭이 채워져 있는

Thermal Column이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분석을 위한 시료는 연구로

2호기에서 가장 방사화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단부 수조 콘크리트 내

에 Thermal Column 주변의 높이 90 cm(노심과 동일한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H-3 및 C-14의 핵종별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수조 콘크리트의 깊

이별 방사화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로 2호기 수조 콘크리트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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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1m까지, 각 10cm 단위로 core drilling 장비를 이용하여 10개의 시료

를 채취하였다. 연구로 2호기 전단부 수조 콘크리트의 구조 및 채취된 시료

의 위치는 그림 2.1.32와 같다.

그림 2.1.32. 연구로 2호기 수조콘크리트 시료채취 지점

수조 콘크리트의 경우 일부는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어 다양한 핵종이

검출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을 차지하는 핵종이 H-3 및 C-14이다.

수조 콘크리트 내의 H-3 및 C-14은 중성자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된다.

H-3이 생성되는 주요 반응은 6Li(n, α)3H 이며, 2H(n, γ)3H 및 3He(n, p)3H

반응에 의하여 미량의 H-3가 생성된다. C-14은 14N(n, p)14C 반응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며, 13C(n, γ)14C 및 17O(n, α)14C 반응에 의해서 미량의 C-14

가 생성된다. H-3 및 C-14는 순베타 방출 핵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를 가지고 있으며 (Eβmax(3H)=18.6 keV, Eβmax(14C)=156.5 keV) 측정은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한다. H-3 및 C-14는 콘크리트의

공극(gap)내에서 H-3은 HT 및 HTO 형태로 존재하며, C-14는 Carbonate

및 Carbon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화된 콘크리트 내의 H-3

및 C-14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산화연소방법(Oxidization combustion

method)과 산분해방법(Acid digestion method)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화 콘크리트 시료내의 H-3 및 C-14의 분석을 위하여 산화연소법을 적

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Tube Furnace (Pyrolyser 6TM)를 이용하였으며, 연

소과정동안 Bubbler를 이용하여 H-3는 HNO3(0.1M)에 포집하며, C-14는

Carbosorb에 포집하여 섬광액(Gold star)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액체섬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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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Liquid Scintillator Counter(Wallac 1220 Quantulu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철의 동위원소에는 Fe-55와 Fe-59가 존재하는데 Fe-55는 반감기가 2.74

년이며 X-선 영역인 5.9keV 에너지를 갖고 있다. Fe-59는 자연존재비가

0.3%로 매우 낮으며 Fe-58이 방사화된 것으로 반감기도 44.5일로 짧고 1099

와 1292keV의 감마에너지를 갖는다. Fe-55의 분리시 Fe-59도 공존하여 같

이 분리되지만 에너지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다. 니켈의 동위원소는 Ni-59,

Ni-63, Ni-65가 존재하는데 Ni-59의 반감기는 7.6×104 년이며 X-선 영역인

6.9keV 에너지를 갖고 있다. Ni-63은 반감기는 99년으로 길며 순수한 베타

핵종으로 65.9keV의 에너지만 갖는다. Ni-65는 1116과 1482의 감마에너지를

가지나 반감기가 2.5시간으로 매우 짧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분

석대상이 되는 중요 핵종은 Fe-55, Fe-59, Ni-59와 Ni-63인데 이중에서

Fe-59는 감마에너지를 이용한 스펙트로메트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Fe-55와 Ni-59는 X-선 스펙트로메트리로 측정가능하나 검출한계가 높고 화

학적 전처리가 필요하다. Ni-59와 Ni-63은 가속기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한

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방사

능 분석은 화학적 전처리를 거쳐 순수하게 분리한 후 낮은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액체섬광계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과

니켈의 분리에 효과적인 용매인 DMG와 DIBK를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적용시켜 철과 니켈을 동시에 분리하고 이들 분리된 원소를 액체섬광계수법

을 이용하여 Fe-55와 Ni-63의 방사능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로 2호기 해체시 얻어지는

방사화된 콘크리트 시료중의 Fe-55와 Ni-63 방사능을 분석하였다. 콘크리트

시료는 우선 강산용액을 이용하여 용해시킨 후 Fe는 일련의 분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쳐 DIBK (Diisobutylketone) 수지를 채운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으

로 분리하고, Ni는 DMG(Dimethylgly oxime) 수지의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

으로 분리, 정제하였다. 분리된 Fe-55 및 Ni-63은 계측을 위해 섬광액과 일

정비율로 혼합하여 액체섬과계수기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게 된다.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난검출(DTM : Difficult-To-Measure)핵종인 H-3, C-14,

Fe-55 및 Ni-63 핵종에 대한 방사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Key 핵종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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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도출하였다. Key 핵종은 감마분광분석을 통하여 Co-60 및 Eu-152

가 검출되었고 일부의 시료에서 Cs-134 및 Eu-154가 검출되었다. 깊이별 방

사능 분포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Co-60을

Key 핵종으로 선정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척도인자 방법은 간접적으로 핵종의 재고량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기 어

려운 DTM(Difficult-To-Measure) 핵종과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Key

핵종인 ETM(Easy-To-Measure)핵종간의 통계적 분석 및 이론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여 각 핵종별 방사능재고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Key 핵종의 경우 주로 감마분광분석 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DTM 핵종의

경우 방사화학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평가에서는 대상 시료를 방

사화된 콘크리트 즉, 연구로 2호기 수조콘크리트로 한정하였고, Key 핵종은

콘크리트 시료의 깊이에 따른 방사능 감쇄경향, 전 영역(깊이에 따른 방사능

분포)에서 검출된 대표적인 핵종이고 상관계수의 평가를 통하여 감마선방출

핵종 중에서 Co-60을 주핵종(Key Nuclide)로 선정하여 H-3, C-14 및 Fe-55

의 상관관계를 그림 2.1.33에 제시하였다. Ni-63의 경우 전 영역에 걸쳐 검출

하한값(MDA)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어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2.1.33. 연구로 2호기 차폐콘크리트의 깊이에 따른 핵종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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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 판별을 위해서 두 변수 간에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간 상관관

계를 판별하는 지료가 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r) 값이 0.9이상으로 높은 상관관를 유지함을 알 수 있

다. 핵종별 구체정인 상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Co-60 : H-3의 경우 r=0.983

이고, Co-60 : C-14의 경우 0.988이다. 단, Co-60 : C-14의 경우 9개의 측정

결과 중 5개의 결과에서 C-14이 MDA 이하의 값을 보여주었어, 상관계수

분석에는 4개의 측정결과 값을 이용하였다. Co-60 : Fe-55의 경우 r=0.995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척도인자의 계산을 위해 다양한 통계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ISO/TC85/SC5WG5(2003)에 제시된 두가지 방법 즉, Geometric mean

과 Linear regression of logarithms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두가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은 아래와 같다.

- Geometric mean

기하평균의 경우 기하학적 평균방법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기하학

적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모형의 파라미터가 하나이므로, 두 핵종

간의 농도의 관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



xi = Key 핵종의 방사능 (i=1,2...n)

yi = DTM(Difficult-To-Measure) 핵종의 방사능

n = 시료의 수

- Linear regression of logarithms

로그스케일 선형회귀방법은 선형회귀방법과 같이 최소자승화법(least

square method에 의해 모형의 개수들을 산출한다. 단, 측정 결과를 로그스케

일로 변환 후 선형회귀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모형의 파라미터

가 기하학적 평균 방법보다 하나 많은 두개로 모델의 설명력이 기하학적 평

균방법보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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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log 
CDTM = DTM 핵종의 방사능

CKey = Key 핵종의 방사능

a = 상수

b = 감쇄계수(regression coefficient)

위에서 도출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척도인자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Co-60 : H-3 및 C-14의 경우 로그선형회기(Linear regression of

logarithms) 방법의 경우 Co-60의 방사능을 기준으로 1 Bq/g 이하의 경우

측정결과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1Bq/g 이상의 경우에서는 측정결과

보다 높은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기하평균 방법이

로그선형회귀 보다 연구로 해체콘크리트의 경우 더 나은 방법임을 알 수 있

었다. Co-60 : Fe-55 두 가지 방법 모두 측정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림 2.1.34. 척도인자 도출은 위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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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차폐콘크리트에 대해 감마/베

타선 방출핵종에 대하여 핵종별 측정방법을 정립하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

로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Key

nuclide

DTM

nuclide
Methods

Number

of

sample

Scaling

factor

비교

[예측/측정결과

비율]

Co-60

H-3

기하평균

9

4.13E+01 2.11

로그선형

회귀
Y=0.77X+1.67 1.018

C-14

기하평균

4

4.27E-03 0.713

로그선형

회귀
Y=0.62X-1.86 0.999

Fe-55

기하평균

9

1.82E+01 0.871

로그선형

회귀
Y=0.96X+1.26 0.793

표 2.1.44. 핵종별 상관계수 및 척도인자 도출

ISO 기준에 의하면 척도인자적용을 위한 시료의 수는 상관계수에 따라

달라지게 달라진다. 그 내용을 보면 상관계수가 0.8인 경우 30개, 0.95인 경

우 20개 이상을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분한 시료

에 대하여 핵종별 방사능분석을 수행하고, 척도인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비교 평가하고, 방사화된 콘크리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타 핵종에 대한 분

석기술을 적용하여 척도인자를 도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로 해체폐기물 중 방사화된 콘크리트폐기물에 대한

척도인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향후 해체폐기물에 대한 척도인자 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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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환시설 환경복원 기술관리

1. 개 요

우라늄 변환시설은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1980년 한-불 기술

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년 100톤 우라늄 처리 규모 시설로서 변환시설 완공

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2.2.1-2.2.4]하였다. 그 후 본 시설 중 용매추출

공정에 대한 부분적 공정 개선을 이루었으며, 공정 자동화 및 AUC 공정 도

입으로 변환시설은 ADU 공정뿐만 아니라 AUC 공정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는 중수로용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

(UO2) 분말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1992년 핵연료 사업이 한국전력공사

로 이관되고, 그 동안 변환시설 가동에 대한 핵연료 국산화 관련 기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전력공사로 전수 하였다. 한국전력공사로 업무 이관,

'92년 변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의 완료, 그리고 변환시설 내 공정설비

노후 등에 따라 더 이상의 시설운영 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본 시설

에 대한 휴지를 신고하였다. 그 후 본 시설은 휴지상태에서 유지보수가 설비

노후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 졌으며, 방사성 물질 외부누출에 대한 안전성 문

제가 대두되어 왔었다. 따라서 변환시설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으며

[2.2.5-2.2.10], 시설 해체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외부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인력 낭비를 해소하며 핵연료 주기시설에

대한 제염/해체기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변환시설 및 라군 내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공정

설비를 해체 및 처리하여 건물 및 라군을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본 시설에 대한 제염 및 해체 작업은 국내 법규 및 국제 규

제 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제안된 해체방법은 작업자 피폭선량과 기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발

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2.2.11].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였다.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해체계획서의 변경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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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05년 12월 해체계획서 1차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3월에

승인을 취득하였다. 2006년 4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년

6월 해체계획서 2차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6년 7월에 승인을 취득하였다.

또한 2007년 9월 추가로 해체계획서의 변경이 요구되어 2007년 9월 해체계

획서 3차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8년 1월에 승인을 취득하였다. 안전

하고 효율적인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들 절차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에 해체대상 격실 29개 중 환기설비실과 부품창고실을 제외한 전

격실을 해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해체 금속폐기물 중 스테인레스강 해체물

을 초음파화학제염 설비를 사용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반출하였다. 또한 라

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여 라군 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을 전량 처리하여 안정한 고체방사성폐기물로 전환하였다. 공사 중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200L 드럼에 분류 수집하여 변환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고에 저장 중에 있다. 금속해체물 중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 및 감용을

위하여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한 용융제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속처리공정 기초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중 질산암모니움을 다량 함유한 질산

염 용액 중의 질산암모니움을 회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해체 공사

금년도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체 금속폐기물 중 스

테인레스강 해체물을 초음파화학제염 설비를 사용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자

체처분대상폐기물로 반출하였으며, 또한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설비

를 사용하여 라군 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 안정한 고체방사

성폐기물로 전환하였다.

가. 금속해체물 제염

변환시설은 우라늄 화합물을 다루었던 시설이며, 시설 내 공정설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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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금속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표면에는 우라늄 물질로 오염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표면에 흡착된 우라늄(VI) 물질은 물에 의한 단순

세척 또는 물리적 단순제염 등의 수단으로 대부분이 제거되지만 완전히 제

거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장기간 우라늄(VI) 용액에 노출되어 있던 금속표

면에 대한 완전제염을 위해서는 화학제염제를 이용[2.2.12-2.2.14]하거나 전기

화학적 제염 수단[2.2.15]을 이용한다. 변환시설 해체를 통하여 발생된 금속

해체물의 총량은 179톤으로 이들 중 탄소강 금속해체물은 약 106톤과 스테

인레스강 금속해체물 약 73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도에는 스팀제염장치

를 사용하여 카본스틸류 해체물을 제염한 결과 제염 효율은 좋았으나 변환

시설 가동 중 유지 보수를 위하여 페인팅을 하였던 해체물의 경우 페인트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스팀제염장치로는 제염이 안 되었다. 따라서 총 17ton을

제염하였으나 0.2 Bq/g 이하로 처리되어 반출된 자체처분 대상폐기물은 약

9.4ton으로 카본스틸류의 제염 효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

본스틸류 해체물은 용융제염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해체 금속폐기물 중 스테인레스강 해체물을 초음파화

학제염장치 및 스팀제염장치 각각 2조 사용하여 제염작업을 수행하였다. 금

속해체물은 제염을 위하여 니블러, 밴드쏘, 휠쏘, 플라즈마 컷터와 같은 절단

장치를 사용하여 판재의 경우 20X20cm의 규격으로, 배관의 경우 20cm의 길

이로 절단하였다. 초음파화학제염 후 0.2 Bq/g 이하로 제염된 금속해체물은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로 이송하여 저

장 보관 중에 있다. 제염작업에 사용된 초음파화학제염 장치(그림 2.2.1)는

화학제염조 및 초음파발생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

다.

- 세척기 본체: SUS 316L, L1000 × W950 × H170, 여과장치

- SONIC UNIT: 내산성, 진동부 SUS 316 4조, 발진부 4조

- 사용전원: 25KW, 3P, 220V

- JIG: SUS316, L600 × W900 × 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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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초음파 제염장치

제염을 위하여 절단된 금속해체물은 판재의 경우 그림 2.2.2와 같은 바스

켓에, 배관의 경우 그림 2.2.3과 같은 바스켓에 장착한 후 제염조에 넣고 제

염을 수행하였다.

그림 2.2.2. 판재형 금속해체물 제염용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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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배관형 금속해체물 제염용 바스켓

초음파화학제염장치를 사용하여 제염한 후 화학제의 세정을 위하여 스

팀제염장치(그림 2.2.4)를 사용하였다. 스팀제염장치는 스팀발생장치, 스팀제

염조, 응축기 배기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팀발생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power 3pin 220v/380v/440v 60Hz

- combustion power 12kw/18kw

- dimension 450x720x850

- weight 80kg

- operation pressure 6-8 kg/cm2

- takeout temperature 170-180℃

- hose length 14m

스팀제염조와 응축기의 재질은 STS304 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TIG 용접을 하고 용접후 응력제거와 표면

처리를 하였다. 스팀제염조의 door는 셔터식으로 제작하여 개폐가 용이 하도

록 하였다. 스팀제염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PVC

시로코팬(1HP)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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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스팀제염장치 및 부대설비

초음파화학제염은 화학제를 10% 질산용액을 사용하였으며, 화학제는 제

염조에 여과기를 설치하여 순환되도록 하였다. 제염은 50℃의 온도에서 일정

시간 수행하였고, 스팀제염으로 세정 한 후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한 후

Canberra 사의 HPGe 검출기가 장착된 MCA를 사용하여 오염도를 계측하였

다.

그림 2.2.5는 제염시간에 따른 UNH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의 제염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UNH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은 UN용액 저장탱크

(그림 2.2.6)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저장탱크는 시설 운영 시 95℃의 온

도에서 사용되었다. UNH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은 10분 이내에 알파가

0.2Bq/g 이내로 제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금속폐기물의 제염 목표

는 알파 0.2Bq/g , 베타 0.4Bq/g 이다. 따라서 UNH로 오염된 판류의 금속해

체물은 목표치 이내로 쉽게 제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7은 AUC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의 제염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AUC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은 AUC 여과 후 폐액저장탱크(그림

2.2.8)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폐액저장탱크는 시설 운영 시 상온에서 사

용되었다. AUC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물은 UNH로 오염된 판류 금속해체

물과 마찬가지로 10분이내에 쉽게 제염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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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UNH로 오염된 판재형 금속해체물의 제염시간에 따

른 오염도 변화

그림 2.2.6. UN용액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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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AUC로 오염된 판재형 금속해체물의 제염시간에 따른

오염도 변화

그림 2.2.8. AUC 여과 후 폐액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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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는 AUC로 오염된 배관류 금속해체물의 제염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AUC로 오염된 배관류 금속해체물은 AUC 여과 후 우라늄회수공정(그

림 2.2.10)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우라늄회수공정은 시설 운영 시 상온에

서 사용되었다. 배관류 금속해체물은 20분 이내에 알파의 경우 0.2Bq/g 이내

로 제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계측 결과는 배관류의 길이가 20cm 이고 제

염액이 배관류 내부로 순환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배관류 또한 판류와

마찬가지로 초음파 화학제염장치를 이용하여 제염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2.2.11은 UO2로 오염된 판재형 금속해체물의 제염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UO2로 오염된 금속해체물은 UO2 square mixer (그림 2.2.12)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UO2 square mixer는 시설 운영 시 상온에서 사용되었

다. 금속해체물은 60분 이내에 알파의 경우 0.2Bq/g 이내로 제염할 수 있었

다. UO2는 고농도 질산 및 고온에서 용해가 용이한 물질로서 본 제염 조건

과 같은 저농도 질산 및 저온에서 쉽게 용해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UO2로 오염된 판재형 금속해체물의 경우 60분 정도의 제염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9. AUC로 오염된 배관형 금속해체물의 제염시간에 따

른 오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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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AUC여과 후 우라늄회수공정의 배관

그림 2.2.11. UO2로 오염된 배관형 금속해체물의 제염시간에

따른 오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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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UO2 square mixer

그러나 해체금속폐기물 중 일부는 10분이나 30분의 짧은 시간 이내에 제

염이 되지 않았으며, 폐액저장태크류와 같은 일부 해체물은 0.2Bq/g이하로

제염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그림2.2.13 - 2.2.15는 UNH로 오염된 폐

액저장탱크(그림 2.2.16)를 판재형으로 절단한 후의 시편을 1차(제염시간 10

분), 2차(제염시간 30분), 3차(제염시간 30분)에 걸쳐 제염한 후 각 시편의

SEM 사진과 오염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제염, 즉 10분간 제염한 후

의 오염도는 1.59Bq/g이며, 사진에 나타난 하얀 오염물은 우라늄으로 추정된

다. 2차제염, 즉 총제염시간 40분간 제염한 후의 오염도는 0.21Bq/g이며, 사

진에서도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하얀 오염물이 관측되었다. UNH로 오염된

금속폐기물일지라도 총 40분간의 제염으로 목표치인 0.2Bq/g이하로 제염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차제염, 총 제염시간 70분을 수행한 결

과의 오염도는 0.12Bq/g이하로 떨어졌으며 사진에서도 우라늄 오염물은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체대상장치가 초음파화학제염이 용이한 UNH로 오

염되었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시 폐기물 저장탱크와 같이 악조건에서 가동된

장치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제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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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폐액저장탱크의 1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그림 2.2.14. 폐액저장탱크의 2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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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폐액저장탱크의 3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그림 2.2.16. 폐액저장탱크

그림2.2.17, 2.2.18은 AUC로 오염된 Grating(그림 2.2.19)을 1차(제염시간

60분)와 2차(제염시간 60분)에 걸쳐 제염한 후 각 시편의 SEM 사진과 오염

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제염, 즉 60분간 제염한 후의 오염도는

0.23Bq/g이며, 사진에 나타난 하얀 오염물은 우라늄으로 추정된다. Grat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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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형상이 구석진 곳이 많아 오염물이 쉽게 제염이 안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2차제염, 즉 총 제염시간 120분을 수행한 결과의 오염도는

0.17Bq/g이하로 떨어졌으며 사진에서도 우라늄 오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grating과 같이 기하학적 형상이 복잡한 해체물은 1시간 이상의 제염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17. Grating의 1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그림 2.2.18. Grating의 2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 113 -

그림2.2.19. Grating

그림2.2.20, 2.2.21는 UO2로 오염된 UO2 stabilizer(그림 2.2.22)을 판재형

으로 절단한 후의 시편을 1차(제염시간 60분)와 2차(제염시간 60분)에 걸쳐

제염한 후 각 시편의 SEM 사진과 오염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제염,

즉 60분간 제염한 후의 오염도는 0.29Bq/g이며, 사진에 나타난 하얀 오염물

은 우라늄으로 추정된다. UO2로 오염된 경우 약 1시간의 제염으로 목표치

이하로 제염이 되었으나, stabilizer의 경우 시설운영 시 약 200℃에서 운전된

것으로 고온의 조건에서 사용되어 제염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차제염, 즉 총 제염시간 120분을 수행한 결과의 오염도는 0.16Bq/g이하로

떨어졌으며 사진에서도 우라늄 오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UO2로 오

염된 해체대상장치는 1시간 이상의 제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금속해체물은 우라늄의 오염 특성 뿐만 아니라 변환시설 운영 중 공정

특성에 따라 제염 조건이 달라져 실제 제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치인 0.2Bq/g 이하로 제염 가능한 표준 제염조건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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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UO2 stabilizer의 1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그림 2.2.21. UO2 stabilizer의 2차 제염 후 SEM 사진 및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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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UO2 stabilizer

 따라서 이 같은 표준제염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우라늄의 오염특성이나

시설 운영 시의 공정 특성에 관계없이 시간에 따른 1차 제염 시 제염성공율

조사하였다. 표 2.2.1은 10%질산의 제염용액과 50℃의 온도에서 초음파화학

제염 시간에 따라 1차제염으로 목표치인 0.2Bq/g 이하로 제염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제염 시간이 10분, 30분일 경우 1차 제염 성공률은 각각 66%와

68%로 효율이 낮았다. 제염시간이 짧을 경우 작업시간 단축의 효과는 있지

만 다시 2차, 3차 제염을 수행할 경우 다시 제염하는데 필요한 작업 시간과

제염 후 오염도계측으로 오히려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가능한

1차 제염 성공률이 유리하다. 따라서 제염시간이 길지만 1차제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염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결과 85%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스테인레스강 해체물의 초음파 화학제염은 제염시간을 1

시간으로 설정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스테인레스강 해체물 73톤중 50

톤을 제염 처리하여 44톤을 자체처분대상기물로 전환하여 자체처분대상폐기

물 저장고에 저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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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시간, min. Batch 수 1차 제염 성공률, %
10 23 66
30 24 68
60 86 85

표 2.2.1. 제염 시간에 따른 1차 제염 성공율

제염 중 발생한 액체폐기물은 세팀 세정시의 응축액으로, 이는 중화처리

하여 라군으로 이송하였으며, 10% 질산 용액은 1주일에 한번 용액의 비중을

분석하여 산도를 점검한 후 10% 질산으로 makeup해주었으며 한달에 한번

제염조 청소 및 제염용액을 교환을 위하여 제염용액을 제염조에서 배출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10% 질산용액으로 makeup한 후 다시 제염조에 장입하

였다.

나. 라군질산염 처리

변환시설 해체 시 변환시설 운전 중에 발생한 라군에 저장되어 있는 우

라늄 함유 질산염 슬러지에 대한 처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라군에 있는 질산염 슬러지에 대한 처리 목표는 질산염 슬러지 부피를 감소

시켜 해체비용을 절감시킴은 물론 우라늄을 포함하는 모든 성분을 최종 처

분 또는 고체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화학적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

군에 저장중인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여러 가지 단위공정에서 발생한 폐기

물의 혼합물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초기 시설 제염 액체폐기물 및 조업실패

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폐기물 등의 혼합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조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현재 수분이 거의 모두 증발

하고 그 주성분이 질산암모늄, 질산소다, 질산칼슘 등의 질산염 및 탄산칼슘

으로 구성되어있는 우라늄 함유 질산염 폐기물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조해성 물질인 질산염은 저온 및 고온의 열분해법으로 제거하고 우

라늄이 고농도로 함유된 건조된 분말 형태의 라군 질산염 슬러지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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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은 저장용기에 넣어 저장한다.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질산염 슬러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

수집 이송하여 열분해장치에서 조해성 물질인 질산염 등을 분해 제거한다.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처리설비는 열분해 처리설비(그림 2.2.23), 질산염 분

해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처리설비(그림 2.2.24), 질산염 이송설비(그림

2.2.25) 및 열분해 처리 후 고체폐기물 분쇄 및 드럼 장입설비(그림 2.2.26)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슬러지는 반응조의 3.5cm 높이로 첨가하였으며 그 양은 약

8.5L(15kg)로 가열로 한기 당 42L(75kg)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가열로의

운영은 그림 2.2.27과 같이 가열로 2기를 1조로 하여 각 조를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림 2.2.23. 슬러지폐기물 열분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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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질소산화물 처리설비

그림 2.2.25. 슬러지폐기물 이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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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고체폐기물의 분쇄 및 드럼 장입설비

이는 라군 질산염의 열분해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일시에 배출되어

가스처리설비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에 따라 배출되는

양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시간은 2시간 50분이며

첫 번째 조 가동 이후 40분 후 다음 조가 가동되는 시스템이며, 4번째와 5번

째 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가 종료된 후 잔류 고체폐기물을 빼내고 새로

운 고체슬러지를 장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림 2.2.27. 열분해 처리설비 운영

그림 2.2.28은 위와 같이 가열로 2기 1조로 5조를 가동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가열로의 온도와 열분해 시 발생하는 NOx의 농도 및 NOx처리설비에

서 NOx가 제거된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NOx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NOx농도는 최대 2200 ppm이었으며 암모니아와 에탄올을 환원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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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적 촉매 반응기를 사용한 가스처리설비에 의해 약 50 ppm 이하로 처

리 가능하였다.

그림 2.2.28. 라군 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

그림 2.2.29는 라군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 후 잔류 고체폐기물(그림

2.2.30)의 XRD pattern을 나타낸 것으로 잔류물은 CaO 와 Ca(OH)2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체폐기물로 저장하는데 안정한 화합물이다. 이 같이

라군2 질산염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하여 라군 2 저장조(그림 2.2.31)를 완전

히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폐기물을 약 70% 이상 감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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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라군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 후 잔류 고체폐기물의

XRD pattern

그림 2.2.30. 슬러지폐기물 처리 후 잔류고체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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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라군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 전/후 현황

3. 기술 관리

가. 기술 절차서 작성

(1) 방사선관리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다. (UR-101 - 110, Rev.1 참조)

(2) 기체방사성폐기물관리 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다. (UW-101, Rev.3), UW-102, Rev.3, UW-103, Rev.5,

UW-101, Rev.3 참조)

(3)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 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다. (UW-101, Rev.3, UW-102, Rev.3,

(4)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 절차서 개정

Rev.5에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변경하였고 폐기물 분류 용어 중 ‘처리된 슬러지’를 ‘라군

질산염 처리 후 폐기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가연잡고체 기타 항목 ‘ET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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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C'와 ‘가연잡고체 GBC'로 세분화하였다. Rev.6에서는 KINS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해체물 인식번호의 꼬리표를 추가하였다. (고체방사성폐기

물관리 절차서 (UW-103, Rev.5 및 Rev.6 참조)

(5) 자체처분대상폐기물관리 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고 SI unit로 단위 변경하여 ‘mGy/hr'를 ‘mSv/hr'로 변경하였

다. (UW-104, Rev.4 참조)

(6) 방사성폐기물 제염 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다. (UW-105, Rev.2 참조)

(7) 라군 질산염 차리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고 폐기물 분류 용어 중 ‘처리된 슬러지’를 ‘라군 질산염 처리

후 폐기물’로 변경하였다. (UW-106, Rev.2 참조)

(8)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관리절차서 개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

구원) 변경하였다. 또한 드럼저장 방법 중 이격거리를 ‘0.1m'에서 ’‘적절히 유

지’로 변경하였고 면적단위를 ‘평’에서 ‘m2'으로 변경하였다. (UW-107, Rev.2

참조)

(9) 크레인 관리 절차서

본 절차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하게 제

염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오염도를 합리적으로 낮추어 작업자 및 대중의 건강

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자체

처분대상폐기물 포함)의 제염에 관한 절차를 기술하였다. 개정된 고체폐기물

관리절차 내용 반영, 용어 수정, 양식 변경 등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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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서는 우라늄 변환시설(변환건물 및 라군)에 있는 크레인(호이스
트 포함)의 사용 및 정확한 조작을 위한 지침, 일상적인 주유 및 정비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위하여 기술하였다. 
(UO-101, Rev.0 참조)

나. 해체계획서 변경

해체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 9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이래 2004년 7월 과학기술부로부터 해체계획을 승인받았다. 해체공사

를 진행하면서 일부 해체계획서의 변경이 요구되어 2005년 12월 해체계획서

1차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3월에 승인을 취득하였다. 2006년 4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년 6월 해체계획서 2차 변경 승인

을 신청하여 2006년 7월에 승인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해체공사일정 변경 등

이 요구되어 2007년 9월 해체계획서 3차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8년 1월

에 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체계획서 변경 이력

□ 해체계획서 1차 변경 승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분류기준: 콘크리트, 토양 0.04 Bq/g(알파),

금속: 0.04 Bq/g(알파) → 콘크리트, 토양 1.0 Bq/g, 금속: 0.2

Bq/g

․ 라군슬러지 처리방법: 물첨가 질산염 제거공정 → 질산염 열분해

공정

∇ 2차에 걸친 KINS 심사질의

∇ 신청 및 승인일자: 2005년 12월, 2006년 3월

□ 해체계획서 2차 변경 승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

․ 변환시설 운영폐기물 관리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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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승인일자: 2006년 6월, 2006년 7월

(2) 3차 해체계획서 변경

∇ 주요 변경 내용

․ 탄소강에 대하여 용융제염 방법 사용

․ 구조물 제염목표: 알파<0.04 Bq/cm2에서 < 0.4 Bq/cm2로변경

․ 해체공사일정 2007년 해체공사 완료에서 2009년 완료로 변경

∇ 2차에 걸친 KINS 심사질의

∇ 신청 및 승인일자: 2007년 9월, 2008년 1월

(2) 3차 해체계획서 변경 내용

해체계획서의 변경 내용의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항 목 변경 내용

1 <그림2-1> 원자력연구원
위치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2 <그림2-2> 원자력연구원
내 변환시설 위치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3 1. 서론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4 1. 서론
“일반 연구실”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인 우라늄 취급 연구실”로 제염해체 후
건물 이용방안 변경

5 2. 시설 개요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표 2.2.2. 해체계획서 주요변경내용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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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 목 변경 내용

6 2.1. 부지와 시설의 현황 SI 단위로 면적단위 통일 (기존 평 단
위 혼용 삭제)

7 <그림2-1> 원자력연구원
위치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8 <그림2-2> 원자력연구원
내 변환시설 위치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9 3.1.4.3. 금속제염 방법 탄소강 등 초음파화학제염이 어려운 금
속에 대해 금속용융제염 방법 추가

10 3.2.2.1.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11 3.3.5. 양중기 안전 호이스트 교체로 정격하중 수정(3톤⇒
2.8톤)

12 <표 3-5> 해체폐기물 분
류기준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13 <그림3-1> 우라늄변환시
설 해체공사 예비일정

사업종료일을 기존 2007년에서 2009년
으로 사업기간 연장

14 4. 사업관리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15 4.1. 조직 및 책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및 사업조직 변경

16 4.1.1.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및 사업조직 변경

표 2.2.3. 해체계획서 주요변경내용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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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 목 변경 내용

17 <그림4-1> 환경복원사업
조직도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및 사업조직 변경

18 <그림4-2> 변환시설 환경
복원사업 수행일정

사업종료일을 기존 2007년에서 2009년
으로 사업기간 연장

19 5.2 제염활동

제염해체 후 변환건물을 우라늄취급
연구시설로서 사용하기 위해 구조물 제
염 목표 상향 조정(0.04Bq/cm2 ⇒
0.4Bq/cm2)

20 5.4.1. 변환시설 크레인 호이스트 교체로 정격하중 수정(3톤⇒
2.8톤)

21 5.4.6. 제염설비 탄소강 등 초음파화학제염이 어려운
금속에 대해 금속용융제염 방법 추가

22 6.1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금속 용융제염 방안 추가로 “제염폐
액”에서 보다 일반적인 범위인“제염폐
기물”로 변경

23 6.1.1.2. 해체액체폐기물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24 6.1.2. 고체폐기물 금속 용융제염에 따른 제염폐기물 항
목 추가

25 6.3.1. 고체폐기물 발생량 금속 용융제염에 따른 제염폐기물 항
목 추가

26 6.5. 방사성분진 처리
탄소강 등 초음파화학제염이 어려운

금속에 대해 금속용융제염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분진 내용 추가

27
<표 6-5> 중저준위 고체폐

기물 예상 발생량

금속용융제염에 따른 슬래그등의 금속
용융제염폐기물 발생량 추가

표 2.2.4. 해체계획서 주요변경내용 요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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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 목 변경 내용

28 <그림6-3> 금속폐기물 제
염 및 처리 흐름도

탄소강 등 초음파화학제염이 어려운 금
속에 대해 금속용융제염 방법 추가

29 7.2.3. 피폭평가계획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30 9.1 조직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31 9.1.1 지속가능원자력시스
템개발본부장

연구원 조직변경사항 반영

32 9.1.2 사업책임자 (제염․
해체기술개발센터장)

연구원 조직변경사항 반영

33
9.1.6 폐기물관리책임자

(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책임자)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34 9.1.7 (삭제)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과 직접관

련이 없는 제염해체 기술관리 책임자 조
항 삭제

35 9.1.8 (삭제) 사업조직 축소로 제염해체 사업관리 책
임자 조항 삭제

표 2.2.5. 해체계획서 주요변경내용 요약(4)

다. KINS 점검 및 수검활동

(1) 점검목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공사가 기 승인된 해체계획

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원

자력법 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5항에 의거 해체상황 확인․점검을

통하여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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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일정

주요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1차 2차

-해체상황 확인․점검

계획서 제출
’07. 06. 14 ’07. 11. 20

-해체상황 확인․점검

계획서 통보
’07. 06. 14 ’07. 11. 20

-점검전 회의 개최 ’07. 06. 26 ’07. 11. 26

-확인점검 수행
’07. 06. 26

～ ’07. 06. 27

’07. 11. 26

～ ’07. 11. 28
-최종 점검 결과 보고 ’07. 07. ’07. 12.

표 2.2.6. 주요일정

(3) 점검단 구성

점검단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1차 2차

◦점검단장

◦점검총괄

실무총괄

◦점검반장 및 검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점검반장

∙검사원

-방사선 관리시설

∙점검반장

∙검사원

-환경방사선/능 관리시설

∙점검반장

∙검사원

-부대시설

∙점검반장

∙검사원

-품질규제계획분야

∙점검반장

∙검사원

노병환

김용재

김종래

김홍태

전제근

김홍태

김영균

윤주용

최석원

김봉현

고완영

양성호

최길수

노병환

김용재

김종래

김홍태

전제근

김홍태

김영균

이상균

고창석

양성호

최길수

표 2.2.7. 점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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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내용

(가) 1차

- 구조물 및 기기의 해체/제염 점검

- 해체폐기물의 분류, 처리, 임시 저장 및 관리 점검

- 방사선안전관리 점검

- 방사선감시 및 측정 점검

- 환경 방사선/능 관리 점검

- 화재진압 및 경보설비 점검

- 크레인의 건전성 점검

- 품질보증 활동 이행 적합성 점검

(나) 2차

- 구조물 및 기기의 해체/제염 점검

- 해체폐기물의 분류, 처리, 임시 저장 및 관리 점검

- 방사선안전관리 점검

- 방사선감시 및 측정 점검

- 화재진압 및 경보설비 점검

- 품질보증 기록

-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5) 점검수행 방법

해체상황 확인점검 수행방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점검, 현장 확인

점검, 면담점검과 안전기술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검토․현안분석 및

결과평가로 구성되며, 세부 점검 변경허가 신청서류 및 허가 내용에 대한 기

술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현장 확인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항목별로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입회 점검을 수행한다.

입회점검은 현장의 작업공정에 따라 주요 시점을 선택하여 수행하고 현장

서류점검에서는 관련 작업절차와 시험결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기록의

검토로서 안전성의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류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6) 중점 점검 항목

중점 점검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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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해체 및 제염작업의 적합성 확인
     - 제염 관련설비의 건전성 및 기능 점검
     - 해체폐기물 제염상태의 적합성 확인
     - 방사성/비방사성폐기물 분류의 적합성 점검
     -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안전성 점검
     - 방사성유출물 관리 및 감시의 적합성 점검
나. 방사선 관리시설
     - 피폭관리 및 피폭저감화조치(ALARA) 수행 여부 확인
     - 작업관리 및 오염관리 실태 점검
     - 교육·훈련 계획 및 이행 상황 점검
     - 방사선감시기 및 계측기 교정상태, 성능점검
     - 작업장 방사선/능 측정의 적절성 확인
다. 환경 방사선/능 관리시설
     - 공기중 미립자(분석핵종: 전알파 및 전베타 방사능)의 시료 채집장비의 
유지보수 상태 확인
     - 부지 주변 토양 및 하천토양의 U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인
라. 부대 시설
     - 자동화재 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확인
     - 크레인 시설의 운전 상태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절차 검토
마. 품질보증 계획분야
     -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보증활동 이행이 해
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2차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해체 및 제염작업의 적합성
     - 제염 관련설비의 건전성 및 기능
     - 해체폐기물 제염상태의 적합성
     - 방사성/비방사성폐기물 분류의 적합성 점검
     -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안전성 점검
     - 방사성유출물 관리 및 감시의 적합성 점검
나. 방사선 관리시설
     - 피폭관리 및 피폭저감화조치(ALARA) 수행 여부 확인
     - 작업관리 및 오염관리 실태 점검
     - 교육·훈련 계획 및 이행 상황 점검
     - 방사선감시기 및 계측기 교정상태, 성능점검
     - 작업장 방사선/능 측정의 적절성 확인
다. 부대 시설
      - 화재진압 및 경보설비의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라. 품질보증 계획분야
      -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가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표시, 문서식별에 대
헤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표 2.2.8. 중점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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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검결과 보고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결과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312조(보

고)에 의거, 매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할 계획임. 단,

점검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43호 “원자

력 관계시설의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검사원이 작성 후, 동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8) 점검 결과

(가) 1차: 권고사항 3건 (완결)

- 권고 사항

․품질검사 이행방법 개선

․유도등 신설 및 대피로 확보

․제염지역 호이스트 후크 보완

(나) 2차: 지적, 권고 없음

4. 사업관리

가. 해체공사 일정

변환시설 해체를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안전

해체 및 제염을 수행하는 일이며, 이를 위하여 각종 작업 절차서가 작성되었

다. 그림 2.2.32에 나타나 있듯이 해체공사는 2009년도 말에 완료가 될 것이

다. 금년도에는 스테인레스강 금속해체물에 대한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자체

처분대상폐기물로 44톤을 반출하였다. 라군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라군2의

슬러지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 안정한 고체폐기물로 전환하여 저장 중에 있

다.

나. 해체공사 인력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시작하면서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계획된 사업기

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체사업 초기에 지급된 사업비의 이월예산으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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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감소되어 2007년에는 대폭 감축하였다. 2006년 사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해서는 17명의 작업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2007년 현재 6명으로 사

업을 수행하였다.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자 인력현황은 표 2.2.9와

같다.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관리는 연구소 내 지원부서의 지원으로 수행되

고 있으며 참여 인력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외에 표 2.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업체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변환시

설 해체활동에 투입된 작업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모든 해체활동에 투입

된 작업자는 일일 8시간, 주 5일, 월 2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금년도

총 투입인력은 1522 man-day가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격실별, 분

야 별 투입인력은 표 2.2.10과 같다.

그림 2.2.32.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공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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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인원 수행업무

연구소 4

기술관리

사업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한국전력기술(주) 4
엔지니어링기술지원

현장관리총괄

한국방사선기술연구소 2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

방사선방호

데콘엔지니어링 1

시설 내 기기 해체 및 철거

금속성폐기물 제염

건물내부 제염

한일플랜트서비스(주) 3

라군슬러지처리

방사성폐기물관리

품질관리

계 14

표 2.2.9. 참여인력 현황

격실
제염 해체 및

규격절단

라군질산염

고체처리
방사선관리

폐기물 및

품질관리
합계

합계
4

(3명12월투입)
1

3

(1명12월투입)
1 9

표 2.2.10. 2007년 변환시설 해체 투입인력 현황(단위:MD)

다. 작업종사자 검진 및 교육 현황

(1) 작업종사자 검진

작업종사자의 검진 종류는 표 2.2.11과 같으며 검진 실적은 표 2.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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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진기관 검진횟수 비고

특수검진
선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매년 1회 최초 투입 및

작업종사중

신규 채용시
검진

선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채용시 1회 최초 투입시

체내피폭검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본소
1회/6개월

최초 투입 및
작업종사중
퇴직시 추가

표 2.2.11. 검진 종류

구분 검진대상 검진결과 검진처 비고

특수검진

◇현장관리(KOPEC) : 1 명
ㅇ 이종혁

1 명
검진완료

아주대학
교병원

◇방사선작업분야 : 5 명
ㅇ김수재,문삼용,박준영,

강현선(데콘), 이풍식(한일)

5 명
검진완료

을지대학
병원 외

◇방사선관리분야(한방): 3 명
ㅇ 장래삼, 황상모, 우명균

3 명
검진완료

한일병원
외

◇품질, 폐기물관리분야(한일)
: 3 명
ㅇ 서환진, 박준균, 조성규

3 명
검진완료

"
품 질 분
야 인 력
교체

신규
채용시
검진

◇방사선작업분야 : 4 명
ㅇ 안준태(데콘), 강현정,김진

규,이풍식 (한일)

4 명
검진완료

을지대학
병원 외

체내피폭
검사

◇현장관리(KOPEC) : 1 명
ㅇ이상권, 이종혁

2 명
검진완료

한국원자
력연구원

인력
교체

◇방사선작업분야 : 5 명
ㅇ김수재,문삼용,박준영, 강현

선(데콘), 이풍식(한일)

5 명
검사완료

"

◇방사선관리분야(한방): 3 명
ㅇ장래삼, 황상모, 우명균

3 명
검사완료

"

◇품질,폐기물관리분야(한일) :
3 명
ㅇ서환진, 박준균, 조성규

3 명
검사완료

"
품 질 분
야 인력
교체

표 2.2.12. 검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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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종사자 교육

작업종사자의 교육 종류와 교육 내용을 아래 표(표 2.2.13, 2.2.14))에 나

타냈으며 교육 실적을 표 2.2.15에 나타내었다.

구분 대상자 교육주관 교육시간 교육장소 비고

정기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데콘

매월
2 hr 이상

현장
회의실

산업안전교육
(방사선교육

포함)

신규채용
교육

신규
작업종사자 한방 1 hr 이상 "

산업안전교육
(방사선교육

포함)

특별교육 해당
작업종사자 데콘 2 hr 이상 " "

작업전
안전교육

해당
작업종사자 데콘 10 min

이상

현장,
방사선관

리실

방사선
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작업종사
자 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원자력안전
아카데미

동위원소협회

최초:20 hr
매년 : 6 hr

" "

품질관리
교육

작업종사자
전원 원자력(연)

반기
2 hr 이상

현장
회의실

방사선
작업관련

표 2.2.13. 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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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내용 비고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산업안전,

 방사선안전 관련

신규 채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산업안전,

방사선안전 관련

작업전 
안전교육

 ＊ 당해 작업자의 안전수칙
 ＊ 당해 작업의 관련절차
 ＊ 당해 작업의 주의사항 등

제염, 해체
방사선 안전관련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염, 해체
방사선 안전관련

신규 및 기존
작업종사자 

교육

 ＊ 방사선 측정 / 장해방어
 ＊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관계법령
 ＊ 방사선 오염방지 및 사고대책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 기초 이론 등

교육주제 주관처
 선정

(방사선안전 관련)

품질관리 교육
 ＊ 품질 방침 및 품질감시 감독의 목적
 ＊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 교육훈련내용 및 교육과정
 ＊ 품질보증절차서 (품질보증절차 흐름도)
 ＊ 원자력 관계 법령 등

제염, 해체
품질, 방사선안전

 관련

표 2.2.1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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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대상 실시횟수 교육이수시간
(기본 / 실제) 비고

정기교육

 ◇ 방사선작업분야(데콘) : 4 명
   ㅇ 문삼용,박준영,김수재,
강현선
 ◇ 방사선관리분야(한방) : 3 명
   ㅇ 장래삼, 황상모, 우명균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한일) : 2 명
   ㅇ 박준균, 서환진, 조성규
 ◇ 라군슬러지처리분야(한일) : 1 명
   ㅇ 이풍식

12 회 대상자 개인당
24 hr / 평균 24 hr

◇퇴직자: 1 명
(박준균)
◇신규투입자: 
5명
(우명균,문삼용,
강현선,박준영,
조성규)

신규 채용시 
교육

      최초 1 회 
 ◇ 방사선작업분야 :3 명
   ㅇ 문삼용,박준영,강현선(데콘)
 ◇ 방사선관리분야 (한방)
   ㅇ 우명균
 ◇ 품질관리분야(한일) : 조성규

개인별
1 hr / 평균 5 hr

(산업 : 1 hr
 방사선 : 4 hr)

작업전 
안전교육

 ◇ 방사선작업분야(데콘) : 4 명
   ㅇ 문삼용,박준영,김수재,
강현선
 ◇ 방사선관리분야(한방) : 3 명
   ㅇ 장래삼, 황상모, 우명균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한일) : 2 명
   ㅇ 박준균, 서환진, 조성규
 ◇ 라군슬러지처리분야(한일) : 1 명
   ㅇ 이풍식

해당 
작업일
1 회

개인별
10 min / 10 min ◇퇴직자:1 명

(박준균)

신규
작업종사자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1 명
          최초 1 회
   강현선(데콘)
 ◇ 품질관리분야 : 1 명
   조성규 (한일)

개인별
20 hr / 20 hr

기존
작업종사자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 : 4 명 매년 1 회

개인별
6 hr / 6 hr

   ㅇ김수재,문삼용,박준영(데콘), 이풍식(한일)
 ◇ 품질,폐기물 분야 : 2 명
   ㅇ 박준균, 서환진
 ◇ 방사선관리분야(한방) : 3명
   ㅇ 장래삼, 황상모, 우명균
 ◇ 현장관리(KOPEC) : 1명
  ㅇ 이종혁
 ◇ 전문가분야(KOPEC) : 4명
   o 정재훈

품질관리 교육

 ◇ 방사선작업분야(데콘) : 1 명

매년 2 회
(반기 1 

회)
개인별

2 hr / 2.5 hr  

   ㅇ 김수재
 ◇ 방사선관리분야(한방) : 2 명
   ㅇ 장래삼,황상모
 ◇ 품질, 폐기물관리분야 (한일) : 2 명
   ㅇ 서환진, 박준균
◇ 라군슬러지처리분야(한일) : 1 명
   ㅇ 이풍식

표 2.2.15.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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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성고 현황

최초 한국전력기술(주)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용역”에 대한 계

약금액은 2,904,029,208원으로 계약일은 2004. 06. 01, 준공기한은 2007. 11. 30

일이었다. 제염해체 기술시방 내용 중 라군슬러지 처리설비와 금속폐기물 제

염설비가 변경되어 제염해체분야 2인 (보통인부 2인)과 라군슬러지 처리분야

3인 (보통인부 3인)의 소요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여, 2005년 11월 30일 계약

조정을 하여 3,273,393,908원으로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2억)되어 작업인력을 소요대비 약

30% 수준으로 투입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다

량의 우라늄을 함유한 라군질산염 슬러지 폐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처

리설비의 제작 설치 및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금속폐기물 중 탄소강의 경우

표면의 부식 및 도색으로 인하여 표면제염만으로는 효율적인 제염이 불가하

여 용융제염 공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변환시설 해체공사의 사업종료

기간을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체공사

기간 연장과 추가 인력이 발생되어 기존의 계약을 2009년 11월 30일로 변경

하여 계약금액을 4,573,510,000원으로 재조정하였다.

2007년 11월말까지 사용한 총 누계 기성고는 총 2,642,226,257원으로 총 기

성고 4,573,510,000원의 약 58%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공

기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작업 일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1) 11차 기성고

- 기성기간: ‘06. 12. 01 - ’07. 02. 28

- 기성율: 2.16% (누적기성율 70.55%)

- 기성금액: 74,120,933원

(2) 12차 기성고

- 기성기간: ‘07. 03. 01 - ’07. 05. 31

- 기성율: 2.20% (누적기성율 72.74%)

- 기성금액: 75,193,052원

(3) 13차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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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기간: ‘07. 06. 01 - ’07. 08. 31

- 기성율: 2.16% (누적기성율 74.90%)

- 기성금액: 73,844,376원

(4) 14차 기성고

- 기성기간: ‘07. 09. 01 - ’07. 11. 30

- 기성율: 1.68% (누적기성율 57.77%)

- 기성금액: 76,590,710원

마. 해체사업 관리시스템

(1) 작업 관리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2007년1월2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

지 총 246 작업일의 제염, 해체활동을 수행하였다. 일일 적게는 15가지에서

22가지의 단위 상세작업이 관리되어 총 4,550여 항목이 입력되고 관리되었

다. 단위 상세작업은 크게 방사선안전관리, 제염/해체활동관리, 폐기물관리,

품질관리, 시설유지관리 및 전문가활용분야에서 나눠지며 이 활동내용은 이

분야에서 각각 그날의 활동특성에 따라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단위 상세작업은 모두 작업코드별, 작업자별, 시설코드별, WBS No.별로 구

분되어 입력이 되었다(그림 2.2.33). 또한 사용 장비도 연관 지어져 입력되고

관리되었다.

(2) 인력 투입 관리

2007년 1년 동안 각 분야별 작업종사자들의 월별 해체사업에 투입된 시간

은 표 2.2.16에서 보는바와 같다. 이 중 전문가 그룹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을 제외하면 일일 평균 6.1 명이 작업에 투입됨을 알 수

있다. 5분야의 작업 특성 상 방사선안전관리 2명, 제염해체작업자 2명, 폐기

물 1명 및 품질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작업자 투입율

은 그림 2.2.3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분야의 투입율이 전체의

33 % 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염 해체 작업 분야에의 투입율이 19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득이 사업비 예산 때문에 작업의 양을 축소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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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작업관리 항목 창

단위 : man-hour
제염해체작업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품질관리 전문가

1월 176 352 336 160 0

2월 152 304 299 152 0

3월 168 336 336 168 0

4월 160 320 310 144 0

5월 168 336 328 156 0

6월 160 320 320 152 0

7월 168 336 336 136 0

8월 168 352 312 144 0

9월 136 272 264 128 0

10월 136 352 352 168 0

11월 176 352 344 160 0

12월 598 456 304 144 306

계 2,366 4,088 3,841 1,812 306

표 2.2.16. 2007년 월별 분야별 작업자 투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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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작업자 투입율

제염해체작업
19%

방사선안전관리
33%

폐기물관리
31%

품질관리
14%

전문가
3%

그림 2.2.34. 2007년도 분야별 작업자 투입율

(3) 해체 폐기물 관리

DECOMMIS를 이용한 폐기물의 발생, 특성 및 용기별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였다. 우선 2007년도에 해체된 해체물을 폐기물 관리 기준에 의거 분

류한 결과 표 2.2.17과 같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일을 기준으

로 도출된 것으로 최종 반출일 기준의 자료와는 다르다.

기간 폐기물의 양(kg)

시작일 마감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대상 비방사성폐기물 계

2007-01-01 2007-01-31 3,289 0 0 3,289

2007-02-01 2007-02-28 2,397 0 0 2,397

2007-03-01 2007-03-31 3,035 4,921 0 7,956

2007-04-01 2007-04-30 2,056 0 0 2,056

2007-05-01 2007-05-31 914 0 0 914

2007-06-01 2007-06-30 1,359 11,630 0 12,989

2007-07-01 2007-07-31 2,303 0 0 2,303

2007-08-01 2007-08-31 714 0 0 714

2007-09-01 2007-09-30 3,226 16,286 0 19,512

2007-10-01 2007-10-31 2,763 0 0 2,763

2007-11-01 2007-11-30 876 0 0 876

2007-12-01 2007-12-31 0 13,190 0 13,190

계 22,932 46,028 0 68,960

표 2.2.17. 2007년도 월별, 준위별 발생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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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68,960 kg의 해체물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방사성폐기물이 22,932 kg으로서 전체의 33.2 %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

유는 금년도에는 작업자의 축소로 인해 제염, 해체 활동 보다는 라군슬러지

폐기물의 열화를 통한 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따라서 처리된 슬

러지의 방사성폐기물로의 반출이 전체량 대비 방사성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게 된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다음 표 2.2.18- 2.2.21에서는 2007년 동안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101 개의 방사성 폐기물 저

장 용기가 발생되었으며 모두가 200리터 드럼이며 내용물은 라군 질산염 슬

러지폐기물 처리 후 고체폐기물이다.

순번 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관리번호 코드 드럼저장일 저장시설
1 CONTAIN-071114-021  2007-101  UL-2L-4141  ST  2007-11-14  UNT-RWIS
2 CONTAIN-071114-020  2007-100  UL-2L-4140  ST  2007-11-14  UNT-RWIS
3 CONTAIN-071114-019  2007-099  UL-2L-4139  ST  2007-11-14  UNT-RWIS
4 CONTAIN-071114-018  2007-098  UL-2L-4138  ST  2007-11-14  UNT-RWIS
5 CONTAIN-071114-017  2007-097  UL-2L-4137  ST  2007-11-14  UNT-RWIS
6 CONTAIN-071114-016  2007-096  UL-2L-4136  ST  2007-11-14  UNT-RWIS
7 CONTAIN-071114-015  2007-095  UL-2L-4135  ST  2007-11-14  UNT-RWIS
8 CONTAIN-071114-014  2007-094  UL-2L-4134  ST  2007-11-14  UNT-RWIS
9 CONTAIN-071114-013  2007-093  UL-2L-4133  ST  2007-11-14  UNT-RWIS
10 CONTAIN-071114-012  2007-092  UL-2L-4132  ST  2007-11-14  UNT-RWIS
11 CONTAIN-071114-011  2007-091  UL-2L-4131  ST  2007-11-14  UNT-RWIS
12 CONTAIN-071114-010  2007-090  UL-2L-4130  ST  2007-11-14  UNT-RWIS
13 CONTAIN-071114-009  2007-089  UL-2L-4129  ST  2007-11-14  UNT-RWIS
14 CONTAIN-071114-008  2007-088  UL-2L-4128  ST  2007-11-14  UNT-RWIS
15 CONTAIN-071114-007  2007-087  UL-2L-4127  ST  2007-11-14  UNT-RWIS
16 CONTAIN-071114-006  2007-086  UL-2L-4126  ST  2007-11-14  UNT-RWIS
17 CONTAIN-071114-005  2007-085  UL-2L-4125  ST  2007-11-14  UNT-RWIS
18 CONTAIN-071114-004  2007-084  UL-2L-4124  ST  2007-11-14  UNT-RWIS
19 CONTAIN-071114-003  2007-083  UL-2L-4123  ST  2007-11-14  UNT-RWIS
20 CONTAIN-071114-002  2007-082  UL-2L-4122  ST  2007-11-14  UNT-RWIS
21 CONTAIN-071114-001  2007-081  UC-2L-4121  ST  2007-11-14  UNT-RWIS
22 CONTAIN-070920-020  2007-080  UC-2L-4120  ST  2007-09-20  UNT-RWIS
23 CONTAIN-070920-019  2007-079  UC-2L-4119  ST  2007-09-20  UNT-RWIS
24 CONTAIN-070920-018  2007-078  UC-2L-4118  ST  2007-09-20  UNT-RWIS

표 2.2.18.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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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관리번호 코드 드럼저장일 저장시설
25 CONTAIN-070920-017  2007-077  UC-2L-4117  ST  2007-09-20  UNT-RWIS
26 CONTAIN-070920-016  2007-076  UC-2L-4116  ST  2007-09-20  UNT-RWIS
27 CONTAIN-070920-015  2007-075  UC-2L-4115  ST  2007-09-20  UNT-RWIS
28 CONTAIN-070920-014  2007-074  UC-2L-4114  ST  2007-09-20  UNT-RWIS
29 CONTAIN-070920-013  2007-073  UC-2L-4113  ST  2007-09-20  UNT-RWIS
30 CONTAIN-070920-012  2007-072  UC-2L-4112  ST  2007-09-20  UNT-RWIS
31 CONTAIN-070920-011  2007-071  UC-2L-4111  ST  2007-09-20  UNT-RWIS
32 CONTAIN-070920-010  2007-070  UC-2L-4110  ST  2007-09-20  UNT-RWIS
33 CONTAIN-070920-009  2007-069  UC-2L-4109  ST  2007-09-20  UNT-RWIS
34 CONTAIN-070920-008  2007-068  UC-2L-4108  ST  2007-09-20  UNT-RWIS
35 CONTAIN-070920-007  2007-067  UC-2L-4107  ST  2007-09-20  UNT-RWIS
36 CONTAIN-070920-006  2007-066  UC-2L-4106  ST  2007-09-20  UNT-RWIS
37 CONTAIN-070920-005  2007-065  UC-2L-4105  ST  2007-09-20  UNT-RWIS
38 CONTAIN-070920-004  2007-064  UC-2L-4104  ST  2007-09-20  UNT-RWIS
39 CONTAIN-070920-003  2007-063  UC-2L-4103  ST  2007-09-20  UNT-RWIS
40 CONTAIN-070920-002  2007-062  UC-2L-4102  ST  2007-09-20  UNT-RWIS
41 CONTAIN-070920-001  2007-061  UC-2L-4101  ST  2007-09-20  UNT-RWIS
42 CONTAIN-070720-020  2007-060  UC-2L-4100  ST  2007-07-20  UNT-RWIS
43 CONTAIN-070720-019  2007-059  UC-2L-4099  ST  2007-07-20  UNT-RWIS
44 CONTAIN-070720-018  2007-058  UC-2L-4098  ST  2007-07-20  UNT-RWIS
45 CONTAIN-070720-017  2007-057  UC-2L-4097  ST  2007-07-20  UNT-RWIS
46 CONTAIN-070720-016  2007-056  UC-2L-4096  ST  2007-07-20  UNT-RWIS
47 CONTAIN-070720-015  2007-055  UC-2L-4095  ST  2007-07-20  UNT-RWIS
48 CONTAIN-070720-014  2007-054  UC-2L-4094  ST  2007-07-20  UNT-RWIS
49 CONTAIN-070720-013  2007-053  UC-2L-4093  ST  2007-07-20  UNT-RWIS
50 CONTAIN-070720-012  2007-052  UC-2L-4092  ST  2007-07-20  UNT-RWIS
51 CONTAIN-070720-011  2007-051  UC-2L-4091  ST  2007-07-20  UNT-RWIS
52 CONTAIN-070720-010  2007-050  UC-2L-4090  ST  2007-07-20  UNT-RWIS
53 CONTAIN-070720-009  2007-049  UC-2L-4089  ST  2007-07-20  UNT-RWIS
54 CONTAIN-070720-008  2007-048  UC-2L-4088  ST  2007-07-20  UNT-RWIS
55 CONTAIN-070720-007  2007-047  UC-2L-4087  ST  2007-07-20  UNT-RWIS
56 CONTAIN-070720-006  2007-046  UC-2L-4086  ST  2007-07-20  UNT-RWIS
57 CONTAIN-070720-005  2007-045  UC-2L-4085  ST  2007-07-20  UNT-RWIS
58 CONTAIN-070720-004  2007-044  UC-2L-4084  ST  2007-07-20  UNT-RWIS
59 CONTAIN-070720-003  2007-043  UC-2L-4083  ST  2007-07-20  UNT-RWIS
60 CONTAIN-070720-002  2007-042  UC-2L-4082  ST  2007-07-20  UNT-RWIS
61 CONTAIN-070720-001  2007-041  UC-2L-4081  ST  2007-07-20  UNT-RWIS

표 2.2.19.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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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관리번호 코드 드럼저장일 저장시설
62 CONTAIN-070430-020  2007-040  UC-2L-4080  ST  2007-04-19  UNT-RWIS
63 CONTAIN-070430-019  2007-039  UC-2L-4079  ST  2007-04-19  UNT-RWIS
64 CONTAIN-070430-018  2007-038  UC-2L-4078  ST  2007-04-19  UNT-RWIS
65 CONTAIN-070430-017  2007-037  UC-2L-4077  ST  2007-04-19  UNT-RWIS
66 CONTAIN-070430-016  2007-036  UC-2L-4076  ST  2007-04-19  UNT-RWIS
67 CONTAIN-070430-015  2007-035  UC-2L-4075  ST  2007-04-19  UNT-RWIS
68 CONTAIN-070430-014  2007-034  UC-2L-4074  ST  2007-04-19  UNT-RWIS
69 CONTAIN-070430-013  2007-033  UC-2L-4073  ST  2007-04-19  UNT-RWIS
70 CONTAIN-070430-012  2007-032  UC-2L-4072  ST  2007-04-19  UNT-RWIS
71 CONTAIN-070430-011  2007-031  UC-2L-4071  ST  2007-04-19  UNT-RWIS
72 CONTAIN-070430-010  2007-030  UC-2L-4070  ST  2007-04-19  UNT-RWIS
73 CONTAIN-070430-009  2007-029  UC-2L-4069  ST  2007-04-19  UNT-RWIS
74 CONTAIN-070430-008  2007-028  UC-2L-4068  ST  2007-04-19  UNT-RWIS
75 CONTAIN-070430-007  2007-027  UC-2L-4067  ST  2007-04-19  UNT-RWIS
76 CONTAIN-070430-006  2007-026  UC-2L-4066  ST  2007-04-19  UNT-RWIS
77 CONTAIN-070430-005  2007-025  UC-2L-4065  ST  2007-04-19  UNT-RWIS
78 CONTAIN-070430-004  2007-024  UC-2L-4064  ST  2007-04-19  UNT-RWIS
79 CONTAIN-070430-003  2006-023  UC-2L-4063  ST  2007-04-19  UNT-RWIS
80 CONTAIN-070430-002  2007-022  UC-2L-4062  ST  2007-04-19  UNT-RWIS
81 CONTAIN-070430-001  2007-021  UC-2L-4061  ST  2007-04-19  UNT-RWIS
82 CONTAIN-070228-016  2007-020  UC-2L-4060  ST  2007-03-19  UNT-RWIS
83 CONTAIN-070228-015  2007-019  UC-2L-4059  ST  2007-03-19  UNT-RWIS
84 CONTAIN-070228-014  2007-018  UC-2L-4058  ST  2007-03-19  UNT-RWIS
85 CONTAIN-070228-013  2007-017  UC-2L-4057  ST  2007-03-19  UNT-RWIS
86 CONTAIN-070228-012  2007-016  UC-2L-4056  ST  2007-03-19  UNT-RWIS
87 CONTAIN-070228-011  2007-015  UC-2L-4055  ST  2007-03-19  UNT-RWIS
88 CONTAIN-070228-010  2007-014  UC-2L-4054  ST  2007-03-19  UNT-RWIS
89 CONTAIN-070228-009  2006-013  UC-2L-4053  ST  2007-03-19  UNT-RWIS
90 CONTAIN-070228-008  2006-012  UC-2L-4052  ST  2007-03-19  UNT-RWIS
91 CONTAIN-070228-007  2007-011  UC-2L-4051  ST  2007-03-19  UNT-RWIS
92 CONTAIN-070228-006  2007-010  UC-2L-4050  ST  2007-03-19  UNT-RWIS
93 CONTAIN-070228-005  2007-009  UC-2L-4049  ST  2007-03-19  UNT-RWIS
94 CONTAIN-070228-004  2006-008  UC-2L-4048  ST  2007-03-19  UNT-RWIS
95 CONTAIN-070228-003  2007-007  UC-2L-4047  ST  2007-03-19  UNT-RWIS
96 CONTAIN-070228-002  2007-006  UC-2L-4046  ST  2007-03-19  UNT-RWIS
97 CONTAIN-070228-001  2007-005  UC-2L-4045  ST  2007-03-19  UNT-RWIS
98 CONTAIN-070103-004  2007-004  UC-2L-4044  ST  2007-03-19  UNT-RWIS

표 2.2.20.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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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관리번호 코드 드럼저장일 저장시설
99 CONTAIN-070103-003  2007-003  UC-2L-4043  ST  2007-03-19  UNT-RWIS
100 CONTAIN-070103-002  2007-002  UC-2L-4042  ST  2007-03-19  UNT-RWIS
101 CONTAIN-070103-001  2007-001  UC-2L-4041  ST  2007-03-19  UNT-RWIS

표 2.2.21. 방사성폐기물 용기별 저장 현황(4)

이밖에도 281 packages의 폐기물이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처리된 현황이

입력되고 관리되었다(그림 2.2.35). 이 폐기물의 특성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파일 및 자료일련번호와 일자, 용기/포장종류, 발생시설, 포장내용물, 해체대

상물, 발생일, 코드 구분에 따른 폐기물종류, 중량, 오염도 및 핵종 분석값,

포장일 및 용기, 반출일자 등 포장에 따른 특성자료, 그리고 각종 연관된 작

업분야 코드 등으로 입력되고 구성된다. 이 폐기물은 대부분이 금속폐기물이

다.

그림 2.2.35.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입력

이렇게 입력되고 관리되어온 폐기물관리에 대한 자료는 규제기관인 원자

력안전 기술원 폐기물관리 시스템인 WACID에 요구된 형식에 따라 분기별

로 보고되었다. WACID에 보고될 때는 발생되고 처리된 기체폐기물의 양 및

특성도 함께 보고되었다. 폐기물의 특성별 관리 및 평가는 별도의 항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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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로 한다. 이밖에도 작업자의 피폭관리, 시설물의 정기적인 표면오염도

및 방사선량자료 등의 방사선학적 자료들이 시설별, 작업별로 입력되고 관리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DECOMMIS의 입력, 관리된 자료를 활용하

여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평가되었다.

5. 해체폐기물 관리

변환시설 해체공사는 29개 격실중 전년도에 2개 격실을 해체하였고 금년

도에는 환기설비실을 제외한 1개 격실을 추가로 해체하였고, 스테인레스강

해체폐기물의 초음파화학제염과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해

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의 총량은 260ton이다. 이들 중 방사

성폐기물로 분류 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4.4톤(200L드럼 57개), 비가연성폐기

물 9.2톤(200L드럼 36개), 라군질산염 처리 후 발생한 비가연성폐기물 32.8톤

(200L드럼 141개), 철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15.2톤(4M3 콘테이너 4개)로 임

시방사성폐기물저장고(격실6107 & 6116)에 저장되어있다. 제염설비를 사용하

여 금속해체물의 제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9.7톤의 철재류와 콘

크리트가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반출하여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에 저

장되어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주로 기존 탱크류 등의 설비 내에 잔존하고

있는 공정폐액과 이들 탱크류의 해체 및 절단 시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제염폐액, 초음파화학제염 및 스팀제염폐액 및 전선 제염폐액으로

약 11.8㎥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공정폐액은 유기폐액으로 시설 내 보관

중이고 기타 제염폐액은 라군으로 이송하여 라군질산염 처리 시 함께 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내 설비 중 탱크류 및 반응기류 내에는 시설 운영을

종료하고 이들 설비 내에 잔류하고 있는 우라늄 함유 물질을 제거하였지만

설비의 해체 시 이들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우라늄 물질은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되기 보다는 핵물질로 관리해야 할 것 이며 이들의 발

생량은 총 2,903kg이다.

가. 폐기물 특성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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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설 내 탱크, 반응기, 펌프류 등

의 금속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기물의 구성과 량은

표 2.2.22와 같다. 해체물 중 약 79%가 금속류, 전선류가 약 3%로 이들은 제

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콘크리트, 토양은 약 5%와 기타 잡고체가 약

7%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해체폐기물은 금속해체물의 경우 제염하여 자체처

분대상폐기물로 분류되어 시설 외부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에 적재될 것

이고 방사성폐기물은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따라 저장할 것이다.

해체물 발생량, 톤

금속
탄소강 106.4

스테인레스강 72.7

콘크리트 11.0

전선 6.2

우라늄 2.9

기타 16.4

라군질산염 처리 후 폐기물 32.8

폐액 11.6

총량 260.0

표 2.2.22. 해체폐기물 발생 현황

변환시설의 탱크류나 반응기 등의 공정설비 내에는 시설 운영을 종료하

고 이들 설비 내에 잔류하고 있는 우라늄 등의 잔류물을 제거하였지만 설비

의 해체 시 이들이 잔류하고 있어 이들을 수거하고 설비의 해체를 진행하였

다. 이들 잔류물은 총량은 2,903kg이며. 이들 중 우라늄 물질은 방사성폐기물

로 관리되기 보다는 핵물질로 관리 할 것이다. 또한 설비 내에는 이들 잔류

물 외에도 공정폐액이 남아있어 이들 또한 해체 시 수집하였으며 총량은

5,030L이다.

나. 폐기물 저장 및 관리

고체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과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분류한다.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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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재질 및 방사능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용기를 이용하여 창고로

이송 저장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4 ㎥ 콘테이너와 200L드럼에 포장하여 방사

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 저장 관리한다. 금년도까지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전년도와 합산하여 가연성폐기물 4,350kg(200L드럼 57개), 비가연성폐

기물 9,150kg(200L드럼 36개), 라군질산염 처리 후 발생한 비가연성폐기물

32,808kg(200L드럼 141개), 철재 및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비가연성폐기물

15,200kg(4M3 콘테이너 4개)로 임시방사성폐기물저장고(격실6107 & 6116 그

림 2.2.36, 2.2.37)에 저장되어있다. 제염설비를 사용하여 금속해체물의 제염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9,648kg의 철재류와 콘크리트가 자체처분대상

폐기물로 반출하여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그림 2.2.38)에 저장되어있다.

그림 2.2.36.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격실 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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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격실 6116)

그림 2.2.38.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임시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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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 액체폐기물 수집 및 저장 처리

방사성액체폐기물은 주로 앞에서 언급한 공정폐액, 이들 탱크류의 해체

및 절단 시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제염폐액, 시설 내 콘크리

트 초기제염을 위한 스팀제염폐액, 전선 제염폐액, 금속해체물의 초음파화학

제염 및 스팀폐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량은 약 11,750L이다. 이들 중 공

정폐액은 5,030L 발생하였으며, 용매추출실 등에서 수거한 유기폐액(3,560L)

은 향후 별도 처리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보관 중에 있다. 제염폐액(3,130L) 및

스팀폐액(3,590L)과 기타 공정폐액(1,470)은 라군질산염의 조성에 영향을 끼

치지 않아 중화처리 후 라군으로 이송하여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처리 시 함

께 처리 중에 있다.

6. 연구 및 기술 개발

가.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연속처리공정

본 연구는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질산염의 열

분해를 배관형 반응기 속에서 배관 반응기를 직접 가열하여 가열에 의한 열

분해의 제어를 적절히 할 수 있어서, 열분해를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연속처리공정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정장치는 슬러지폐기물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분해 가능한

화학반응물은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 시키고, 더 이상 열 분해되지

않는 고체(solid phase)을 만들어, 사실상 슬러지의 부피를 줄여 고체는 고체

폐기물(solid waste material))로 분리하여 고체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켜 고

체폐기물 저장창고에 보존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공정은 먼저 액상이 많은 상태의 슬러지폐기물을 한꺼번에 가열기에 넣

어 수분과 함께 분해 가능한 암모늄염 혹은 질산염 등을 직접 가열하여 열

분해(thermal decomposition)시켜 우라늄이 잔류하는 고체만을 분리하여 저

장하는 방법과, 슬러지폐기물을 여과하여 액상을 줄인 다음에 우라늄과 수분

이 일부 있는 고체 슬러리를 열 분해시켜 남은 우라늄이 함유된 고체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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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정장치는 슬러지폐기물을 처리할 때 연속적

으로 우라늄이 함유된 고체 혹은 액상이 어느 정도 잔존하는 슬러지폐기물

을 직접 배관형의 가열기에 넣어 열분해 시킨 다음 가열 후 남은 잔류 고체

를 연속적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다.

그림 2.2.39는 슬러지폐기물 연속처리공정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슬러지폐

기물은 이송장치를 통해서 슬러리 저장용기에 담고 공급기를 통해서 슬러지

가열장치로 보낸다. 슬러지 가열장치는 배관형 용기로써 경사지게 한다. 그

경사도는 슬러지의 특성이 맞추어야 하며, 맞추는 기준은 슬러지가 1차 가열

하여 분해되기 쉬운 조건으로 하며, 900도 가열조건에서 최종 고체폐기물의

1차분해 가스가 나오지 않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최종 고체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저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저장 수준으로 조정한다. 탈착이 된 고체는 경

사도를 따라 흘러 아래로 이송되게 되고 착탈이 쉬운 이음쇠로 된 저장용기

에 담는다. 물론 배관 길이도 900도 가열조건에서 최종 고체폐기물에서 1차

분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수준으로 나오는 수준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가열기는 다른 외부에 가열히터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에 전압조정

기로 직접 저압 전압 및 고전류를 걸어 직접 배관을 가열하도록 한다. 배관

형 가열기 내벽에 붙어 있는 고체는 고주파 진동 발생기에서 발생된 고주파

신호는 고주파 진동소자를 이용하여 탈착하며 고주파 진동주파수는 사전에

배관의 공명주파수(resonance frequency)를 측정하여 구한다.

슬러지가 가열되면서 수분과 함께 1차 분해되기 쉬운 가스로 발생되는데

이 가스들은 수분과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배출구인 줄음관에서 응축되면서

다시 분해가스의 생성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생성물은 줄음관에 부착되기

때문에 저주파수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저주파 진동소자를 진동시켜 생성물

을 탈착시킨다. 이 줄음관을 진동하면 진동에 의해서 부착된 생성물은 탈착

되며 탈착된 생성물 형태의 결정은 수직으로 떨어져 탈착이 쉬운 이음쇠로

된 저장용기에 담는다. 배관형 가열장치에서 고체폐기물의 분리하면서 나오

는 배기가스를 저장 용기 측으로 배출되지 않게 배기 측에 배기 팬을 부착

하여 항상 배기가스는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한다. 이 같은 공정장치

를 사용하여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연속처리공정의 기초실험을 수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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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슬러지폐기물 연속처리장치

나. 질산암모늄 회수공정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한 제염해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염해체는 크게

시설 내부 공정설비에 대한 제염 및 해체 그리고 라군에 저장되어 있는 질

산염 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로 나눌 수 있다. 라군-질산염 폐기물은 우라늄

함량이 매우 높은(3-5wt%) 슬러지 폐기물과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은

(200ppm 이하) 슬러지 폐기물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질산염 폐기물은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은 고체 폐기물로서 열분해 방식으

로[2.2.16] 처리하고 있다. 한편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은 액체 폐기물은 기

존 열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끓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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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시키는 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매우 낮은 액체 질산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념을 최우선적 목표로 두었으며, 변환시설 라군에 저장 중

인 액체 질산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질산암모늄 회수 공정 및 잔류 액

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액체 질산염 폐기물에 대한

특성 분석, 질산암모늄 회수 실험, 그리고 잔류 액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

안에 관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액체 질산염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

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군 액체 질산염 폐기물은 표 2.2.23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 함량
은 50ppb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주성분은 암모늄(NH4+) 칼슘(Ca2+) 및 나

트륨(Na+)에 대한 질산염(NO3-)이다. 수분 함량은 37-40wt%이며, 계절에

따라 수분함량은 다소 유동적이다. 고체 질산염 폐기물에 비하여 액체 질산

염 폐기물에 포함된 우라늄 함량은 매우 낮으며, 이로서 고체 폐기물과 액체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성분 NH4NO3 NaNO3 Ca(NO3)2 H2O 기타 U

함량 39.6wt% 5.6wt% 10.8wt% 37-40wt% 4.0wt% 〈50ng/g

표 2.2.23. 라군 액체폐기물 조성

질산암모늄은 암반 발파용 폭약의 원료로서 산업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농작물을 키우는 비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로부터 얻어진 질

산암모늄은 우라늄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사선 물질이 자연준위

이하로 포함되어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질산암

모늄(NH4NO3)은 170℃에서 녹고 210℃에서 끓으며 물에 대하여 매우 높은

용해도와 다른 일반적 무기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계습도 조해성

(critical relative humidity, CRH, 66.9% at 20℃)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

산암모늄 용액으로부터 완전하게 질산암모늄을 회수하는 일은 쉽지 않다. 표

2.2.24에 상압에서 질산암모늄이 생성되는 조건에 따른 결정형태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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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2.2.24에서 알 수 있듯이 질산암모늄 결정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형성

된 것으로 Orthorhombic 결정 형태를 가진다. 그림2.2.40은 라군 용액 및 이

로부터 회수한 질산염을 나타내었다. 라군 용액은 연노랑 투명 액체로서 이

로부터 회수된 질산암모늄은 흰색 침상 형 결정으로 이를 열분해 시킬 경우

거품생성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도는 98%이상을 나타내었다.

Phase 안정화 범위(℃) 결정계
공간 군

(Space Group)

I

II

III

IV

V

125.2-169.6

84.2-125.2

32.2-84.2

-18-32.2

-18이하

Cubic

Tetragonal

Orthorhombic

Orthorhombic

Orthorhombic

Pm3m

P421m

Pnma

Pmmn

Pccn

표 2.2.24. 상압에서 질산암모늄 결정계

그림 2.2.40. 라군 용액 및 회수된 질산암모늄 결정

표 2.2.25에 라군 용액과 비료로서 생산되는 질산암모늄 특성을 나타내었

다. 표 2.2.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라군 용액은 질산암모늄 함량이 약 50%미

만인 데에도 불구하고 높은 밀도(1.3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질산암모늄

외에도 표 2.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나트륨 및 질산칼슘을 상당량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자력 시설로부터 얻어진 질산암모늄은 우라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사선 물질이 자연준위 이하로 포함되어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액체 질산염 폐기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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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회수된 질산암모늄 중 우라늄 함량은 약 0.6ppm 미만 이었으며, 나트륨이

온의 함량은 1%미만으로 비교적 순수한 질산암모늄 이었다.

라군 용액 AN 생산품(52%) AN 생산품(92%)

고화온도 -6℃ -3℃ 90℃

끓는점(B.P.) 105℃ 110℃ 153℃

분해 180℃ 180℃ 180℃

밀도 1.32g/cc(20℃) 1.24g/cc(20℃) 1.36g/cc(100℃)

용해도 - 1877g/L(20℃) 3440g/L(50℃)

표 2.2.25. 라군 용액 및 질산암모늄(AN) 생산 제품 비교

본 연구에서는 액체 질산염 폐기물로부터 질산암모늄을 결정화시킴으로

서 용이하게 질산암모늄을 회수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림2.2.41에 라군

용액으로부터 질산암모늄을 회수하고 결과적으로 라군 용액을 처리할 수 있

는 공정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결정화는 일차로 액체 질산염 폐기물을 110℃

에서 5분간 가열시켜서 액체 내에 용해되어 있는 탄산이온(CO3
2-)을 제거시

킨 후 실온에 방치시킴으로 이루어진다. 회수 된 질산암모늄에 대한 열분해

시험은 전형적 질산암모늄 분해 형태를 나타내었다[2.2.17].

그림 2.2.41. 액체 질산염 폐기물 처리 흐름도

질산암모늄을 회수한 후 남은 질산염 용액에 대한 열분해 시험은 질산나

트륨에 대한 분해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질산암모늄 회수 후 잔류 용액에 대



- 157 -

한 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을 위한 일환으로, 라군 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는 액체 질산염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최적공정을 도

출한다. 이를 위하여 액체 질산염 폐기물 특성 및 질산암모늄 회수 시험을

통하여 질산암모늄 회수율을 측정하고, 아울러 잔류 액체 폐기물에 대한 열

처리 시험으로부터 최종 고체생성물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한다. 상기 분석결

과로부터 라군 액체 질산염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였으

며, 그 내용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 회수된 질산암모늄은 기존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열분해 처리한다.

· 잔류 액체 폐기물은 부피를 최소화 시키고 알루미나 첨가 방법을 사용

열처리시켜서 안정화 시킨다.

· 액체 질산염 폐기물에 대한 열처리 후 잔류물에 대한 부피 감소는

90%이상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우라늄변환시설 라군 액체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향후 변환시설 환경복원에 기여할 것이다.

다. 금속해체물 용융시험

스팀제염장치를 사용하여 탄소강 해체물을 제염한 결과 제염 효율은 좋

았으나 변환시설 가동 중 유지 보수를 위하여 페인팅을 하였던 해체물의 경

우 페인트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스팀제염장치로는 제염이 안 되었다. 제염

대상 탄소강 해체물량은 약 86톤이며, 전량 자체처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

고 있다. 이는 오염된 금속류를 효과적으로 제염한 다음 자체처분시킴으로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비용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 및 감용을 위하여 용융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속용융은

고주파에 의한 용융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 방법은 장치가 간단하고 폐기물

처리량이 비교적 적고 단속적인 운전에 매우 효과적이다.

용해장치는 그림 2.2.42와 같이 고주파 발진기 및 용해로체로 구성된 전

기유도로와 냉각계통으로 구성된다. 고주파발진기는 철제 300kg을 용해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었고, 현재는 실험을 위해서 30kg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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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있다. 용해로체를 크게 할 경우에는 고주파발진기의 출력 주파수
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냉각장치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냉각탑으로 하지

않고,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면서 냉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래에 가

열로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었다.

• 발진기 부분

․ 입력전원 : 3상, 440V, 60Hz

․ 출력전원 : 200kW, 1~5kHz

․ 출력주파수 : 1kHz, 3kHz, 5kHz (고주파)

․ 최고가열온도 : 1650℃ (고주파유도가열방식)

․ 입/출력신호 : 전기, 전자 및 컴퓨터제어 방식

• 용해로체 부분

․ Heating Coil 및 절연부 (고주파유도가열부)

․ Support Frame 및 Lever

그림 2.2.42. 고주파 유도로

유도로를 이용한 금속용융의 장점은 그림 2.2.43과 같이 용융물의 대류현

상으로 용융물 내 함유된 성분이 균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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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기초 실험은 탄소강 3kg에 우라늄과 열역학적

거동이 유사한 Ce을 1 wt% 첨가하여 용융제염을 수행하였다. 슬래그 형성

제를 5 wt% 첨가하여 Ce을 제거한 후, 제조된 주괴 내 함유된 오염물(Ce)

의 균일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2.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6 지점을 선

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내 Ce의 농도는 분석장치(ICP)의

검출 한계인 2ppm이하로 균일하였으며 (표 2.2.26), 실제 처리 전 변환시설

해체폐기물을 사용하여 실제 규모로 확인할 예정이다.

그림 2.2.43. 용융물의 대류 현상

     
그림 2.2.44. 시료 채취지점

시료번호 1 2 3 4 5 6

Ce, ppm < 2 < 2 < 2 < 2 < 2 < 2

표 2.2.26. 용융제염 후 주괴(ingot) 내 Ce 농도

 위와 같은 용융물 내 오염물 농도의 균일도를 근거로 용융제염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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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에서 국자 모양의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얇은 판

형태의 방사능 분석용 주괴를 제조하여 방사능 농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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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탁과제관리

1. 방사선안전관리

가. 연구로 1, 2호기

1) 개요

금년도의 해체작업은 주로 2호기 원자로실 주변 잔여물과 원자로 부대시

설, 해체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의 오염검사 및 분류 처리 작업이 주로 수행되

었다. 연구로 해체 현장사무소에 있는 방사선관리 대상시설은 원자로 1, 2호

기 및 원자로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저장고 등 총 18개의 시설이 있다. 원자로 1호기 시설에는 원자로

가동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된 방사성물질과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

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에는 주로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

이 존재하고 있다. 금년도의 방사선관리업무는 제염해체작업이 진행중에 있

으므로 작업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작업자 피폭

관리 및 오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또한 방사성물질로부터 방사선작업종

사자와 주변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의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내의 방사선/능 준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함과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의 누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방사선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연구로 1, 2호기 및 부속시설의 제염해체작업의 진행 공정에 따라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해체 대상물을 선정한 후에 작업을 착수하기 전

에 방사선/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체작업 방법, 순서 및 처리 공정

등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작업의 진행 중 또는 종료

시점에 측정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시설내의 방사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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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피폭관리

연구로 1, 2호기 및 해체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은 가능한 법정한도 이하로 충분히 낮게 관리하고 출입 및 피폭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구역을 출입할 때에 출입자

의 출입 이력과 개인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출입 및 피폭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관리구역내의 작업을 위한 방사선작업허가는 일상 및 작업별방사

선작업허가서로 구분하였다. 작업내용이 시설의 관리점검 및 제염업무 등의

피폭의 우려가 적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 시에는 일상방사선작업

허가서(ERWP)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수행 중 방사선/

능 준위 및 방사선작업 조건 등의 변화에 유의하여야 할 방사선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작업별 방사선작업허가서(RRWP)를 그 때마다 제출하여 매 1개

월 단위로 발급하였다.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방사선관리절차

서 KAERI/RS-03, 05에 명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계획서, 예상피폭선량표

및 ALARA 점검표를 제출하게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방사선작업허가서

를 발급하였다. 고 방사선준위의 작업이나 고 위험도에 해당되는 작업은 수

행되지 않았으므로 특수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은 없었다. 방사선작업허가서

제출시 자동피폭이력 판독기의 작동에 필요한 작업번호를 부여하고 출입시

마다 출입구에 비치되어있는 개인피폭선량계(AID)로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

하도록 하였다. 금년도에는 일상작업허가서가 12건, 작업별작업허가서가 6건

이 발급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3.1에 표시하였다. 작업기간 동안에 AID에

기록된 피폭자는 15명이며, 작업별 작업자의 연간집단선량은 1.35 man-mSv

으로 예상피폭선량 12.16 man-mSv의 11.1%이었다. 일상방사선작업에 종사

한 작업자의 연간집단선량은 0.84 man-mSv로서 RSR세절품의 분류 및 cask

정리 작업시에 피폭된 것이었다.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매 분기별로 TLD뱃지

로 판독하였으며, 연간 총집단선량은 4.07 man-mSv으로 지난해의 48%로

감소하였다. 개인별 최고피폭자가 0.94 mSv이었으나 연간 목표관리선량인

15 mSv의 6.2%에 불과하였다. AID에 의한 연간집단피폭선량은 2.19 man-

mSv로서 TLD에 의한 선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AID(Model: DMC

100, MGP )의 특성상 1 mrem 이하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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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는 제염 해체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출입내역과 작

업수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방사선작업허가 번호가

두세 번 부여된 것은 작업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작업은 30일 단위로 새로운

허가서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표 2.3.2에서와 같이 지난해 절단하여

cask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금년에 cask를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에서 예상

피폭선량의 18.4%인 1.33 man-mSv로 가장 많은 피폭이 있었다. 예상 피폭

선량과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예상 피폭선량 평가시 작업장 환경의 방사선

량률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작업 중 피폭선량은 미

미하였다.

나) 방사선관리시설의 방사선/능 측정관리

연구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내에 존재

하고 있는 방사성물질로 부터 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물질

이 시설 외부로 누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내의 외부방사

선량률, 유도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 및 수중오염도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측정 감시하였다.

(1) 외부방사선량률

외부방사선량률 측정은 방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출입자

의 방사선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그림 2.3.1과 그림 2.3.2에

서와 같이 연구로 1호기에서는 11개 지점, 연구로 2호기에서는 10개 지점,

제염작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동위원소생산실에서는 20개 지점, 방사성폐

기물 처리 및 저장실에서는 15개 지점, 연구로 2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시설 출

입통로에서는 18개 지점,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실 18개 지점, 기타 10개

저장고의 35개 지점과 연구로 1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시설 23개점을 대상으로

총 150개 지점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즉 제염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연구로 2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실과 출입통로는 주 단위로 그외 시설은 월 단

위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였다.

감마선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는 Gamma Survey Meter

(E-600/SPA-8, Eberline)를 사용하였다. 측정결과 표 2.3.3에서와 같이 감마

선에 의한 월평균 외부방사선량률 준위는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실은 6.64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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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로 나타났다. 1호기 원자로실의 방사선준위가 타 시설에 비해 높은 것은

연구로 2호기 해체작업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원자로실

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10월에 다시 2호기 원자로실내로 이관하였기 때문이

다. 이관 이후의 방사선준위는 0.91 μSv/h로 감소되었다. 동위원소생산실은

0.28 μSv/h로 지난해와 비슷하였다.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실은 원자로 생체

콘크리트 차폐체의 철거 후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를 이송하여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월 평균선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6.73 μ

Sv/h로 지난해 보다 약 2.3배로 높게 나타났다. 제염실로 사용하고 있는 동

위원소생산시설내의 월평균 외부방사선량률 분포는 6월까지는 2.24 μSv/h이

었으나 후반기에는 0.35 μSv/h로 감소되었다. 이는 제염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염물이 대부분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 및 저장시설내의 월

평균은 0.33 μSv/h 및 1.32 μSv/h로 전년도와 비슷한 준위이다. 방사성폐기

물 임시저장고는 연평균 0.26 μSv/h이였으며, 기타 폐기물저장고과 연구로

1, 2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실 출입구 복도에서는 자연방사선준위를 유지하였

다. 따라서 시설내에서 측정된 외부방사선량률 분포를 보아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내에는 연속감마선감시기(GmbH/FHZ 6213B,

Eberline) 4개 채널을 설치하여 외부방사선량률 변동치를 24시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출입자 감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변동을 감시하고 있다.

원자로실내에서 비정상적인 방사선량률 상승은 총 5회 발생되었으나 이는

작업중 발생되었던 것으로서 해당 작업이 완료되어 정상준위로 복귀하였다.

(2) 표면오염도

표면오염도 측정은 시설내의 방사성물질의 누설 여부를 파악하여 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하며 방사성오염이 방사선관리구역 외부로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측정주기는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

였다. 정기적인 측정위치는 외부방사선량률 측정위치와 같으며 측정방법은

간접법인 스메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를 α/β 저준위계수

기(S5XLB, Oxford Eclipse LB)를 사용하여 α방출체와 β방출체에 대한 유리

성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방사선관리시설의 정기적 표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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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 월평균 표면오염도의 분포를 보면 연구로 1호기의 α방출체는 계

측기의 최소검출방사능(Minimum Detectable Activity : MDA)인 189 ㏃/㎡

이하이며, β방출체는 최대 11,050 ㏃/㎡, 연평균 1,002.1 ㏃/㎡으로 지난해보

다 낮게 나타났다. β방출체의 MDA는 228 ㏃/㎡이다. 연구로 2호기에서는

α방출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β방출체는 최대 1,440 ㏃/㎡이었으며 연평균

치는 343.5 ㏃/㎡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호기 동위원소 생산시설에

서의 α방출체의 최대치는 1,820 ㏃/㎡로서 방사화된 그라파이트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평균치는 MDA이하였다. β방출체의

월 최대치는 1,250 ～ 31,100 ㏃/㎡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연평균은 1,324.8

㏃/㎡로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되었다. 연구로 1호기의 부속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실의 α방출체의 최대는 1,340 ㏃/㎡이었으며 연평균은 MDA이하였다.

β방출체는 최고 23,900 ㏃/㎡이고 평균은 1,521.4 ㏃/㎡이었다 그외 시설에서

는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시설의 β방출체가 연평균이 477.5 ㏃/㎡ 로 나타났

고 기타 시설에서의 α방출체 및 β방출체는 공히 최소 검출하한치 이하로 나

타났다.

제염해체 공사시의 제염 목표치는 α방출체가 400 ㏃/㎡이고 β방출체는

4,000 ㏃/㎡이나 해체대상물의 표면오염도는 대부분 제염 목표치 이하로 나

타났으며, 일부 국부적인 몇 개 지점에서만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염해체 작업장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로 2호기와 동위원소

생산실 입구 통로의 오염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1일 점검은 7개점

을, 주간 점검은 18개 지점을, 1호기는 1일 점검은 8개 지점을 선정하여 오

염도를 측정 관리하였다. 이 지역은 비오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제염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3) 공기오염도

공기중 오염이 발생 가능한 시설은 연구로 1호기의 오염물품을 제염하고

있는 제염작업실과 2호기 콘크리트 핫셀내부의 제염작업장으로 제염해체작

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다. 주요 공기오염의 발생원인은 시설내에서 방

사화된 방사성물질과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공기중의 입자성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기중 방사

성오염이 발생 가능한 지역에서 공기집진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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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후 α/β 저준위계수기(S5XLB)로 계측하여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측

정하였다. 방사능 산출은 시료채취 4시간 후와 24시간 후에 2회 계측하여 자

연방사능에 의한 기여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방사능농도를 계산하였

다. 측정결과는 표 2.3.5와 같이 시설내의 α방출체의 월평균 공기오염도가 대

부분 계측기의 최소검출방사능 농도인 0.021 Bq/m3 이하였으며, 연평균은 연

구로 1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실에서만 MDA의 3.3배인 0.090 Bq/m3이 검출되

었다. β방출체의 연평균은 연구로 1, 2호기가 각각 0.077 Bq/m3와와와 0.061

Bq/m3로 검출한계치(0.037 Bq/m3)))를 상회하여 검출되었으나 Co-60의 유도공

기중농도가 1,000 Bq/m3임을 감안하면 유의할 만한 농도는 아니었다.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과 동위원소생산실에서 방사능이 가끔 검출되었으며 이는 공

기중으로 비산되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이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증발조의 가동시 배출되는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월 2회씩 검사하였으며

평균농도는 α방출체가 0.45 Bq/m3, β방출체는 0.87 Bq/m3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각 작업장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방사능농도를 연속 감시하기 위해

1호기의 배기굴뚝에는 Aerosol Monitor (FHT 59C, Eberline)와 2호기의 배

기굴뚝에는 α/β Air monitor(iCAM, Harwell)의 연속 공기중 방사성오염감시

기를 설치하여 일반 환경으로 배출되는 공기중의 방사능농도를 실내 환기장

치가 가동하는 시간동안 연속 가동하여 감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자연준위를 상회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시설 외부로의 방출되는 방사

성물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실에서

오염물 제염작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실내연속 공기오염 감시장치(PING-III)

를 가동하여 오염도를 감시하였으나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4) 수중 방사능농도

연구로 1호기의 수조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원자로의 가동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된 원자로심, Rotary Specimen Rack, 생체 콘

크리트, 각종 배관과 부식생성물, 부유물질(sludge)등이 있으며 이들은 방사

화로 인하여 방사능준위 및 그 표면의 방사선준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

조내의 수조수는 수중의 방사성물질로 부터 방사선을 차폐하는 차폐체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수조수는 부유물질에 의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

자로 외부 유출은 실내 바닥표면을 오염시키거나 이로 인한 시설 외부로의



- 169 -

오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차폐수의 방사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수조수 1ℓ를 채취하여 핵종분석기로 오염핵종을 판별하고 방사능농도를 측

정하였다. 방사능은 Co-60과 Cs-137등 2개의 핵종이 검출되었으며 월평균

측정치는 55,363 ㏃/m3으로 지난해 보다 약 2.2배로 증가였다. 이는 차폐수

의 자연 감소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증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수조수중의 α/β 방사능은 시료 1ℓ을 증발 농축시켜 α/β 저준위계측기

로 계측하였으며 측정결과는 표 2.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β방사체의 오염

도는 평균 265,275 Bq/m3이었으며 α방출체의 오염도는 연평균 2,727.8 Bq/m3

로 지난해보다 약 2배 높게 검출되었다.

3) 제염해체작업 방사선관리

가) 제염해체작업 방사선/능 측정관리

금년도의 제염해체작업은 연구로 2호기에서는 환기계통설비의 해체와 발

생된 폐기물의 오염도 검사 및 분류작업, 콘크리트 핫셀의 제염이 주된 작업

이었으며 그리고 제염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던 동위원소생산실 2개의

실험실과 복도, 천장내부의 표면오염검사였다. 연구로 1호기에서는 지난해

수행하였던 실험실 등에 남아있던 물품 등을 수거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처리

하였으며 부대시설로는 고체, 액체폐기물 처리시설과 액체희석방류조 및 세

탁폐수저장탱크의 해체작업이었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주변물품

에 대한 오염준위 판정과 시설물의 표면오염도 준위판정을 위한 핵종분석업

무가 수행되었다.

유리성 표면오염도 측정은 간접법인 스메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α/β 저준위계측기(S5XLB, Oxford, Eclipse LB)를 사용하여 α

방출체와 β방출체에 대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였다. 계측기의 최소검출하한

치(MDA)는 계측조건에 따라 다르나 α방출체는 252 Bq/m2이고 β방출체는

278 Bq/m2이었다. 고착성 표면오염은 직접법으로 휴대용 오염검사기

(Radiation Monitor, RM-1/HP-260, Eberline)로 대상물체의 표면 1 cm 위에

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측정하였으며 사용기기의 자연방사선 준위는 70 ～

100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휴대용 감마선 측정기(Gamma Survey

Meter, E-600/SPA-8, Eberline)를 사용하였고 자연방사선량률 준위는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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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 μSv/h이었다. 또한 각 측정대상 물체의 감마방출체의 오염원을 핵종

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감마핵종분석기(Multiport

MCA, Genie 2000, Oxford)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시료채취 및 분석

절차는 연구로 1, 2호기 폐로사업 방사선관리절차서중 규제해제 방사성폐기

물의 방사능농도측정절차서(KAERI/RS-09)을 준용하였다.

금년도에 제염해체 작업중에 수행한 대상물별 방사선/능 측정 건수와 오

염 핵종별 검출 건수를 표 2.3.7에 표시하였다. 총 측정 갯수는 9,552개점으

로 전년도의 66.5%로 감소하였으며 방사선 종류별로 보면 α방출체는 489개

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치는 351,000 Bq/m2로 콘크리트 핫셀 C-2셀의 벽

면에서 검출되었다. β방출체는 37.2%인 3,558개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치

는 1.69x107 Bq/m2으로 이것 역시 콘크리트 핫셀 C-2셀의 바닥에서 검출되

었다. 고착성오염은 940개점에서 검출되었고 최대 500,000 cpm이었다. 표면

방사선량률은 631개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대는 74.8 μSv/h이었으며, 표

2.3.8에는 측정치의 최대치와 평균치를 표시하였다.

금년도에 분석한 핵종분석시료의 내용을 시료별로 표 2.3.9에 표시하였다.

총 755개 처리하였으며 이들중 시설물의 표면오염준위를 판정하기 위한 것

이 129건이며 비방사성물이 119개, 자체처분대상이 422개로 평균농도는

0.105 Bg/g이었다. 방사성폐기물로 분석된 것은 31.4%인 234개였으며 최대방

사능은 368.2 Bq/g로 동위원소실의 잡품에서 검출되었다.

나) 연구로 2호기

(1) 원자로실내 중간덕트

원자로실내 벽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덕트는 지난해에는 비철거

를 전제로 스팀제염기로 표면만 제염하였다. 제염 후 359개점 재검사한 결과

169개점에서 β방출체가 검출되었으나 제염기준치 2,000 Bq/㎡를 초과한 곳

은 없었고 평균치는 269.5 Bq/㎡이었다. 이 난방용 닥트는 오염관리구역내의

설치물임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총 260개로 분해

철거되었다. 철재류는 139개점으로 α방출체가 1개점에서 316 Bq/㎡이었으며

β방출체는 61개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 4,410 Bq/㎡이고 평균은 792.8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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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목재류는 66개가 수거되었으며 6개점에서 β방출체가 검출되었다. 최고

는 560 Bq/㎡이고 평균은 372.5 Bq/㎡이었다. 이는 원자로실내 벽면과 유사

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유리섬유 및 석면류는 55개가 수거되었으며 표면오

염검사는 생략하였고, 모든 수거품에서 고착성오염과 표면선량은 측정되지

않았다. 폐기물 분류를 위해 각각 시료에서 핵종분석용 시료를 22개를 취하

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자체처분대상인 평균 0.038 Bq/g으로 판명되었다.

(2) 환기설비 해체물

환기계통의 덕트 및 팬 등의 일부는 지난해부터 분해 철거되어 왔으며

금년에 들어 철거작업이 완료되었다. 지난해의 철거물은 322개가 수거되었으

며 오염정도는 89개점에서 β방출체가 최고 17,000 Bq/㎡이었고 평균은 1,345

Bq/㎡이었다. 고착성오염은 8개에서 평균 297.5 cpm이었다. 금년에 수거한

세절편은 총 980개를 수거하여 1,350개를 오염 검사하였으며 이들 중 철재류

는 721개였다. α방출체에 의한 오염은 7개에서 최고 890 Bq/㎡, 평균은 731

Bq/㎡이었고, β방출체에 의한 오염은 49.4%인 356개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

치는 188,000 Bq/㎡으로 공조실덕트에서 검출되었다. 평균은 17,628 Bq/㎡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고착성오염은 52개에서 최고 38,000 cpm, 평균은

2,365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3개에서 최고 30 μSv/hr이었으며 평균

은 15.8 μSv/hr이었다. 알루미늄류는 47개가 수거되었으며 β방출체가 24개점

에서 최고 9,050 Bq/㎡, 평균은 2,060 Bq/㎡이었고 고착성오염은 18개에서

최고 12,000 cpm, 평균은 2,050 cpm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17개에서 최고

10.8 μSv/hr, 평균은 1.9 μSv/hr이었다. 스텐레스류는 247개를 검사해서 α방

출체가 3개에서 평균 316 Bq/㎡로 나타났고 β방출체는 최고 38,000 Bq/㎡이

고 평균은 2,975.3 Bq/㎡이었다. 목재류는 257개를 검사하였고 α방출체가 17

개에서 최고 8,730 Bq/㎡, 평균은 1,108 Bq/㎡이었다. β방출체는 77%인 198

개에서 최고 654,000 Bq/㎡, 평균은 12,436 Bq/㎡이었다. 비닐류는 마대포장

으로 48개가 수거되어 표면오염검사는 생략하였으며 고착성오염이 19개에서

최고 75,000 cpm이었고 평균은 6,730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17개에

서 최고 9.4 μSv/hr이고 평균은 2.54 μSv/hr이었다. 철거작업 중 종이상자가

10개 수거되었으며 β방출체만이 22개점에서 최고 6,810 Bq/㎡이고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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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Bq/㎡이었다.

이들 시료의 핵종분석 결과는 총 69개를 분석하였으며 비오염물질이 6개,

자체처분대상물이 36개로 평균은 0.104 Bq/g이었고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27개로 최고는 50.96 Bq/g이었다.

(3) 지하기계실 환기설비

건물지하 기계실에서는 환기설비 및 난방용 덕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들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덕트 내․외부의 오염도를 검사한 후

일부는 제염작업을 수행하였다. 외부표면은 18개 지점을 검사하여 13개 지점

에서 β방출체가 검출되었으며 평균은 1,570 Bq/㎡이었고 제염기준치 이상은

3개 지점으로 최고 5,370 Bq/㎡이었다. 2개 지점은 2차 제염에서 1개 지점은

3차 제염과정에서 완전 제염되었다. 필터박스의 내부오염도는 16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모든 지점이 고르게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α방출체는 3

개점에서 평균 429 Bq/㎡이었고 β방출체의 최고는 9,270 Bq/㎡이고 평균은

3,719.3 Bq/㎡이었다. 1차 제염에서 최고치는 3,420 Bq/㎡이고 평균적으로는

2,260 Bq/㎡으로 감소되었다. 2차 제염과정에서 모든 점이 제염기준치 이하

로 감소되었고 5개 지점에서만 오염이 검출되었으며 최고는 640 Bq/㎡이고

평균은 463.5 Bq/㎡로 측정되어 제염작업이 종료되었다. 내․외부의 제염이

종료된 후에 내부의 53개 지점을 선정하여 정밀 검사하였으며 β방출체가 9

개 지점에서 최고 1,040 Bq/㎡이고 평균은 553.5 Bq/㎡로 나타났다.

(4) 지하피트 발생물

2호기 건물지하피트는 지난해에 대부분의 설치물(난방, 상하수도배관, 덕

트등)들은 분리 철거하였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는 최종검사를 수행하면서 잔

유물의 수거와 오염부위가 발견된 곳은 즉시 제염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과

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다. 오염이 확인된 콘크리트 바닥 또

는 벽면은 스케브러로 깎아 내거나 오염부위가 깊은 바닥면은 브레이커로

일정 깊이를 파쇄하면서 제염준위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수거한 폐기물중 철재는 25개 묶음으로 2개 묶음에서 α방출체가 검출되

었고 오염도는 487 Bq/㎡이었다. β방출체는 14개 묶음에서 최고 6,120 Bq/



- 173 -

㎡, 평균은 2,300 Bq/㎡이었다. 핵종분석결과로 2개 묶음은 비오염물로, 2개

묶음은 자체처분대상물로 분류되었다.

비닐류는 31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α방출체가 5개점에서 평균 648 Bq/

㎡이었고 β방출체는 14개에서 최고 9,460Bq/㎡이고 평균은 4,582 Bq/㎡이었

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3개에서 검출되었고 평균은 각각 17,330

cpm과 21.37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7개에서 시료를 취하여 분석하였으

며 6개는 평균 0.157 Bq/g으로 자체처분대상물이었으며 1개는 77.7 Bq/g으

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

비가연성은 41개 마대로 수거되었으며 마대에 포장된 상태임으로 표면오

염검사는 생략하였고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의 평균은 각각 957 cpm

과 1.13 μSv/hr이었다. 핵종분석결과 2개 그룹은 자체처분대상물이었으며 4

개 그룹은 방사성폐기물로 최고 방사능은 14.58 Bq/g이었다.

바닥제염과정에서 생긴 콘크리트 파쇄물은 208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표면오염검사는 생략하고 핵종분석 결과만으로 전량 자체처분대상물로 분류

되었으며 평균 방사능농도는 0.04 Bq/g이었다. 스케블러에서 수거한 분말은

74개의 마대가 수거되었고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각각 1,500 cpm

과 2.63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9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4개

그룹은 방사성폐기물로 최고 2.61 Bq/g이었으며 5개 그룹은 평균 0.246

Bq/g으로 자체처분대상물이었다.

(5) 지하피트 구조물 표면방사능

연구로 2호기 및 동위원소생산실 지하피트는 지난 2년에 걸쳐 설치물들

은 모두 철거되었고 표면오염도까지 검사하였으며 제염기준 치 이상인 곳은

글라인딩하여 표면오염준위를 2,000 Bq/㎡이하로 제염을 완료하였던 곳이다.

금년에는 표면부위의 비방사능을 측정하여 최종 제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였다.

원자로지하피트에서 비교적 오염준위가 높았던 8개 지점과 동위원소실

지하피트의 7개 지점을 선정하여 바닥면과 좌․우벽면에서 각각 분석용 시

료를 채취하였다. 벽면은 26개 시료분석에서 16개 지점이 N/D로 나타났으며

제염기준치인 0.2 Bq/g을 초과한 지점은 1개 지점으로 0.375 Bq/g이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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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블러로 표면을 깎아낸 2개 지점에서는 모두 N/D로 나타났다.

바닥면은 17개 지점에서 2개 지점만이 N/D이고 평균은 0.204 Bq/g이었

고 제염기준치 이상은 2개 지점에서 1.05 Bq/g 수준이었다. 1차 제염후는 4

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5 ～ 3㎝두께를 깎아낸 2차 제염 후에

12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1개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그 부위를 다시 2㎝

정도 깎아낸 3차 제염까지 실시하여 모든 지점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

였다. 동위원소실 지하피트 벽면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옥외저장조로 보내

는 SUS제 배관 8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배관은 지난해에 완전 절단 폐기

하였으나 벽면에 절단면이 노출된 상태이다. 이들 노출부위의 내부오염도는

β방출체가 최고 20,900 Bq/㎡이고 평균은 5,976 Bq/㎡이었다. 외부표면은 4

개의 배관에서 검출되었는데 최고 1.410 Bq/㎡이고 평균은 685.3 Bq/㎡이었

다. 각 배관에서 핵종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최고는 0.025

Bq/g이고 평균은 0.012 Bq/g으로 안전한 상태였으나 이들 배관은 내년에 보

링하여 완전히 제거하기로 하였다.

(6) 배기굴뚝 해체

2호기 원자로 관리구역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장치 계통에 연

결된 6개의 필터박스와 덕트 및 배기굴뚝 4개를 해체하였다. 오염도는 콘크

리트 핫셀에 연결되었던 필터박스에서 방사능이 최대로 검출되었으며 α방출

체가 최고 9,270 Bq/㎡이고 평균은 7,743 Bq/㎡이었다. β방출체는 최고

776,000 Bq/㎡이고 평균은 689,000 Bq/㎡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다른 5개

필터박스에서는 α방출체가 4개점에서 검출되었으나 최고 413Bq/㎡로 낮은

수준이었고 β방출체는 42개 지점에서 최고 29,400 Bq/㎡, 평균은 5,774.6 Bq/

㎡이었다. 필터박스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덕트는 크게 6개선이 있었으며

덕트도 역시 1개선에서 β방출체가 최고 77,200 Bq/㎡이고 평균은 59,150 Bq/

㎡이었다. 그 외 5개 덕트의 오염은 미미하였으며 8개점에서 β방출체만이 최

고 880 Bq/㎡, 평균은 501 Bq/㎡로 제염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4개 굴뚝은 16개 지점에서 β방출체가 최고 2,220 Bq/㎡, 평균은 1,002

Bq/㎡이었다. 굴뚝별로 보면 원자로실 전용 굴뚝은 β방출체가 최고 2,220

Bq/㎡, 평균은 1,381.5 Bq/㎡이고 동위원소실 전용 굴뚝은 β방출체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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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Bq/㎡이고 평균은 622.6 Bq/㎡이었다. 콘크리트 핫셀 내부 및 핫셀이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131호실)용 2개 굴뚝은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

다. 동위원소생산실용 굴뚝은 철거하여 다시 21개 부분으로 절단하여 오염검

사를 하였다. 제염전 초기오염상태는 β방출체만이 1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

며 최고는 3,840 Bq/㎡이고 평균은 1,011.8 Bq/㎡이었다. 1차 제염은 습식으

로 닦아냈으며 7개 지점에서 최고 869 Bq/㎡, 평균은 529.5 Bq/㎡이었다. 2

차 제염은 화공약품을 사용하였으며 1개 지점에서만 302 Bq/㎡로 나타났다.

제염된 부위를 솜으로 닦아낸 후 핵종 분석한 결과 Co-60과 Cs-137이 검출

되었으며 방사능은 1.324 Bq/each로 나타났다. 3차 제염은 스케일 제거제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오염도는 모든 지점에서 MDA이하였다. 폐기물분류를 위

해 핵종 분석시료를 취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어 현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7) 콘크리트 핫셀

① 설치물 철거

연구로 2호기 동위원소생산실(131호)에는 고준위 방사성물을 취급하기

위한 콘크리트 핫셀 2기(C-1, C-2)가 운영되어 왔다. 콘크리트 차폐체는 건

물구조상 내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함으로 오염을 제거

하여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핫셀 내부에는 중간벽이 있어 2개의 핫셀

로 분리되어 있고 천장은 두개가 관통된 상태로 연결 되어 있으며 내부에

설치한 크레인은 두 핫셀을 오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핫셀 내부

에는 시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공이 한 개씩 있고 또한 PVC Sump배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핫셀 출입구에는 중량물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바닥에 레일이 가설되어 있었다. C-2 핫셀에는 1 m 높이의 목재 받침대

가 있었고, C-1 핫셀은 같은 높이로 콘크리트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분

해 철거는 4개의 Manipulator, 2개의 납유리, 크레인 및 그 부속물과 목재

작업대가 대상이며 철 차폐문 해체는 내년에 철거하기로 하였다.

납유리는 제염지로 간단히 제염되었으며, 외부 Manipulator는 제염후 β

방출체가 최고 4,810 Bq/㎡, 평균은 1,431 Bq/㎡이었다. Manipulator의 핫셀

내부 부분은 고무제 자바라로 감싸여 있었기 때문에 집게 부위만 심하게 오

염되어 있었다. 고무자바라를 제거한 후의 오염도는 최고 β방출체가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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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 평균은 5,831.3 Bq/㎡이었다. 집게는 α방출체가 최고 1,900 Bq/㎡이고,

β방출체는 최고 1.24x105 Bq/㎡이었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각각

4,000 cpm과 1.1 μSv/hr이었다. Manipulator는 재사용을 위해 비닐로 완전

포장하여 대전 본소로 이관하였다.

철거된 분해물중 철재는 주로 크레인 부속물로서 호이스트 트로리, 모터,

파이프, 앵글 등 36개가 수거되었으며 87개를 검사한 결과 α방출체가 40개에

서 최고 176,000 Bq/㎡, 평균은 6,858.2 Bq/㎡로 높게 나타났으며 β방출체는

85%인 74개에서 검출되었고, 최고치를 보인 것은 호이스트 트로리로

1,030,00 Bq/㎡이며 평균은 10,121 Bq/㎡이었다. 고착성오염은 38개점에서 검

출되었으며 최고 100,000 cpm이고 평균은 16,000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

률도 18개점에서 검출되었고 최고는 26.1 μSv/hr, 평균은 5.8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15개 시료를 처리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이 11개로 최고 방사능

농도는 79.73 Bq/g이고 4개는 자체처분대상물이었다.

비가연성물류는 제염과정에서 2차로 발생한 분진, 비닐등 잡고체로 27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고착성오염의 최고는 5,000 cpm이고 평균은 1,850 cpm

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최고 3.8 μSv/hr이고 평균은 1.7 μSv/hr이었다. 8

개 시료의 핵종분석결과는 5개는 방사성폐기물이고 자체처분대상은 3개로

평균 0.119 Bq/g이었다. 콘크리트 파쇄물이 240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표

면오염제거 작업시 제염지로는 제거되지 않은 부위를 벽면은 3㎝ 깊이로, 바

닥면은 8㎝ 깊이까지 파쇄하여 오염부위를 제거할 때 생긴 것이다. 고착성오

염은 최고 500,000 cpm, 평균은 44,323 cpm이었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최고

85.3 μSv/hr이고 평균은 17.0 μSv/hr이었다. 8개 시료를 핵종 분석한 결과

방사성폐기물이 2개로 평균 0.655 Bq/g이었고 나머지는 자체처분대상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농도는 0.059 Bq/g이었다.

가연성 혼합물은 68개가 수거되었으며 제염지와 목재였다. 오염이 심한것

은 작업대로 44개 묶음 전량이 고준위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α방출체가 33개

묶음에서 최고 286,000 Bq/㎡, 평균은 4,805 Bq/㎡이었다. β방출체는 모든 묶

음에서 최고 350,000 Bq/㎡, 평균은 101,753 Bq/㎡이었다. 고착성오염도는 최

고 170,000 cpm, 평균은 4,572.2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최고 17.7 μ

Sv/hr이고 평균은 1.11 uSv/hr이었다. 목재의 핵종분석은 1개 시료만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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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457 Bq/g의 목재는 전량은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었다. 그 외로는

24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각각 최고

120,000 cpm과 107.2 μSv/hr이었다. 방사능 농도는 10개 시료로 처리하였으

며 방사성폐기물이 8개로 최고 176.2 Bq/g이었고 2개는 자체처분대상물로

평균 0.167 Bq/g이었다.

② 표면오염도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 본체 및 호이스트와 크레인 레일의

오염상태는 35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α방출체가 최고 10,200

Bq/㎡, 평균은 4,103 Bq/㎡이었다. β방출체는 최고 2,540,000 Bq/㎡, 평균은

974,117 Bq/㎡이었으므로 이들은 제염을 하지 않고 전량 방사성폐기물로 처

리되었다. 두 셀이 관통되어 있는 상부벽면과 천장은 α방출체가 27개 지점에

서 검출되었으며 최고는 1,570 Bq/㎡이고 평균은 626.9 Bq/㎡이었다. β방출

체는 검사한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는 334,000 Bq/㎡이고 평균은

76,061 Bq/㎡이었다.

C-1셀의 벽면은 40개 지점 중에서 90%인 36개 지점에서 α방출체가 최고

1,740 Bq/㎡, 평균은 774 Bq/㎡의 낮은 수준으로 고르게 오염되어 있었고 β

방출체는 최고 313,000 Bq/㎡, 평균은 126,868 Bq/㎡이었다. 바닥면은 α방출

체가 최고 327 Bq/㎡, 평균은 289 Bq/㎡이었고 β방출체는 최고 64,500 Bq/

㎡, 평균은 27,619 Bq/㎡로 벽면보다도 낮게 오염되어 있었다.

C-2셀 벽면은 80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96%인 77개 지점에서 α방출체가

최고 351,000 Bq/㎡, 평균은 7,347 Bq/㎡이고 β방출체는 최고 1,690,000 Bq/

㎡, 평균은 207,771 Bq/㎡이었다. 바닥면도 모든 지점에서 α방출체가 최고

294,000 Bq/㎡로 검출되었고 평균은 47,779 Bq/㎡이었다. β방출체는 해체작

업시작 이래 최고치인 16,500,000 Bq/㎡이고 평균치도 최대로 1,540,000 Bq/

㎡이었다. C-2셀은 C-1셀에 비해 벽면은 16배, 바닥면은 55배이상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1저장공의 β방출체는 최고 72,500 Bq/㎡이

고 C-2셀 저장공은 356,000 Bq/㎡이었다. C-2셀의 저장공에서는 α방출체도

최고 2,460,000 Bq/㎡로 고준위로 오염되어 있었고 C-2셀의 Sump배수구는

α방출체와 β방출체가 각각 51,800 Bq/㎡와 421,000 Bq/㎡로 높게 오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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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③ 제염작업

제염작업은 고준위 오염구역임을 감안하여 핫셀 출입구에 비닐커텐을 설

치하고 출입자는 셀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마스크, 장갑 및 작업화 등을

지급하였고 또한 작업복위에 후드가 달린 일회용 작업가운을 착용토록 하여

핫셀 외부로의 오염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작업시에는 이동형 공

기흡입장치를 가동하여 먼지 비산에 의한 공기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다.

제염작업은 스케일 제염제를 사용하였으며 제염제를 분무한 후에 제염지

로 닦어 내도록하였다. 바닥면은 1차 제염작업에서 완전히 MDA이하로 떨어

졌으며 제염후 C-1셀 벽면은 50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27개 지점에서 β방출

체만이 검출되었으며, 제염기준치 이상인 곳 2개 지점도 2차 제염에서 기준

치이하로 낮아졌다. C-2셀 벽면은 α방출체가 6개 지점, β방출체가 61개 지

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제염기준치 이상인 15개 지점만 2차 제염하여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천장과 상부벽면은 150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49개

지점에서 오염이 검출되었고 β방출체가 최고 8,890 Bq/㎡이고 평균은 936

Bq/㎡로 나타났다. 2차 제염은 4개 지점만을 페인트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염

하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가 되었다. C-2셀 저장공은 1차 제염후에도 α방

출체가 최고 9,800 Bq/㎡로 높게 나타났고, 2차 제염에서는 질산을 사용하였

으나 전혀 제염되지 않아 Sump배수구과 같이 모두 적출하여 완전 제거하였

다.

제염전 비방사능 검사는 49개 시료를 분석, 처리하였으며 1개 시료만 비

방사성물질이고 37개는 자체처분대상물로 평균 0.118 Bq/g이었고 방사성폐

기물은 11개로 최고 113.9 Bq/g이었다. 제염 중 또는 제염 후 검사는 26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18개는 자체처분대상이고 4개는 방사성폐기물로 최고

11.79 Bq/g이었다. 1, 2차 약품 제염 후에도 제염기준치인 0.2 Bq/g 이상인

곳은 그라인더로 갈아 내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C-2 저장공에 들

어있던 액체는 1.6 x 1010 Bq/m3으로 방사능이 매우 높은 물질이었으며 핵

종은 Co-60, Nb-95, Cs-137, Eu-154의 4개 핵종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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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 표면오염도

해체작업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과거 방사선관리구역으로 관리

하였던 동위원소생산실 등의 비밀봉방사성물질을 취급하였던 시설들의 지금

상태는 과거 설치하여 사용하였던 각종 실험대, 후드 등의 시설물은 이미 철

거하였고, 제염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이다. 한편 각 시설물에서 수거한 각종

폐기물들을 임시 저장하여 최근까지 분류․정리작업을 수행되었던 지역으로

폐기물 정리작업이 완료되어 시설의 방사선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오

염검사를 실시하였다.

① 동위원소생산실(132호)

제염전 검사는 4개 벽면, 천장 및 바닥면에서 각각 20개 지점을 취하여

총 132개 지점을 측정 조사하였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전혀 검

출되지 않았으며 α방출체가 11개 지점에서 최고 1,240 Bq/㎡이고 평균은

599.9 Bq/㎡이었다. β방출체는 72개 지점에서 최고는 56,400 Bq/㎡이고 평균

은 2,579.8 Bq/㎡이었다. 바닥면 20개 지점은 모든 점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은 6,118.8 Bq/㎡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염작업은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

인 곳을 중심으로 글라인더로 갈아 냈으며, 바닥면은 집진기로 떨어진 분진

을 흡입 제거하였다. 제염작업 후 바닥 1개 지점에서 β방출체가 292 Bq/㎡

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점은 MDA인 266 Bq/㎡이하로 나타났다.

② 동위원소생산실(134호)

이 실험실도 발생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두었던 곳으로 제염전 오염도

는 131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α방출체가 6개 지점에서 평균 364.5 Bq/㎡으로

나타났고 β방출체는 76개 지점에서 최고 4,620 Bq/㎡이고 평균은 1,124.9

Bq/㎡이었다 제염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위만 글라인딩하여 오염을 제거

하였다. 벽면은 1차 제염과정에서 모두 MDA이하가 되었으나 바닥면은 16개

지점에서 최고 1,790 Bq/㎡이고 평균은 723.4 Bq/㎡이었다. 2차 제염은 스케

블링하여 완전히 MDA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③ 동위원소생산실 복도(132/134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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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오염도 검사는 총 240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β방출체가 138개지

점에서 최고 26,000 Bq/㎡이고 평균은 894.8 Bq/㎡이었다. 최대치가 제염기

준치를 초과한 동쪽 및 서쪽 면과 바닥은 글라인딩하였으며 제염 후는 17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8개 지점에서 β방출체가 최고 920 Bq/㎡이고 평균은

489.5 Bq/㎡로 감소되었다.

④ 동위원소생산실 천장내부

2호기 동위원소생산실로 사용하였던 실험실 천장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121호부터 138호실까지 13개실의 천장내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

다. 검사지점의 설정 및 검사는 작업자가 천장내부로 들어가서 수행하였으며

덕트 등의 설치물이 있어 접근이 곤란한 곳은 실내에서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검사지점은 약 1m x 1m 간격으로, 큰 실험실은 35개 지

점, 적은 곳은 16 ～ 20개 지점과 납셀이 있던 133호, 135호, 137호의 3개실

은 천장의 일부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잔여분에서 76개 지점으로 총

253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검사시에는 남쪽 반출구의 18개 지점은 3개 시료

를 취하여 총 289점 검사하였다. 제염 전 초기 오염상태는 α방출체가 3개지

점에서 평균 270 Bq/㎡이었으며 β방출체는 98개 지점에서 최고 4,270 Bq/㎡,

평균은 1,078Bq/㎡이었다. 제염작업은 천장 내부에 쌓여있는 먼지를 진공청

소기로 흡입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오염정도가 타 실험실보다 높은

133호, 135호 및 137호는 1차와 2차까지 제염하여 제염준위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1차 제염 후 189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β방출체가 62개 지점에서

평균 729.9 Bq/㎡로 떨어졌으며, 2차 제염은 18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평균

은 1,218.1 Bq/㎡으로 1차 제염 후보다는 약간 상회하였다. 이들 평균치의 상

승은 오염도가 높은 지점만을 제염하고 검사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천

장 내부는 1, 2차 제염까지 포함하여 총 496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α방출체

가 4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나 수치는 미미하였고, β방출체는 61.9%인 179

개점에서 최고 4,270 Bq/㎡이고 평균은 952 Bq/㎡이었다. 제염 후의 표면오

염도는 모든 지점에서 제염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

선량률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각 실에서 1개씩 총 22개의 핵종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1개에서 방사성폐기물인 0.453B 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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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15개에서 평균 0.027 Bq/g이었으며, 6개는 비방사성물질로 분

석되었다. 동위원소생산시설내 천장은 모두 철거되어 전량 자체처분대상물로

처리되었다.

⑤ 동위원소생산실 천장 내부 덕트

동위원소생산실 및 복도의 천장 내부에는 난방용 덕트가 설치되어 있으

며 철재 덕트 외부면은 보온재와 보온재를 보호하기 위한 루핑과 천으로 감

싸여 있었다. 이들도 천장내부와 마찬가지로 상면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검사하기 전에 먼저 집진기로 상부면에 쌓여있는 먼지를 흡입제

거 하였다. 오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지점은 그림 2.3.3에 표시한 바

와 같이 1 m간격으로 총 204개 지점을 설정하고 각 지점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총검사수는 1,020개를 검사하였으며 α방출체 및 고착성

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β방출체만이 14개에서 최고

464 Bq/㎡이고 평균은 356 Bq/㎡으로 오염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

나 덕트의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핵종분석용 시료를 각 방에서 1개씩,

10개와 복도에서 4개의 시료를 취하여 분석한 결과 2개에서 제염준위 0.2

Bq/g을 초과하였으나 평균은 0.121 Bq/g이었다. 2개는 2차 제염을 실시하여

비방사성 준위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약하나 방사능이 약간 남아 있는 상

태이므로 덕트의 상면천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루핑면에서 9개의 시료를 채

취하여 분석하였으나 최고는 0.077 Bq/g이고 평균은 0.046 Bq/g이었으므로

제염작업은 종료되었다.

(9) 해체작업장 발생폐기물(132, 134호등)

제염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연구로 2호기 건물 132호와 134호실

에 일시 저장하여 두었던 것을 모두 분류 처리하였다. 철재류는 346개 마대

가 수거되었으며 검사 지점은 총 795개 지점을 측정 조사하였다. 오염도는 α

방출체가 46개 시료에서 최고 30,300 Bq/㎡이고 평균은 1,855.2 Bq/㎡이었다.

β방출체는 57.7%인 459개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는 1,170,000 Bq/㎡로 높게

검출 되었다. 평균은 8,436.6 Bq/㎡이었으며 최고오염도를 나타낸 것은 오염

제거에 사용하였던 화학제염기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착성오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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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마대에서 최고 90,000 cpm이고 평균은 3,942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

률은 최고 114.9 μSv/hr로 방사화된 그라파이트 블럭을 취급하였던 글러브박

스 분해물이었으며 평균은 14.2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총 39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비방사성물질이 7개, 자체처분대상이 30개 시료로 평균방사능

은 0.07 Bq/g이었다. 방사성폐기물은 2개 시료였으며 최고는 7.7 Bq/g이었다.

목재류는 107개의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주로 실험대 등의 분해물이었다.

검사는 196개를 측정한 결과 β방출체가 55개 지점에서 최고 1,730 Bq/㎡, 평

균은 491 Bq/㎡로 비교적 낮게 오염되어 있었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

률은 각각 최고 4,500 cpm과 2.7 μSv/hr, 평균은 2,600 cpm과 1.8 μSv/hr이

었다. 17개 시료의 핵종분석 결과는 자체처분대상이 12개로 평균 0.18 Bq/g

이었고 방사성폐기물은 5개로 최고치는 13.8 Bq/g이었다.

작업현장에서 오염확산방지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비닐류는

122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고착성오염이 22개 마대에서 최고 18,000 cpm,

평균은 2,637.2 cpm이었고 표면방사선량률은 14개 마대에서 최고 20.0 μ

Sv/hr, 평균은 3.93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41개 시료를 처리하였으며 자

체처분대상물이 22개로 평균은 0.122 Bq/g이었고 19개는 방사성폐기물로 분

류되었으며 최고치는 110.3 Bq/g이었다.

비가연성폐기물은 주로 분진 61개 마대, 혼합물 71개 마대, 고무류 14개,

콘크리트 분쇄물 34개 등 총 213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β방출체가 1개마대

에서 1,410 Bq/㎡가 검출되었고 고착성 오염은 76개 마대에서 최고 430,000

cpm이고 평균은 15,945 cpm로 집진기 분진에서 검출되었다. 표면방사선량률

의 최고치도 역시 같은 마대에서 측정되어 114.8 μSv/hr이고, 평균은 7.47 μ

Sv/hr이었다. 집진기는 오염제거를 위해 콘크리트 오염부위를 갈아내는 글라

인더나 스케블러 사용시 발생하는 가루를 수집한 것이므로 방사능은 당연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핵종분석은 41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비방사성물질이

4개, 자체처분대상물이 26개로 평균 0.104 Bq/g이고 방사성폐기물은 17개로

최고치는 354.8 Bq/g이었다. 동위원소생산실 135호의 싱크대 배수관을 철거

시 발생한 토양이 14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마대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

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시료의 핵종분석 결과가 0.915 Bq/g로 검

출되어 전량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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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운영 또는 동위원소생산실에서 주로 감마선 차폐용으로

사용하였던 납벽돌 990개와 납판 39장이 수거 처리되었다. α방출체는 8개 블

럭에서 최고 27,500 Bq/㎡, 평균은 5,165.2 Bq/㎡이었고 β방출체는 51.5%인

566개에서 최고 99,000 Bq/㎡, 평균은 7,726.5 Bq/㎡이었다. 고착성오염은

205개에서 500,000 cpm, 평균은 6,647 cpm이었고 표면방사선량률은 146개에

서 최고 83.7 μSv/hr이고 평균은 3.91 μSv/hr이었다. 납벽돌의 오염도가 높

은 것은 동위원소생산실 등에서 대량의 개봉선원 취급과정에서 오염된 것이

고 일부 납벽돌은 연구로 2호 열중성자공 내부에서 차폐체로 이용하였던 것

의 일부가 방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핵종분석 결과는 납벽돌 990개중에서 비

방사성물이 266개, 자체처분대상은 486개였으며 방사성 폐기물은 235개로 분

류 처리되었다. 납판 39장은 개봉선원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며 22장은 비방

사성물질이고 17장은 자체처분대상이었다.

다) 연구로 1호기

(1) 원자로실내 주변물품

제염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원자로실내 주변에 산재해 있

던 폐기물들을 수거 처리하였다. 과거 제염작업 등에서 활용하였던 비닐류가

72개 마대, 제염지가 22개 마대, 비가연성 및 빔포트 플러그 해체물이 17개

등 총 111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표면오염검사가 가능한 13개 시료중 β방

출체가 7개점에서 최고 2,360 Bq/㎡, 평균은 1,124 Bq/㎡이었다. 고착성오염

은 51개 마대에서 최고 150,000 cpm이고 평균은 13,835 cpm이었다. 최고치

를 보이는 것은 제염지 마대였으며 제염지 마대만의 평균오염도는 18,465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48개에서 최고 34.4 μSv/hr, 평균은 8.62 μ

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총 22개를 분석하였으며 1개 시료만 자체처분대상

이였으며 나머지 21개 시료는 모두 방사성폐기물로 최고 368.2 Bq/g이었다.

원자로실내의 작업종료에 맞추어 잔류 방사선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원

자로실내 2층 난간에서 17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α방출체는 1개 지점에서

327 Bq/㎡이었으며 β방출체는 17개 지점 모두 검출되어 최고는 7,080 Bq/㎡

이고 평균은 2,921 Bq/㎡이었다. 원자로실내 바닥 동측에 있는 공동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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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Door의 레일 면등에서 8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오염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로 1호기 지하기계실은 환기설비와 바닥 및 벽면 등 총 35개 지

점 검사하였으나 모두 MDA 또는 BKG이하로 방사성오염은 전혀 없음을 확

인하였다.

(2) 동위원소생산실

① 방사화학실험실(135호)

이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모든 화학실험시설 등은 지난해에 모두 분

해하여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존한 물품 등을 모두 수거 처리하였다. 수

거물은 잡고체가 104마대, 가연성이 65마대, 비가연성이 76마대와 비닐류가

33개마대로 총 287개 마대였으며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만 측정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고착성오염은 30개 마대에서 최고 50,000 cpm이고 평

균은 6,255.8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29개 마대에서 최고 37.5 μSv/hr,

평균은 5.18 μSv/hr이었다. 폐기물 분류를 위해 4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핵

종분석한 결과 6개 그룹은 비방사성물질로, 28개 그룹은 자체처분대상으로

평균은 0.082 Bq/g이었다. 14개 그룹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으며 최고

방사능농도는 11.79 Bq/g로 비닐계통에서 검출되었다.

② 세정실(137호)

이 실험실은 1호기 원자로 건물 내의 제염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일단 이방에 집하한 후 분류 및 제염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곳으

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거치 또는 방치되어 있던 해체물을 모두 수거

처리하였다. 수거물중 콘크리트가 35개 마대, 비가연성이 14개 마대로 총 49

개 마대가 수거되었다. 오염정도는 고착성 오염이 39개 마대로 최고 160,000

cpm이고 평균은 8,823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최고 94.7 μSv/hr, 평균

은 11.86 μSv/hr 이었다. 핵종분석은 10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5개는 자체

처분대상으로 평균농도는 0.083 Bq/g이었고 5개는 방사성폐기물로 최고

244.5 Bq/g로 비가연성 방사성폐기물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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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핫셀룸(136호)덕트 해체

이 실험실은 지난해에 납핫셀 4기와 철재 핫셀 1기를 분해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천장 쪽에 남아있던 철재 덕트를 철거하였다. 철재 덕트는 취급이

용이하게 10여장씩 묶어 31개 묶음으로 수거되었다. β방출체가 6개 묶음에서

최고 720 Bq/㎡, 평균은 466 Bq/㎡이었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다. 폐기물 분류를 위해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개

그룹만이 자체처분대상물이였고 3개 그룹은 비방사성물질로 분류되었다.

(3) 동위원소생산실 지하피트

① 발생폐기물

각종 배관물이 가설되어 있는 지하피트의 철거 제염작업에 들어갔다. 플

라스틱 배관류가 80개 수거되었으며 2개에서 고착성오염이 검출되었고 최고

는 13,500 cpm이고 평균은 6,475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1개에서 12.8

μSv/hr로 검출되었다. 핵종분석은 6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2개가 방사성폐

기물로 그 외는 자체처분대상물이었다. 비가연성 및 가연성으로 목재, 전선

류, 석면 및 잡철 등이 25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2개에서 고착성오염이 175

cpm내외로 검출되었다. 7개 시료의 핵종분석결과는 2개가 방사성 폐기물로

2.831 Bq/g이었으며 나머지는 자체처분대상으로 평균은 0.107 Bq/g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배출용 납 배관류가 6개, 주철관 10개 기타 콘크리트 파쇄물이

6개 마대 수거되었으며 표면오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6개 시료의 핵종

분석으로 모두 자체처분대상으로 판명되었다.

② 표면오염도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류 방사선/능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지하피

트를 오염이 예상되는 12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8개 지점은 바닥, 좌․

우벽면, 천장 및 배관 등 5개 지점씩 검사하였고 4개 지점은 핵종분석용 시

료만 채취하여 평가하였다. 표면오염도는 40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β방출체

만이 3개 지점에서 최고 506 Bq/㎡ 정도였고 비방사능은 12개 시료를 분석

하였으며 11개 지점에서 최고 0.149 Bq/g로 평균은 0.047 Bq/g이었고, 1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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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방사성폐기물 준위인 1.629 Bq/g로 오염제거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염작업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4) 환기설비 해체물

1호기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환기설비중 동위원소생산실과 연결되어

있던 덕트를 철거 제거하였다. 철거물은 87개가 수거되었으며 β방출체가 16

개에서 최고 1,200 Bq/㎡이고 평균은 512.8 Bq/㎡이었다. 핵종분석은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전량 비방성물로 평가되었다.

라) 원자로 부대시설

(1) 액체폐기물 처리실

① 표면오염도

액체폐기물 처리시설에는 막분리처리, 이온교환수지장치와 그들의 부속물

등과 액체폐기물을 수집 저장하기 위해 지상에 철재탱크(10㎥) 4개와 SUS재

탱크(2㎥) 1개는 무개지하 콘크리트 구조물(1.5m x 2.6m x 2.3mD)에 설치되

어 있었다. 지상탱크 내측면은 2개는 방사선차폐를 위해 3 mm두께의 납판

을, 2개는 철판 부식방지를 위해 FRP를 붙여놓은 상태였다. 막분리처리장치

본체는 지난해에 대전 본소로 이관하였고 그 부속물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설물 표면오염도는 지상 바닥면은 β방출체가 최고 64,500 Bq/㎡, 평균

은 4,868.8 Bq/㎡로 검출되었고 벽면은 β방출체가 최고 3,700Bq/㎡, 평균은

729.5 Bq/㎡이었다. 철재탱크 4개의 표면은 19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점에서 β방출체가 검출되었으며 최고는 75,900 Bq/㎡이고 평균은 12,379 Bq/

㎡이었다. 2개 지점에서는 α방출체도 439 Bq/㎡정도로 검출되었다. 지하

SUS탱크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은 22개 지점을 검사하여 β방출체가 최고

154,000 Bq/㎡이었고 평균은 36,117 Bq/㎡으로 모든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

다. α방출체도 4개 지점에서 평균 340.7 Bq/㎡로 검출되었다.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측정하지 않았다.

② 시설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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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재 탱크는 46개 절편으로 분해되었으며 오염이 심한 내측면을 검사

대상 지점으로 하였으며 α방출체는 39개 지점에서 최고 7,030 Bq/㎡, 평균은

2,306 Bq/㎡이었고 β방출체는 모든 검사 지점에서 최고 89,700 Bq/㎡이었으

며 평균은 26,741 Bq/㎡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고착성오염은 모든 면에서 최

고 230,000 cpm, 평균은 2,686 cpm이였고 표면방사선량률도 최고 47.8 μ

Sv/hr이었다. 2개의 핵종분석결과는 3.505 Bq/g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전량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었다.

철재탱크는 β방출체가 최고 3,970 Bq/㎡, 평균은 1,691 Bq/㎡이었고 고착

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은 각각 평균 320 cpm과 1.0 μSv/hr로 측정되었다.

4개 시료를 핵종분석하여 전량 방사성폐기물(최고 28.06 Bq/g)로 분류되었

다. 탱크내면에 라이닝되어 있던 납판과 FRP는 β방출체가 최고 60,600 Bq/

㎡, 평균은 14,556 Bq/㎡이었다. 2개 시료의 핵종분석결과는 모두 방사성폐기

물로 분류되었다. 시설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철재파이프, 받침대, 난간 및 잡

고체가 84개 수거되었으며 이들은 α방출체는 최고는 12,000 Bq/㎡이었고 β

방출체는 9,000 Bq/㎡, 평균은 2,074 Bq/㎡로 나타났다. 고착성오염은 16개에

서 평균 219 cpm정도였다. 10개 시료의 핵종분석으로 4개는 방사성폐기물로

6개는 자체처분대상물로 평균 농도는 0.097 Bq/g이었다.

(2) 고체폐기물 저장실

원자로 1, 2호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고체 및 액체폐기물을 수거, 저장

한 후 일정량 이상이 되면 대전 본소로 이송하기 위한 일시 저장고로 사용

하였던 고체폐기물 저장실은 이제 용도가 종료됨에 따라 저장물처리 및 제

염작업에 들어갔다.

수거한 폐기물중 철재류는 13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모든 검사 항목에

서 MDA이하 및 BKG이하였고 2개의 핵종분석은 최고 0.156 Bq/g이었고 평

균은 0.93 Bq/g이였기 때문에 모두 자체처분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목재류는

8개였으며 마대 포장임을 감안하여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률만을 측정

하였고 고착성오염만이 4개에서 최고 300 cpm, 평균은 113 cpm이었고 5개

의 핵종분석 결과는 방사성폐기물이 2건이고 3건은 자체처분대상이였다.

비닐류는 73개 마대였으며 고착성오염이 7개에서 최고 12,000 cpm이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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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00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6개에서 최고 11.9 μSv/hr, 평균은

2.71 μSv/hr이었다. 핵종분석은 20개를 분석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이 6개로

최고 69.56 Bq/g이었고 12개는 자체처분대상으로 평균 0.071 Bq/g이었다. 2

개는 비방성물질로 분류되었다. 콘크리트는 17개 마대로 1개에서 고착성오염

이 300 cpm으로 측정되었고 2개의 핵종분석 결과는 자체처분대상이었다. 저

장물은 동측구역은 제외하고 모두 반출시킨 후에 표면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착성오염을 검사한 결과 5개 지점에서 오염이 검출되었으며 최대 오

염은 중앙 저장고 북측벽면에서 5,000 cpm으로 높게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염작업은 내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세탁폐수저장탱크

방사선관리구역내에서 착용한 작업복은 개봉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게

됨으로 작업복의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들 작업복은 세탁 전에

먼저 오염검사를 휴대용측정기로 검사한 후 비오염이 확인되면 방사선관리

구역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게 되며, 세탁폐수는

곧바로 일반 폐수로 버리지 않고 일단 저장탱크에 모아 두었다가 방류할 때

방사능을 측정하여 전혀 이상이 없을 때에만 일반 환경으로 방출하도록 되

어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폐수화하지 않고 전량 막분리처리

장치에서 일단 제염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자연증발실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저장탱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벽면 및 누적된 침전

물 등에는 일부 방사능이 남아 있었다. 이들 SUS재 2개의 탱크는 용도가 끝

남에 따라 세절 분해하기로 하였다.

탱크는 148개로 절편으로 세분화 되었고 크기가 큰 절편은 2개씩 적은

것은 1개씩 총 241개를 검사하였다. 1개에서 α방출체가 267 Bq/㎡이었고 β

방출체는 120개에서 최고 7,960 Bq/㎡, 평균은 5,914 Bq/㎡이었다. 이들은 제

염작업 없이 오염준위에 따라 분류하였고 9개의 핵종분석 결과는 2개는 비

방사성물질로, 7개는 자체처분대상으로 평균 0.038 Bq/g이었다. 세절과정에

서 생긴 기타 폐기물이 7개 마대가 수거되었으며 표면오염검사는 생략하고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만 검사하였으며 모두 BKG로 나타났다. 핵종분

석은 4개 분석하였으며 2개가 최고 3,924 Bq/g로 방사성폐기물이었고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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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대상으로 분류되었다.

(4) 자연증발시설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하였던 시설의 용도가 끝남에 따라 해체 및 폐

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증발천 및 슬러지 등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5

개 시료에서 고착성오염과 표면방사선량이 검출되었으며 고착성오염은 최고

7,500 cpm이고 평균은 2,450 cpm이었다. 2개 시료의 핵종분석은 최고 38.16

Bq/g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 증발실 내부의 표면오염도는 바닥통로

를 11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5개 지점에서 α방출체가 최고 439Bq/㎡, 평균은

326.6 Bq/㎡이었으며 β방출체는 최고 34,800 Bq/㎡, 평균은 17,888 Bq/㎡이

었다. 증발실 내부 유리면은 β방출체가 최고 5,050 Bq/㎡, 평균은 1,599 Bq/

㎡이었다. 후드 및 트레이는 α방출체가 6개 지점에서 최고 608 Bq/㎡, 평균

은 486.1 Bq/㎡이고 β방출체는 최고 62,200 Bq/㎡이고 평균은 19,229.3 Bq/

㎡이었다. 제염처리작업은 내년에 하기로 하였다.

(5) 액체폐기물 희석방류탱크

방사성폐액을 하수구로 방출할 때 배수관리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

류처리하기 위해 과거 희석방류조로 FRP탱크 4기를 설치되어 있다. 용도가

끝남에 따라 제염처리하기 위해서 탱크 내면의 표면오염도를 검사하였다. 제

염 전에 각 탱크마다 5개 지점씩 검사하였으며 β방출체가 최고 32,100 Bq/

㎡, 평균은 10,800 Bq/㎡이었다. 전혀 사용기록이 없는 탱크 4기에서는 모두

MDA이하로 나타났다. 오염이 확인된 3개의 탱크는 차후 재사용을 위해 제

염작업에 들어갔으며 1차 제염은 습식으로 물을 뿌린 후에 수세미 등으로

문지르면서 제염지로 닦아냈다. 제염 후는 검사지점을 확대하여 탱크별로 10

점씩 30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β방출체가 21개 지점에서 최고 4,810 Bq/㎡

이었고 평균은 1,458.6 Bq/㎡로 떨어졌다. 2차 제염은 제염제를 살포하여 제

염지로 닦아냈으며 35개 지점을 검사한 결가 19개 지점에서 최고 3,620 Bq/

㎡이고 평균은 1,440 Bq/㎡으로 2차 제염 효과는 미미하였다. 3, 4차 제염은

쇠블러쉬와 그라인더를 사용한 결과 1, 3번 탱크는 완전히 제염되었고 탱크

4번은 4차 제염까지 하여 제염기준치 이하로 감소시켰다. 차후 사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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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태에 있다.

(6) 필터류(Hepa 및 Prefilter)

과거 환기설비계통에서 사용한 후 수거하여 보관중에 있던 것과 분해 해

체 과정에서 수거한 Hepa Filter 137개와 Prefilter 633개를 각각 구성재질별

로 분리하였고 필터재는 압축하여 부피를 최소화 하였다. Hepa Filter는 142

개 묶음으로 수거하였으며 β방출체가 13개에서 최고 2,410 Bq/㎡, 평균은

1,088 Bq/㎡이었고 고착성오염은 83개에서 최고 100,000 cpm이고 평균은

2,458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최고 46.1 μSv/hr, 평균은 6.36 μSv/hr이

었다.

Prefilter는 표면오염검사가 불가능하여 생략하였고 고착성오염이 42개에

서 최고 80,000 cpm, 평균은 6,587.1 cpm이었다. 표면방사선량률은 33개에서

최고 46.1 μSv/hr, 평균은 6.36 μSv/hr이었다. 이들 필터류의 비방사능 측정

은 47개를 분석하였고 16개 시료는 자체처분대상이고 평균은 Hepa Filter는

0.073 Bq/g이고 Prefilter는 0.143 Bq/g이었다. 나머지 31개 시료는 모두 방사

성폐기물로 분류되었으며 최고치는 512.1 Bq/g로 분석되어 전량 200ℓ드럼

용기에 수납하였다.

마) 기타 방사선/능 측정

방사선작업자에게 지급한 방진마스크는 콘크리트 파쇄과정에서 생긴 비

산된 분진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용품이다. 각 개인에게 방진마스크를 2개

씩 지급하고 총 22개를 주기적으로 마스크의 오염상태를 검사하였다. 먼저

고착성오염을 검사한 후에 유리성오염은 스메어 방법으로 마스크 내외면을

검사하였다. 검사주기는 1주일 간격으로 하여 작업자에게 지급한 마스크 전

량을 52회에 걸쳐 검사하였으나 오염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염 해체작업의 수행중에 방사성오염물의 시설 외부로의 유출을 감시하

기 위해 연구로 건물 주위 43개 지점을 선정하여 지표면과 1 m높이에서의

방사선량률의 변화을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방사선량률 준위는 지표

면에서 연평균 0.19 - 0.23 μSv/h이고, 지상 1 m 높이에서는 0.20 ～ 0.26 μ

Sv/h이었다. BKG보다 높은 지점은 자연증발시설 앞 지점이었으며 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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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μSv/h이었다.

연구로 2호기 원자로부지 주변 즉 방사성오염이 예상되는 배수로를 중심

으로 한 5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토양의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방사능

농도는 최고치가 0.108 Bq/g으로 Co-60과 Cs-137이 검출되었다.

바) 방사선관리구역내 물품반출입 감시

제염해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출

품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방사선/능 검사

를 철처히 수행하여 총 65회 반출을 허가하였다. 반출규정에 따라 비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로 구분 반출되었고 자체처분대

상물은 대전 본소로 이관하기 위해 운송용 20m3 콘테이너에 비방사성물질은

재질별로 구별하고 있는 일반창고에 수납하도록 하였다. 표 2.3.10에 반출물

내용과 반출장소를 표시하였다. 반출물중 단 1 건만이 보수를 위해 소외로

반출되었다. 금년도에는 반입물품은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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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

1) 개 요

방사선관리의 목적은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변시설 및 일반 환경의 방사선 안전성과 해체대상시설의 방사

선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설의 해체시 발생하는 해체물에 대한 방사선/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감마핵종분석기와 알파스펙트로메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배기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중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연속적으

로 감시하기 위하여 배기중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 운영중이다.

변환시설의 해체대상시설은 시설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기자재류 및

Lagoon으로서 시설내에서는 오염된 바닥 및 벽면, 각종 배수 및 실험장치,

지하 Pit(오염된 콘크리트, 오염된 물질, 각종 배관)와 옥외설비로는 Lagoon,

액체폐기물 저장 탱크 등이며, 그 종류는 탱크류 47조, 기기류 33조, 펌프류

50조, 각종 밸브 및 파이프류와 2조의 Lagoon 및 약 340 m3의 슬러지 폐

기물 등이다.

금년도의 방사선관리는 변환시설의 해체후 발생한 해체물중 비교적 제염

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재류에 대하여 초음파화학제염설비를 이용

한 제염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내부피폭관리와 라군2 질산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위하여 시설 외부로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방사성오

염이 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제염 후 발생한 해체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자체처분대상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며, 라군2 내부의 질산염은 금년에 처리를 완료하여 101드럼이

발생하였으며, 총 누적 발생량은 141드럼으로 별도의 폐기물저장고에 저장하

고 있다.

2) 시설내의 방사선관리



- 193 -

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피폭관리

변환시설의 해체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은 가능한 법정한도 이하로 충분히 낮게 관리하고 출입 및 피폭관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구역을 출입 할 때에 그림 2.3.4에서

와 같이 출입하도록 출입관리 설비를 구성하였다. 또한 출입통제 구역에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출입하는 출입자의 출입현황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출입 및 피록관리 시스템(ADR)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방사선관리구역내의 작업을 위한 방사선작업허가는 일상 및 작업별방사

선작업허가서로 구분하였으며 작업내용이 시설의 관리점검 및 방사선관리

업무 등의 피폭의 우려가 적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 시에는 일상

방사선작업허가서(ERWP)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수행

중 방사선/능 준위 및 방사선작업조건 등의 변화에 유의하여야할 방사선작업

수행 시는 작업별 방사선작업허가서(RRWP)를 작업공정단위별로 발급하였

다. 특수 방사선작업허가서의 발급은 해당사항이 없어 발급되지 않았다.

방사선작업허가서 제출시 자동피폭이력 판독기의 작동에 필요한 작업번

호를 부여하고 출입시마다 출입구에 비치되어있는 개인피폭선량계(AID)로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였다. 금년도에는 표 2.3.11와 같이 일상작업

허가서가 14건, 작업별 작업허가서가 26건이 발급되었다. 작업기간 동안에

AID에 의한 전체작업자 10명에 대한 연간집단선량은 0.653 man-mSv, 최대

피폭자는 0.168 mSv로서 표 2.3.12에 나타내었다.

2) 방사선관리시설의 방사선/능 측정관리

변환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시설

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누출되고 있지 않

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내의 외부방사선량률, 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측정 감시하였다.

(1) 외부방사선량률

외부방사선량률 측정은 작업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나 외부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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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선정하여 그림 2.3.5, 그림 2.3.6, 그림 2.3.7

에서와 같이 일일 7개 지점, 주간은 현장 19개 지점, 그리고 라군시설입구 1

곳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감마선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는 Gamma Survey Meter

(FH40F2, Eberline)를 사용하였다. 측정결과는 표 2.3.13에 표시하였으며, 감

마선에 의한 월평균 외부방사선량률 준위는 0.3 μSv/h정도로 비교적 자연방

사선량률준위에 근접해 있으나, AUC 시설의 5202호에 현재 변환시설내 현

장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우라늄분말 잔여물이 보관되어 있어 주변의 외부

선량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2) 표면오염도

표면오염도 측정은 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하며 방사성오염이 방사선관리

구역 외부로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측정주기는 작

업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나 표면오염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선정하여 그림 2.3.5, 그림 2.3.6, 그림 2.3.7에서와 같이 일일 7개 지점, 주간

은 현장 19개 지점, 그리고 라군시설입구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였다. 측정방법은 문지름 방법에 의한 간접법으로 시료

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를 α/β 저준위계수기(S5XLB, Canberra)를 사용하

여 α방출체와 β방출체에 대한 유리성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였다.

해체시설 내부의 표면오염도 측정한 결과는 표 2.3.14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시설특성상 β방출체에 의한 오염보다는 α방출체에 의한 오염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3) 공기오염도

변환시설의 공기중 오염의 발생원은 해체물의 이동과 제염작업으로 인한

표면오염물질의 비산이다. 이러한 공기중의 입자성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공기시료의 채취지점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작업장의 공기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후 22시간 경과후 α/β 저준위계수기(S5XLB)를 이용

하여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표 2.3.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α방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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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연평균 1.17 ～ 1.81 Bq/m3 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작업장 표면의

오염된 방사성물질이 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작업 중 호

흡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시에는 반면마스크를 착용

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각 작업장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방사능농도를 연속감시하기 위한

장비(iCAM, Harwell)를 설치하여 일반 환경으로 배출되는 공기중의 방사능

농도를 실내 환기장치가 가동하는 시간동안 연속 감시하였다. 측정결과 배

기중 배출관리기준치를 상회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제염해체작업 방사선관리

금년에는 시설의 해체작업 완료 후 해체물에 대한 제염작업과 라군질산

염처리설비를 이용한 라군질산염처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제염 작업

시 오염원의 비산방지와 라군질산염 이동시 시설외부의 오염방지에 우선하

여 작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금년에 격실의 시설해체는 없었으나. 5105호(보수실)의 정리작업과정에서

해체물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해체물을 종류와 오염도의 측정결과는 표

2.3.16에 나타내었다.

라. 핵종분석

금년도에 분석한 시료의 종류 및 측정결과를 표 2.3.17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총 581개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주로 제염 후 해체물에 대

한 철재시료며, 제염이 불가한 폐기물처리 대상시료가 포함되었고, 시료의

방사능 농도는 종류에 따라 0.48 ～ 7610 Bq/g 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이

루고 있다.

마 . 관리구역내 물품 반출입감시

변환시설의 제염 해체 중 관리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출품은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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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수리를 위한 반출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고로 이동하기 위한 반출이

있었으며, 작업자용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소내 세탁실로의 반출과, 시설

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을 라군으로 이송하기 위한 반출로 관리구역에서의

반출현황을 표 2.3.18에 나타내었다. 반입품의 경우 대부분 제염 및 라군질산

염처리설비 운전에 필요한 물품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드럼으로 표

2.3.19에 나타내었다.

방사성폐기물의 반출은 라군질산염 처리 후 폐기물로 금년도에 5회에 걸

쳐 101드럼이 생성 및 반출되었으며, 총 141드럼이 발생하여 현재 임시저장

고에 자장중에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현황을 표 2.3.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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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참여인원
연작업시간
(시간)

집단피폭선량(man-mSv)

예상피폭선량 실제피폭선량

20071E2701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관리 1. 2. - 3. 31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10 43.3 - 0.04

20071E2702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 두산중공업 9 1881 - 0.07

20071E2703 방사선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실 5 519 - 0.13

20071E2704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관리 4. 1. - 6. 30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10 12.5 - 0.05

20071E2705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 두산중공업 9 1799 - 0.32

20071E2706 방사선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실 5 440 - 0.01

20071E2707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관리 7. 1. - 9. 30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10 21.2 - 0.05

20071E2708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 두산중공업 10 1101 - 0.15

20071E2709 방사선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실 5 291 - 0.02

20071E2710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관리 10. 1.- 12. 31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10 9.05 - 0

20071E2711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 두산중공업 9 1068 - 0

20071E2712 방사선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실 5 292 - 0

20071E0073,76 MW 지하Pit 배관,덕트 해체및 제염 1.2 - 3.2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4 381 0.52 0.01

20071E0074  RSR 절단 물품 분류 및 Cask         정리작업 1.2 - 2.2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7 359.2 7.20 1.33

20071E0078,79 MW 환기시설 해체 작업 6.18 - 8.19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4 223.5 0.35 0

20071E0082,83 MW RIP 출입통로,천장 해체 작업 10.8 - 10.16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6 168.3 0.49 0

20071E0080,81,
84,85

MW 콘크리트 핫셀 해체 및 제염
작업 08.29 -12.10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5 910 3.45 0

20071E0086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해체 작업 12.11-12.31 제염해체기술개발센터 6 246.6 0.15 0.01

표 2.3.1.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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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20071E0073,76 20071E0074 20071E0078,79 20071E0080,81,84,85 20071E0082,83 20071E0086

작업내용
MW 지하Pit 배관,덕트

해체 및 제염 작업

RSR 절단 물품 분류

및 Cask 정리 작업
MW 환기시설 해체작업

MW 콘크리트 핫셀 해체

및 제염 작업

MW RIP 출입통로,천장

해체

액체폐기물 저장시설

해체 작업

작업기간 07.1.2 - 07.3.2 07.1.2 - 07.2.2 07.6.18 - 07.8.19 07.8.29 - 07.12.10 07.10.8 - 07.10.16 07.12.11 - 07.12.31

성 명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출입횟수

작업시간

(시간)

피폭선량

(mSv)

구 정 민 5 4.3 0.01 34 27.2 0.15 - - - 12 18.6 0 - - - - - -

박 헌 오 - - - 46 123.7 0.11 22 52.5 0 88 304.9 0 - - - 6 16.7 0

이 진 종 - - - 8 21.5 0.18 - - - - - 0 - - - 19 58.1 0

안 진용 - - - 49 129.1 0.42 16 29.2 0 76 262.5 0 - - - 7 21.3 0

이 진 용 73 248.2 0 14 28.2 0.15 19 68.5 0 53 182.2 0 - - - 23 75.7 0

김 강 석 3 4.2 0 7 16.4 0.12 29 73.3 0 42 141.7 0 - - - 23 74.8 0.01

박 귀 철 - - - 10 13.1 0.20 - - - - - - - - - - - -

김 도 진 75 128.6 0 - - - - - - - - - - - - - - -

경흥건설(6명) - - - - - - - - - - - - 64 168.3 0 - - -

표 2.3.2. 연구로 1 ,2호기 작업별 작업 출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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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연구로 2호
원자로실

최 대 15.8 13.9 14.2 56.7 55.6 56.9 42.3 39.2 40.0 40.3 41.4 41.2

평 균 3.52 3.27 3.14 8.23 8.13 8.30 8.69 7.50 7.79 7.33 7.44 7.39 6.73

연구로 1호
원자로실

최 대 41.3 17.8 64.0 55.0 53.0 50.0 51.0 51.0 8.20 2.30 2.45 2.23

평 균 7.24 3.22 16.7 15.9 9.10 7.50 7.60 7.70 2.00 0.90 0.92 0.91 6.64

연구로 2호동
동위원소생산실

최 대 31.2 8.8 9.3 12.0 46.0 46.0 1.53 1.70 2.83 2.70 1.49 1.05

평 균 2.20 1.37 1.37 1.38 3.32 3.85 0.44 0.30 0.42 0.39 0.29 0.27 1.30

연구로 1호동
동위원소생산실

최 대 0.51 0.77 0.50 0.27 0.25 0.24 0.24 0.23 0.58 1.60 0.63 3.36

평 균 0.28 0.36 0.35 0.23 0.24 0.22 0.22 0.22 0.28 0.35 0.28 0.44 0.28

방사성액체
폐기물처리시설

최 대 0.53 0.58 0.60 0.55 0.67 0.57 0.50 0.50 0.54 0.50 0.38 0.42

평 균 0.33 0.30 0.30 0.28 0.45 0.41 0.35 0.38 0.35 0.31 0.27 0.28 0.33

방사성고체
폐기물저장시설

최 대 5.64 7.10 31.1 0.24 0.98 0.80 2.40 3.22 0.51 0.52 0.58 0.53

평 균 2.72 2.81 6.07 0.22 0.50 0.44 0.79 1.04 0.30 0.30 0.36 0.29 1.32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최 대 1.05 0.88 0.78 0.55 0.95 0.96 0.99 0.22 0.22 0.21 0.20 0.20

평 균 0.37 0.30 0.31 0.28 0.30 0.32 0.39 0.20 0.20 0.20 0.18 0.18 0.26

폐기물 저장고
(12개)

최 대 0.26 0.22 0.22 0.22 0.22 0.22 0.22 0.55 0.57 0.53 0.55 0.53

평 균 0.18 0.17 0.17 0.17 0.19 0.17 0.18 0.21 0.21 0.20 0.22 0.20 0.18

MW/RIP
출입로구역

최 대 0.55 0.56 0.45 0.38 0.29 0.46 0.43 0.45 0.38 0.28 0.26 0.26

평 균 0.24 0.24 0.23 0.22 0.22 0.22 0.22 0.22 0.21 0.20 0.20 0.20 0.22

kW/RIP
출입로구역

최 대 1.14 0.38 0.36 0.23 0.34 0.33 0.24 0.23 0.32 0.37 0.36 0.32

평 균 0.29 0.27 0.23 0.21 0.21 0.21 0.21 0.22 0.23 0.26 0.26 0.23 0.23

표 2.3.3.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외부방사선량률

단위 :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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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방사능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 균

연구로 2호

원자로실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533 782 640 1,010 1,440 1,440 617 761 779 689 797 473

평균 <213 <213 <213 289.2 360.5 341.0 <228 302.8 480.0 <228 286.9 <228 343.5

연구로 1호

원자로실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214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365 3,30 3,170 1,830 3,810 2,220 2,870 1,820 11,050 2,020 4,650 1,030

평균 <213 1,018.9 870.6 731.5 758.0 1,088.0 1,231.0 608.1 1,967 1,168 1,243 341 1,002.1

연구로 2호

동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1,820 1,080 559 267 <193 494 289 251 514 251 402 251

평균 313.4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21,900 31,100 30,500 21,500 5,420 9,090 6,500 6,560 2,060 9,330 3,300 1,250

평균 1,133.4 1,422 3,435 3,827 999.3 1,048.2 722.6 781.4 753.0 799.2 503.5 475 1,324.8

연구로 1호

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193 203 203 <193 <193 <193 <189 <189 <189 1,080 1,340 214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705 1,800 4,673 328 288 337 527 491 1,010 15,900 23,900 1,550

평균 <213 581.7 1,094.6 <213 <213 <228 <228 <228 <228 2,377 3,046 508.7 1,521.4

방사성 액체

폐기물 처리시설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596 <213 <213 <213 996 <228 1,480 1,230 779 401 491 2,560

평균 <213 <213 <213 <213 452 <228 622 508 439.6 252 346 722.8 477.5

방사성고체

폐기물 저장시설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889 943 479 658 408 779 491 347 <228 257 < 228 <228

평균 248.7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1,260 479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평균 257.1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폐기물 저장고

(12개)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213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평균 <213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MW/RIP

출입통로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213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평균 <213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kW/RIP

출입통로

α
최대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평균 <193 <193 <193 <193 <193 <1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β
최대 <213 230 782 426 <228 <228 239 <228 <228 <228 <228 <228

평균 <213 <213 <213 <213 <213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표 2.3.4.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표면오염도

단위 : Bq/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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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 방사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원자로실

α
최대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1 0.036 <0.021 <0.021 0.028 <0.021

평균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1 0.036 <0.021 <0.021 0.028 <0.021 <0.021

β
최대 0.055 <0.029 0.105 0.055 <0.029 0.050 <0.037 0.050 0.062 <0.037 0.053 <0.037

평균 0.055 <0.029 0.105 0.055 <0.029 0.050 <0.037 0.050 0.062 <0.037 0.053 <0.037 0.061

연구로 1호

원자로실

α
최대 0.023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7 <0.021 0.050 0.024 <0.021

평균 0.023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7 <0.021 0.050 0.024 <0.021 <0.021

β
최대 0.139 <0.029 0.061 0.053 0.111 0.056 <0.037 <0.037 0.101 0.089 0.069 <0.037

평균 0.083 <0.029 0.061 0.053 0.111 0.056 <0.037 <0.037 0.101 0.089 0.069 <0.037 0.077

연구로 2호

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0.051 0.031 0.073 <0.020 <0.020 <0.020 0.033 0.032 <0.020 <0.020 0.026 0.028

평균 0.035 0.027 0.049 <0.020 <0.020 <0.020 0.033 <0.020 <0.020 <0.020 <0.020 0.028 <0.020

β
최대 0.066 0.089 0.127 0.046 0.084 0.062 0.085 0.119 0.094 0.084 0.091 0.097

평균 0.052 0.070 0.063 0.037 0.048 0.062 0.064 0.090 0.072 0.067 0.070 0.080 0.064

연구로 1호

동위원소

생산실

α
최대 0.044 <0.021 0.022 <0.021 0.031 <0.021 <0.021 <0.027 <0.027 <0.027 <0.027 0.072

평균 0.044 <0.021 0.214 <0.021 0.031 <0.021 <0.021 <0.027 <0.027 <0.027 <0.027 0.072 0.090

β
최대 0.164 0.086 0.192 0.052 0.065 0.048 0.074 <0.037 <0.037 <0.037 0.076 0.164

평균 0.164 0.066 0.104 0.048 0.044 0.039 0.069 <0.037 <0.037 <0.037 0.076 0.164 0.086

자연증발조

α
최대 - - 0.026 <0.021 <0.021 <0.021 <0.021 <0.021 - <0.021 0.065 -

평균 - - 0.026 <0.021 <0.021 <0.021 <0.021 <0.021 - <0.021 0.065 - 0.45

β
최대 - - 0.097 0.056 0.175 <0.029 0.068 0.088 - 0.093 0.111 -

평균 - - 0.097 0.056 0.104 <0.029 0.060 0.088 - 0.093 0.111 - 0.87

표 2.3.5.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관리구역내 공기오염도

단 위 : Bq/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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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 균

α 2,310 3,610 822 4,590 2,790 3,580 1,680 315 563 10,700 1,030 744 2,727.8

β 240,000 22,000 63,100 282,000 525,000 492,000 495,000 548,000 177,000 10,200 175,000 154,000
265,275

ϒ 90,262 79,721 71,010 64,473 73,380 66,980 67,926 120,389 22,672 3,543 2,331 1,663
55,363

표 2.3.6.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수조수중 방사능농도

단 위 : Bq/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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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 명 측정
갯수

유리성오염 고착성
오염

표면
선량률α β

1 2호기홀 중간덕트, 철재류 139 1 61 0 0

2 “ 목재류 66 0 6 0 0

3 “ 유리섬유 55 - - 0 0

4 2호기 기계실, 환기설비 외부 18 0 13 0 0

5 “ 내부 16 3 16 0 0

6 “ 내부 제염후 53 0 9 - -

7 “ 환기설비 해체물, 철재외 1,350 27 800 89 27

8 폐기물처리시 발생폐기물, 철재류 811 50 475 33 11

9 “ 목재류 196 0 5 4 4

10 “ 비닐류 122 0 0 22 14

11 “ 비가연성 227 0 1 76 69

12
“ 납브럭,

판류
1,097 8 566 205 146

13 2호기, 지히피트 폐기물, 철재류 25 2 14 0 0

14 “ “ 비닐류 31 5 14 3 3

15 “ “ 비가연성 41 - - 10 10

16 “ “ 분말류 74 - - 6 6

17 “ “ 콘크리트류 208 - - 1 0

18 2호기, RIP 132호 표면오염, 제염전 132 11 72 - -

19 “ “ 제염후 25 0 1 - -

20 “ RIP 134호 표면오염, 제염전 131 6 76 - -

21 “ “ 제염후 39 0 16 - -

22 “ RIP 복도, 제염전 240 0 138 - -

23 “ “ 제염후 17 0 8 - -

24 “ RIP 천장 내부, 제염전, 후 496 4 179 0 0

25 “ ” 난방용덕트 1,020 0 14 0 0

26 액체폐기물처리실, 표면오염도 127 6 77 - -

27 “ 지하탱크 해체물 93 45 87 63 47

28 “ 막분리장치 해체물 67 4 49 1 0

29 “ 폐기물, 철재류 84 21 62 26 1

30 고체폐기물저장실 폐기물, 철재류 26 0 0 0 0

31 “ 목재류 8 - - 8 0

32 “ 비닐류 73 0 0 7 6

33 “ 콘크리트 17 - - 1 0

표 2.3.7. 연구로 1, 2호기 제염/해체물 오염도검사(건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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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 명
측정
갯수

유리성오염 고착성
오염

표면
선량률α β

34 자연증발실, 발생폐기물 5 - - 5 5

35 “ 표면오염 35 12 30 - -

36 세탁폐수저장탱크 해체물, st.st 등 248 1 120 0 0

37 액체폐기물 희석방류조, 제염전 20 0 15 0 0

38 “ 1차 제염 30 0 21 0 0

39 “ 2차 제염 35 0 6 0 0

40 “ 3차 제염 35 0 7 0 0

41 “ 4차제염 10 0 6 0 0

42 1호기 RIP 방사화학실험실, 잡고체등 278 - - 30 29

43 “ 세정실 발생물, 콘크외 49 - - 39 21

44 “ 핫셀룸 덕트 해체물 31 0 6 0 0

45 “ 환기섧비 해체물 87 0 16 0 0

46 “ 지하피트 발생폐기물 107 0 0 4 1

47 “ 지히피트 표면오염도 40 0 3 0 0

48 1호기 원자로 주변잡품, 비닐등 4종 111 0 7 51 48

49 2호기 배기굴뚝, 4개 112 7 71 - -

50 콘크리트 핫셀, 크레인, 해체전 35 35 35 - -

51 “ 제염전, 상부벽,천장 50 27 50 - -

52 “ " C2셀, 벽면 80 77 80 - -

53 " " C2셀, 바닥 20 19 20 - -

54 “ ” C1셀, 벽면 40 36 40 - -

55 “ ” C1셀, 바닥 10 3 10 - -

56 “ 제염후, 상부벽,천장 150 0 49 0 0

57 “ ” C2셀, 벽면 86 6 61 0 0

58 “ ” C2셀, 바닥 30 0 0 0 0

59 “ ” C1셀, 벽면 50 0 27 0 0

60 “ ” C1셀, 바닥 30 0 0 0 0

61 “ 분해물, 철재류 87 40 74 38 18

62 “ ” 콘크리트 240 - - 25 19

63 “ ” 비가연성혼합물 27 - - 8 8

64 “ ” 가연성혼합물 68 33 44 60 55

65 헤파필터 142 0 13 83 50

66 프리필터 50 - - 42 33

계 9,552 489 3,558 940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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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 명 측정
갯수

유리성오염α
Bq/m

2
유리성오염 β

Bq/m
2

고착성오염
cpm

표면방사선량률
μSv/hr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1 2호기홀 중간덕트, 철재류 139 316 316 4,410 792.8 BKG BKG BKG BKG

2 " 목재류 66 <MDA <MDA 560 372.5 BKG BKG BKG BKG

3 “ 유리섬유 55 - - - - BKG BKG BKG BKG

4 2호기 기계실, 환기설비, 외부 18 <MDA <MDA 5,370 1,570 BKG BKG BKG BKG

5 “ 내부 16 511 429.6 9,270 3,719. BKG BKG BKG BKG

6 “ 내부 제염후 53 <MDA <MDA 1,040 553.5 BKG BKG BKG BKG

7 “ 환기설비 해체물, 철재외 1,350 8,730 831.5 654,000 5,459.8 75,000 3,151 16.9 3.35

8 폐기물처리시 발생폐기물, 철재류 811 30,300 1,738.5 1,17x106 8,152.4 70,000 3,942 114.9 14.2

9 “ 목재류 196 <MDA <MDA 1,730 491 4,500 2,600 2.7 1.8

10 “ 비닐류 122 <MDA <MDA <MDA <MDA 18,000 2,637 20.0 3.93

11 “ 비가연성 227 <MDA <MDA 1,410 1,410 430,000 15,945 114.8 7.47

12 “ 납브럭, 판 1,097 27,500 5,165.2 99,000 7,726.5 500,000 6,647 83.7 3.91

13 2호기 지하피트 폐기물, 철재류 25 608 487 6,120 2,300 BKG BKG BKG BKG

14 “ 비닐류 31 1,050 648 9,460 4,582 24,000 17,333 31.6 21.4

15 “ 비가연성 41 - - - - 2,300 957 2.71 1.13

16 “ 분말류 74 - - - - 3,600 1,500 5.2 2.63

17 “ 콘크리트류 208 - - - - BKG BKG BKG BKG

18 2호기, RIP 132호 표면오염, 제염전 132 1,240 599.0 56,400 2,579.8 BKG BKG BKG BKG

19 “ 제염후 25 <MDA <MDA 292 292 BKG BKG BKG BKG

20 2호기, RIP 134호 표면오염, 제염전 131 462 364.5 4,620 1,124.9 BKG BKG BKG BKG

21 “ 제염후 39 <MDA <MDA 1,790 425.1 BKG BKG BKG BKG

22 “ RIP 복도, 제염전 240 <MDA <MDA 26,000 1,079.5 BKG BKG BKG BKG

23 “ “ 제염후 17 <MDA <MDA 1,790 703.2 BKG BKG BKG BKG

24 “ RIP 천장 내부, 제염전, 후 496 270 270 4,270 952.0 BKG BKG BKG BKG

25 “ “ 난방용덕트 1,020 <MDA <MDA 464 356 BKG BKG BKG BKG

26 액체폐기물처리실, 표면오염도 127 496 345.1 154,000 14,629 - - - -

27 “ 지하탵크 해체물 93 6,150 2,045 89,700 17,901 230,000 2,719 47.8 2.64

28 “ 막분리장치해체물 67 1,340 693.5 30,700 2,486.8 160 53 BKG BKG

29 “ 폐기물, 철재류 84 12,200 2,690 70,80 2,074 2,800 365 2.5 2.5

30 고체폐기물저장실 폐기물, 철재류 26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31 “ 목재류 8 - - - - 300 113.8 BKG BKG

32 “ 비닐류 73 - - - - 12,000 2,400 11.9 2.71

33 “ 콘크리트 17 - - - - 300 300 BKG BKG

표 2.3.8. 연구로 1, 2호기 제염/해체물 오염도 검사(측정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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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 명 측정
갯수

유리성오염α
Bq/m

2
유리성오염 β

Bq/m
2

고착성오염
cpm

표면방사선량률
μSv/hr

최 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34 자연증발실 발생폐기물 5 - - - - 7,500 2,450 10.4 4.22

35 “ 표면오염 35 608 265.5 62,200 19,229 - - - -

36 세탁폐수저장탱크 해체물,st. st 등 248 267 267 7,960 5,914 BKG BKG BKG BKG

37 액체폐기물 희석방류조, 제염전 20 <MDA <MDA 32,100 10,642 BKG BKG BKG BKG

38 “ 1차 제염 30 <MD <MDA 4,810 1,458 BKG BKG BKG BKG

39 “ 2차 제염 35 <MDA <MDA 3,620 1,440 BKG BKG BKG BKG

40 “ 3차 제염 35 <MDA <MDA 1,080 614.8 BKG BKG BKG BKG

41 “ 4차 제염 10 <MDA <MDA 788 536 BKG BKG BKG BKG

42 1호기 RIP 방사화학시험실, 잡고체등 278 - - - - 29,500 10,260 17.2 8.56

43 “ 세정실 콘크르트외 49 - - - - 1.6x10
5
8,823 94.7 11.86

44 “ 핫셀룸 덕트, 해체물 31 <MDA <MDA 720 466 BKG BKG BKG BKG

45 “ 환기설비 해체물 87 <MDA <MDA 1,200 512.8 BKG BKG BKG BKG

46 “ 지하피트 발생폐기물 107 <MDA <MDA <MDA <MDA 13,500 6475 12.8 12.8

47 “ 지히피트 표면오염도 40 <MDA <MDA 506 408 BKG BKG BKG BKG

48 1호기원자로 주변잡품, 비닐류등 4종 111 <MDA <MDA 2,360 1,124 1.5x105 13,835 34.4 8.62

49 2호기 배기굴뚝, 4개 112 9,270 3,499 77,000 36,138 - - - -

50 콘크리트 핫셀, 크레인, 해체전 35 10,200 4,103 2.54x106 974,114 - - - -

51 “ 제염전,상부벽 및 천장 50 1,570 626.9 334,000 76,061 - - - -

52 “ ” C2셀, 벽면 80 351,000 7,347 1.69x10
6

207.771 - - - -

53 “ ” C2셀, 바닥 20 294,000 47,779 1.65x10
7
1.54x10

6
- - - -

54 “ ” C1셀, 벽면 40 1,740 774 313,000 126,868 - - - -

55 “ ” C1셀, 바닥 10 327 289 64,500 27,619 - - - -

56 “ 제염후, 상부벽 및 천장 150 <MDA <MDA 8,890 936 BKG BKG BKG BKG

57 " " C2셀, 벽면 86 1,740 899 9,800 1,458 BKG BKG BKG BKG

58 " " C2셀, 바닥 30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59 “ ” C1셀, 벽면 50 <MDA <MDA 2,350 775 BKG BKG BKG BKG

60 “ ” C1셀, 바닥 30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61 “ 분해물, 철재류 87 176,000 6,858.2 1.03x106 10,121 100,000 16,000 26.1 5.8

62 “ ” 콘크리트 240 <MDA <MDA <MDA <MDA 500,000 44,323 85.3 17.0

63 “ ” 비가연성혼합물 27 <MDA <MDA <MDA <MDA 5,000 1,850 3.8 1.7

64 “ ” 가연성혼합물 68 286,000 4,805 350,000 101,753 170,000 7,753 107.2 4.97

65 헤파필터 142 <MDA <MDA 2,410 1,088 100,000 2,458.2 16.8 1.94

66 프리필터 50 <MDA <MDA <MDA <MDA 80,000 6,587.1 46.1 6.36

계 9,552 351,000 5,007.6 1.69x10
7

32,752 500,000 7,859 74.8 5.67

 

* MDA ; α : 252 Bq/m
2
, β : 278 Bq/m

2

표면방사선량률 BKG : 0.25-0.35 μSv/h, 고착성오염 BKG : 70-100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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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료  명  시료 갯수   비방사성물A<0.013Bq/g
  자체처분대상물*   0.013<A<0.4Bq/g

 방사성폐기물** 0.4 Bq/g < A
 2호기 홀중간덕트, 철재류     11       4     7(0.036)        0 
           “       목재류      5       0     5(0.048)        0
           “       유리섬유      3       0     3(0.045)        0
           "       석면      3       0     3(0.074)        0
 2호기 기계실, 환기설비, 외부      2       2        0        0
   “    환기설비 해체물     69       6    36(0.104)    27(50.96)
 폐기물 처리시 발생폐기물, 철재류     40       7    31(0.070)     2(7.701)
            “            목재류     17       0    12(0.180)     5(13.84)
            “            비닐류     41       0    22(0.122)    19(110.3)
            “           비가연성     47       4    26(0.104)    17(354.8)
            “          납브럭,판      36      13    16(0.415)     7(18.32)
 2호기, RIP지하피트 폐기물, 철재      4       2     2(0.020)        0
            “             비닐류      7       0     6(0.153)     1(77.695)
            “           비가연성      5       0     2(0.227)     3(14.584)
            “             분말류      9       0     5(0.245)     4(2.610)
            “           콘크리트       5       0     5(0.040)        0
 MW/RIP지하피트 표면오염검사     63      35    23(0.079)     5(1.747)
 2호기, 천장내부     22       6    15(0.027)         1(0.453)
        천장내부 덕트     24       4    20(0.098)        0
    “   콘크리트핫셀 제염전     49       1    37(0.118)    11(113.9)
    “        ”       제염후     26       4    18(0.113)     4(2.47)
    “        ”       분해물     41       0    15(0.072)    26(176.2)
 1호기, 방사화실험실, 폐기물     48       6    28(0.082)    14(11.79)
   “    세정실, 폐기물     10       0     5(0.083)     5(224.5)
   “    핫셀룸, 덕트해체물      4       3     1(0.054)        0
   “    주변잡품, 비닐등, 4종     22       0     1(0.059)    21(368.2)
   “    지하피트발생 폐기물     19       5    10(0.048)     4(2.831)
   “    지하피트 표면오염검사     12       3     8(0.047)     1(1.629)
   “    환기설비 해체물     10       9     1(0.038)        0
 세탁폐수탱크 해체물     13       1    10(0.034)     2(3.924)
 액체폐기물처리시설 해체물     26       0    13(0.080)    13(28.0)
 고체폐기물저장실 폐기물     29       4    17(0.096)     8(69.56)
 헤파필터     23       0     7(0.073)    16(552.1)
 프리필터     24       0     9(0.143)    15(347.2)
 기타 오염도검사      6       0     3(0.185)     3(38.16)
     합   계   755     119   422(0.105)   234(368.2)

표 2.3.9. 연구로 1, 2호기 핵종분석

* ( )내는 평균치, **( )내는 최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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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반출일시 반출품목 포장상태 반출후
보관장소

반출판정

2007-2-01 07.1.5
금속류(118Pack),유리섬유(28봉
지),목재(21Pack)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02 07.1.17
가연성잡고체(75마대).
비가연성잡고체(58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03 07.1.25 종이류(8마대),폐필터(1ea)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04 07.1.29
금속류(28마대).초자류(15마대),
비가연성혼합물(25마대),가연성
혼합물(25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05 07.2.1
금속류(25마대),비가연성혼합물
(24마대),가연성혼합물(16마대),
목재류(3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06 07.2.9 폐필터(12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07 07.2.13 금속류(118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08 07.2.26
금속류(37마대),초자류(3마대),
가연성잡고체(13마대),목재류(1
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09 07.3.6 금속류(22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10 07.3.6 비가연성혼합물(50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11 07.3.14 A형 차폐용기 용기 한국차폐기술 -

2007-2-12 07.3.20 200ℓ 드럼(10ea) 드럼 2호기 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13 07.3.30 종이류(6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14 07.4.3 금속류(11Pack),가연성잡고체
(27마대)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15 07.4.11 금속류(15마대),플라스틱류(1마
대),전선류(1마대),목재류(1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16 07.4.12 폐필터(4마대),종이류(2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17 07.4.24 200ℓ 드럼(8ea) 드럼 2호기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18 07.4.27
금속류(55마대),비닐류(18마대),
파라핀(16마대),그라인더날(1마
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19 07.5.3 4㎥ 컨테이너(1ea) Bulk 2호기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20 07.5.9
금속류(46마대),아크릴판(3마
대),목재류(6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21 07.5.18 납벽돌(6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22 07.3.22 납벽돌(24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 07.5.23 콘크리트(1마대),비가연성혼합
물(4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4 07.5.23 콘크리트(2마대),비가연성혼합
물(4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25 07.5.25 SUS(12Pack,3마대)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26 07.5.30
비가연성혼합물(3마대),금속류(2
마대),가연성잡고체(11마대),유
리섬유(1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27 07.5.31 납 차폐문(2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3-28 07.6.4 이온교환설비(25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3-29
07.6.5 SUS(37Pack),철재류(7Pack),플

라스틱류(2마대)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
-30 07.6.11

금속류(7마대),가연성잡고체(26
마대),목재류(12마대),전선류(1
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1 07.6.15 납벽돌(277ea)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3-32 07.6.19
금속류(4마대),가연성잡고체(17
마대),콘크리트(17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표 2.3.10. 연구로 1, 2호기 반출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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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반출일시 반출품목 포장상태
반출후
보관장소 반출판정

2007-2-33 07.6.25 Cask(3ea). Bulk 2호기
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1,2-34 07.6.26 납차폐체(167ea)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35 07.7.5 금속류(114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3-36 07.7.6 납배관(2마대),납차폐체(25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7 07.7.10 납판(118ea)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38 07.7.10 덕트류(54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39 07.7.16 덕트류(49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40 07.7.20 4㎥ 컨테이너(1ea) Bulk 2호기
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1,2-41 07.7.23

철재류(12Pack),콘크리트(7마대),
금속류(35Pack),목재류(4마대),가
연성잡고체(23마대),비가연성잡
고체(1마대)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42 07.7.27 금속류(63Pack),콘크리트(5마대)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43 07.8.1 콘크리트(4마대),목재류(44Pack)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44 07.8.2
4㎥ 컨테이너(1ea),200ℓ 드럼
(3ea) Bulk 2호기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45 07.8.13 목재류(12Pack),금속류(14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3-46 07.8.17 금속류(13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
-47 07.8.24 금속류(38마대),잡고체(5마대),콘

크리트(23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48 07.8.29 금속류(36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1,2,3
-49 07.9.4 200ℓ 드럼(3ea) Bulk 2호기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50 07.9.7 비닐류(6마대),금속류(17Pack)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51 07.9.14 4㎥ 컨테이너(1ea) Bulk 2호기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2007-2-52 07.9.19 알루미늄류 ( 7 마대 ) , 목재류
(19Pack),가연성잡고체(11마대)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53 07.10.4 콘크리트(37마대),가연성잡고체
(11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54 07.10.19 목재류(535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55 07.11.6 콘크리트(76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56 07.11.8 금속류(83Pack),비가연성잡고체
(3마대) Bulk,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57 07.11.15 금속류(32Pack) Bulk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58 07.11.20
비가연성혼합물(10마대),콘크리
트(28마대),금속류(3마대),가연성
잡고체(20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59 07.11.26 콘크리트(208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60 07.12.04
금속류(2마대),목재류(2마대),가
연성잡고체(9마대),비가연성잡고
체(6마대),콘크리트(39마대)

마대
비방창고
컨테이너

비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2007-2-61 07.12.06
가연성잡고체(2마대),목재류(1마
대),금속류(13Pack),콘크리트(48
마대)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2-62 07.12.12 콘크리트(26마대) 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3-63 07.12.18 금속류(18Pack),가연성잡고체(4
마대),목재류(1마대)

Bulk,마대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3-64 07.12.26 금속류(40Pack) Bulk 컨테이너 자체처분폐기물

2007-3-65 07.12.27 4㎥ 컨테이너(1ea) Bulk 2호기
원자로실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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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연구로 1, 2호기 공간선량률/표면오염도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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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연구로 1, 2호기 공간선량률/표면오염도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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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2호기 동위원소생산실 천장내 덕트 오염검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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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작업인원
작업시간

(hr)

집단피폭선량

(man-mSv)

1710101 방사선안전관리 1.1 - 3.31 한국방사선기술 3 216 0.04

170102 제염해체 현장관리 1.1 - 3.31 제염해체기술 6 13 0

170103 폐기물관리 1.1 - 3.31 한일원자력 1 105 0.03

170104 현장감독 및 사업관리 1.1 - 3.31 한국전력기술 5 33 0

170401 제염해체 현장관리 4.1 - 6.30 제염해체기술 6 20 0

170402 현장감독 및 사업관리 4.1 - 6.30 한국전력기술 3 34 0

170403 방사선안전관리 4.1 - 6.30 한국방사선기술 3 177 0.04

170701 방사선안전관리 7.1 - 9.30 한국방사선기술 3 147 0.01

170702 제염해체 현장관리 7.1 - 9.30 제염해체기술 6 11 0

170801 현장감독 및 사업관리 8.1 - 9.30 한국전력기술 1 1 0

171001 방사선안전관리 10.1 - 12.31 한국방사선기술 4 152 0.02

171002 제염해체 현장관리 10.1 - 12.31 제염해체기술 6 11 0

171003 현장감독 및 사업관리 10.1 - 12.31 한국전력기술 1 1 0

171201 품질 및 공사관리 12.1 - 12.31 한일원자력 2 11 0

표 2.3.11. 변환시설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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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작업인원
작업시간

(hr)

집단피폭선량

(man-mSv)

270101 해체물제염작업 1.1 - 1.31 데콘엔지니어링 1 117 0.01

2701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1.1 - 1.31 한일원자력 2 242 0.05

2702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2.1 - 2.28 한일원자력 2 217 0.01

2702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2.1 - 2.28 한일원자력 1 82 0.02

270203 해체물제염작업 2.1 - 2.28 데콘엔지니어링 1 91 0.02

2703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3.1 - 3.31 한일원자력 2 239 0.01

2703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3.1 - 3.31 한일원자력 2 208 0.02

2704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4.1 - 4.30 한일원자력 2 184 0.01

2704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4.1 - 4.30 한일원자력 2 175 0.02

2705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5.1 - 5.31 한일원자력 2 194 0

2705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5.1 - 5.31 한일원자력 2 224 0.02

2706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6.1 - 6.30 한일원자력 2 189 0.01

2706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6.1 - 6.30 한일원자력 2 190 0.05

270701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7.1 - 7.31 한일원자력 2 209 0.01

2707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7.1 - 7.31 한일원자력 2 202 0

표 2.3.11. 변환시설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현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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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작업인원
작업시간

(hr)

집단피폭선량

(man-mSv)

270801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8.1 - 8.31 한일원자력 2 161 0.01

2708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8.1 - 8.31 한일원자력 2 123 0

270901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9.1 - 9.30 한일원자력 2 146 0.01

2709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9.1 - 9.30 한일원자력 2 110 0

271001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10.1 - 10.31 한일원자력 2 196 0

2710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10.1 - 10.31 한일원자력 2 104 0.01

271101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11.1 - 11.30 한일원자력 2 150 0.02

271102 라군질산염처리작업 11.1 - 11.30 한일원자력 2 75 0.01

271201 라군질산염처리작업 12.1 - 12.31 한일원자력 2 126 0.05

271202
폐기물관리 및

제염작업
12.1 - 12.31 한일원자력 2 201 0.06

271203 5105호 해체작업 12.4 - 12.31 데콘엔지니어링 2 173 0.04

표 2.3.11. 변환시설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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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

수

선

량
횟수 선량

김수재 72 12.7 55 18.5 64 7.5 69 7.6 76 6.7 73 28.3 82 2.6 75 5.9 56 4.0 89 8.8 103 10.0 75 33.7 889 146.3

문삼용 - - - - - - - - - - - - - - - - - - - - - - 68 26.2 68 26.2

박준영 - - - - - - - - - - - - - - - - - - - - - - 66 24.8 66 24.8

강현선 - - - - - - - - - - - - - - - - - - - - - - 64 13.2 64 13.2

이풍식 99 26.9 75 5.6 81 3.3 75 4.9 79 1.8 78 6.0 75 0.8 45 0.6 51 2.3 73 5.1 57 7.2 58 36.8 846 101.3

서환진 71 32.3 52 16.9 67 8.6 57 11.8 72 8.7 68 26.3 74 6.1 58 1.8 44 8.5 79 20.8 52 9.2 40 16.7 734 167.7

박준균 82 27.9 70 5.7 73 9.7 56 7.7 64 2.9 58 2.5 76 2.2 45 2.3 24 0.3 19 0.3 14 0.3 7 2.1 588 63.9

조성규 - - - - - - - - - - - - - - - - - - - - - - 19 3.8 19 3.8

장래삼 27 3.5 21 1.3 31 0.7 31 2.2 41 2.0 34 22.2 34 2.2 30 1.8 20 0.3 27 0.1 29 0.9 23 2.6 348 39.8

황상모 86 13.5 82 11.5 92 4.4 98 6.3 112 2.5 96 6.3 114 4.4 85 0.7 75 0.6 91 2.0 94 1.6 87 5.8 1112 59.6

우명균 - - - - - - - - - - - - - - - - - - - - - - 45 3.7 45 3.7

합 계 4,779 650.3

표 2.3.12. 변환시설 작업자별 월별출입 및 피폭현황

단위 : μ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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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측정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ADU 시설

최대 0.24 0.24 0.24 0.26 0.26 0.27 0.25 0.25 0.25 0.25 0.25 0.28

평균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4 0.24 0.24 0.23

AUC 시설

최대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평균 4.15 4.15 4.1 4.2 4.2 4.2 4.2 4.2 4.2 4.2 4.2 4.2 4.18

표 2.3.13. 변환 시설내 외부방사선량률

단위: μSv/h

주) AUC 시설 2층 구역에 변환시설 현장에서 회수한 우라늄분말을 보관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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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측정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ADU

시설

α

최대 7.79 7.09 6.52 6.3 11.3 11.7 9.85 8.23 10.1 11.2 13.6 12.6

평균 5.3 5.12 4.66 4.07 5.63 7.11 5.96 5.58 6.36 5.16 5.26 5.05 5.44

β

최대 2.15 2.05 1.98 1.83 3.62 4.06 3.96 2.97 4.41 4.34 2.26 4.27

평균 1.47 1.44 1.38 1.23 1.78 2.42 2.03 1.9 2.19 1.72 1.42 1.37 1.70

AUC

시설

α

최대 8.14 7.6 10.5 8.93 11.7 16.0 12.1 12.3 18.1 26.9 48.1 21.1

평균 4.32 4.25 4.21 4.59 4.76 8.33 8.12 7.72 9.99 7.31 9.19 9.43 6.85

β

최대 2.12 1.65 4.31 4.19 3.28 10.7 6.72 3.9 9.47 18.6 6.99 8.4

평균 1.23 1.16 1.36 1.63 1.68 3.73 3.47 2.9 5.25 3.81 2.02 2.13 2.53

표 2.3.14. 변환 시설내 표면오염도

단위: k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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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방사능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ADU

시설

α
최대 2.82 1.92 2.31 2.35 3.35 3.22 4.51 3.08 3.08 2.91 5.21 10.4

평균 1.43 1.20 1.39 1.41 1.72 1.59 2.14 1.61 1.24 1.62 2.35 3.99 1.81

β
최대 1.06 0.72 0.87 0.87 0.85 0.95 1.01 1.21 1.18 1.08 1.37 3.76

평균 0.54 0.45 0.49 0.5 0.61 0.58 0.72 0.6 0.45 0.56 0.76 1.2 0.62

AUC

시설

α

최대 2.11 1.30 2.31 1.24 1.82 4.24 1.44 1.65 3.08 3.06 3.0 3.35

평균 1.46 0.65 1.46 0.67 0.65 1.28 0.72 0.59 0.62 2.48 1.42 2.03 1.17

β

최대 0.79 0.48 0.51 0.41 0.69 0.99 0.52 0.28 1.18 1.06 0.95 0.57

평균 0.52 0.23 0.31 0.21 0.23 0.34 0.24 0.14 0.24 0.89 0.39 0.41 0.35

표 2.3.15. 변환 시설내 공기중 방사능농도
 단위: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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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종류
측정

건수

유리성오염

알파

kBq/㎡

유리성오염

베타

kBq/㎡

고착성오염

kBq/㎡

외부방사선량률

μSv/hr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5105호

탱크류 17 100 12.1 23.7 2.8 145.7 33.9 0.26 0.24

배관류 5 4.5 3.1 0.97 0.58 37.2 19.8 0.24 0.24

기타 125 36.9 5.1 16.4 1.67 610.7 25.7 0.85 0.25

표 2.3.16. 변환시설 해체물 오염도 측정결과 

      외부방사선량률 BKG : 0.17 ~ 0.2 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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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종류 측정건수 평균농도(Bq/g) 최대농도(Bq/g)

철재류 516 0.49 187

폐액 11 623 6740

전선류 1 11.1 11.1

콘크리트 7 418 1790

비가연잡고체 8 83.8 327

세라믹 1 0.48 0.48

고무류 1 108 108

우라늄슬러지 2 7610 14000

라군질산염 19 23 42.2

기타 15 3.6 48.9

합 계 581

표 2.3.17. 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시료 핵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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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일시 반출물품명 반출후보관장소 반출판정

701-O101 1.12 유압펀치 신진유압기계 무조건부

702-O101 2.27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2-O102 2.27 제염폐액 라군 1 조건부

703-O101 3.19 방사성폐기물(질산염) 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

704-O101 4.17 세탁용작업복 소내세탁실 조건부

704-O102 4.19 방사성폐기물(질산염) 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

704-O103 4.23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5-O101 5.3 질소가스봄베 한국노블가스 무조건부

705-O102 5.11 필터누설시험장비 솔티 “

705-O103 5.17 그라인더 경한상사 “

706-O101 6.12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7-O101 7.2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7-O102 7.5 제염폐액 라군 1 조건부

707-O103 7.18 방사성폐기물(질산염) 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

707-O104 7.19 니블러 서울사무소 무조건부

707-O105 7.25 세탁용작업복 소내세탁실 조건부

708-O101 8.1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9-O101 9.7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09-O102 9.14 제염폐액 라군 1 조건부

709-O103 9.20 방사성폐기물(질산염) 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

710-O101 10.12 제염폐액 라군 1 조건부

710-O102 10.12 No 컨버터 새한하이테크 무조건부

710-O103 10.23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11-O101 11.14 방사성폐기물(질산염) 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

711-O102 11.21 소화기 경한상사 무조건부

711-O103 11.23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711-O104 11.22 세탁용작업복 소내세탁실 조건부
712-O101 12.7 제염폐액 라군 1 조건부
712-O102 12.24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저장고 자체처분대상

표 2.3.18. 변환시설 반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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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일시 반입물품명 반입부서 용 도

702-I101 2.6 마그네틱 드릴 한 방 시료채취용

702-I102 2.15 200ℓ 공드럼(20개) 한 일 폐기물포장용

703-I101 3.13 질산수용액(36ℓ) 한 일 해체물제염용

703-I102 3.19 200ℓ 공드럼(20개) 한 일 폐기물포장용

704-I101 4.30 드럼리프트 한 일 폐기물드럼이동

705-I101 5.4 질소가스봄베 한 일 NoX 분석용

705-I102 5.11 필터누설시험장비 제염해체기술 환기설비성능검사

705-I103 5.14 전기식스팀세척기 한 일 해체물제염

705-I104 5.16 200ℓ 공드럼(20개) 한 일 폐기물포장용

705-I105 5.25 그라인더 한 일 해체물절단용

706-I101 6.26 내화벽동 (30장) 한 일 가열로 보수

707-I101 7.9 초음파제염조순환펌
프 한 일 초음파제염설비부품

709-I101 9.7 200ℓ 공드럼(20개) 한 일 폐기물포장용

표 2.3.19. 변환시설 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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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회수 구분
처리량

(드럼)

외부방사선량률

(μSv/hr)

표면오염도

(kBq/㎡)
핵종 내용물

표면 1 m Gross α Gross β

1 비가연성 20 < 0.29 BKG 0.37 0.08
U-238 및

자핵종
라군질산염

2 비가연성 20 < 0.27 BKG MDA MDA
U-238 및

자핵종
라군질산염

3 비가연성 20 < 0.23 BKG MDA MDA
U-238 및

자핵종
라군질산염

4 비가연성 20 < 0.25 BKG MDA MDA
U-238 및

자핵종
라군질산염

5 비가연성 21 < 0.25 BKG MDA MDA
U-238 및

자핵종
라군질산염

표 2.3.20. 변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현황

BKG : 0.2 μSv/hr

MDA Gross α : 0.229 kBq/㎡

Gross β : 67 k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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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변환시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도



- 226 -

 

 : 일일측정지점
 : 주간측정지점

5101호

5102호

5103호 5105호5104호

6117호

6116호 6114호

6107호

6102호6101호

6112호
6113호

1

1

2

7

6

16

17
19

4

5

32

18

그림 2.3.5. 변환시설 1층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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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변환시설 2층 측정지점



- 228 -

             

5301호

6306호

6303호

 

 : 일일측정지점 
 : 주간측정지점 

9

11

10

12

6307호

6305호

그림 2.3.7. 변환시설 3층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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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가. TRIGA 연구로 제염해체공사 품질관리활동

1) 품질보증 내부감사

연구원의 조직변경사항 및 사업운영 조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의 제1장, 제2장, 제6장, 제7장, 제8장이 2007.04.10일자(Rev.5)

로 개정되어 해체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품질보증절차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총 10종에 대하여 2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의 작성관리(QAP-DC-2.1, Rev.4, 2007.04.20)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체계 변경

․ 교육훈련(QAP-DC-2.2, Rev.2, 2007.04.20)
- 조직변경사항 반영

․ 구매서류관리(QAP-DC-4.1, Rev.1, 2007.04.20)
- 조직변경사항 반영

․ 서류관리(QAP-DC-6.1, Rev.2, 2007.04.20)
- 조직변경사항 반영, 품질서류 검토/승인체계 조정

․공급자 품질평가 및 관리(QAP-DC-7.1, Rev.3, 2007.04.20)

- 조직변경사항 반영

․ 품질보증기록관리(QAP-DC-17.1, Rev.3, 2007.04.20)

- 조직변경사항 반영, 사업조직 변경에 따른 기록이관부서 조정

․ 품질보증감사(QAP-DC-18.1, Rev.2, 2007.04.20)

- 감사수행 관련 책임사항 조정

․ 감사자 자격 부여(QAP-DC-18.2, Rev.1, 2007.04.20)

- 감사자 자격관리 관련 책임사항 조정

․ 품질검사자 자격부여(QAP-DC-10.1, Rev.2, 2007.08.30)

- 검사자 자격요건 명시(KINS 시정조치)

․ 품질감시, 감독(QAP-DC-10.2, Rev.2, 2007.08.30)
- 검사점에 따른 검사방법 명시(KINS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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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 내부감사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염․해체 공사 전

반에 걸쳐 품질보증 요건의 이행정도 및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일정 : 2007년 11월 12일 - 13일

․ 감사반 : 임남진(감사반장), 박찬국(감사자)

․ 총평 : 현장 작업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류관리, 측정장비의 관리 등

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품목에 대

한 구매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품질감시감독은

매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작업일정에 맞도록 적절히 수행되

고 있으며, 품질보증기록의 추적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으로

발생폐기물의 이력에 관한 서류를 반출통보서를 중심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업초기에 작

성된 기록들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기록을 손쉽게 검색하기 위

해서는 기록의 보존시설 이관시 목록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였다.

․ 결과 : 권고사항 1건(품질보증기록 검색체계 보완)

3) 교육훈련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참여 인원의 해당업무에 대한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바,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① 교육일시 : 2007. 04. 04
교육시간 : 1.5시간

교육강사 : 박찬국/강주형

교육내용 :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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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취급, 저장 및 운송

- 부적합 품목의 관리

- 피폭 방사선량 저감화

교육인원 : 상주인원(18명), 비상주인원(7명)

② 교육일시 : 2007. 05. 04
교육시간 : 1.5시간

교육강사 : 박찬국

교육내용 :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개정 사항

- 연구원 조직개편사항 및 사업운영조직 변경사항

교육인원 : 상주인원(18명), 비상주인원(9명)

③ 교육일시 : 2007. 11. 14
교육시간 : 1.5시간

교육강사 : 박찬국

교육내용 :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선량한도 및 반출오염 제한치)

교육인원 : 상주인원(15명), 비상주인원(7명)

4) 품질감시감독

2007년도 해체작업은 ①연구로 2호기 지하피트 관련 해체 및 제염작업,

②연구로 1호기 실험실 지하피트 제염작업, ③주변시설(액체폐기물처리시설

등) 해체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체물품의 분류/제염/포장/반출 등의 작업이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품질입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품질감시감독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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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로 2호기 해체작업
원자로실 지하피트 및 동위원소생산실 지하피트의 환기덕트등의 구

조물 해체후 벽면, 천장 및 바닥등의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제염작업

은 스케블러와 소형 평삭기를 사용하여 제염을 실시하였으며, 제염 완

료후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비오염 판정(오염부분은 2차 제염실시)을

확인하였으며, 제염 완료후 표면오염도 측정시 시료채취 절차를 준수

한 것을 확인하였다.

콘크리트 핫셀 해체작업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원격조정

기 및 납유리등의 차폐페)을 적당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해체한 후

내부에 기설치된 실험책상 및 오염방지용 덮개(스텐)등을 제거하였다.

특이사항으로 핫셀내부 벽면 및 바닥등에 매몰되어 있는 배관류 및 환

기덕트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시 Breaker's작업에 따른 이동식 환기설비

설치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내부 벽면 및 바닥 제염작업은 콘크리트

핫셀 내부의 오염도가 높은 관계로스케질 제거제 및 페인트 제거제등

을 사용하여 제염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작업자는 공기공급형 전면마스

크등을 착용하여 작업자의 내부피폭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해체품목의

식별표시 및 폐기물 관리등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체

작업은 사전 방사선/능 측정결과 방사선량률에 의한 외부피폭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내부피폭도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

다.

연구로 2호기의 동위원소생산실 및 출입로 천정덕트 및 천정 내부

에 잔류하는 환기덕트의 해체작업은 천정 텍스타일 제거 → 지지대 제

거(목재류)→ 내부 환기덕트 해체의 작업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해체물

품의 재질 및 종류에 따라 분류 및 Packing하여 폐기물 분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천정 부분의 해체작업후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 판정된 부분은 제염(진공청소기 및 표면 연마)을 실시

하여 비오염 판정을 확인하였다.

연구로 2호기의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샤워 및 세탁폐액 저장탱크

는 Plasma 용접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 완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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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계실에 바닥을 스케블러 및 소형 평삭기를 사용하여 제염 완료

하였다.

② 연구로 1호기 실험실 해체작업
연구로 1호기 지하피트 해체작업은 지하피트 내부에 설치된 환기덕트

및 배관류등을 Hand Grinder등을 사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세절하여

해체 완료하였으며, 바닥 및 벽면부등의 제염작업을 실시 하였다. 제염

작업 완료후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비오염 판정되었으며 실험실 해체작

업은 사전 방사선/능 측정결과 방사선량률에 의한 외부피폭은 없는 것

으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내부피폭도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

다.

③ 주변시설 해체작업
MW 액체폐기물처리시설 및 희석방류조등의 해체작업은 저장조내

에 잔류하는 액체폐기물을 전용운반차량으로 이송한 후 저장조의 해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액체폐기물 처리시설내 저장탱크(4Ea)의 해체작업은 잔류 액체폐기

물 이송→ 내부 차폐체 제거(납 및 FRP) → 절단 실시(용접기) → 세
절 및 분류작업→ 폐기물 처리등의 순서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해체

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으로 비닐등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이동

식 환기설비등을 설치, 가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해체작업 완료후 액

체폐기물 처리시설의 제염작업은 바닥부에 잔류하는 구조물 및 매몰

배관을 제거한 후 사전 방사선/능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부

분은 Breaker's등으로 기타 부분은 소형 평삭기등을 사용하여 제염을

실시하였다.

품질 입회시 공통사항으로서 작업자들의 사전 교육을 통한 작업 절

차 숙지 여부와 대형 중량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와 폐기물

처리과정(해체→제염→측정→폐기물 분류→반출)등의 점검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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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체작업시 절차를 준수 하였고,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 평가도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해체후 방사성폐기물의 수

량도 제염과정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품질감시감독

을 통해 확인하였다.

5) 규제기관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수검

2007년도 연구로 해체상황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확인/

점검은 상반기(2007.06.28～29)와 하반기(2007.11.28～30)에 실시되었다. 상반

기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결과 품질보증분야와 관련하여 아래의 권고사항 1

건이 발행되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반기의 확인/점검에서는 품질보증

분야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이 발행되지 않았다.

․ 품질보증절차서 기술 내용 개선 권고(관리번호: 0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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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공사 주변환경감시 및 평가

가. 서 론

본 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 1호기 및 2호기인 TRIGA

Mark-Ⅱ, TRIGA Mark-Ⅲ 연구로의 해체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해체에 따

른 법적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수립 제시한 TRIGA 연구로 해체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환

경방사선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TRIGA 연구로의 해체 결정에 따른 법적 허가를 위해 제출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는 연구로의 해체공사전 환경감시계획서와 해체공사중 환경감

시계획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환경감시계획서는 원자력법 제104조의 6(환

경보전)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2항(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규정

에 의해 고시된 "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 고시 제96-31호)을 근거로 하여 해체작업으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본 과제의 조사 내용은 연구로 제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따라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 기간 동

안 부지내부는 물론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그 내

용을 정기적으로 관련부처에 보고되고 내용이 공개될 것이며 조사내용은 향

후 연구로의 해체공사에 따른 방사선 안전성 보장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TRIGA 연구로시설의 해체공사 기간 중에 시설주변에 대한 환경

방사선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구로의 해체로 인한 주변환경의 환경

영향평가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

의 확산시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는 해체

공사 허가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제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의해

시설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환경방사선량과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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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TRIGA 연구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방사성 물

질에 의한 환경변화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로의 해체에 따른 시설주변의 환경감시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로의 해체로 인해 주변환경 및 주민들의 장해가 없음을 입증

하여 방사선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 둘째 연구로시설로 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로 시설 부지는 모든 구역에서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정구역으로 전환되어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될 것이며 부

대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 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저장고등도 제

염 해체되고, 부지내의 오염된 토양도 제염후 안전한 환경으로 복원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방사선감시계획서에 의한 환경조사는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

나. 본 론

  
1) 운영내용 및 방법

가) 부지현황 및 환경감시 프로그램

(1)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현황

TRIGA 연구로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172-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가 위치한 이 부지는 서울시의 동북쪽 경계선 가까이 있으며, 서울 시

청으로부터의 직선거리로 약 11.6 ㎞ 떨어진 곳이며, 부지에서 서쪽으로 약

10 ㎞ 떨어진 곳에 북한산(836 m)과 도봉산(740 m)의 연봉으로 이루어진 산

맥(북한산국립공원)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동쪽에는 수락산(638 m)과 불암산

(508 m)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형태이다. 부지는 불암산

봉우리로부터 남남서 방향으로 약 3 ㎞ 지점의 산자락에 있으며, 해발고도

50 m에 위치한 원자로는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인 좁고 긴 분지형 지대의 동

쪽 기슭에 있다. 한편 한강은 부지의 남쪽 약 10 ㎞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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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환경감시 프로그램

TRIGA 연구로의 해체에 따른 환경조사는 부지내와 주변지역을 구분하

여 실시하였다.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에 따른 환경감시계획서에

는 크게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 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조사

에는 공간방사선량율과 공간집적선량이 있고, 환경방사능 조사에는 공기중미

립자, 토양과 하천토, 솔잎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TRIGA 연구로시설을 중심으로 半徑 5 Km 범위내에서 환경조사 지

점 선정은 방사능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과 주풍하방향, 대기확산

인자를 고려하여 환경방사선 조사는 고정용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

선량율 조사 2 개 지점,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선량률 조사 10 개

지점,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공간집적선량 조사 18 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행

하였으며, 환경방사능 조사는 공기중미립자 시료 4 개 지점, 솔잎 시료 2 개

지점, 하천토 시료 4 개 지점, 지하수 시료 1 개 지점, 지표수 시료 2 개 지

점, 토양 시료 4 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시 분진의 유출․확산 가능성에 대비하

여 공기중미립자에 대한 조사지점 추가 등 감시계획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로 시설로부터 부지내를 흐르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조사도 강화

하였다. 정확한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조사는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내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매월, 분기별 현지에서 수행하였다.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조사 대상항목과 조사빈도 등에 대해서는 표 2.3.21과 표

2.3.22, 표 2.3.23, 표 2.3.24, 표 2.3.25에 나타내었다. 그림 2.3.8과 그림 2.3.9에

해체 연구용원자로 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지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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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감시 방법

(1) 환경방사선 조사 방법

(가) 공간감마선량률 조사

①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조사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MW건물 동쪽, MW건물 서쪽 및 KW 건물

서쪽의 3 개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방사선감시기(Reuter Stokes

RSS-1012,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 cmΦ, Pure Argon 25 Atm)를 고정 설치하여 연중연

속으로 측정하였다. 연속감시기의 검출기는 지상 약 1.2 m 높이에 고정시키

고 24 시간 연속으로 공간방사선량률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이를 유선 온라

인으로 대전에 있는 상황실로 전송되어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②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조사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선정된 10 개 조사 지점에서 휴

대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지역에서 검

출기 감응부가 지표를 향하도록 하고 그 중심 높이가 1 m가 되도록 고정시

켜 계측시간 5 분간씩 3 회 반복하여 계측하였으며 계측치에 對하여 全방사

선량률을 산출하였다.

(나) 공간집적방사선량 조사

공간집적방사선량 조사는 선정된 조사지점에서 지표 1 m 이상의 높이에

선량계를 장착하고 3개월 간격으로 교환․회수하였다. 회수된 선량계는 열

형광계측장치(TLD Reader, Harshaw TLD 4500)를 사용하여 열형광량(TL)

을 계측하고 방치기간(3 개월) 동안의 공간집적선량을 산출하였다.

사용된 선량계는 0.38 mm 두께를 갖는 4 개의 LiF:Mg,Cu,P TLD 소자

로 구성되어 있는 TLD-100H로 테프론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구리와 ABS

필터, 플라스틱, Mylar 박막 및 주석 필터로 구성된 Type 8855 선량계 홀더

에 담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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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 방법

(가) 토양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4 개 조사 지점에서 반경 약 10 m 지역의

지표면에 對하여 지표 약 5 cm 깊이로 數개소에서 1.5kg 정도를 채취한다.

조사지점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골고루 혼합시켜 건조기에서 80 ˚C로 3일

이상 건조 시킨 다. 건조된 토양시료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이것을 충분히

혼합시킨 뒤 1 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토양을 핵종 분석용 시료

로 하였다.

(나) 하천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배수로를 따라 선정된

4 개 조사지점에서 하천토의 시료채취는 반경 5 m 지역의 하천토를 數 개소

에서 1.5 kg 정도 채취하여 자연건조 또는 통풍 건조시켜 시료를 골고루 혼

합하여 건조기에서 약 80 ˚C로 3 일 이상 건조 시킨다.

건조된 하천토 시료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이것을 충분히 혼합시킨 뒤

1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토양을 핵종 분석용 시료로 하였다.

(다) 솔잎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2 개 조사 지점에서 수행한 솔잎 시료의

채취는 조사지점 반경 약 10 m 지역의 소나무에서 무작위로 솔잎 1 kg 이

상 채취한다. 채취된 솔잎 시료를 건조기에서 80 ˚C ～ 100 ˚C로 1차 건조시

킨다. 건조된 솔잎 시료를 사기그릇(Porcelin Crucible)에 넣어 전기로에서

450 ˚C에서 10시간 以上 회화시켜 측정용 또는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라) 지표수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2 개 지점에서 선정된 지표수 조사지점에

서는 채수기를 이용하여 지표수를 약 20 L 정도 채수한다. 채수된 지표수

시료를 잘 혼합하여 증발농축기에서 약 1000 mL가 되도록 농축한다.

감마핵종 분석용 시료는 증발농축기에서 농축된 지표수를 정확하게 1000

mL를 Marinelli Beaker에 取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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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β 방사능 분석용 시료는 채수된 지표수중 약 1000 mL를 정확히 비이

커에 取하여 전열기 또는 Sand bath를 이용하여 서서히 가열시켜 물을 증발

시킨다. 이때 필요에 따라 질산 몇 방울을 첨가한다. 시료가 약 50 mL 정

도로 증발되면 직경 5 cm의 planchet에 옮겨 담아서 적외선 등으로 완전 건

조시켜 전β방사능 농도를 계측하였다.

(마) 지하수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1 개 조사 지점에서 지하수를 약 20 L 이

상을 채수한다. 채수된 지하수는 감마핵종 분석을 위하여 20 L의 지하수를

증발농축기에서 1000 mL로 농축하여 이를 Marinelli Beaker에 取하여 계측

하였다.

전β방사능 분석은 채수된 지하수중 약 1000 mL를 정확히 비이커에 取하

여 전열기 또는 Sand bath를 이용하여 서서히 가열시켜 물을 증발시킨다.

시료가 약 50 mL 정도로 증발되면 직경 5 cm의 planchet에 옮겨 담아서 적

외선 등으로 완전 건조시켜 전β방사능 농도를 계측한다.

(바) 공기중 미립자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4 개 조사 지점에는 24 시간 연속 가동되는

공기채집기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지점에는 지표면에서 1m 이상의 위치에

Glass Fiber Filter(47mmD, Gelman Co)를 장착한 공기중미립자 연속채취장

치(Low Volume Air Sampler)를 설치하고 3 ft3/min.(5.1 ㎥/h)의 유량으로

10일 간격으로 Filter를 회수 및 교환한다. 이때 채집된 공기의 양은 1224

㎥이며, 회수된 필터는 라돈 등의 자연방사능 감쇄 보정을 위해 72 시간이

경과한 후 직경 5 cm의 planchet에 옮겨 조사 방사능 핵종을 계측하였다.

(3) 방사능 계측 및 분석 방법

(가) 전β방사능

대부분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 핵종들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으므로

전α.β 방사능 측정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에너지 구분 없이 측정

하여 방사능 양의 단위로서 나타낸다. 이 방법은 방사능의 거동과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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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공기중미립자의 경우 연속채집장치에서 회수한 필터시료는 라돈 등의 자

연방사능 감쇄를 보정하기 위하여 72 시간이 경과한 후 저준위 알파/베타 계

측기(Low background Alpha/ Beta Counter)를 사용하여 전β방사능을 측정

한다.

조사지점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전체시료를 80 ˚C에서 건조시킨 다음

분쇄기로 미세하게 분쇄한 후 1 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시료

중 200 mg을 정확히 取하여 planchet에 담은 후 콜로디온 용액을 적당히 가

해 시료가 균일하게 분포되게 한 다음 적외선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이를 저

준위 알파/베타 계측기(Low background Alpha/ Beta Counter)를 사용하여

전β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솔잎의 경우도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섞은 다음 dry

oven에서 80 ˚C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솔잎 시료를 450 ˚C의 전기로에서

완전히 회화한다. 회화된 솔잎 시료 중 200 mg을 정확히 取하여 planchet에

담은 후 콜로디온 용액을 적당히 가해 시료가 균일하게 분포되게 한 다음

적외선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이를 저준위 알파/베타 계측기(Low

background Alpha/Beta Counter)를 사용하여 전β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한편, 물시료의 경우 조사지점에서 채취된 20 L시료 중에서 약 1000 mL

를 비이커에 옮겨 미열로 서서히 가열한다. 물시료가 증발농축하여 최종 용

량이 10 mL ∼ 50 mL가 되게 한다. 농축된 시료를 planchet에 소량씩 가

하면서 적외선 등으로 완전히 증발건고 시킨다. 완전히 증발 건고된 시료를

저준위 알파/베타 방사능계측장치(Low Background Counting System,

Tennelec-5100)를 이용하여 전β방사능을 100분간 측정한다.

(나) 삼중수소 방사능

환경시료중의 삼중수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해농축법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감시 목적을 위해서는 신속한 실험결과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감시에서는 신속한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증류법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채취한 물시료를 증류시킨 후 증류된 용액 중

8 mL를 取하여 섬광체(Ultima Gold LLT. Packard) 12 mL와 함께 20 mL의

시료병에 넣고 흔들어 혼합시킨 다음, 시료를 24 시간 암실에 방치해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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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1220-Quantulus, LKB Wallac)를 이용하여 삼중수소를 측정했다.

(다) 스트론튬 방사능

조사지점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스트론튬 방사능 핵종 분석을 위해 전

체시료를 80 ˚C에서 건조시킨 다음 분쇄기로 미세하게 분쇄한다. 미세하게

분쇄된 토양시료를 450 ˚C의 전기로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회

화한다. 회화된 토양 시료 중 50 g ～ 100 g을 정확하게 取하여 발연질산법

으로 분석하였다.

(라) 감마동위원소

토양을 비롯하여 하천토, 솔잎, 물 등의 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측정

은 조사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건조를 포함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감마

핵종 분석용 다중채널파고분석기(MCA)인 Gamma Spectrometer (HPGe

detector with MCA, ORTEC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계측기의 교정

(가) 저준위 α.β 방사능 계측기 교정

저준위 알파/베타 계측기(Oxford LB-5100Ⅱ)의 교정은 알파방사능의 경

우 표준 교정선원인 Calibration disk Po-210(Amhersam Co. 반감기 138.4일)

을 사용하였으며, 베타방사능의 교정은 표준 교정선원인 Calibration disk

90Sr/90Y (Amhersam Co. 반감기 29.12 년)을 교정선원으로 사용하였다. 백

그라운드계측은 30분의 계측시간에서 10 회 이상 계측한 결과가 알파방사능

의 경우 0.05 CPM 이하였으며, 베타 방사능의 경우 1.0 CPM 이하였다.

Calibration disk를 사용하여 알파방사능의 경우 slope를 4 %/100V, 베타 방

사능은 slope를 10 %/100V 범위에서 Operating voltage를 설정하여 사용했

으며, 또한 α+β discriminator를 조절하여 cross talk를 조절하였다.

(나) 열형광선량계 교정

TLD Reader의 교정은 100 mR이하의 저선량으로 실시하며, 계산인자의

적용이 쉬운 감마선원을 사용한다. 5개 이상의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하여

10 mR ∼ 70 mR 정도 조사시킨 후 공기와 접촉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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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8 시간 이후에 판독한다. 판독된 선량계의 TTP (Time-Temperature

Profile)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선량계의 판독값을 이용하여 판독기를 교정

한다.

(다) 감마 Spectrometer의 교정

표준혼합선원(Standard mixed source, 109Cd, 54Mn, 57Co, 60Co, 137Cs, 88Y

등)을 일정량(0.1 Bq/g ～ 10 Bq/g)이 되도록 물로 희석, 평량하여 측정시료

용기에 넣는다. 용액의 높이는 0.5 cm, 1.0 cm, 1.5 cm........5 cm 되게하여

각 측정 용기에 넣은 방사능량과 중량을 계산하여 둔다. HPGe검출기를 사

용하여 측정 용기의 표준선원용액의 높이에 따라 각 에너지 및 핵종별로 검

출효율을 산정하였다.

(라) 액체섬광계수기의 교정

표준혼합선원(Standard mixed source)을 시료로 조제하여 검출기의 효율

을 수시로 보정하였다.

2) 운영결과 및 고찰

가) 환경방사선 조사결과

(1) 공간감마선량률

(가)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MW건물 동쪽, MW건물 서쪽 및 KW건물

서쪽에 3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환경방사선감시기(Reuter Stokes

RSS-1012,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 cmΦ, Pure Argon 25 Atm)를 고정 설치하여 연중연

속으로 측정하였다.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3 곳의 조사지점에서 환경

방사선감시기로 공간감마선량률을 연중무휴로 연속측정하였다. 표 2.3.26에 3

개 조사지점에서 측정된 ‘07년 월별 평균값 및 연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MW건물 동쪽에 위치한 감시기에서는 연평균 공간감마선량

률이 122 nGy/h의 준위로 측정되어 ‘04-’06년도의 평균 123 nGy/h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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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였으며, ‘07년 6월의 130 nGy/h이 월간최고 준위였으며, 8월의 113

nGy/h이 월간최저 준위였다. MW건물 서쪽에 위치한 감시기에서는 연평균

공간감마선량률이 113 nGy/h의 준위를 나타내어 ‘04-’06년도의 평균 113

Gy/h과 유사한 준위였으며, ‘07년 12월의 122 nGy/h, 8월의 108 nGy/h이 각

각 최고와 최저준위였다. 한편, 2007년도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KW 건물 서

쪽의 감시기에서는 연평균 공간감마선량률이 124 nGy/h의 준위를 나타내었

으며 ‘07년 1월의 126 nGy/h, 8월의 120 nGy/h이 각각 최고와 최저준위였다.

(나)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에 대한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부지내에

5 개 지점과 주변지역에 5 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조사

지점에서의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휴대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27에 나타내었다.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

감마선량률은 연평균 120 nGy/h과 132 nGy/h의 준위로 2006년도의 124

nGy/h, 130 nGy/h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시기별 준위를 살펴보면 부지

내의 1/4분기 119 nGy/h, 2/4분기 119 nGy/h, 3/4분기 120 nGy/h, 4/4분기

122 nGy/h으로 연중 비슷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지점별 준위를 살펴보면 MW건물 서쪽 지점에서 연평균 113 nGy/h의 준위

로 최저치로 측정되었고, 127 nGy/h의 준위를 나타낸 KW건물 동쪽 지점이

최고 준위를 나타내었다.

(2) 공간집적선량

열형광선량계(TLD)에 의한 공간집적선량 조사는 부지내의 9 개 지점과

주변지역 9 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열형광선량계(TLD)는 환경용 선량계

인 Harshaw TLD-100H를 Type 8855 선량계 홀더에 장착한 후 이를 조사

지점의 지표 1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 3 개월 후 회수하여 집적선량을

열형광계측기(TLD Reader, Harshaw TLD 4500)로 측정하였다. 조사지점에

서의 분기간 공간집적선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3.28에 수록하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의 조사지점에서는 분기간 집적방

사선량의 연평균치가 225 uGy/분기이었으며, 주변지역의 분기간 집적방사선

량은 연평균치가 239 uGy/분기이었다.



- 245 -

나)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1) 공기중 미립자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공기중미립자의 조사는 MW건물 앞쪽

지점과 MW건물 뒤쪽 지점, KW건물 앞쪽 지점 그리고 비교지점인 한전연

수원기계실 옆쪽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공기중미립자에 대한 조사빈도는 각

조사지점에서 매월 실시하였으며, 전β 방사능과 감마동위원소 핵종을 분석하

였다.

(가) 전β방사능

조사지점에서 채집된 공기중미립자의 월별 전β방사능 분석결과는 표

2.3.29에 수록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지점 전체의 연평균 준위

가 0.994 mBq/㎥로 2006년도의 0.880 mBq/㎥ 보다 12.9 % 증가하였으나 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의 보고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조사지점별 준위를 살펴보면 MW건물 앞 지점의 연평균 준위가 0.960

mBq/㎥이였으며, MW건물 뒤쪽지점에서는 0.944 mBq/㎥, KW건물 앞지점

은 1.04 mBq/㎥이 검출되었고 비교지점인 한전기계실 옆 지점에서는 1.03

mBq/㎥이 검출되었다. 4개 조사지점의 월별 준위를 살펴보면 0.625 mBq/

㎥의 6월 준위가 최저를 나타내었고, 1.88 mBq/㎥의 1월 준위가 최고치였다.

이는 2006년도 7월의 0.388 mBq/㎥와 1월의 1.54 mBq/㎥와 비교하여 최저

치와 최고치 모두 증가하였으나 평상시변동범위를 유지하고있었다. 공기중

미립자 전β 방사능 농도는 습기가 많은 하절기 보다 건조한 동절기가 다소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감마동위원소

4 개 조사 지점에서 조사된 공기중미립자의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표

2.3.30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방사성 핵종인 7Be만 검출되었고 감시 대상 핵

종 모두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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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토

하천토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에서 서울산업

대정문에 이르는 하천을 따라서 4 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하천토의 시료는

조사지점에서 분기별로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하천토 시료는 감마동위원소

핵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기별로 채취된 하천토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표 2.3.31에 수

록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의 경우도 자연준위와

비슷한 준위가 검출되었다.

(3) 토양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토양의 시료채취는 MW건물 동쪽을 비

롯하여 보일러건물, 물리동, 원자력병원 앞 지점에서 연 2 회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토양시료는 스트론튬 방사능 및 감마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가) 감마동위원소

4 개 조사 지점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에 대해 감마동위원소 핵종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3.32에 나타난 것처럼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핵종중 핵분열생성물질인 137Cs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40K이 대부분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핵종들은 모두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

출되었다. 토양시료에서 검출된 137Cs의 농도는 평상준위의 수준이었다.

(나) 스트론튬 방사능

채취된 토양시료는 토양시료의 전처리 방법에 의해 계측용 시료로 조제

하여 스트론튬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3.33에 수록하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07년 상 하반기 부지내 3 개 조사 지점 시료의 평균 방

사능 농도가 각각 1.12 Bq/kg-dry와 1.56 Bq/kg-dry으로 나타났다.

(4) 지하수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보일러건물과

광운대학교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빈도는 분기별로 수행되었다. 지하수

시료는 삼중수소와 감마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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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중수소

조사지점에서 채수된 지하수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결과를

표 2.3.34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조사지점의 지하수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한계치 이하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나) 감마동위원소

조사지점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농축과정을 거쳐 조제된 시료로 감마동위

원소를 계측하였다. 지하수 시료의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표 2.3.35에 나

타난 것처럼 모든 핵종이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5) 솔잎

육상식물의 대표적인 소나무의 솔잎은 방사선 환경감시의 지표식물로 적

용되고 있어 본 과제 에서도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2 개 조사 지점에서

연간 2 회에 걸쳐 솔잎시료를 채취하여 감마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중 솔잎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의 분석결과를 표 2.3.36에 나타

내었다. 솔잎시료에서 검출된 핵종은 137Cs 및 자연방사성 핵종인 7Be, 40K

이였으며, 나머지 핵종은 모두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6) 지표수

지표수의 시료채취는 TRIGA 연구로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천을 따라 서

울산업대연못과 광운대학앞 하천지점에서 수행되었다. 2개 조사지점에서 월

별 채수된 시료는 전β방사능과 삼중수소 그리고 감마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가) 전β방사능

2 개 조사 지점에서 채수된 지표수에 대한 전β방사능 분석결과는 표

2.3.37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표수의 전β방사능 농도는

연평균 0.194 Bq/L로 2006년도의 0.160 Bq/L과 유사한 준위가 검출되었다.

(나) 삼중수소

지표수에 대한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 결과는 표 2.3.38에 수록되어 있으

며, 표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검출한계치 이하의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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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 감마동위원소

2 개 조사 지점에서 채수된 지표수 시료별로 농축과정을 거쳐 감마동위

원소 분석을 위한 형태로 조제하여 측정하였다. 지표수 시료의 감마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표 2.3.39에 수록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131I을 제외한 조사대상

인공방사성핵종 대부분은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나타났고, 자연방사성

핵종인 40K이 자연준위로 검출되고 있었다.

다. 결론 및 건의사항

본 과제는 연구로의 해체공사 중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및 환경

방사능 준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환경

영향평가보고서’에 제시한 TRIGA 연구로 해체공사 전 및 해체공사 중 환경

감시계획서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는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감마선량률은 고정용 연속계측장비인 ERM과 휴대용 ERM에서 측정된 준위

는 모두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지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이

안정한 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8 개 조사지점에서 수행

된 공간집적방사선량도 특이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방사능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중미립자의 전β방사능 조사

결과는 4 개 조사 지점의 준위가 비슷하게 검출되었으며, 월별 검출준위는 5

월에서 9월이 대체적으로 낮은 준위를 유지하였고, 10월에서 4월이 상대적으

로 높은 준위가 검출되었다. 이는 습한 하절기에는 건조한 동절기 보다 먼

지의 양이 줄어드는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월 실시된 지표수의

전β방사능 조사 결과는 2 개 조사 지점 모두 예년의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

다.

환경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의 분석결과는 공기중미립자와 솔잎시료

에서 자연방사성 핵종인 7Be이 환경준위의 농도가 검출되었으나, 다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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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핵종들은 173Cs을 제외하면 모두 검출한계치 이하로 나타났다. 토양시

료와 하천토 시료에서는 자연방사성물질인 40K이 환경준위로 검출되고, 일부

시료에서는 핵분열생성 물질인 137Cs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방사능준위로

볼 때 ‘60-‘70년대에 실시된 대기권핵실험에 의한 全지구적인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물시료에 대한 감마동위원소 분

석 결과는 조사대상 핵종 모두가 검출한계치(MDA)이하로 나타났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조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TRIGA 연구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 징후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축적된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조사 자료는 향후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 기간 중 예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유출시 주변지역의 오염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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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대상 시료종류 조사빈도 조사핵종
조사지점 수

부지내 부지밖

육상 
시료

공기 미립자 월 1회
(연속채취)

전α방사능
3 1전β방사능

감마동위원소
하천토양 하천토 분기 1회 감마동위원소 3 1

표층토양 토양 년 2회
90Sr 3 1

감마동위원소
지표생물 솔잎 년 2회 감마동위원소 1 1

물
지표수 월 1회

3H
- 2전β방사능

감마동위원소

지하수(식수) 분기 1회
3H 1 -

감마동위원소

방사선 환경방사선 환경방사선
연속측정 공간감마선량률 3 -
분기측정 공간감마선량률 5 5
분기 1회 집적선량 9 9

표 2.3.21. 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

번 호 조  사  지  점 방 위 거리
(㎞) 조사시기 비 고

MPS-101
MPS-102
MPS-103

MW 동쪽
MW 서쪽
KW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E
W
W

-
-
-

연속측정
   ″
   ″

부지내
″
″

표 2.3.22. 환경방사선감시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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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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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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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월계동

-
-
-
-
-
S
S

NW
SE
W

-
-
-
-
-
0.7
0.6
0.7
1.0
3.3

3, 6, 9, 12
″
″
″
″
″
″
″
″
″

 부지내
″
″
″
″

주변지역
″
″
″

비교지점

표 2.3.23. 휴대용방사선계측기에 의한 공간감마선량률 조사계획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TL-101 KW건물 동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3, 6, 9, 12 부지내
TL-102 KW건물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3 MW건물 동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4 MW건물 서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5 보일러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6 (구)폐기물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7 (구)정문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8 (구)물리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09 한전기숙사 남쪽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 ″
TL-110 원자력병원 앞 서울 노원구 공릉동 S 0.7 ″ 주변지역
TL-111 원자력병원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S 0.6 ″ ″
TL-112 서울산업대 연못 서울 노원구 공릉동 NW 0.7 ″ ″
TL-113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SE 1.0 ″ ″
TL-114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NE 1.7 ″ ″
TL-115 인덕전문대학 서울 노원구월계동 SW 2.0 ″ ″
TL-116 태능중학교 서울 중량구 묵동 N 2.1 ″ ″
TL-117 공릉중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N 1.2 ″ ″
TL-118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월계동 W 3.3 ″ 비교지점

표 2.3.24. 열형광선량계에 의한 집적선량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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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번 호 조   사   지   점 방위 거리

(㎞)
조사시기

(월) 비 고

공기중
미립자

AP-101
AP-102
AP-103
AP-104

MW 앞
MW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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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교지
점

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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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월
″
″
″

부지내
″
″

비교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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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교지
점

솔  잎 P-101
P-102

KW 앞
한전기숙사 옆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  
S

-  
0.5

 3월, 9월  
″

부지내  
비교지

점

지표수 SW-101
SW-102

서울산업대연못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 노원구월계동

S
W

0.6
3.3

매월
″

주변지
역

비교지
점

지하수 UW-101 보일러 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동 - - 3, 6, 9, 12 부지내

표 2.3.25. 육상시료의 환경방사능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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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해체 연구용원자로시설 부지내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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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해체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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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부
지
내

2호기(MW) 동쪽 115±3.14 116±3.57 124±6.80 126±4.61 128±4.92 130±4.23 123±9.04 113±3.62 117±3.66 121±3.46 123±3.40 129±4.34 122 123 (106 ~ 179)

2호기(MW) 서쪽 117±2.23 116±2.46 115±2.92 113±2.50 112±3.50 111±3.57 110±5.51 108±2.87 110±3.21 113±2.69 116±2.58 122±2.30 113 113 (104 ~ 130)

1호기(KW) 서쪽 126±2.70 124±2.94 124±3.95 124±3.06 124±4.03 125±3.94 122±6.96 120±3.58 121±3.97 124±3.23 124±3.13 125±2.50 124 

평균 119 119 121 121 121 122 119 114 116 119 121 125 119

표2.3.26.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환경방사선감시기)

(단위 : nGy/h)

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부지내

1호기(KW) 동쪽 130 128 125 124 127 129 (118 ~ 137)

1호기(KW) 서쪽 117 116 119 126 119 124 (118 ~ 129)

2호기(MW) 동쪽 114 122 123 128 122 135 (105 ~ 232)

2호기(MW) 서쪽 116 108 114 114 113 112 (105 ~ 116)

(구) 정문 122 121 118 117 120 118 (113 ~ 137)

평균 119 119 120 122 120 

주변지역

원자력병원앞 149 177 158 173 164 161 (145 ~ 175)

원자력병원옆 126 128 123 125 125 121 (114 ~ 128)

서울산업대 연못 119 127 125 127 125 122 (110 ~ 129)

서울여자대학교 112 113 114 118 114 121 (114 ~ 127)

광운대학교 129 128 129 131 129 126 (118 ~ 133)

평균 127 135 130 135 132 

표2.3.27.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의 공간감마선량률(휴대용계측기)

(단위 : nG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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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부지내

KW건물 동쪽 222±4.27 249±10.4 242±12.0 271±8.71 246 235 (215 ~ 271)
KW건물 서쪽 204±8.10 241±10.2 210±9.64 238±14.9 223 218 (193 ~ 246)
MW건물 동쪽 203±17.9 226±4.55 232±13.3 229±10.5 223 255 (209 ~ 321)
MW건물 서쪽 166±3.74 206±9.29 180±6.95 198±7.08 187 191 (157 ~ 241)
보일러건물 216±2.63 244±11.0 212±6.90 216±13.8 222 225 (188 ~ 251)

(구)폐기물건물 241±4.56 259±11.2 244±22.0 265±3.91 252 246 (216 ~ 288)
(구) 정문 217±5.77 211±9.20 201±16.4 237±7.01 216 221 (199 ~ 258)
(구)물리동 252±1.29 280±8.76 262±15.5 271±0.20 266 256 (225 ~ 296)

한전기숙사남쪽 168±2.37 205±6.48 192±17.9 207±17.7 193 206 (186 ~ 233)
평균 210 236 219 237 225 

주변지역

원자력병원앞 276±17.7 220±14.5 280±26.4 280±10.3 264 265 (232 ~ 300)
원자력병원옆 211±15.5 298±18.7 223±8.76 233±6.96 241 218 (194 ~ 245)

서울산업대 연못 204±0.34 230±5.49 215±12.9 X 216 220 (198 ~ 247)
서울여자대학교 259±13.1 230±4.71 211±14.3 231±5.47 233 235 (206 ~ 277)

삼육대학 208±4.96 206±10.4 203±11.8 244±9.37 215 211 (180 ~ 247)
인덕전문대학 206±11.2 272±18.1 X 278±22.2 252 253 (202 ~ 307)
태능중학교 262±9.99 265±17.6 251±14.2 251±1.10 257 248 (222 ~ 279)
공릉중학교 208±1.93 249±12.4 X 205±1.56 220 226 (201 ~ 260)
광운대학교 236±13.0 263±20.7 222±12.9 279±18.8 250 266 (243 ~ 316)

평균 230 248 229 250 239 

표2.3.28.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의 공간집적선량(TLD)

(단위 : uGy/분기)

X : 시료채취불능

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호기(MW) 앞
1.80

±
0.0138

1.51
±

0.0126

0.897
±

0.00853

0.764
±

0.00868

0.656
±

0.00829

0.607
±

0.00685

0.548
±

0.00776

0.363
±

0.00572

0.864
±

0.00906

1.10
±

0.01040

1.08
±

0.00968

1.33
±

0.01150
0.960 0.893 (0.380 ~ 2.12)

2호기(MW) 뒤
1.80

±
0.0138

1.54
±

0.0127

0.853
±

0.00832

0.808
±

0.00894

0.690
±

0.00853

0.633
±

0.00700

0.584
±

0.00803

0.335
±

0.00550

0.826
±

0.00887

0.993
±

0.00988

1.02
±

0.00942

1.24
±

0.01110
0.944 0.924 (0.380 ~ 2.06)

1호기(KW) 앞
1.94

±
0.0143

1.66
±

0.0132

0.794
±

0.0100

0.882
±

0.00934

0.680
±

0.00845

0.614
±

0.00705

0.913
±

0.01010

0.383
±

0.00590

0.932
±

0.00940

1.17
±

0.01070

1.12
±

0.00988

1.42
±

0.01190
1.04 0.870 (0.410 ~ 2.08)

한전기계실 옆
1.96

±
0.0144

1.61
±

0.0130

0.928
±

0.00870

0.822
±

0.00902

0.629
±

0.00817

0.645
±

0.00706

0.561
±

0.00786

0.380
±

0.00589

0.998
±

0.00976

1.20
±

0.01090

1.21
±

0.01030

1.44
±

0.01200
1.03 0.845 (0.310 ~ 2.14)

평균 1.88 1.58 0.868 0.819 0.664 0.625 0.652 0.365 0.905 1.12 1.11 1.36 0.994 0.88

표2.3.29.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농도(전β)

(단위 : m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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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호기 
(MW) 
앞

134Cs <0.00539 <0.00631 <0.00344 <0.00543 <0.00725 <0.00514 <0.00618 <0.00558 <0.00495 <0.00615 <0.00422 <0.00438 <0.00200
137Cs <0.00624 <0.00644 <0.00337 <0.00621 <0.00659 <0.00427 <0.00718 <0.00608 <0.00556 <0.00690 <0.00483 <0.00489 <0.00100

131I <0.00513 <0.00518 <0.00343 <0.00407 <0.00731 <0.00410 <0.0119 <0.0119 <0.00432 <0.00521 <0.00400 <0.00315 <0.00100
60Co <0.00714 <0.00947 <0.00635 <0.00836 <0.00926 <0.00621 <0.0104 <0.00923 <0.00738 <0.00865 <0.00611 <0.00365 <0.00300
51Cr <0.0311 <0.05270 <0.0397 <0.0607 <0.0491 <0.0392 <0.0663 <0.0535 <0.0379 <0.0877 <0.0153 <0.0283 <0.0150
59Fe <0.00429 <0.00970 <0.00623 <0.00720 <0.0142 <0.00850 <0.0231 <0.0111 <0.00995 <0.0114 <0.00763 <0.00956 <0.00400

54Mn <0.00442 <0.00515 <0.00283 <0.00558 <0.00778 <0.00423 <0.00756 <0.00608 <0.00518 <0.00695 <0.00482 <0.00219 <0.00200
22Na <0.00612 <0.00629 <0.00524 <0.00300 <0.00207 <0.00423 <0.00846 <0.00429 <0.00319 <0.00519 <0.00469 <0.00572 <0.00100
152Eu <0.00970 <0.00715 <0.00811 <0.00855 <0.00875 <0.00676 <0.0109 <0.00738 <0.00778 <0.00723 <0.00615 <0.00720 <0.00300
154Eu <0.00548 <0.00583 <0.00626 <0.00727 <0.00769 <0.00472 <0.00664 <0.00501 <0.00485 <0.00685 <0.00552 <0.00516 <0.00300

7Be 3.26±0.0938 4.68±0.126 3.91±0.0994 4.71±0.138 3.63±0.118 2.73±0.0763 1.99±0.0852 1.55±0.0612 3.23±0.0887 4.28±0.126 3.70±0.0994 4.63±0.109 3.52 2.13(0.900 ~ 4.11)

2호기 
(MW) 
뒤

134Cs <0.00546 <0.00433 <0.00429 <0.00862 <0.00621 <0.00407 <0.00491 <0.00472 <0.00374 <0.00348 <0.00506 <0.00579 <0.00200
137Cs <0.00625 <0.00526 <0.00433 <0.0112 <0.00705 <0.00432 <0.00707 <0.00477 <0.00469 <0.00494 <0.00437 <0.00708 <0.00100

131I <0.00439 <0.00518 <0.00412 <0.0131 <0.00418 <0.00416 <0.0168 <0.0109 <0.00262 <0.00195 <0.00681 <0.00434 <0.00200
60Co <0.00581 <0.00845 <0.00728 <0.00924 <0.00924 <0.00824 <0.00415 <0.00774 <0.00680 <0.00628 <0.00713 <0.00833 <0.00200
51Cr <0.0439 <0.0281 <0.0241 <0.0995 <0.0531 <0.0283 <0.0543 <0.0222 <0.0149 <0.0249 <0.0363 <0.0413 <0.0100
59Fe <0.00725 <0.00623 <0.0110 <0.0139 <0.0110 <0.00725 <0.0150 <0.00672 <0.00295 <0.00528 <0.0101 <0.00725 <0.00400

54Mn <0.00555 <0.00641 <0.00428 <0.00924 <0.00544 <0.00336 <0.00467 <0.00504 <0.00258 <0.00429 <0.00542 <0.00628 <0.00100
22Na <0.00429 <0.00325 <0.00248 <0.00440 <0.00824 <0.00424 <0.00552 <0.00465 <0.00626 <0.00210 <0.00594 <0.00603 <0.00100
152Eu <0.0106 <0.00767 <0.00746 <0.0141 <0.0312 <0.00605 <0.00922 <0.00820 <0.00759 <0.00632 <0.00622 <0.0104 <0.00100
154Eu <0.00733 <0.00643 <0.00504 <0.00983 <0.00935 <0.00459 <0.00567 <0.00484 <0.00559 <0.00584 <0.00521 <0.00934 <0.00100

7Be 5.12±0.144 4.24±0.109 3.37±0.0847 4.72±0.160 3.84±0.114 2.70±0.0719 2.15±0.0773 1.39±0.0556 2.62±0.0688 3.80±0.0950 3.83±0.0973 4.92±0.117 3.56 2.23(1.00 ~ 4.80)

1호기 
(KW) 
앞

134Cs <0.00549 <0.00641 <0.00622 <0.00743 <0.00995 <0.00423 <0.00483 <0.00550 <0.00405 <0.00451 <0.00382 <0.00912 <0.00200
137Cs <0.00457 <0.00725 <0.00744 <0.00829 <0.00924 <0.00442 <0.00519 <0.00454 <0.00466 <0.00473 <0.00345 <0.0114 <0.00100

131I <0.00523 <0.0153 <0.0130 <0.00721 <0.0105 <0.00325 <0.00728 <0.0151 <0.00198 <0.0143 <0.00238 <0.00838 <0.00200
60Co <0.00836 <0.00881 <0.00732 <0.00894 <0.0129 <0.00666 <0.00812 <0.00791 <0.00501 <0.00588 <0.00701 <0.0109 <0.00200
51Cr <0.0394 <0.0641 <0.0481 <0.0761 <0.110 <0.0404 <0.03600 <0.0362 <0.0311 <0.03460 <0.0156 <0.0471 <0.0140
59Fe <0.00914 <0.0140 <0.0106 <0.00707 <0.0161 <0.0129 <0.0144 <0.0121 <0.00342 <0.00798 <0.00629 <0.0139 <0.00400

54Mn <0.00528 <0.00623 <0.00499 <0.00275 <0.00710 <0.00411 <0.00593 <0.00465 <0.00312 <0.00551 <0.00287 <0.00514 <0.00200
22Na <0.00309 <0.00329 <0.00618 <0.00418 <0.00424 <0.00423 <0.00197 <0.00668 <0.00435 <0.00617 <0.00570 <0.00752 <0.00100
152Eu <0.00970 <0.00925 <0.00852 <0.0131 <0.0135 <0.00565 <0.00740 <0.00899 <0.00728 <0.00659 <0.00664 <0.0172 <0.00300
154Eu <0.00764 <0.00669 <0.00691 <0.00826 <0.0104 <0.00521 <0.00652 <0.00636 <0.00500 <0.00480 <0.00342 <0.00929 <0.00200

7Be 3.48±0.102 5.09±1.32 5.17±0.135 5.04±0.147 4.02±0.156 3.00±0.0827 2.10±0.0749 1.71±0.0669 3.25±0.0825 4.95±0.122 4.15±0.105 6.08±0.169 4.00 2.11(1.00 ~ 4.86)

한전 
기계실

옆

134Cs <0.00915 <0.00446 <0.00589 <0.00769 <0.00533 <0.00335 <0.00395 <0.00464 <0.00488 <0.00219 <0.00437 <0.00513 <0.00200
137Cs <0.0101 <0.00528 <0.00633 <0.00460 <0.00635 <0.00328 <0.00506 <0.00415 <0.00410 <0.00969 <0.00476 <0.00605 <0.00100

131I <0.00728 <0.00319 <0.01000 <0.00631 <0.00627 <0.00335 <0.00312 <0.00409 <0.00556 <0.00436 <0.00538 <0.00588 <0.00200
60Co <0.00771 <0.00787 <0.00386 <0.00620 <0.00615 <0.00626 <0.00630 <0.00659 <0.00690 <0.00546 <0.00532 <0.00580 <0.00300
51Cr <0.0723 <0.0517 <0.0391 <0.0580 <0.0625 <0.0241 <0.0513 <0.0289 <0.0516 <0.0990 <0.0624 <0.0663 <0.0130
59Fe <0.0110 <0.00626 <0.0131 <0.0179 <0.00823 <0.00609 <0.00647 <0.00778 <0.0105 <0.0217 <0.00568 <0.00903 <0.00400

54Mn <0.00826 <0.00649 <0.00515 <0.00524 <0.00512 <0.00418 <0.00546 <0.00490 <0.00314 <0.00929 <0.00437 <0.00353 <0.00200
22Na <0.00651 <0.00327 <0.00395 <0.00541 <0.00332 <0.00345 <0.00562 <0.00442 <0.00336 <0.00322 <0.00572 <0.00751 <0.00100
152Eu <0.0125 <0.00794 <0.00924 <0.0105 <0.0109 <0.00623 <0.00781 <0.00872 <0.00769 <0.0148 <0.00870 <0.0101 <0.00200
154Eu <0.00878 <0.00700 <0.00560 <0.00823 <0.00718 <0.00410 <0.00616 <0.00488 <0.00538 <0.0109 <0.00487 <0.00792 <0.00300

7Be 3.40±0.121 4.35±0.111 4.14±0.118 4.91±0.148 4.13±0.110 3.08±0.0806 2.08±0.0739 1.64±0.0544 3.92±0.105 5.02±0.186 4.20±0.115 5.81±0.162 3.89 2.08(0.900 ~ 3.99)

표2.3.30.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공기중 미립자의 방사능 농도

(감마동위원소)  (단위 : m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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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균

한전본관
배수구

134Cs <0.511 <0.375 <0.541 <0.428 <0.210
137Cs <0.728 <0.429 <0.657 1.26±0.176 0.800 1.12 (0.54 ~ 2.70)

131I <0.643 <0.292 <0.505 <0.468 <0.200
60Co <0.186 <0.488 <0.455 <0.515 <0.190
51Cr <4.04 <2.58 <4.71 <2.94 <1.25
59Fe <0.341 <0.705 <1.150 <1.100 <0.380

54Mn <0.411 <0.410 <0.523 <0.538 <0.250
22Na <0.831 <0.456 <0.100 <0.651 <0.070
152Eu <1.02 <0.586 <1.330 <0.647 <0.450
154Eu <0.924 <0.431 <0.988 <0.566 <0.290

40K 1,400±29.0 1,320±25.6 1,470±30.6 1,250±25.7 1,360 1,450 (1,330 ~ 1,570)

(구)폐기물 
건물

134Cs <0.629 <0.205 <0.570 <0.467 <0.170
137Cs 2.60±0.300 1.90±0.100 2.38±0.286 2.62±0.244 2.40 1.40 (0.630 ~ 2.30)

131I <0.516 <0.293 <0.538 <0.564 <0.150
60Co <0.882 <0.334 <0.920 <0.724 <0.240
51Cr <3.12 <0.870 <4.75 <3.94 <0.830
59Fe <1.21 <0.484 <1.350 <0.917 <0.210

54Mn <0.634 <0.282 <0.836 <0.570 <0.200
22Na <0.518 <0.320 <0.692 <0.752 <0.150
152Eu <1.15 <0.418 <1.220 <1.220 <0.530
154Eu <0.739 <0.367 <0.729 <0.797 <0.350

40K 1,380±27.6 1,480±29.7 850±19.5 1,390±28.9 1,270 1,580 (1,380 ~ 1,980)

(구) 정문

134Cs <0.235 <0.283 <0.625 <0.383 <0.250
137Cs <0.318 1.20±0.128 <0.666 <0.476 0.665 1.09 (0.450 ~ 1.67)

131I <0.278 <0.328 <0.597 <0.403 <0.150
60Co <0.333 <0.424 <0.546 <0.474 <0.290
51Cr <1.70 <2.53 <4.13 <2.32 <0.700
59Fe <0.604 <0.681 <1.500 <0.594 <0.470

54Mn <0.149 <0.355 <0.410 <0.349 <0.180
22Na <0.330 <0.389 <0.652 <0.557 <0.080
152Eu <0.451 <0.656 <1.320 <0.812 <0.620
154Eu <0.360 <0.463 <0.866 <0.477 <0.440

40K 1,290±25.4 740±14.7 1,500±31.3 1,430±28.1 1,240 1,430 (790 ~ 1,650)

서울산업
대학

134Cs <0.303 <0.249 <0.332 <0.384 <0.320
137Cs <0.428 <0.311 <0.521 <0.526 <0.410

131I <0.315 <0.211 <0.413 <0.331 <0.170
60Co <0.382 <0.332 <0.613 <0.581 <0.200
51Cr <2.67 <2.12 <3.65 <2.74 <0.300
59Fe <0.925 <0.476 <1.380 <0.927 <0.470

54Mn <0.368 <0.317 <0.467 <0.351 <0.360
22Na <0.372 <0.358 <0.120 <0.333 <0.100
152Eu <0.590 <0.487 <0.784 <1.080 <0.490
154Eu <0.310 <0.359 <0.756 <0.724 <0.560

40K 1,220±25.0 1,390±28.1 1,370±28.0 1,280±26.2 1,320 1,440 (1,030 ~ 1,900)

표2.3.31.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하천토의 방사능 농도(감마동위원소)

(단위 : Bq/kg-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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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상반기 하반기 평균

2호기(MW) 동쪽

134Cs <0.315 <0.383 <0.310
137Cs <0.422 2.44±0.232 1.43 2.06(0.500~6.43)

131I <0.322 <0.332 <0.530
60Co <0.459 <0.660 <0.480
51Cr <3.30 <5.120 <1.82
59Fe <0.611 <0.537 <0.530

54Mn <0.274 <0.522 <0.450
22Na <0.524 <0.542 <0.100
152Eu <0.705 <1.460 <1.39
154Eu <0.518 <0.809 <0.700

40K 986±19.7 1,010±21.7 999 1,040(889~1,330)

보일러건물

134Cs <0.484 <0.553 <0.270
137Cs 6.20±0.277 5.86±0.352 6.03 5.67(3.00~9.40)

131I <0.531 <0.733 <0.320
60Co <0.712 <0.745 <0.290
51Cr <2.15 <5.130 <0.510
59Fe <0.624 <2.060 <0.600

54Mn <0.241 <1.220 <0.380
22Na <0.614 <0.864 <0.100
152Eu <1.14 <1.520 <0.920
154Eu <0.758 <0.912 <0.650

40K 989±20.7 1,020±24.4 1,000 1,130(1,060~1,200)

(구)물리동

134Cs <0.224 <0.505 <0.260
137Cs <0.318 <0.697 <0.760

131I <0.259 <0.228 <0.350
60Co <0.241 <0.756 <0.830
51Cr <2.45 <1.990 <0.720
59Fe <0.990 <0.818 <0.410

54Mn <0.429 <0.633 <0.350
22Na <0.511 <0.631 <0.110
152Eu <0.638 <1.420 <0.100
154Eu <0.276 <0.866 <0.850

40K 1,260±25.0 1,150±24.3 1,210 1,190(1,050~1,310)

원자력병원 앞

134Cs <0.246 <0.646 <0.470
137Cs <0.316 2.28±0.280 1.30 1.83(0.86~2.56)

131I <0.305 <0.651 <0.490
60Co <0.324 <0.816 <0.760
51Cr <1.89 <2.540 <0.590
59Fe <0.515 <1.120 <0.940

54Mn <0.231 <0.715 <0.330
22Na <0.274 <0.758 <0.100
152Eu <0.603 <1.610 <1.43
154Eu <0.518 <1.220 <0.790

40K 887±17.4 977±21.7 932 1,140(1,050~1,350)

표2.3.32.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토양의 방사능 농도(감마동위원소)

(단위 : Bq/kg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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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상반기 하반기 평균

부 

지 

내

2호기(MW)동쪽 1.11±0.104 1.88±0.100 1.50 0.802 (0.390 ~ 1.15)
보일러건물 1.07±0.107 1.17±0.0900 1.12 0.838 (0.470 ~ 1.03)
(구)물리동 1.17±0.0888 1.62±0.100 1.40 0.763 (0.180 ~ 1.07)

평균 1.12 1.56 1.34 
주변
지역

원자력병원 앞 0.898±0.0915 1.23±0.0900 1.06 0.797 (0.510 ~ 1.13)
평균 0.898 1.23 1.06 

표2.3.33. TRIGA 연구로 시설 부지내 및 주변지역 토양의 방사능 농도

(스트론튬) (단위 : Bq/kg -dry)

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균

보일러건물 <1.88 <1.72 <1.79 <1.87 <1.55

평균

표2.3.34.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단위 : Bq/L)

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균

보일러건물

134Cs <0.00260 <0.00216 <0.00329 <0.00323 <0.00100
137Cs <0.00256 <0.00288 <0.00362 <0.00404 <0.00100

131I <0.00262 <0.00223 <0.00142 <0.00367 <0.00100
60Co <0.00297 <0.00256 <0.00404 <0.00318 <0.00100
51Cr <0.0149 <0.0198 <0.0211 <0.0159 <0.0100
59Fe <0.00329 <0.00256 <0.00533 <0.00815 <0.00300

54Mn <0.00177 <0.00231 <0.00151 <0.00352 <0.00100
40K <0.0771 <0.0571 <0.0932 <0.0882 <0.0510

표2.3.35.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감마동위원소)

 (단위 : B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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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상반기 하반기 평균

1호기(KW) 앞

134Cs <0.0441 <0.0307 <0.00800
137Cs 0.140±0.018 <0.0429 0.0915 0.0480 (0.0260 ~ 0.0700)

131I <0.0467 <0.0408 <0.00600
60Co <0.0700 <0.0455 <0.0120
51Cr <0.411 <0.212 <0.0670
59Fe <0.0881 <0.0816 <0.0200

54Mn <0.0447 <0.0383 <0.0110
40K 51.0±1.35 27.9±0.888 39.5 52.3 (47.5 ~ 57.0)
7Be 10.2±0.384 26.2±0.553 18.2 10.6 (5.10 ~ 16.1)

한전기숙사 옆

134Cs <0.0370 <0.0508 <0.00800
137Cs 0.132±0.0160 <0.0598 0.0959 0.0905 (0.0220 ~ 0.136)

131I <0.0431 <0.0497 <0.00500
60Co <0.0635 <0.0563 <0.0110
51Cr <0.275 <0.341 <0.0310
59Fe <0.0881 <0.097 <0.0120

54Mn <0.0526 <0.038 <0.0100
40K 59.7±1.42 74.2±1.67 67.0 57.2 (47.7 ~ 71.8)
7Be 13.1±0.375 25.0±0.608 19.1 13.2 (5.80 ~ 26.0)

표2.3.36.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솔잎의 방사능 농도(감마동위원소)

 (단위 : Bq/kg -freash)

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산업대학 
연못

0.0778
±

0.0132

0.114
±

0.0141

0.108
±

0.0137

0.151
±

0.0150

0.134
±

0.0144

0.213
±

0.0163

0.263
±

0.0167

0.249
±

0.0172

0.538
±

0.0221

0.207
±

0.0164

0.131
±

0.0147

0.238
±

0.0164
0.202 0.130 (0.0400 ~ 0.240)

광운대학
0.147

±
0.0150

0.351
±

0.0191

0.319
±

0.0183

0.175
±

0.0156

0.0444
±

0.0121

0.249
±

0.0171

0.126
±

0.0136

0.158
±

0.0152

0.0986
±

0.0135

0.153
±

0.0152

0.190
±

0.0161

0.218
±

0.0160
0.186 0.207 (0.0600 ~ 0.430)

평균 0.112 0.233 0.214 0.163 0.0892 0.231 0.195 0.204 0.318 0.180 0.161 0.228 0.194 

표2.3.37.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전β)

(단위 : Bq/L)

측정 지점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산업대학 연못 <1.80 <1.78 <1.78 <1.82 <1.75 <1.72 <1.68 <1.80 <1.79 <1.93 <1.83 <1.87 2.61 (1.55 ~ 6.02)

광운대학 <1.80 <1.78 <1.78 <1.82 <1.75 <1.72 <1.68 <1.80 <1.79 <1.93 <1.83 <1.87 2.75 (1.55 ~ 6.71)

평균

표2.3.38.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삼중수소)

(단위 : B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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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  
핵종

2007년
평상시변동범위  
(최소 ~ 최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 
산업 
대학 
연못

134Cs <0.0392 <0.00244 <0.00321 <0.00337 <0.00349 <0.00228 <0.00373 <0.00482 <0.00463 <0.00279 <0.00237 <0.00187 <0.00100

137Cs <0.00329 <0.00214 <0.00397 <0.00402 <0.00567 <0.00244 <0.00349 <0.00553 <0.00496 <0.00351 <0.00302 <0.00255 <0.00100

131I <0.00507 <0.00236 <0.00324 <0.00715 <0.00591 <0.00449 <0.00428 <0.00521 <0.00418 <0.00209 <0.00660 <0.00122 <0.00100

60Co <0.00268 <0.00205 <0.00327 <0.00341 <0.00432 <0.00233 <0.00347 <0.00342 <0.00564 <0.00306 <0.00262 <0.00294 <0.00200

51Cr <0.0213 <0.0121 <0.0263 <0.0251 <0.0321 <0.0178 <0.02810 <0.01840 <0.02340 <0.02280 <0.01750 <0.00973 <0.0100

59Fe <0.00213 <0.00327 <0.00416 <0.00628 <0.00428 <0.00236 <0.00345 <0.00410 <0.00763 <0.00478 <0.00280 <0.00405 <0.00300

54Mn <0.00125 <0.00114 <0.00158 <0.00319 <0.00431 <0.00241 <0.00255 <0.00446 <0.00461 <0.00323 <0.00291 <0.00218 <0.00100

40K
0.124

±
0.0261

<0.0640 <0.230
0.299

±
0.0359

0.685
±

0.0492

0.239
±

0.0210

0.452
±

0.0387

0.345
±

0.0379
<0.12100

0.234
±

0.0280
<0.07580 <0.06830 0.221 0.140 

(0.100 ~ 0.320)

광운 
대학교

134Cs <0.00215 <0.00221 <0.00376 <0.00243 <0.00324 <0.00199 <0.00349 <0.00327 <0.00378 <0.00384 <0.00222 <0.00331 <0.00200

137Cs <0.00278 <0.00243 <0.00414 <0.00329 <0.00339 <0.00304 <0.00512 <0.00374 <0.00497 <0.00435 <0.00254 <0.00351 <0.00100

131I <0.00179 <0.00634 <0.00321 <0.00239 <0.00902 <0.00393
0.0250

±
0.00420

0.0600
±

0.00770

0.0708
±

0.00760

0.124
±

0.00520
<0.00249 <0.00654 0.0450 0.00494 

(0.00200 ~ 0.0180)

60Co <0.00261 <0.00238 <0.00318 <0.00254 <0.00339 <0.00216 <0.00420 <0.00339 <0.00453 <0.00406 <0.00337 <0.00459 <0.00300

51Cr <0.0208 <0.0249 <0.0270 <0.0210 <0.0315 <0.0171 <0.0261 <0.0191 <0.0445 <0.0282 <0.0195 <0.0340 <0.00800

59Fe <0.00426 <0.00218 <0.00272 <0.00306 <0.00446 <0.00324 <0.00284 <0.00556 <0.00374 <0.00745 <0.00563 <0.00528 <0.00300

54Mn <0.00164 <0.00100 <0.00433 <0.00100 <0.00219 <0.00328 <0.00192 <0.00100 <0.00335 <0.00363 <0.00412 <0.00284 <0.00200

40K
0.312

±
0.0274

0.309
±

0.0247

0.283
±

0.0404
<0.0931 <0.0881

0.222
±

0.0245
<0.125

0.120
±

0.0282
<0.149

0.199
±

0.0308

0.546
±

0.0330

0.164
±

0.0234
0.229 0.240 

(0.200 ~ 0.486)

표2.3.39.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지표수의 방사능 농도(감마동위원소)

(단위 : B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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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의 경우 해체작업 및 연구로 운영 중 발생했던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액체폐기물처리시설, 자연증발조 및 희석방류

조, 고체폐기물을 저장해 두었던 고체폐기물저장창고 및 연구로 2호기 및 메

인 스택을 해체 완료하였다. 또한 해체사업의 일상작업이 폐기물의 분류 및

포장 작업, 폐필터 분류 및 포장작업, 연구로 2호기 조화계통 해체, 샤워 및

세탁폐액 저장조 해체, 1호기 동위원소실 지하피트 제염 및 해체작업 등

2008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염 및 해체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수행예정인 잔류방사선/능 평가 및 부지복원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

구로 1, 2호기 부지에 대한 사전개략조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로 해체사업임을 감안하여 해체

과정에서 발생 및 생산되는 기술적인 자료들을 DB화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되었으며, 해체 중 발생했던 비방사성 콘크리트 자체처분도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협력 사업으로 일본의 JAEA 및 JAPC와의 한일 해체기술정보

교환회의를 통해 양국의 해체기술을 공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

련되었으며, 프랑스의 CEA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의 해체기술 수준과 실

력을 평가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많은 해체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2007년도 수

행예정이었던 해체사업을 무사히 완료하였다.

그러나 해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는 2008년 예산배정에 반듯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다.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는 원자력계 원로들의 강력한 보존 주장에 따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해 당사자인 한전, 연구로 1호기 보존위 및 원자력연

구원과 1호기를 보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체상황 점검은 전․후반기 각 1회

씩 총 2회의 점검에서 전년도와 달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권고사항 1건만

이 있었으며, 이 또한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는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해체계획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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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요구되어 3차에 걸쳐 해체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취득하

였다. 해체공사를 위한 세부관리절차서 및 각종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들 절차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수행하였다. 시설의 해체는 변환시설 중 환

기설비실을 제외한 전격실을 해체완료 하였으며, 환기설비실은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 처리, 금속해체물 및 시설 내부 콘크리트 제염 등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초음파화학제염 및 스팀제염설비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강 해체물의 제염작업을 수행하여 44톤의 해체물을 자체처분대상

폐기물로 반출하였다.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의 총량은

260ton이다. 이들 중 방사성폐기물로 분류 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4.4톤

(200L드럼 57개), 비가연성폐기물 9.2톤(200L드럼 36개), 라군질산염 처리 후

발생한 비가연성폐기물 32.8톤(200L드럼 141개), 철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15.2톤(4 m3 콘테이너 4개)로 임시방사성폐기물저장고(격실6107 & 6116)에

저장되어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초음파화학제염 및 스팀제염폐액과

전선 제염폐액으로 약 11.8㎥이 발생하였다. 라군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은 슬

러지폐기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여 라군 2 슬러지폐기물 전량을 처리 완료하

였다. 또한 라군 질산염 처리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슬러지폐기물 연속

처리공정과 질산암모늄 회수공정 기초연구와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 및 감용

을 위하여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한 용융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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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연구로 1, 2호기와 우라늄변환시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체에

있다. 2008년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에 따라 2007년도에는 5개의 주요

부대시설 해체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잔류방사선/능 평가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해체의 경험은 일반 시설물의 해체와 다르게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원격장비의 개

발․활용과 더불어 오염 및 방사화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고

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해체 작업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핵시설의 해

체를 포함하여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금년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공사는 탄소강 해체물의 제염을 수행중에 있으며 라군 2

질산염 슬러지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였다. 변환시설의 안전한 해체 기술 및 경험은 국내

다른 소규모 핵주기 시설(예, 핵연료 제조, UF4 제조, 및 우라늄 가공 시설)에 대한 해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군 질산염처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된 기

술로 해외 원자력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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