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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안전성 제고 및 이송량 증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원내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미흡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 : 원자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

기물의 발생량 증가, 이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 필요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처리를 

통하여 고비용이 수반되는 영구처분량의 저감이 필요

 사회·문화적 측면 :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등 연구원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성에 대

한 신뢰도 회복이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 임시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 확보 및 정리

    -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현황파악 및 처리우선순위 설정

    - 연구원 자체처분 표준 절차서 수립

 관리미흡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 원안위 지적대상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안전성 제고

    - 발생자별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이력 파악

    - 처리우선순위 상위 폐기물 대상 자체처분 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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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 처분이송량 증대(800드럼/년⇒1,000드럼/년) 대비 운영폐기물 준비

    - KORAD 폐기물 인수기준에 따른 방폐물 처리 및 포장

    - 폐기물 처분건전성 평가 및 KORAD 제출문서 생산

Ⅳ. 연구개발결과 

 원내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구축

  -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 수립

 관리미흡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현황 파악 완료 및 폐기물처리 우선순위 확립

  -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설(B-8건물)의 확보 및 활용을 통한 자체처분대상(예상)

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량 증대를 위한 운반계획 및 운반신청 접수 문석 작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통한 관리 안전성 제고

  - 사용해지 품목해제 및 시료채취를 통한 영구처분 준비 시작

  - 유기폐액통 적재선반 제작을 통한 보관 안전성 향상

  해외 선진 시설 방문을 통한 개선점 모색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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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nhancement of radwaste management safety and final disposa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Enhancement of safety of inadequately managed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Prepar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for disposal site 

transfer

2. Importance of the Project

 Technical aspects: Increase in the gener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and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due to aging of nuclear 

facilities, technology acquisition for efficient and safe disposal of waste

 Economy and industry: Reduction of permanent disposal accompanied by 

high cost through systematic and efficient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and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Socio-cultural aspects: Need to restore credibili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afety in the institute such as illegal treatment of radwaste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 Obtain and organize temporary storage facility for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 Identify the status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and prioritize treatment

    - Establish standard procedure for management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Enhancement of management safety of inadequately managed regulatory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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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wastes

    - Management safety enhancement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indicated 

by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Identify the history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by generator

    - Disposal licence application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which have 

higher priority

 Prepar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for disposal site transfer

    - Preparing operational wastes for increased disposal volume 

      (800 drums / year ⇒1000 drums / year)

    - Packaging radioactive wastes complying KORAD waste disposal standards

    - Waste disposal soundness evaluation and KORAD submission document production

Ⅳ. Result of Project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in the institute

 Enhancement of safety of inadequately managed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 Completion of the status of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and establishment 

of waste treatment priority

  - Temporary storage facility acquisition for regulatory clearance radwastes and 

enhancement of management safety through utilization of the facility

 Preparation for disposal site transfer of radwastes

  - Documentation for disposal site transportation application for radwastes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waste managment

  - Enhancement of management safety through maintenance and repair o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RWTF)

  - Disuse of used items and preparation of permanent disposal through 

sampling

  - Improvement of storage safety through production of organic waste liquid 

containers

  Finding improvement through visiting overseas advanced facilities and 

benchmarking wast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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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보고서는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안전성 제고 및 이송량 증대”과제에 대해 지난 1년간 

수행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최종 연구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과제 기간 동안 수행

된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미흡 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처분이송대상 

방폐물 준비 등의 내용 및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내 노후화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과정에서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원내 자체처분 실적은 건수와 수량 측면 모두 

국내 타 원자력 관련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대비 

낮은 편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한 자체처분 실적의 제고를 위한 기반 기술의 개발 및 확

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2.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현재 연구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측면에서의 기술 및 

실적 수준을 다른 유관기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원의 방폐물 처분이송 목표량(800드럼/년)은 원전(1,000드럼/년) 대비 80% 수준(한

국원자력환경공단의 처분이송 목표량(400드럼/년) 대비 200% 수준)

  - 연구원 자체처분 인허가 승인 실적은 한수원 대비 2~30% 수준

  - 국내 영구처분장 인수기준 대비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은 90% 수준

  - 원자력선진국 대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관리수준은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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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전망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방사성물질 및 핵물질 사용 R&D 추진의 불투명성, 기존 방사

선관리구역의 용도변경 등으로 원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지역주민, 정치권, 지자체, 관련 정부기관의 연구원 방사성폐

기물 관리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방사성폐

기물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내 보관하

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이송, 자체처분 등을 통한 재고량은 향후 안정

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연구원의 대외 신뢰도 회복 과정에

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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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 관리미흡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제1절 연구개발 내용

1.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21년 말까지 신규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임시로 운영가능한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를 확보하고 원내 자체처

분대상폐기물의 적재를 위한 내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부서 및 시설별로 보유하고 

있는 원내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현황파악 후 원내외 상황을 고려한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별 처리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발생부서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표준절차서 수립하여 반영한다.

2. 관리미흡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수거, 포장 및 보관을 

통한 관리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연구개발 내용에 포함한다. 첫째,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방사선관리구역 내 사용이력, 방사선학적 특성, 

오염도분포 특성 등의 이력을 파악한다. 둘째, 원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처리우선

순위 상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을 중심으로 자체처분 인허가 신청하여 원내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감소시킨다.

3.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최대 800드럼의 폐기물을 경주처분장으로 이송시

켜왔다. 본 과제를 통해 폐기물 이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처리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이

를 통하여 연구원 처분이송 목표량을 1000드럼까지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원자력환

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포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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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며 연간 1,000드럼 이송 달성을 위하여 운영폐기물 500드럼을 준비할 예정이

다. 또한, 영구처분장 이송 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하는 문서들의 준비 및 처

분건전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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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전략 및 방법

1.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 일반 물품과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을 혼합 보관 중인 자재창고를 확보 후 일반 물품

을 반출하여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전용 저장고로 활용 (신규 종합처리시설의 구축 및 

운영시점까지 임시 운영)

 -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전용 저장고에 관리미흡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관리

 - 발생자 보유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투기 등의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연구원 표준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절차서 작성 

2. 처리 우선순위에 따른 발생자 보유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처리

 - 방사선안전관리상 시급성, 자체처분의 용이성을 고려한 처리 우선순위 설정

   - 방사선안전관리부와 협의 하에 실제 폐기물 처리

표 1. 발생자 보유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처리 우선순위(안)

단 계 구    분

I 단계 야적 폐기물 처리

II 단계
방사선관리구역에 설치되었으나, 사용한 적이 없음을 발생자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장비류 

(하나로 내진보강 공사 시 발생된 외벽포함)

III 단계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것이 명확한 장비로, 이력이 명확하게 

관리된 장비류

IV 단계 이력불명, 관리자 불명 장비류

※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생자 제공정보의 명확성 및 폐기물 수량에 따라 달라짐

3. 관리 미흡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 야적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수거, 포장 및 저장고에 보관

   - 발생자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이력파악을 통한 DB 작성

   - 처리우선순위 상위 폐기물을 대상으로 조속한 자체처분 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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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처분장 이송대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준비

 - 2018년 처분장 이송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폐기물 준비 : 500 드럼

   - 시설 인허가 변경을 통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작업 공간의 확대

   - 방사성폐기물 처리 작업량 증대를 통한 처분장 이송 준비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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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저장고 확보 전략

     ① 연구원 내 일반건물 확보 (조사재시험시설 자재창고(B8)동)

     ② 건물 내 일반폐기물 폐기 및 건물 보완 후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저장고로 인허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인허가)

     ③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내 부속시설로 정식 인허가 건물 확보(~2019년)

        (별도 과제로 추진 중)

   - 연구원 표준 자체처분 절차서 수립 : 운영폐기물관리실의  ‘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의 

     개정을 통한 원내 표준 절차서 수리

   - 자체처분 인허가 신청 체계

     ① 폐기물 발생자를 통한 이력관리 자료 확보, 1차제염, 시료채취

     ② 핵종분석 (감마핵종 : 방사성폐기물관리부서, α, β핵종 및 분석검증 : 분석부서)

        ⇒ 분석부서로서 방재환경부 및 원자력화학연구부 모두 활용, 

        ⇒ 1차로 폐기물 관리부서의 분석장비 활용, 2차로 분석부서를 통한 신뢰도 제고

그림 1. 연구개발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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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제수행 결과

제1절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 수립

제2절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현황 파악

제3절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설의 확보 및 활용

제4절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관리 및 보수

제5절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관리안전성 제고

제6절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량 증대

제7절 기타 과제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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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제수행 결과

제1절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 수립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일 먼저 수행되어야 할 항목이 관

리절차서 수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를 수립하여 문서화(RWMC-자체처분, 그림 2)하였다.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절차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되는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발생, 

보관, 대표시료 채취, 방사능 측정, 선량평가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절차서는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폐기물총괄관리실장, 해체폐기물관리실장, 운

영폐기물관리실장의 검토 후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장이 승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체처분이란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 허용농도 및 허용선량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

며,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은 방사선관리구역 내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확인하기 전,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65호 “방사성폐

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

용선량을 만족함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방사성폐기물을 뜻한다.

본 절차서에는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의 발생, 보관, 원내 위탁처리, 폐기물별 대표시료 

채취 방법, 대표시료의 방사능 측정 방법, 선량평가 방법, 저장, 자체처분 계획서 및 신청 등 

발생에서부터 처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체처분대

상폐기물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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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 제정된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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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현황 파악

원내 각 실험실 및 운영시설 등에서 발생되어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자체처분대상(예상)

폐기물 현황을 3개월에 걸쳐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표적인 종류

는 소화기, 축전지, 유리, 샷시, 목재, 장판, 철재, 플라스틱 등 형상이 매우 다양하고 발생이

력도 각기 다른 폐기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4).

표 2. 원내 보유 중인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

품 목 종 류 수량 비고

소화기

분말 30개

향후 약 7년 주기로 약 80개의 자체처분폐기물 발생함하론 21개

HCFC 1개

축전지 360개

- 강산용액으로 충진되어 있어, 법적으로 배터리 취급업

체에서만 분리 및 해체가 가능

- 중량 : 23kg/개

유리, 샷시, 목재
총9톤백

(각 3톤백) 실험온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

- 표면오염폐기물

- 단반감기 핵종장판, 철재, 플라스틱
총3톤백

(각 1톤백)

압축폐드럼 약 65 톤 시료 대표성 확보

철재류

(압축폐드럼, 폐필터프레임 등)
약 13 톤 시료채취 완료

유기폐액 약 3 톤 11년 이후 접수대상 (이력확인 가능)

형광등 및 프레임 12set
표면오염폐기물

파손시 수은가스 누출 우려

TV, PC(모니터, 본체 등)

약4.5톤

표면오염폐기물

다양한 종류의 재질로 구성

  (철재류, 플라스틱, 고무, PCB기판 등)

NU, DU 사용시설 발생

장치제어 판넬

샌드위치 판넬

※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 : 방사선관리구역 내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

량을 만족함을 확인하기 전,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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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사  진 

소화기

축전지

유리

샷시

목재

[실험온실 철거 전]

압축폐드럼

철재류

(압축폐드럼, 

폐필터프레임 

등)

그림 3. 원내 보유 중인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 사진 및 보관 상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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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사  진 

유기폐액

형광등 및 

프레임

TV, 

PC(모니터, 

본체 등)

장치제어 판넬

샌드위치 판넬

그림 4. 원내 보유 중인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 사진 및 보관 상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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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설의 확보 및 활용

조사재시험부품창고(연구원 시설배치도 “B8” 표시 건물)는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

설(이하 “반출폐기물저장시설”)로 개칭이 되면서 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반출폐기

물저장시설은 연구원 실험시설 및 관리구역에서 사용 및 활용 후 반출된 폐기물 중 허용

농도이하의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 또는 방사선관리구역반출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

을 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의 인허가 변경(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시설설치 승인신청서)을 2018년 1월 12일 부

로 완료하였다 (그림 5). 

그림 5.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인허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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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전기공사

반출폐기물저장시설의 분전반을 갱의실 내 설치하였고 전원효율 97%,역율 95% 광효

율 100 lm/w ~ 120 lm/w 블루밍 LED 60와트의 고성능 조명 이며, Vo 난연등급의 

PC(polycarbonate)사용으로 안전성이 강화되었고 전원이 내장되어 전원에 쌓인 먼지로 

인한 발화가 차단되며 외부 단자대를 사용하지 않아 단자대의 열화나 스파크로 인한 화

재가 제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명(그림 6)이다. 이러한 조명을 총 20개의 등 기구 

공사를 강제전선관 16mm, 26mm 등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시각에서 적재된 폐

기물의 육안 시인성을 확보 하였다(그림 7). 그림 8에서는 반출폐기물저장시설 내 설치된 전등 

설치 위치도를 표시하였다.

그림 6. 전등 사양

그림 7. 반출폐기물 적재 후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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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반출폐기물저장시설 내 전등 설치 위치도

                 

2. 반출폐기물저장시설 갱의실 설치공사

가. 설치 배경

방사성관리구역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그림 9)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관리구역관

리 내 갱의실을 설치하여 방호복으로 환복 및 방호용구를 휴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사재부품창고 내에 갱의실을 설치하였다.

그림 9. 원자력 안전위원회 합격통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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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의 구조 및 제원

갱의실의 출입구는 시설 입구 좌측 벽면을 천공하여 설치(그림 10~11)하였으며 난연

성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을 사용하였다. 작업실 출입문 입구(그림 12)와 작업실 사이에 

준비실(그림 13)을 설치하고 오염검사와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관리

구역 내 방사능 오염이 시설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림 10. 출입문 천공 전 시설 외관 모습 그림 11. 출입문 천공 후 시설 외관 모습

그림 12. 시설 내에서 본 갱의실 출입문 그림 13. 갱의실 내부 준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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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은 프라이머를 3차에 걸쳐 도포 하였으며 그 위에 회수 가능한 비닐 시트를 깔았다. 공

기 유입 경로는 출입문 → 준비실 → 작업실 → 내부출입문 순이다. 작업실 출입은 밀폐형 여

닫이문을 이용한다. 건축물의 패널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

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및 시행하였

으며 샌드위치 패널의 제원 및 물성은 아래(표 3~7)와 같다. 이처럼 갱의실에 사용된 패

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였고 방청페인

트가 칠해져 있는 난연성 재질로 시공 하였다. 

표 3. 한국표준공업규격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경질폴리우레탄폼 KS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F 4731

표 4. 패널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지  붕  용   칸 막 이 용

패널 형태 DS-1 DS,DS-2 TS SS  FF-2

폭(㎜) 600,750,900  1000 1,000   1,000   900

두께(㎜) 50, 75 50, 75, 100

표면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 (실리콘 폴리에스터)

단열재   경질폴리우레탄폼

접착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표 5.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 4.17

탄성계수 ㎏/㎠ 211×10⁴

열팽창계수 ㎝/㎝/℃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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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 ～ 20μ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 7. 내부 단열재의 물성 (KSM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폴리우레탄폼

밀도 ㎏/㎥ 25 ～ 45

굴곡강도 ㎏f/㎠ 2.5 이상

압축강도 ㎏f/㎠ 1.0 이상

흡수량 g/100㎤ 3.0 이하

열전도율 ㎉/mh℃ 0.020 이하

적용온도 ℃ 120/-138

3. 반출폐기물저장시설 환경개선 공사

가. 공사 배경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사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외부 360도 감시카메라 1대, 

내부 고정형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용 중이다. 수목으로 인하여 감시카메라 

시야확보가 불량하여 수목제거 작업실시하여 시야확보를 하였으며 우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하여 환경개선공사를 하였다.

나. 감시카메라 시야 확보 작업

반추폐기물저장시설 외부를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는 감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성능 감시카메라이다. 본 장비는 A급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로(KRN-3200) 반출폐기

물저장시설 담당자와 연구원 통합방호실에서 동시에 모니터로 현장상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원

자력안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1년간의 기록이 저장 가능하다. 또한, 제1,2저장고도 함께 통합 

감시 할 수 있는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여 그 효율성을 보다 증대시켰다. 그러나 겨울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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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여름철이 되면서 수목의 잎이 활성화 되자 시야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시야확보 

목적을 위해 수목 4그루의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14~16).

그림 14. 수목 제거 전 그림 15. 수목 제거 전 감시카메라

 

그림 16. 수목 제거 후 감시카메라

다. 빗물받이교체 및 시설 외부 구배정리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빗물받이 교체 공사(그림 17)를 하였으며 폭우 등에 의하여 빗

물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로울러, 콤펙트 등 소형기기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및 다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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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일정한 두께로 잘 고르고 다지어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그림 18)하였다.

그림 17. 빗물받이 교체된 모습

그림 18. 토목공사 후 시설 주변 구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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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출입문 주변 보수

반출폐기물저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슬라이드방식의 개폐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

후 진행으로 화재 및 보안에 취약해짐에 따라 반자동 난연 셔터로 교체하였다. 바닥과 접촉하

는 셔터하단에 시설 외부에서 낙엽 등 이물질 들어오지 않도록 약 1.5 ㎝의 홈을 만들어 맞붙

게 하였고 외부는 깊이 5 ㎝, 폭 5 ㎝ 길이 약 6 m의 고랑을 파내어 출입구 좌측 방향으로 

구배를 만듦으로써 빗물 등이 고이지 않고 배수 드레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출입문 주

변에 대한 보수 공사(그림 19~20)를 진행하였다.

그림 19. 슬라이딩 방식 셔터 반/출입구

   

그림 20. 셔터형 타입 반/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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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관리 및 보수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 운영폐기물관리실에서 관리 중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은 제1방

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부속시설,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3

개 시설이다. 표 8은 저장시설별 폐기물 저장용량을, 표 9는 저장시설별 폐기물 저장현황

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별 저장용량 

                                                       (단위 : 200ℓ)

시 설 명 규  모 (m) 저 장 용 량 현 저 장 량 연간 발생량 포화예상년도

제1저장고

부속시설

106 평(352㎡)

(16 x 22)
 3,320   2,554.8

520

2031

(저장용량: 16,018드럼)

05년9월 인허가변경

제1저장고
327 평(1,080㎡)

(24 x 45)
11,010 5,352.9

제2저장고

상단

162 well

172 평(565㎡)

(13.2 x 43)

1,404 820

계 15,734 8,727.7 520 -

제2저장고

162 well

172 평(565㎡)

(13.2 x 43)

1,134*

(7드럼/well)

63

(252*)
10 2106

총 계 16,018 8,790.7

(* 단위 : 50ℓ드럼) 

표 9.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별 저장현황 (2017년 12월 기준) 

                                                      (단위 : 200ℓ)

종 류 별 제1저장고 제2저장고
제1저장고

부속시설
계

가 연 성 440 22 153 615

비가연성 4,351.9 468 567 5,386.9

폐 필 터 91 137 - 228

고화폐기물 104 156 44.8 304.8

폐 수 지 197 37 - 234

환경정비

폐 기 물
83 - 1,790 1,873

고방사선 - 63 - 63

규제해제대상 86 - - 86

계 5,352.9 883 2,554.8 8,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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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중준위고체폐기물(MASW)과 저준위고체폐기물(LASW)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로서 

그림 21, 그림 22과 같이 가로 24m, 세로 45m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세워진 높이 12m

의 철골 건물이다. 현재 최대 6단 높이로 적재하고 있으며, 저장용량은 200ℓ 드럼 기준

으로 총 11,010드럼이다.

그림 21.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정면도

그림 22.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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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부속시설

제1, 2저장시설 건설 당시에는 운전 방사성폐기물을 주 발생원으로 고려하였으나, 노후 설

비의 해체폐기물이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체폐기물의 

대부분은 표면선량률 0.5mR/h 이하의 극저준위로서 기존 저장시설의 용량 확보 및 경제

적인 저장 운영 관점에서 '88년 추가로 그림 23와 같은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부속

시설을 신축하였다.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부속시설은 그림 24과 같이 가로 16m, 

세로 2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높이 7.8m의 저장시설로 저장용량은 3,320드럼이다.

그림 23. 제1방사성폐기물부속시설 정면도

그림 24. 제1방사성폐기물부속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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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은 고방사선고체폐기물(HASW)의 중간저장시설로 고방사선고

체폐기물이 자연감쇄 하는 동안 저장하는 곳이며 그림 25과 같이 가로 13.2m, 세로 

43m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세워진 높이 12m의 철골 건물이다. 고방사선고체폐기물은 7, 

8년 후 감쇄된 방사능 준위에 따라 중준위고체폐기물(MASW) 또는 저준위고체폐기물

(LASW)로 분류되어 처리시설에서 방사능 준위와 성분에 따라 압축, 고화 또는 재포장하

여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로 보내진다. Monolith는 그림 26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서 162개의 well에는 7개의 강철드럼 (Φ400㎜ × 500㎜)을 채울 수 있으며 저장용량은 

1,134드럼이다. Monolith 상부에는 고방사선고체폐기물을 저장하는 본래의 기능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준위 고체폐기물을 3단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용량은 

1,404드럼이다.

그림 25.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정면도

그림 26.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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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자동화재 탐지설비 증설공사

하나로 물리적방호구역내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반출폐기물저장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한다면 방사능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시설들은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예상)을 보관하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활용될 시설이기에 자동화재 탐지시설은 필수적 

이다.

가. 자동화재 탐지기의 연결 경로

자동화재 탐지기는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수신기에서 분개를 해서 반출폐기물저

장실 갱의실 내부에 중간 저항수신반을 설치하여 내부 폐기물 창고 천정에 4개의 탐지기

를 설치하였다. 본 탑지기는 역으로 화재 탐지가 되면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수신반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신반 → 통합방호실 수신반 → 대전 북부소방서 지휘실에서 

동시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 연구원 통합방호실 대기자와 청경 그리고 북부소방서에

서 동시에 자동으로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그림 27).

그림 27. 자동화재 탐지기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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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화재 탐지 증설공사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수신기에서 HFIX 2.5SQ 8C를 이용하여 반출폐기물저장시설로 저

항을 놓고 감지기 4개를 천정에 설치하며, 강제전선관을 사용하여 제1방사성폐기물저장

시설 및 반출폐기물저장시설 간 굴착을 하여 탐지선을 매설하여 공사를 하였다 (그림

28~30).

   

그림 28.  배관, 배선 및 감지기 설치 장면(좌) 및 설치된 감지기(우)

그림 29.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수신기 그림 30. 반출폐기물저장시설 중간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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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CCTV 녹화장비 설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은 하나로 경계의 물리적 방호구역으로써 관리되고 있다. 저장고 주변

은 울타리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저장고와 외부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담당자가 그림 31과 같이 저장고 내부와 외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모

니터에서만 확인 가능하여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구원 본관 통합상황실

에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림 32와 같이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CCTV 

녹화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 CCTV Monitor에 의한 저장시설 장면 

그림 32. 연구원 본관 통합상황실에서 저장고 감시 현황 

                



- 52 -

제5절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관리안전성 제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동위원소생산시설 및 핵주기시설 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원자력시설과 각 연구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시설운영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사

성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저장관리하며 각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보

호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원에 저장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제

적이고 효율적인 영구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부피감용을 통한 처분비용 절감 그

리고 방사성폐기물 특성시험 등의 처분 기술 개발을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성을 

확립하는 것들이 본 시설의 운영 목적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해지 품목 보관, 유

기폐액의 장기저장, 배관 안전성 평가 등 처리시설 관련 현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

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사용해지 품목의 

해체 및 시료채취를 통한 폐기물 관리 및 저장 공간의 확보, 유기폐액의 장기 저장 안전

성 제고, 폐액 저장 및 처리계통의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1. 사용해지 품목해체 및 시료채취

가. 연구 내용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내 곳곳에는 압축 폐공드럼, 폐필터 프레임, 스팀배관, 절단된 시멘트

고정화 드럼 등 철재류가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기물들의 대부분은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허용 농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자체처분대상폐기물로 처리

함으로써 저장 및 관리 안전성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체처분대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1/200 kg 비율의 핵종농도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시료채취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폐필터 

원형성형장치, 유기폐액 처리장치 등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해체작업을 수행하였고 마찬

가지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된 사용해지 품목해체 

및 시료채취 내용은 표 10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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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수행 결과

장비해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필터 원형성형장치(그림 33) 및 유기폐액 처리장

치(그림 34) 2가지 장비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시료채취 및 절단은 압축 폐공드럼(그림 

35), 폐필터 프레임(그림36), 스팀배관 등 철재류(그림 37), 시멘트고정화드럼(그림 38)

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되었다. 사용해지 품목해체 및 시료채취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처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표 11와 같다. 

내 용 대 상 처리수량

시료채취 및 절단

압축 폐공드럼 3 톤

폐필터 프레임 6 톤

스팀배관 등 철재류 2 톤

시멘트고정화드럼 (절단된 철재류) 2 톤

장비해체

폐필터 원형성형장치 1대

유기폐액 처리장치 1대

표 10.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사용해지 품목해체 및 시료채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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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사용해지 품목해체 및 시료채취 용역 수행 결과

내 용 대 상 처리내용

시료채취 및 절단

압축 폐공드럼 압축 폐공드럼 당 115g 이상 시료채취 완료

폐필터 프레임
폐필터 프레임 20Ea를 1Set로 묶어 1Set 당 약 75g 

이상 시료채취 완료

스팀배관 등 철재류 각 묶음 당 시료채취 완료

시멘트고정화드럼 (절단된 철재류)
절단된 고정화 드럼 측면 2, 뚜껑, 바닥으로 나누어 

각 무게의 1/200 이상 시료채취 완료

장비해체

폐필터 원형성형장치
폐필터 성형장치를 해체 후 제염하고 Smear Test 

후 비오염 부분을 지정장소에 적제 완료

유기폐액 처리장치
유기폐액 처리장치를 해체 후 제염하고 Smear Test 

후 비오염 부분을 지정 장소에 적재 완료함

그림 33. 폐필터 원형성형장치 해체(좌) 및 해체된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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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기폐액 처리장치 해체 전(좌) 및 해체작업(우)

그림 35. 시료채취 된 압축 폐공드럼

그림 36. 폐필터 프레임 시료채취 작업(좌) 및 채취된 시료(우)



- 56 -

그림 37. 스팀배관 철재류(좌) 및 시료채취 작업(우)

그림 38. 시멘트 고정화드럼 운반(좌) 및 시료채취 작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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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폐액통 적재선반 제작 및 설치

가. 제작 목적

연구실에서 발생되어 PE용기에 포장된 뒤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송된 액체폐기물은 장기간 보

관되어야 할 유기용액의 경우 20ℓ 용기 2개를 100ℓ PE용기에 재포장하여 시설 내의 

저장소에 보관하였다 (그림 39). 그러나 2017년도 실시된 대전시민검증단 활동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2단으로 적재되어 보관 중이던 유기폐액의 저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단 

적재할 것을 권고 받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를 통해 유기폐액의 4단 적재선반을 

제작(그림 40)하여 향후에는 20ℓ 용기 2개를 100ℓ PE용기에 재포장하지 않고 제작한 

적재선반에 적재할 예정이며 기존의 저장된 유기폐액들도 적재선반으로 재정리를 완료하

였다 (그림 41). 

그림 39. 2단 적재되어 보관 중인 100ℓ 드럼 유기폐액 

나. 유기폐액 4단 적재선반 제작 내용

(1) 규격 : 1150 X 1050 X 2270H

(2) 재질 : 스테인레스

(3) 수량 : 20 Set

(4) 비고 : 1 Set에 유기폐액통 36개 적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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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새로 제작된 유기폐액 보관용 4단 적재선반

다. 설치

유기폐액 4단 적재선반 설치 전·후의 비교 모습을 그림 39와 같이 나타내었다. 유기폐액 4

단 적재선반은 각 단마다 유기폐액 누출 수 우려되는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트레이가 설치되

어 있으며 육안으로 폐액 누출 검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41. 설치 전 모습(좌) 및 선반 설치 후 정리된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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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반 수정 작업

새로 제작된 유기폐액 4단 적재 선반의 경우 일괄 디자인이 적용되어 제작되다 보니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사이즈로 제작된 선반이 있어 수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

정 전·후 모습은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 선반 수정 전 모습(좌) 및 수정 후 모습(우)

3. 유량계 설치 작업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증발기는 반회분 강제순환식(semi-batch forced circulation) 증

발기로서 시간당 약 1 ㎥의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증발기 내의 폐액은 처리된 양만큼 

자동으로 공급되어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한다. 순환펌프에 의하여 가열기를 통과한 폐액은 

증발기 내에서 기화하여 상부에 설치된 6 단의 포종단(bubble cap plate)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수증기에 포함된 다수의 핵종이 제거된다. 포종단을 지난 수증기는 증발기 최상부의 

demister를 거쳐 응축기와 냉각기를 지나 이온교환기에서 미량의 핵종까지 제거된 후 저

장된다(표 12).

증발농축 공정의 보조계통으로는 이온교환계통, 스팀공급계통 및 1 차, 2 차 냉각계통이 있

으며 2 차 냉각계통은 시설 내의 각 처리공정에 사용되는 1 차 냉각계통을 냉각시켜주는 역

할을 하며 순환펌프에 의해 열교환기와 옥상의 냉각탑을 순환한다. 이 중 1차 냉각수 라인의 

유량 파악을 육안으로 할 수 있다면 냉각계통의 이상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라인 일부를 절개하여 유량계를 설치하고 육안으로 냉각

수 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그림 4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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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이온교환기 세부 제원

Column Cation Anion

Resin

Percolation rate(㎥/hr)

 Resin Bed

- Volume (㎥)

- Height (m)

- Diameter (m)

Maximum Temp (℃)

Regeneration Reagent

Duolite C20 or

equivalent

1.8

0.1

1.05

0.35

100

0.5 N  HNO3

Duolite A101 D or

equivalent

1.8

0.1

1.05

0.35

50

0.5 N  NaOH

    

그림 43. 새로 설치된 유량계 모습

4. 폐액 저장 및 처리공정 배관 안전성 평가

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란 제조 분야에서 공작물의 제품 완전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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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액체침투법, 자기탐상

법, 초음파검사법, 음향방사법, 음향충격법, 방사선투과법, 와전류탐상법, 열탐상법, 홀로그래피

기술 등이 있으며 재료의 표면 결함이나 내부 결함을 관찰하는 데 쓰인다.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내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

크 및 배관의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나.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내에 있는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의 안전성 및 구조건전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수행기간 및 적용대상

  - 수행기간 : 2017.10.24. ~ 2017.12.01. 

    - 적용대상 : 극 저준위액체폐기물 저장탱크 3기(50ton)과 증발응축수 저장탱크 2기(30ton)

에 대한 용접부의 육안검사 및 액체침투탐상검사를 수행하고, 중준위액체폐기물 저장탱크 

6기(밀폐된 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 항목

  - 액체침투탐상검사(PT검사) : 탱크 및 연결배관의 건전성을 확인 (총 8개 항목)

  - 육안검사(내시경검사) : 밀폐된 공간내부의 탱크/바닥면에 누수 및 결로 연부 확인(총 10

개 항목)

다. 비파괴검사 결과

(1) PT검사 내용

다음 항목의 용접부위에 대해 액체침투탐상검사를 통하여 탱크 및 배관의 건전성을 확

인하였다(그림 44).

    - VLAW Tank 3조(50m3) : 검사지점 총 54곳

    - Condensate Tank 2조(30m3) : 검사지점 총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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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Unit 배관 주요부위 : 검사지점 총 40곳

    - TBP Tank 2조 : 검사지점 총 6곳

    - 저준위폐액 순환펌프 및 배관 : 검사지점 총 21곳

    - 증발기응축수 탱크 및 Coolant 배관 : 검사지점 총 28곳

    - Sewer 10 Tanks Room : 검사지점 총 49곳

    - 폐액 이송 갤러리 : 검사지점 총 17곳

그림 44. 비파괴검사 수행 장면

(2) 육안검사(내시경검사) 내용

아래 항목에 기술된 밀폐된 탱크 공간 내부 바닥면의 누수 및 결로 여부를 확인하였다.

    - LAW Tank Room

    - CAW Tank Room

    - MAW Tank Room

    - Concentrate Tank Room

    - Feeding Vessel for LUWA

    - Evaporation Room

    - Resin Tank Room

    - Sewer 20 Tank Room

    - Nitric Acit Tank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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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지하2층 Gallery Room

(3) PT검사 결과

  - 231-10 Tank 하부 Drain 배관의 용접부위에 선형결함(3mm) 발견 (그림 45)

    - 231-11 Tank 하단부 탱크용접부위에 원형결함(2mm) 발견 (그림 45)

    - TBP Tank에서 원형결함 다수 발견 : 제작 결함으로 추정되며 제작당시 용접 기공 발생으

로 그라인더 작업 하였으나, 기공 제거 후 용접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

 

그림 45. 비파괴검사 수행 결과 결함 발견 부위 (위) 231-10 탱크, (아래) 231-11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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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안검사(내시경검사) 결과

밀폐룸(10항목)의 바닥면과 대기에 미세한 먼지들의 존재가 육안으로 식별이 되었으나 

누수 및 결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대표결과들을 그림 46~47에 나타내었다.

그림 46. 육안검사(내시경검사)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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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육안검사(내시경검사) 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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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결과 조치사항

(1) 231-Tank 보수용접 진행

231-Tank의 경우 S-class 품질품목이나 확실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T-class 등급

에 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 절차의 부적합사항 평가 및 보고 절차서

(QAP-BS-15.2)에 따라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고한(그림 48) 후 승인공급자목록에 등록

된 유자격업체에 의뢰하여 보수용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수용접 실시 비파괴 검사를 

재실시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여 결함을 제거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그림 48. 부적합사항에 대한 불일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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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P 폐액 저장 탱크 제작 구매

제작 당시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TBP, dodecane 폐액 저장 탱크의 경우,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특히, 새로 제작된 탱크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성 및 건

전성을 기 확보 후 활용하였다(그림 49).

그림 49. 새로 제작된 유기폐액 저장 탱크 (설치 전) 

5. MUP 배기팬(EF-09, EF-10) 수리

가. 유지보수 필요성

MUP(Medium Under Pressure) 배기팬은 관리구역 7000 zone 및 제한구역 8000 zone

의 배기를 담당하는 대용량 팬이며,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는 총 4대가 있으며 1대는 예비용

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이 팬들은 시설건설 시 설치된  팬들로서 그동안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임펠러 밸런싱 문제, 베어링의 유격 등에 기인한 진동이 다소 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에 2대를 수리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나머지 2대에 대해서도 본

래의 팬 제조사에 의뢰하여 주요부품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수리를 수행하였다. 이 팬들은 

사양상 외형이 커서 조립체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출입문으로 통과가 불가능하여 케이스

를 제외한 모든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EF-09, EF-10 배기팬의 수

리 전, 후 사진은 그림 50~51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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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EF-09 MUP 배기팬 수리 전, 후 사진

 

그림 51. EF-10 MUP 배기팬 수리 전, 후 사진

나. MUP 배기팬 사양 (EF-09, EF-10)

(1) 제작회사 : 청호산기(주)

(2) 규격 및 사양

    - 송풍기 형식 : CAFL-55 

    - 송풍기용량 : 834 CMM

    - 풍압 : 200 mmAq

    - 회전수 : 750 rpm

    - Motor : 55kW, 4P, 440V

    - In/Out Canvas

    - Material :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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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brication : Grease Type

다. 주요 교체 부품

(1) Adapter Pulley(5V-5P, 711/5V-5P, 304), 2개 제작 교체

(2) Bearing(# 6316), 2ea/set, 2set 교체

(3) Bearing Houng(# 6316), 2set 교체

(4) Shaft(1172L × 90, 재질: S45C), 2개 제작 교체

(5) V-Belt(5V-5P,1600mm), 2set 교체

(6) Impeller Balancing(2개) : 송풍기 분해 후 Impeller를 탈착하여 제조공장에서 Shot 

Blasting, Painting 및 Balancing을 한 후에 팬 구동부에 조립하여 시운전 수행을 수행하였으

며 팬 진동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6. 노후 스팀 배관 공사

방사성페기물처리시설 내 노후된 스팀배관을 교체하여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정에 필요한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팀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및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그림 52~53).

가. 공사 개요

  - 용 역 명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노후 스팀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 위    치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 목    적 : 노후 스팀배관을 교체하여 안전성 확보 및 열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

나. 공사 범위

  - 실험목적에 적합한 스팀배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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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팀공급과 응축수를 원활히 환수할 수 있는 배관시스템 구축

  - 필요 증기압력 공급을 위한 감압 시스템 구축

  - 스팀배관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 시스템 구축

  - 스팀배관 누수부분을 교체하여 안전성 확보 및 열효율 향상

그림 5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스팀배관 교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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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3층 스팀배관 교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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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량 증대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200드럼을 추가적으로 인수의뢰 및 처

분장 이송을 완료하였다. 2017년도에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원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

사선 작업으로 발생된 작업복, 장갑, 제염지, 비닐 등의 가연성 잡고체 폐기물과 오염된 폐드

럼을 절단하여 200ℓ 드럼에 재포장한 비가연성 철재류 폐기물이다. 저장된 가연성 잡고체 폐

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 중에서 채취한 시료를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 방사화학적 직접파괴분석

하여 핵종과 방사능량을 구한 750드럼과 드럼외부로부터 대표감마핵종을 측정하고, 측정

된 대표감마핵종의 방사능 값으로부터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이용하여, α, β 핵종들

을 계산하여 드럼내의 총 방사능을 구한 250드럼을 포함하여 총 1,000드럼을 인수의뢰 

신청하였다.

- 발생원 : 대전 운영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종류 : 가연성 잡고체 및 비가연성 철재류 폐기물 

- 포장물 종류 및 수량 : 200ℓ 철재용기 1,000드럼

- 발생기간 : 1983년 ~ 2017년 (포장일 기준)

1. 운반 개요 및 준비

처분대상 폐기물 1,000드럼의 인수의뢰 및 인도 전 검사가 끝이 난 후, 운반을 위한 서류 

준비와 대상드럼 준비 등 운반 준비를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총 다섯 번에 걸쳐 운반이 진

행되었으며, 각각 200드럼씩 총 1,000드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수검사 시설로 인도하

였다.

운반 전 대상드럼의 핵종별 농도 및 최대 방사선량률, 총 방사능량, 무게 등을 평가하여 기

록한 방사성물질 설명서를 작성 및 관리하였으며, 인수기관에서 선정한 드럼 Lot별 분류를 통

해 운반 차수 당 컨테이너별로 적재시킬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분류하였다. 

운반 준비를 위해 드럼 별 발생 이력 및 총 방사능량이 포함된 처분드럼 스티커를 부착하였

으며, 예비검사 결과표(검사필증)를 부착하여 운반대상 드럼을 분류하였다. 또한, 대상 드럼에 

대한 제염 및 청결 작업을 진행하였고, 드럼 도색 등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폐기물 드럼 적재를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필요한 개수만큼의 팔레트를 대여하

였으며, 운반 계획에 맞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운반신고를 실시하였다. 

운반 준비가 완료된 드럼은 운반일 전에 그림 54과 같이 고박작업 및 운반차량 상차를 

완료하여, 운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반 인력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출입 허

가 신청 및 비상장비 등 운반에 필요한 물품을 최종 점검함으로써 원활한 운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재 컨테이너 별 방사선 측정 기록부, RMSR 서류 등 제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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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구비하여 운반검사를 수검함으로써, 이송대상 드럼 1,000드럼은 모두 이상 없이 운

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림 54. 운반대상 드럼 상차 및 고박작업

2. 운반 일정

연구원 방사성폐기물은 총 5회에 걸쳐 운반이 진행되었다. 운반은 통행량이 적은 새벽시간 

대 진행되었으며, 기상 상황은 양호하여 눈 또는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각 차수별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수량 및 이송차량 대수는 표 13과 같다. 

운반 컨테이너는 최대 50 드럼을 적재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였고, 컨테이너 당 

50 드럼을 적재하여 운반하였다. 컨테이너 샷시 모식도 및 제원은 그림 55과 같다.

1~5차 운반에서는 총 네 대의 컨테이너에 각각 50드럼 씩 적재하여, 각각 200드럼씩 

총 1,000드럼을 운반하였다. 적재 수량에 따른 폐기물 드럼 적재 모식도는 그림 56와 같

다. 또한, 연구원 폐기물 운반을 위해 보안차량, 호송차량, 운송차량, 예비차량, 비상대응 

차량이 이동하였다. 각 운반 시 운송차량 4대가 이동하였으며, 운반 차량별 수행 역할 및 

배치 모식도는 그림 57와 같다.

- 보안차량 (2대), 호송차량 (1대) : 운반차량 전후 교통통제, 비상시 통행차량 대피

- 운송차량 (4대) : 폐기물 적재 및 운반

- 예비차량 (1대) : 운송차량의 트레일러 고장 시 대체차량으로 투입

- 비상대응차량 (1대) : 운반행렬 앞단의 도로상황 파악, 유사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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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7년 폐기물 운반 

차 수 위 치 수량(드럼) 차량 수

1 차 대전 200 4 대

2 차 대전 200 4 대

3 차 대전 200 4 대

4 차 대전 200 4 대

5 차 대전 200 4 대

합  계 1,000 20 대

컨테이너 샷시 모식도 컨테이너 제원

타입 뒷문 개방형

재질 탄소강

규격 12×2.4×2.5 m

자체 중량 4 ton

최대 적재중량 21 ton

ISO 테스트 항목 ISO 1496-1

그림 55. 컨테이너 샷시 모식도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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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컨테이너 내 드럼적재 모식도(50드럼 적재 시)

 

그림 57. 운반차량 배치사례 (운송차량 2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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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타 과제 수행 내용

반출폐기물저장시설의 활용,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관리 및 보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관리안전성 제고 외에도 각 시설에 걸친 전반적인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페기

물의 관리안전성을 제고 시켰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화폐기물시험시설 노후 차단기 교체 수리

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노후 진공차단기(그림 58)와 노후 

기중차단기(그림 59)가 있다. 34년이 경과하여 고장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그림 60과 

그림 61와 같이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그림 58. 노후 진공차단기 그림 59. 노후 기중차단기 

그림 60. 신품 진공 차단기 그림 61. 신품 기중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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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P 배기팬 ATS 설치 및 정류기 축전지 교체 수리

굴뚝방사선감시기와 같이 24시간 연속 가동장비인 DUP배기팬은 공급전원이 안정되어

야 한다. 공급전원#1이 정전되더라도 공급전원#2로 자동 절체하도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림 62와 같이 ATS(자동절체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정류기의 축전지의 제작자 

권장 수명이 5년인데 6년이 경과하여 그림 63와 같이 축전지를 교체하였다.

그림 62. 자동절체스위치 

   

그림 63. 정류기 축전지 

3. 폐기물처리시설 노후 온도제어기 회로보수 및 교체공사

그림 64와 같은 노후 온도제어기를 그림 65와 같이 신품으로 교체하고 회로를 설치하였다.

그림 64. 노후 온도제어기 

   

그림 65. 신품 온도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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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 및 세탁 제어반 경보회로 수리

환기 및 세탁 제어반의 경보 시험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환기 제어반(그

림 66)과 세탁 제어반(그림 67)의 경보회로를 수리하였다.

그림 66. 환기 제어반 

    

그림 67. 세탁 제어반 

5. 폐기물처리시설 불꽃감지기, 발신기, 소화기 추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 불꽃감지기(그림 68)를 설치하고 발신기(그림 69)와 소화기

를 추가 설치하였다.

그림 68. 불꽃 감지기 

 

그림 69. 발신기 

6. 핵주기시설 화재위험도 분석 용역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시설의 화재위험도 분석 용역을 발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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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안전진단 지적사항 보수 및 불량형광등 수리공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자연증발시설의 순회안전점검 결과 수직사

다리에 등받이 울(그림 70) 설치 외 3건의 지적사항을 보수하고 안정기가 노후된 형광등

을 LED등으로 교체하였다.

그림 70. 등받이 울 

8. 자연증발시설 외2개동 안전점검 부적합사항 및 등기구 보수공사

자연증발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순회안전점검 결과 케이블

트레이 본딩(그림 71) 외 4건의 지적사항을 보수하고 안정기가 노후된 형광등을 LED등

으로 교체하였다. 

그림 71. 케이블트레이 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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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선진 시설 방문

제1절 Belgoprocess 회사 소개

Belgoprocess는 벨기에 Dessel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업체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처리 및 중간 저장과 노후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제염, 처리기술 및 시설의 상업

화 등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처리 업체이다. 현재 Site 1과 

Site 2로 나뉘어 있으며, Site 1에는 저준위,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과 저장시

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이 위치해 있고, Site 2에는 액체폐기물의 처리시

설 및 과거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현재 Belgoprocess에서는 인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절단, 초고압 압축, 소각, 

열분해, 화학적 정화, 증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가 완료된 고체 방사성

폐기물을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된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벨기에 방사성폐기물 규제기관인 NIRAS(National Institute for Radioactive Waste and 

Enriched Fissile Materials)에서 추진 중인 표층 처분 방식의 영구처분장이 운영되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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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Belgoprocess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금번 출장에서는 Site 1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CILVA), 중, 저준위 및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방문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고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하였다.

1. 저준위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CILVA 

CILVA는 Belgoprocess의 Site 1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취급대상 폐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써, 주 처리 공정은 소각, 압축, 절단, 시멘트고정화 등이다. CILVA의 

폐기물 처리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은 시멘트 고정화 된 400L 드럼이며, 

이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Building 151X)에 중간 저장되고 있다. 이 시설의 주된 

처리 목적은 폐기물을 안정화 시켜 최종 생성 드럼을 중간저장 혹은 영구처분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방출되는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72. CILVA - Processing low-level radioactive waste

가. 폐기물의 인수

Belgoprocess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병원, 실험실 및 산업현장 등 여러 시설에서 발생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폐기물들을 인수하여 처리한다. 각 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은 4m3 

IP-2 운반용기에 200L 드럼 혹은 포장물 상태로 적재되어 운반되며, 처리시설에 도착하여 폐

기물 특성 평가 후 분류 및 처리된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비가연 압축성, 비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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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압축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 적합한 처리 공정을 거쳐 처리된다.

나. 가연성폐기물의 처리

가연성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은 포장물별로 X-ray 검사를 통해 비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어 

있는지 확인된다. 내용물의 혼재가 있을 시에는 포장물을 개봉하여 재포장 작업을 실시하며, 

가연성 물질로만 포장된 것이 확인된 포장물은 별도의 재포장 없이 컨베이어를 통해 소각시설

로 이송되어 소각 처리 된다. 폐기물의 소각으로 발생된 소각재는 200L 드럼에 모아져 초고

압 압축된 후, 400L 드럼 내에 재포장되어 시멘트 고정화를 거쳐 저장시설에 중간 저장된다.

 

그림 73. 저준위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다. 비가연성폐기물의 처리

비가연성으로 분류된 폐기물 중 압축성 폐기물은 200L 드럼에 포장 된 후 2000ton 압력의 

압축기에 의해 초고압 압축된다. 약 25cm 정도의 높이로 압축된 폐기물은 400L 드럼에 3~4

개 정도 포장된 후, 시멘트 고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일정도 건조된 시멘트 고정화 폐기

물은 저장시설로 인도되기 전 특성 평가를 거쳐 개별 바코드가 부착되어 관리된다. 최종적으

로 생성된 400L 드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된다.

비가연성으로 분류된 폐기물 중 비압축성 폐기물은 절단 과정을 통해 400L 드럼에 포장되

어 고정화 된 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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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200L 드럼의 초고압 압축

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Belgoprocess는 처리된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 전 임시저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

사성폐기물의 준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각각 중간 저장하

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과 완전히 격

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폐기물의 저장 및 특성 평가를 위한 이송 등 모든 과정은 모니터 룸

에서의 조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있다. 

Belgoprocess의 “Sustainability report 2016”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년도별 

저장량은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Belgoprocess의 준위별, 년도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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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Building 151X)

Belgoprocess의 Building 151X는 단 반감기,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서, 

CILVA에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생성된 400L 시멘트 고정화 드럼이 중간 저장되는 시

설이다. 그림 76의 폐기물 저장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된 400L 드럼은 6단 높이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적재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조작 시스템의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

해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고 있다.

중간 저장된 400L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표층처분장에 영구처분 되는 것을 목

적으로 저장되고 있으며, 사전에 부착된 폐기물 특성 확인용 바코드를 바탕으로 한 총괄 모니

터링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특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림 76. Building 151X

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Building 155X)

155X Building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라듐 및 알파선 방출 핵종을 함유하는 폐기물들

을 별도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151X와 같이 400L 드럼에 포장되어 처리된 폐기물들이 적재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심층처분 방식(geological disposal)으로 처분될 계획이다. 현장 확

인 중 특이했던 사항은 라듐 함유 폐기물의 경우 드럼에 압력계를 장착하여 수시로 압력을 확

인하였으며, 알파선 방출 핵종 함유 폐기물의 경우 필터가 장착된 드럼에 보관함으로써 환경 

방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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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Building 155X

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Building 136X)

Belgoprocess에 인수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주로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벨기에 발전소

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유리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일반  폐

기물과 달리 특수 제작된 Canister에 저장되어, 그림 78과 같이 설계된 저장시설의 내부

에 보관되며, 추후 진행될 심층처분 방식(geological disposal)으로 처분될 계획이다. 그

림 78에서 볼 수 있듯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은 현재 연구원의 고방사성폐기물을 보

관하고 있는 monolith와 유사하게 설계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elgoprocess에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1.4%로 매우 미

량이지만, 전체 방사능의 98% 정도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8. Building 1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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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플라즈마 소각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Belgoprocess가 보유하고 있는 처리 기술인 플라즈마 소각 기술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

션을 통해 기술 설명을 들었다. Belgoprocess의 플라즈마 소각 기술은 현재 스위스의 처리시

설(ZWILAG)과 불가리아의 Kozloduy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

물을 별도의 개봉 없이 분쇄시켜, 고온의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소각시킴으로써 방사성폐

기물의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1. 처리 대상 폐기물 

플라즈마 소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별도의 처리가 이뤄지

지 않은 유기성 폐기물을 포함하는 포장물, 유기성 또는 무기성의 혼합 폐기물이 포함된 

200L 압축 드럼, 목재, 콘크리트, 유기물 등의 초고압 압축 드럼 등 고체 방사성폐기물과 오

일, 솔벤트 등의 유기성 액체 폐기물, 폐수지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을 별도의 분류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2. 플라즈마 처리 기술의 이점 

플라즈마 소각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부피감용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하

나의 공정을 통해 다양한 폐기물들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분류 및 별도 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처리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을 별도의 개봉 및 사전 분류 등 절차 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선방호 측면에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달

성하는데 적합한 처리 기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견고한 형태

의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플라즈마 소각처리 흐름도

플라즈마 소각처리 공정은 크게 그림 79와 같이,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처리대상 드럼

을 이송하여, 파쇄한 후 플라즈마 설비에 공급하는 A파트,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B파트, 발생되는 가스를 식히고 정화하는 C파트, 그리고 발생되는 슬

래그의 수집 및 cooling 시스템의 D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90 -

그림 79. Belgoprocess 플라즈마 소각처리 공정의 흐름도

가. Feeding System[A]

 

처리대상 방사성폐기물이 플라즈마 공정에서 소각되기 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1차, 2차의 

파쇄 시스템에 주입된다. Feeding system을 통해 플라즈마 chamber가 수용할 수 있는 방사

성폐기물의 양을 늘릴 수 있으며, 플라즈마 소각 처리를 위한 연속적인 폐기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Feeding system의 설계는 전체 처리 공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유기물질의 

주입 및 처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량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가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off-gas system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Plasma treatment chamber[B]

플라즈마 소각에 사용되는 토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Torch with the electrodes

Power supply unit

Control and instrumentation system

Cooling water circuits

Process gas supply (e.g. N2 air or O2)

현재 Kozloduy 발전소의 플라즈마 소각에는 500KW의 non-transferred arc plasma 

torch를 사용하여, 약 5000°C의 온도에서 소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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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ff-gas System[C]

Off-gas system은 CILVA의 소각시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Off-gas system의 전단에 위치한 Secondary Treatment Chamber(STC)는 Cl, S를 포

함하는 합성가스 및 탄화수소를 산화시켜 CO2, H20, SO2, HCl 등의 물질을 생성시켜 내

보내는 공정이며, 후단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발생되는 가스의 정화를 통해 

환경 배출을 막도록 하였다.  

 Boiler 

 Bag filter and HEPA filters

 Srubber unit  

 Extraction fans 

 DENOX

라. Slag collection chamber[D]

플라즈마 처리 공정에 유입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은 고온의 플라즈마 소각에 의해 녹아 

슬래그로 수집된다. 콘크리트 파쇄물, 금속, 무기물질 등의 폐기물들은 플라즈마 소각되어 비

활성 유리질의 슬래그로 수집된 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되며, 액체 또는 유기성 물질의 경우 

증발된 후 무기성 잔류물이 수집된다. 이 후, 가스화 된 유기물질은 off-gas system을 통해 

산화 처리 및 정화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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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진 시설 국내 적용 방안 모색

Belgoprocess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방문 및 기술회의를 통해 현재 연구원의 방사성폐

기물 처리 과정과 저장시설 등 여러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Belgoprocess의 폐기물 처리 과정과 연구원의 처리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연성폐기물

의 소각 유무이다. 현재 연구원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장 인수 기준에 

맞춰 폐기물을 직접 내용물별로 분류하여 재포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및 작업자의 피폭 우려, 2차 폐기물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폐

기물의 소각을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

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소각을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플라

즈마 소각 기술 역시 연구원에 적용 시켰을 시, 처리가 어려운 다량의 폐기물들을 쉽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이 역시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쉽게 적

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의 일원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인

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연구원의 저장시설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자동화된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모든 폐기물을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지속적인 영구처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Belgoprocess

와 같은 해외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업체의 사례를 꾸준히 검토함으로써, 국내에 적용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꾸준히 발생되는 다량의 방사

성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자력연구원의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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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최근 원내 원자력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과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효율적이며 안전

한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더욱이 연구원의 자체처분 실적은 횟수와 

수량 측면 모두 국내 타 원자력 관련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

단) 대비 낮은 편이므로, 안전성을 화고한 자체처분 실적의 제고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리시스템의 지

속적인 운영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현 기술상

태의 취약성을 인식하여 원내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미흡 자체처분대

상폐기물의 관리 안전성 제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이송 물량 증가에 따를 준비 

등의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시설에서 관리 중이던 폐기물 현황

을 파악하여 처리 우선순의를 설정함으로써 자체처분대상(예상)폐기물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안전성 및 처리효율을 높여 1000드럼의 연내 처분장 이송물량 준비

를 가능하게 하였다. 벨기에의 Belgoprocess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방문을 통해 선진 시설

의 관리 시스템 및 시설의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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