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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업

Ⅱ. 사업의 목   필요성

년도 사업 목 으로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내부를 모두 해체 완료

하고,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모두 장할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여 원자로실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시설로 환하는 것이다.

해체 공사에 필요한 인력 리  공정 리 등의 반 인 제염․해체 

로젝트의 리가 필요하며,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 한 해체 공사

를 수행하기 해서는 한 기술과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해체 

시에는 고체  액체 상태의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러한 폐기

물의 부분은 방사능 는 낮지만 물리․화학 , 방사학  특성이 다양하

여 폐기물의 특성별로 한 처리와 안 한 리가 요구된다.

변환시설은 핵주기 시설로서 핵연료 국산화 기술자립을 이루는데 성공

으로 기여하 으며, 1993년 이래 휴지 상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시설 방사선 안 리  환경복원의 일환으로 변환시설 해체를 착수하게 

되었다.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은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기술 확보와 기

술인력 양성 그리고 련된 기술 기 정립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Ⅲ. 사업내용  실

년 한해에도 해체공사에 활용할 산을 충분히 확보하 고, 해체인력

으로는 년도와 같이 두산 공업과 력업체의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원활

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한 기술과 장비의 지원으로 공사 진척

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진에 공정 악과 문제 을 악하 다.

원자로 수조 내부의 기기들을 모두 제거한 후 내부의 방사선 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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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수조 콘크리트에 매설된 thermal column 라이 와 8개의 빔포트 

단부에서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되어 작업자의 근이 불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thermal column 내부에 채워진 흑연블록 한 표면선량이 높아 

column의 외측 흑연블록 제거 작업과는 달리 원격으로 제거하여야만 하

다.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해체공사  발생한 폐기물로는 자체처분 상 

폐기물 64,161 kg, 방사성폐기물 5,040 kg이다. 그리고, 액체 방사성 폐기

물로는 원자로 수조수와 제염폐액, 세탁폐액으로서 약 75.55 ㎥이 발생하

는데, 그  막분리 설비와 자연증발설비에서 65.2㎥을 년에 처리하 다.

우라늄 변환시설은 원자력법 제55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

항·제40조·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핵연료주기시설(우라늄변환시설)에 

한 해체계획서와 환경 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서류로서 제출하

다. 그 동안 변환시설 해체계획서에 한 113개 항목에 한 수정․보완  

필요시 실증 자료 제시 등의 인허가를 얻기 한 작업을 수행하 으며, 인허

가는 2004년 7월에 획득하 다. 시설 해체 에 필요한 사 비공사를 수

행한 후 해체공사를 진행 에 있으며, 속폐기물 제염 설비 제작과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기술  라군 슬러지 처리 연구를 수행하 다.

Ⅳ. 결과  활용에 한 건의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 내부의 방사화된 기기들은 모두 제거한 후에

도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에 매설된 thermal column과 빔포트 단부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측정되어 원격으로 제거하여야 하 다. 한, thermal 

column 내부의 흑연블록 역시 높은 표면선량으로 작업자의 근이 불가능하

여 원격제거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함에 따라 체 공기가 늦어져 당  계획

된 원자로 수조를 해체하지 못하 다. Thermal column과 빔포트 단부를 

원격으로 모두 제거한 후 작업자들이 수조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상하 으나, 수조 콘크리트에 매설된 빔포트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측정되어 빔

포트 주변에 임시 차폐체를 설치하여야만 수조 내부의 작업이 가능하 다. 이

들 빔포트도 코아 볼링 방법으로 원격으로 모두 제거하여 세 한 후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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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로 포장하 다.

이와 같이 상하지 못한 일들로 당  계획보다 약 1년간이 지연된 

2005년까지 공사를 계속하여야만 하 다. 그러나, 체 사업기간을 맞추기 

해서는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를 2005년도에는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한

다. 그리고, 원자로 수조 벽체 콘크리트에 한 방사화 분포를 확인한 결과, 

수조 뒤편의 exposure room 벽체와 빔포트 주변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방사화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방사화된 콘크리트를 우선 제

거하는 방안으로 작업순서를 바꾸었다.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한국 력기술

주식회사와 해체공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 다.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시설환기계통 설치,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출입 리구역 확립 등

의 사  비공사를 완료하 다. 본격 인 시설의 해체에 앞서 시설 내 산재

한 잡자재 정리와 설비  시설 내부 사  제염 작업을 수행하 다. 속폐

기물의 제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  화학제염장치와 해연마 제염장

치를 제작하 다. 우라늄오염 방사선/능 측정 시 감마분석법을 이용하여 오

염을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라군슬러지는 단순열분해 처리 

공정을 채택하여 효율 으로 처리 가능하며, 처리 후 폐기물은 약 75% 이상 

감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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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for the Nuclear 

Facilities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he safe and successful 

decommissioning of the inside reactor hall of the Korean Research 

Reactor #2 (KRR-2) and convert to temporary storage facility for the 

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decommissioning.

It's necessary to manage the overall decommissioning and 

decontamination project for the man-power, the progress of the work, 

etc. needed to works and to develop the suitable technology and 

equipment in order to perform the decommissioning work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and minimizing the radiation exposure 

for works. Also, the large amount of the liquid and solid wastes were 

generated from the dismantling works. The radioactivity of the waste 

was not high but the amount was large and the properties was very 

diverse,  and therefore unique management technologies were 

required for the decommissioning waste.

The operation experience of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as a 

nuclear cycle facility was contributed to the localization of nuclear fuels 

for HWR. It was shut down in 1993. And, in 2001 the decontamination 

and dismantlement program for the conversion plant has been launched 

to achieving radiation safety and environment restoration. Conversion 

plant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will be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decontamination and dismantlement technologies related to other 

domestic nuclear facilities and  to set new criteria in the D&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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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In this year, the sufficient budget for decommissioning works was 

secured. In order to harmoniously perform the suitable technologies 

and equipments were supported and not to delay the work progress 

the process of the work and problems were understood.

After dismantling the equipment in the reactor water pool, there 

was high radiation level in the inside of the water pool because of 

the thermal column liner and the 8 beam ports. It was difficult to 

access. Also, because of the high radiation dose of the graphite 

blocks filled in the thermal column, they had to be removed remotely.

The wastes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work of the KRR-2 

reactor hall were 64,161 kev for free release wastes and 5,040 kg for 

radioactive waste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liquid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water in the reactor pool, decontamination liquid wastes, 

and laundry liquid waste was about 75.55 ㎥. 65.2 ㎥ was treated in the 

facilities of membrane separation and natural evapor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atomic act 55, the decommissioning 

plan of the conversion plant and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were submitted to the authority. 113 item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were reviewed and adjusted, and some supplementary documents 

were submitted to correcting claims. KAERI got the license in July, 

2004. After preparation works were performed, the decommissioning 

of the plant is performing. Decontamination equipments were made for 

the metallic waste. The researches for the uranium concentration 

measuring method and the lagoon sludge treatment were investigate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thermal column and beam port laid in the reactor concrete were 

remotely removed because the high level radioactivity was measu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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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ious portion of that even though the radioactivated facilities in 

the research reactor #2 water pool were removed.

The surface dose of the graphite block in thermal column was 

high and the access of workers was impossible. Therefore, the 

reactor water pool couldn't be dismantled according to plan because 

of development and use of remote removal facility.

It was expected that workers might enter into the water pool 

after remote removal of the previous portion of thermal column and 

beam port. But, the work inside water pool was possible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shield because of high level activity of the beam 

port laid in the water pool concrete. The beam port was removed by 

the core 볼링 method and packed after cutting that in small size.

The work will be performed until 2005 delayed for one year 

behind the schedule because of unexpected events. But, the 

dismantling project of the KRR-2 will go side by side with the KRR-1 

to finish the project within a total period. In the results of the 

radioactive distribution measurement of the reactor pool wall concrete, 

most concrete wasn't radioactivated except the exposure room wall 

behind the water pool and beam port. Therefore, work sequence was 

modified so that the concrete radioactivated was removed.

KAERI got the license in July, 2004 and make an agreement on the 

man power support service with KOPEC. The preparation work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HVAC and the crane test, and the establishment of 

access control area were completed. The disused materials scattered in 

the plant were disposed and the pre-de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 floor and wall of the building were carried out. Ultrasonic and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equipments were made for the metallic 

waste. Uranium concentration could be measured by using a gamma 

analysis method. Lagoon sludge could be reduced over 75 vol% by 

therm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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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해체공사를 착수한지 2년차인 년에는 원자로

수조 내부의 기기들을 모두 제거된 후, 원자로 수조를 해체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그러나 원자로 수조의 수조수를 배수하기  원자로 수조 내부의 

방사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자로 수조 벽체 부 (알루미늄라이  표면)에

서는 당  상하 던 바와 같이 방사화되지 않고 다만 수조수에 의해 오염

된 정도이나, 원자로수조콘크리트에 매설된 thermal column과 빔포트 단

부에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이는 원자로 운 기간동안 성자에 의

해 방사화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thermal column 내부의 흑연블록에서

도 외측의 블록과는 달리 표면에서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이들을 제거

하기 해 원격 취 공구와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한 빞포트의 경

우, 단부를 제거한 후에도 빔포트 내부에서 높은 방사능이 측정되어 수조

콘크리트에 매립된 빔포트를 습식방식의 코아보링방법으로 통체로 제거하여 

밴드 쇼우와 라스마 단기로 세 하여 방사성폐기물로 포장하 다. 해체

공사를 착수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 폐기물은 

거의 없었으나, 년부터 본격 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년

에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20드럼(200리터)과 4 m3 콘테이  1개가 발생되

어 원자로실 밖의 임시 장고에 보 되고 있다. 그 외에 원자로수조수와 제

염폐액  세탁폐액 75.55 m3가 발생하여 막분리설비와 자연증발시설에서 

65.2 m3을 처리하 다.

특히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자체처분 상 폐

기물) 약 35톤을 일반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시나

리오를 개발하여 주변 주민들에 한 피폭평가를 수행하여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 제출하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 배출

되는 폐콘크리트 처리▪처분의 표 인 사례가 될 것이다.

원자로 수조콘크리트에 한 방사화 분포를 측정한 결과 수조 뒤편의  

exposure room과 빞포트 주변을 제외하고는 방사화 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posure room 벽체는 약 30cm 두께로 보론을 함유한 량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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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로 건조되었는데 약 15cm 깊이까지 방사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정보교환 활동으로는 OECD/NEA CPD 로그램의 

TAG(technical advisory group)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 으며, 그 외도 랑

스의 CEA, 일본의 JAPC와도 자국의 원자력시설 해체 정보와 용기술에 

한 정보를 교환하 다.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해체공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를 한 비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의 해

체공사가 진행 에 있다. 변환시설 제염  해체를 하여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과 라군슬러지 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속폐기물

의 제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제염장치를 제작하 다.



- 3 -

제 2 장   본  론

제 1   제염해체 사업 리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최 의 원자로인 연구로 1호기(KRR 1, Korea Research 

Reactor 1)는 1962년 최 로 가동을 시작하 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72년에는 열출력 2MW의 연구로 2호기(KRR 2)인 본격 인 원자력 련 

연구와 산업발 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가 1980년  

반에 으로 이 하여 30MW 의 『하나로』를 본격 으로 가동하게 

됨에 따라 연구로 1, 2호기의 효용성 상실로 폐로사업을 착수하여, 해체계획

이 2000년 11월 23일에 과학기술부장 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본격 인 해체 

사업은 2001년 8월 5일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인 동 원소생산시설  실

험실에 한 제염해체공사를 착수함으로 공식 으로 시작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로 1, 2호기의 폐로사업과 련된 상세한 추진경 는 표 2.1.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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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3 o 원연-한  간 서울부지 매매계약 체결(토지: 219,772평, 

건물: 11,538평, : 27,037백만원)

1987. 8 o 원연-한  간 서울사무소 시설 사용 약 체결 (1차 무상

임  계약체결)

- 사유 : 연구로 체시설 공 시까지 연구로의 사용

- 기간 : 체시설 공 정 시 인 1990. 12 까지

1989. 3 o 과기처에 연구용원자로 활용방안 제출

1989. 6 o TRIGA 연구로 활용방안 수립에 한 회의(과기처, 원연

표 참석)

1989. 7 o TRIGA Mark-Ⅱ, Ⅲ 원자로 리방안 수립과제 수행

- 기간 : 1989. 8. ～1990. 7.

- 산 : 1,500만원

1989. 9 o TRIGA Mark-Ⅱ, Ⅲ 리방안 수립에 한 사 의회 

개최(과기처, 한 , 학계, 원연 참석)

1990. 4 o 연구용원자로 리방안 자문 원회 개최(과기처, 한 , 학

계, 원연 참석)

1990. 12 o 한 에 2차 시설 사용기간 연장 요청

1991. 5 o 원연-한  간 원자로 사용기간 연장에 한 회의

1992. 2 o 원연-한  간의 연구용 원자로 련 부동산 2차 무상임

 계약체결

- 사유 : 연구로 체시설 공시  지연

- 기간 : 체시설 공시 인 1995. 12 까지

1993. 4 o 연구용원자로 폐로연구 기본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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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2 o 과기처에 “다목 연구로  연구용 원자로 향후 활용계

획” 제출

1994. 3 o 연구용 원자로 1호, 2호기 향후 책 방향에 한 계기

 회의(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표참석)

1994. 6 o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활용 책 방향보고

- 학생 교육 책 수립  기념 화 추진

1994. 6 o 원자력이용개발 문 원회에 활용 책 방향(안) 보고

1994. 10 o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활용 책 방향에 한 계기  

회의

-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참석

표 2.1.1.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추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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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육 보완 책 마련, 폐로  기념 화에 따른 부

지  재원 등에 한 계기  의 필요성 제기

1995. 7 o 원자력이용개발 문 원회에 연구용 원자로의 폐로 책

보고

-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력 공학생 실습 책 수립

- 폐로  기념 화 방안을 련기  간에 의토록 함.

1995. 9 o 3차 무상임 를 원연에서 요청

- 사유 : 연구로 해체기간 동안 연구로 부지사용료 면제

- 기간 : 폐로 조치 완료 정 시 인 2000. 12.까지

1996. 2 o 원연-한  간 3차 무상임 에 한 회의

1996. 3 o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폐로계획에 한 계기  회의

(과기처, 한 , 원연 참석)

1996. 3 o 제12차 원자력이용개발 문 원회에 “연구용원자로 1,2

호기 폐로계획(안)” 보고

- 목표 : 1999년 말까지 TRIGA연구로 제염해체 완료

- 방안: TRIGA-MarkⅡ는 기념 으로 환하고, TRIGA 

Mark-Ⅲ는 완  해체 철거

- 기타 : 국내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경험  기술축  고

려 연구로 부지 무상임  계약 연장체결 추진

- 역무 : 원연-해체사업, 한 -기념  건설/운 , KINS-

인허가

1996. 4. 7 o 연구로 1호기 폐지신고

1997. 1 o 연구로 폐로사업 착수

- 총사업비 : 98억원

- 사업기간 : 1997. 1. 1 ～ 1999. 12. 31

1997. 4 o 연구로 부지사용 임 계약 체결 (제3차)

- 계약기간 : 1996. 1. 1 ～ 1999. 12. 31

1998. 5. 29 o 제16차 원자력이용개발 문 원회에 사업변경계획 보고

- 총사업비 : 142.14억원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31

- 연구로 1호기 제염‧해체‧철거 후 기념 화

- 주요 상징물은 원자력(연)으로 이 ‧ 시

1998. 7 o 연구로용 사용후핵연료 량(299 ) 미국 반송

1998. 7. 4 o 연구로 2호기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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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30 o 폐로 방사성폐기물 리 련 원자력 원회 의결

- 내용 : 연구용 원자로의 제염‧해체로 발생되는 폐기물

은 처분시설이 공되는 2008년까지 지에서 

자체 장 리 (구체 인 폐로사업 계획은 과학

기술부가 수립․추진)

1998. 10 o 시설 국가보안 목표(가)  해지

1998. 10 o 연구로 보  총기  탄약  이송

1998. 12. 11 o 연구로 폐로 사업을 한 인‧허가 신청

- 원자력법 제31 조에 의거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

보고서 작성, 정부 제출

1998. 12. 31 o 연구로 부지 무상사용 임 계약 변경 체결

- 계약기간 : 1999. 1 ～ 2008. 12. 31

1999. 2. 4 o 연구로 1호기  2호기 해체설계용역 계약 변경

- 계약기간 연장(20개월 연장)

∘ 당  : 1997. 12. 30 ～ 1999. 2. 28

∘ 변경 : 1997. 12. 30 ～ 2000. 10. 31

- 잔여업무 : 인허가 지원  장 설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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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 (1999. 3. 30)

1999. 4. 22 o 자연증발 처리시설 증설

- 처리용량 : 30톤/년 ⇒ 200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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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 (199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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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질의서 답변서 제출(1999. 9. 10)

1999. 12. 14 o KINS 심사완료/결과 MOST 보고

1999. 12. 17 o 원자력안 문 원회(방사선환경분과) 심사결과 심의

- 심의 보류(심사기  법  근거 미흡)

1999. 12. 21 o 제11차 원자력안 원회 심의결과 보고

- 과기부, 원자력연구소 등 계기 이 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Project화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국내 폐로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일본 등 선진국의 해체동향을 조사하여 IAEA 안 기

술 용에 한 합성  타당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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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21 o 원자력안 문 원회(방사선환경분과)에 연구로 해체계

획 심사결과 재심의

2000. 2. 23 o 제12차 원자력안 원회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

획 승인심의 의결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획서에 한 검토결과 

안 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 다만, 차기 원회에서 한 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

보 추진 황 보고를 받은 후 승인하기로 함

- 이외는 별도로 과기부의 정책  측면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자력안 기술원의 방사능폐기물 안 기

을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함

2000. 8. 30 o 제13차 원자력안 원회에 “방사성폐기물 리시설 부

지확보 계획”  “방사성폐기물 안 리 기술기  황”

보고

-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해체계획은 안 성 검토가 완

료되었으므로 과학기술부가 정책  검토 후 승인과 사

업 착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 원자로 해체  폐로 련 기술 확보를 해서 해체와 

병행한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2000. 11. 23 o 연구용원자로 해체계획서 승인, 과기부 방안 

71240-1101 (2000. 11. 23)

- 연구로 2호기  계시설만 우선 해체, 1호기는 활용

방안 제출할 것

- 해체공사 착수  방사선 리지침  방사선안 리

차서, 기상자료를 이용한 기확산인자  방사선

향 재평가 결과, 연구로 2호기 해체공사  세부일정

을 제출할 것

- 임시 장시설의 안 성 구조진단 등 합성 평가 수행

- 원자로 제염해체 련기술 확보를 해 해체와 연구개

발을 병행 추진할 것

2000. 12. 15 o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제염해체 인력수  부문 공사계약 

체결

- 계약자 : 한국 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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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액 : 2,428,250천원

2001. 3. 5 o 해체공사 인력수  부문공사 사업 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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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업체 : 두산 공업(구 한국 공업), KOPEC, 한일

원자력, 동인엔지니어링

2001. 6. 1 o 해체공사 비 착수 - 연구로2호기 원자로건물 내 비방사성구

역 비품 철거

- 두산 공업(주) : 장책임자 1명

- 동인엔지니어링(주) : 작업자 2명

-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 방사선안 리자 2명

2001. 8. 5 o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동 원소생산시설  실험실) 해

체공사 착수

- 두산 공업(주) : 장책임자 1명

- 동인엔지니어링(주) : 작업자 2명

-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 방사선안 리자 2명

2001. 12. 4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의 연구로 2호기 부속시

설 해체 검

- 기간 : 12. 4 ～ 12. 6

2002. 3. 11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검 (2차)

- 기간 : 2002. 3. 11 ～ 3. 13

2002. 7. 10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검 (3차)

- 기간 : 7. 10 ～ 7. 11

2002. 10. 1 o 해체공사 작업자 공 업체 변경

- 동인엔지니어링(주) ⇒ 일진 공

- 기존 작업자는 승계 

o 해체공사 장에 방사성폐기물 리요원, 품질 리 요원 

각 1명 추가 투입

2002. 11. 28 o 제24차 원자력이용개발 문 원회에 연구용원자로1,2

호기 제염해체 련 연구개발 황  추진 계획 보고

- 해체공사  련 연구개발 : ’01 ～ ’08

- 소요 산 : 197억원

2002. 12. 27 o 연구로 해체계획서 변경 신청

- 한국원자력연구소 공문 : 핵제부 제 721-3489

2003. 2. 11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검 (4차)

- 기간 : 2. 11 ～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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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 : 김한철 PM 외 5명

- 지 사항 2건 :

∘ 방사선 계측 장비 검교정 미비

∘ 방사성폐기물 장고  자연증발시설 외곽 울타리 

유실 보완

2003. 3. 25 o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해체공사 검  회의 

- 장소 : KINS 회의실

- 참석자 : 사업책임자 외 각 분야 책임자

2003.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검 

- 기간 : 2, 4, 7, 12월

2003. 5. 20 o 연구로 해체사업 인허가 변경 승인

- 변경 신청 : ‘02. 12. 27(핵제부 제 721-3489호)

- 정부 승인 : ‘03. 5. 20(방안 71240-547)

* 주요 변경내용

∘ 해체공사기간 변경 : 2003년 말 ⇒ 2008년 말

∘ 인허가 서류심사 시 KINS 질의 답변내용 반

∘ 속성 오염폐기물 제염장치 설치  운

2003. 12. 11 o 연구로 해체공사 인력지원 계약 변경

- 업체 : 두산 공업(주)

- 계약변경내용

∘ 공사 액 : 24.3억원 ⇒ 44.3억원

∘ 공사기간 : 3년(‘01-’03) ⇒ 8년(‘01-’08)

2004. 4. 2 o 제37차 원자력안 문 원회 방사선방호분과 변환시설 

환경복원계획안 심의  통과

- 쟁  : 천연 우라늄 취  시설에 한 알 방사선 제한

목표치 0.04Bq/cm2 이 무 보수 이라 해체비

용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 6. 1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지원 계약

- 업체 : 한국 력기술주식회사(KOPEC)

- 계약기간: 2004. 6. 1 ～ 2007. 11. 30(3년 6개월)

- 계약 액 : 2,904,029천원

2004. 6. 18 o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연구로2호기 해체공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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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 11 ～ 2. 12

- 검사원 : 김홍태 외 4명

- 검사결과 : 지 사항 없음

2004. 7. 7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계획 정부 승인

- 련공문 : 과기부 방사선안 과-1878(2004. 7. 7)

2004. 7. 26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착수  회의(Kickoff Meeting)

- 장소 : 원자력환경기술원 3층 회의실

- 참석자 : KOPEC, 한일원자력, 데콘엔지니어링, 한국방

사선연구소, KAERI

2004. 8. 9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방안  공정 KINS 설명회

- 장소 : 해체 장사무실

- 참석기  : KINS(노승환 PM), KOPEC(이종  부장), 

KAERI

2004. 9. 13 o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착수  검회의

- 장소 : 원자력연구소 정보과학동 회의실(114호)

- 참석자 : 과기부( 창효 방사선안 과 서기 ), KINS

(노승환 PM 외), KOPEC(이종  부장 외), 

KAERI(박진호 부장 외)

2004. 12. 9 o 연구로시설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간 검회의

- 장소 : KINS 회의실

- 참석자 : 과기부( 창효 방사선안 과 서기 ), KINS

(노승환 PM 외), KAERI(박진호 부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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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가. 총 사업내용

『하나로』가 1995년에 정상 가동하게 됨에 따라 연구로 1, 2호기의 이

용  활용가치는 소멸되었으며, 연구로 1, 2호기는 1995년 12월에 가동을 

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로시설은 가동을 지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시설내부에 존재하고 있어 방사선안 리는 물론 시설의 지속 인 유지보

수가 요구된다.

본 연구로 1, 2호기 시설은 한국 력(공) 앙연수원 내에 치하고 있

으며, 부동산을 한 (공)에 매각한 후 무상으로 임 하여 계속 사용되어 온 

시설이다. 그 지만 본 시설의 리 책임은 운 자인 원자력연구소에 있으

며, 시설물 내․외의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염․해체하여 철거한다는 계약조건

과 원자력법 제31조에 “원자력시설 운 자는 원자력시설을 계속 운 하고

자 하지 않을 때에는 해지  폐지신고를 정부에 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정부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해체하여야 할 책임이 있

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법  책임과 부지 매각에 한 책임

을 수하기 하여 1997년부터 본 연구로 1,2호기의 폐로사업에 착수하

으며, 그 추진일정은 그림 2.1.2-1과 같다.

수행 인 본 폐로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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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여 철거하고, 모든 방사성오염 부분은 제염한 후 비방사선구역으

로 환하여 한 에 반환한다.

(2) 연구로 1호기에 하여 국내 최 의 원자로임을 감안할 때 그 역사 , 

과학  의미가 크므로 기념 화를 추진자는 원자력계 원로들의 의견이 

있으며, 기념 화 사업은 한국 력(공)에서 주 한다.

(3) 연구로 2호기(TRIGA Mark-Ⅲ)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방사성물질을 

해체하여 철거한다. 다만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보

하기 하여 사업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장시설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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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 반환한다.

(5) 연구로 1, 2호기의 부속시설인 동 원소 생산시설, 실험실  연구실 

내․외부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한다.

(6) 주변시설  오염된 시설인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장고, 액체

폐기물 장탱크, 동물 사육실, 진 재생실 등을 제염, 해체한다.

(7) 연구로 시설 주변부지에 해 환경 복원한다.

본 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사업 수행조직은 그림 2.1.2과 같

으며, 방사선안 리  품질 리는 소내 탁과제로 연구지원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 폐로사업 해체공사 장인 구 서울사무소에 한 

안 리는 시설과로부터 지원 받은 용역직 청경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폐

로사업 련 투입 인력 황은 표 2.1.2와 같다.

본 사업은 기 고유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산편성 시 사업

수행을 한 내부인건비  간 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지 까지 폐로

사업과 련 사업비 집행 황은 표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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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폐로사업 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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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방사선안 리 품질 리

◦연구로 1,2호기 해체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련

-방사선/능 시료채취 
측정, 분석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선 안 리
-방사성폐기물 측정․분석
-방사선/능 측정장비 리
-작업자 교육

◦연구로 1,2호기 해체  
우라늄변환시설환경복원 
련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 리정차서
-품질검사/감사
-규제기  검사  감사 
수검

폐로사업 리 폐로기술 리 폐기물 리 환경복원기술 리 장사무소(서울)

◦연구로 1,2호기 해체 
련

- 산수립  리
-구매 리
-자재  자산 리
-계약 리
-공사공정 리
- 탁과제 리
-인‧허가 지원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 리 지원

◦연구로 1,2호기 해체 련
-제염‧해체 설계 리
-인‧허가
-설계변경 승인
-공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공 도서 
검토‧승인

-제염‧해체 장치개발
-시설 유지 리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기술 지원

◦연구로 1,2호기 해체 
련

-방사성폐기물 리
-자연증발시설 운
-막분리시설 운
-이온교환수지장치운
-방사성폐기물 분류지원
-비방사성폐기물처리
-서울 불용장비 

이송 지원
◦우라늄변환시설환경복원 
폐기물 리 지원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련

-제염‧해체 설계 리
-인‧허가
-설계변경 승인
-해체공사
- 탁과제 리
-시설 유지 리

◦연구로 1,2호기 해체공사 
장 련

-공사 장 총 리

그림 2.1.2.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업 수행 조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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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고유사업 장기사업

기타 계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사업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소계
연구로 

해체기술개발

원자력연구시설 

제염기술개발
소계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부
8.18 2.82 11.00 5.96 4.70 10.66 1.85 23.51

타부서 0.86 0.28 1.14 0.17 0.00 0.17 - 1.31

계 9.04 3.10 12.14 6.13 4.70 10.83 1.85 24.82

표 2.1.2.  2004년도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인력투입 황

(단  :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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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세분류 코드 비    고

인건비

(1000)

내부인건비(1100) 내부인건비 1100 퇴직  포함

외부인건비(1200)
연구개발 1210

제염해체 사업 1220

간 비(1300) 간 비 1300

인센티 (1400) 인센티 1400

공사비

(2000)

인력지원 용역(2100)

두산 2110

데콘 2120

기타 2130

해체설계  인허가

(2200)

설계/엔지니어링 2210

인허가 지원 2220

인허가 심/검사비 2230

제염해체공사 장비

(2300)

구입 장비 2310 폐기물 드럼 포함

임  장비 2320 크 인, 지게차

방사선 리장비(2400) 방사선안 리장비 2400

공사용 재료비(2500)

자재비 2510 화학분석료, 장난방비 포함

방사선 방호장구 2520 방사선방호 소모품

시설/장비 유지보수 2530

폐기물처리처분(2600) 폐기물처리처분비 2600

연구개발비

(3000)

소내 탁(3100)
법  요구사항 3110

연구개발 3120

소외 탁(3200)
탁용역 3210

연구개발 3220

자체 개발(3300)
장비 3310

시약  재료 3320

일반경비

(4000)

여비(4100)
국내여비 4110

국외여비 4120

기술 정보 활동비

(4200)

정보활동 4210
세미나, 학회, 도서, 문헌/정보이

용, 교육/훈련 참가

국제 력 4220 해외훈련, 문가 활용

복사 4230 자료복사, 인화

회의비 4240 회의비

사무비(4300)

산 기기 4310 PC, S/W, 린터

기타 기기 4320 카메라, 스 , 사무기기/비품

경상운 비 4330 창고물품, 사무기기 보수 등

수용비  수수료

(4400)

법  수수료 4410
안 검사(크 인, 소방), 피폭검사 

 검진, 제 세 , 보험료

공공요  등 4420 유틸리티, 차량비, 통신, 제 수당

표 2.1.3.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사업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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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997～2003 2004년   계

제염해체사업비 합계 14,768,650 2,654,985 17,423,635

 1. 해체공사비 7,790,913 646,519 8,437,432

  o 해체설계, 인허가 심/검사 1,796,539 59,642 1,856,181

  o 해체공사 용역 4,431,760 50,524 4,482,284

  o 해체공사용 장비 1,367,361 315,005 1,682,366

  o 공사 자재 87,253 179,470 266,723

  o 시설  공사장비 유지보수 105,140 32,242 137,382

  o 폐기물 처리/처분 2,860 9,636 12,496

 2. 연구개발비 1,738,235 511,636 2,249,871

 3. 운  제경비 975,027 236,911 1,211,938

  o 여비 393,215 91,964 485,178

  o 기술정보활동비 235,595 52,040 287,636

  o 연구기자재  운 257,717 77,435 335,152

  o 수용비  수수료 등 88,500 15,472 103,972

 4. 연구활동비 174,813 58,030 232,843

 5. 인 경비 4,089,662 1,201,889 5,291,551

  o 내부인건비 2,959,096 829,000 3,788,096

  o 간 비 840,014 252,000 1,092,014

  o 외부인건비 290,552 120,889 411,441

사업비 정부지원 13,162,000 1,655,000 14,817,000

정부지원  집행 계

(내부인건비  간 비 제외)
10,969,540 1,573,985 12,543,525

표 2.1.4.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비 집행 황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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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01～2003 2004년   계

사업비 정부지원 4,164,000 856,000 5,020,000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비 계 1,472,681 924,224 2,396,905

 1. 해체공사비 1,295,488 896,156 2,191,644

  o 해체설계, 인허가 심/검사 417,543 47,081 464,624

  o 해체공사 용역 0 351,507 351,507

  o 해체공사용 장비 300,833 358,035 658,867

  o 공사 자재 3,744 8,667 12,411

  o 시설  공사장비 유지보수 411,818 129,517 541,336

  o 폐기물 처리/처분 161,550 1,349 162,899

 2. 연구개발비 152,441 24,807 177,248

 3. 운  제경비 24,752 3,261 28,013

  o 여비 821 0 821

  o 기술정보활동비 2,316 0 2,316

  o 연구기자재  운 21,598 1,862 23,460

  o 수용비  수수료 등 17 1,399 1,416

표 2.1.5.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비 집행 황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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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연도 사업내용

2004년에 수행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체공사 공정 리 (2004년 말 기 )

○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 사업 공정율 : 58.1%

○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 공정율 : 42.5%

2) 해체공사 인력지원계약 리

(1)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용역계약 체결

- 주 계약자 : 한국 력기술(주)

- 각 계약자의 임무

 

- 공사기간 : 2004. 6. 1 ～ 2007. 11. 30

- 계약 액 : 2,904,029천원

(2) 해체공사 인력용역계약 기성고 리

-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사업 : 1,417,163천원/4,418,843천원 집행

-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 351,407천원/2,904,029천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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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염해체사업비 리 DB 시스템 개발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비 리 체계 정리

- 사업 리 체계와 연구소 산 리 체계의 상이  보완

- 재(1997년 ～ 2004년)까지의 사업 소요비용 자료 정리

○ 인건비, 공사비, 연구개발비  제경비로 구분 정리

○ 제염해체사업 종합 리 시스템 운 에 비

4) 국제 력을 통한 해체기술  정보 교환

(1) IAEA 

- CRP : Innovative and Adoptive Technologies i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에 해체 사업 종합

리 시스템 개발로 참석

- TEDGE (해체 련 문가 group meeting) 참여. 해체 략 

분석 소 group에 속하여 연구로 해체 략의 case study 수

행.

(2) OECD/NEA

- WPDD Meeting 참석

- CPD Steering Meeting 참석

- 제 36차 TAG Meeting 개최

․일시  장소 : 2004. 5. 10 ～ 5. 14, 국제훈련센터(한국원자

력연구소)

․참석자 : 8개국 16개 기  23명

․각국 참여자에 의하여 25개의 기  report 발표

- 제 37차 TAG Meeting 참석

․일시  장소 : 2004. 10. 18 ～ 10. 22, 독일 Aachen

․참석자 : 10개국 21개 기  

(3) 해체기술 선진국과 기술  정보교환 력

- 제 3차 한-불(CEA) 해체기술/정보 교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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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04. 4. 19 ～ 4. 23, Cadarache, France

․양측에서 38편의 논문 발표  랑스 해체 시설 방문

- 한-불(CEA) 라군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공동연구 수행

․일시  장소 : 2003. 8. ～ 2004. 1. Cadarache, France

․ 견자 : 황두성 박사

․연구 topic : 열처리에 의한 라군 슬러지 폐기물 처리

              미생물 탈질에 의한 라군 슬러지 폐기물 처리

․후자는 정식 공동 연구 과제로 랑스와 약 체결 (2005. 1.)

- 한-일(JAERI  JAPC) 해체기술/정보 교환회의

․JAERI : 2004. 10. 24 ～ 10. 26, 한국원자력연구소

․JAPC : 2004. 11. 22 ～ 11. 25,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 (CIAE) 방사성폐기물 워크 (2회)

․일시  장소 : 2004. 2. 17 ～ 11. 20, 연세 학교

․일시  장소 : 2004. 9. 5 ～ 9. 9, 시안성 국

5) 해체 장 리

(1) 안 교육  안 보건교육 수행

- 안 교육 

- 상인원  교육 시간 : 85 명에 해 55.4회 (1회 평균 1시

간)

- 교육 내용 : 작업자 정기 안 교육, 작업  안 교육, 신규  

기존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 등 

(2) 안 보건 교육

- 상인원  교육시간 : 작업자  리자 원에 해 일인당 

55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표 안 작업방법

에 한 사항, 보호구/안 장치취 과 사용에 한 

사항, 소방안 교육  물질안 보건에 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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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검 활동

안 검자 검주기 검횟수
순시  검 

장소
비고

장소장 주 3회 124회
연구로 1,2호기 

 부속시설

안

담당자

산업안 작업 당일 260회
담당구역

(방사선 리구역, 

작업장, 시설물)

방사선안 〃 257회

폐기물안 〃 256회

표 2.1.6. 안 검 활동 황

(4) 기타 안 련 활동

- 안 시설물 설치

- 안 보호구 지

- 각종 안 일지 작성 유지

- 비상연락망 검  비상 책 수립

(4) 방사선작업종사자 검진

- 정기특수검진, 신규채용 시 검진  체내피폭검진 수행

- 상인원 39명에 해 39회 실시

- 검진결과 : 이상 없음

6) 해체 장 기술/공정 검 회의 개최

(1) 연구로1,2호기 해체 : 2004년 총 21회 실시

(2)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 2004년 12월부터 착수

7) 규제기 (KINS)의 해체공사 검 수검

- 검일 : 6. 18

- 검결과 : 지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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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AEA 정기사찰 수검

  (1) 2004년 반기 정기사찰 수검

- 일자 : 3. 19

- 사찰  : Mr. T. Shigeto

- 결과 : 이상 없음

  (2) 2004년 후반기 정기사찰 수검

- 일자 : 9. 14

- 사찰  : Mr. H. Saukkonen

- 결과 : 이상 없음

  (3) IAEA 추가사찰(1차) 수검

- 일자 : 9. 23 ～24

- 사찰  : Mr. H. Saukkonen, Mr. E. Kuhn

- 사찰내용 : 연구로1,2호기 시설  과거 연구시설의 확인 검 

 환경시료 채취

  (4) IAEA 추가사찰(2차) 수검

- 일자 : 11. 4

- 사찰  : Mr. Zariucki 외 3명

- 사찰내용 : 연구로1,2호기 시설  과거 연구시설의 확인 검

9) 연구로 시설 유지 리

- 연구로1,2호기 원자로 수조수 정화계통 운  : 주 1회

- 원자로실 천정크 인 정기 검 : 한국산업안 리공단

- 건설산업안 검 : 한산업안 회

- 소방시설 정기 소방 검 : 노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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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탁과제 리

- 연구로 해체 방사선안 리 : 방사선안 리실

- 연구로 해체 품질 리 : 품질보증실

- 연구로 해체공사에 따른 환경감시  평가 : 원자력환경연구부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환경 향평가 : 원자력환경연구부

11) 서울사무소 시설 유지･보수 련 용역 체결

  (1) 특수시설물 탁 리 용역(폐로사업 지원  원자로시설 유지 

리보수)

- 계약번호 : 2004-54(2003. 12. 30)

- 계약업체 : (주)휴먼 워 덕밸리

                  기능사  1명, 기능사 보 1명

- 계약기간 : 2004. 1. 1 ～2004. 12. 31

- 계약 액 : 44,220천원

  (2) 소방시설 유지보수 계약체결

- 계약번호 : 2004-

- 계약업체 : (주)서울방재 문기술단

- 계약일자 : 2004. 4. 1

- 계약기간 : 2004. 4. 1 ～2005. 3. 31

- 계약 액 : 1,320,000원

  (3) 연구로 1, 2호기 운 문가 탁용역

- 계약번호 : 2004-3337

- 계약업체 : (주)데콘엔지니어링

- 계약일자 : 2004. 7. 30

- 계약기간 : 2004. 8. 1 ～2005. 7. 31

- 계약 액 : 3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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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설비 정기검사

- 검사기  : 한국 기안 공사

- 검사일자 : 2004. 11. 15

- 기설비 : 수  3300VAC, 200KW

- 정 : 합격

  (5) 난방 공  계약

- 계약업체 : 한국 력공사/ 앙교육원장

- 난방공 상건물  면  : MW동 1층, 353평

- 난방공 기간 : 2004. 11. 15 ～2005. 3. 31

- 월간 난방비 : 2,509,2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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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 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속

제염해체방사선안

리
이 재

방사선

안 리실
196,700

2004. 1. 1～

2004. 12. 31

제염해체품질 리 임남진 품질 리실 8,000
2004. 1. 1～

2004. 12. 31

제염해체에 따른 환경

방사선 평가
조

원자력

환경연구
25,000

2004. 1. 1～

2004. 12. 31

연구로 해체공사 장

사무소 운
정경환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부
135,300

2004. 1. 1～

2004. 12. 31
연구로 해체기술 연구

개발
정기정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부
40,000

2004. 7. 1～

2004. 12. 31

표 2.1.7. 소내 탁과제 황

과제명
과제 책임자 과제 액

(천원)
과제기간

성 명 소속

원자력연구시설

해체기술 개발
이근우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부
883,334

2004. 3. 1～

2005. 2. 28

원자력연구시설

제염기술 개발
정종헌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부
686,882

2004. 3. 1～

2005. 2. 28

표 2.1.8. 장기과제 수행 황



- 27 -

구 분 제          목 비     고

특허 방사성 폐기물 장용기

등록일자/번호 : 

   2004. 7. 15 / 

441687

논문

(국내)

연구로 1,2호기 해체 철재폐기물의 규제해제

농도기 (안)도출을 한 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제염해체활동 한국원자력학회 

천연우라늄 오염에 한 방사선/능 측정기술 

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제염․해체활동(1)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극  콘크리트폐기물 자체처분을 한 

피폭선량 평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극  콘크리트폐기물 매립처분에 따른 

연령군별 피폭선량평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해체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을 한 외부피

폭경로 시나리오 평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라군 슬러지 열분해 처리 특성 평가 추계 방사성폐기물학회

직  열분해에 의한 우라늄 함유 슬러지의 

안정화
추계 방사성폐기물학회

라군 슬러지 열분해 시 배기가스 특성 추계 한국원자력학회

우라늄 함유 슬러지의 열분해 특성 추계 화학공학회

라군 슬러지 처리 공정 평가  개선 춘계 방사성폐기물학회

U 포함 질산염 용액의 안정화에 미치는 

Al2O3의 향
춘계 방사성폐기물학회

라군 슬러지 처리를 한 질산염 폐액의 열

분해
춘계 원자력학회

NaNO3와 CaCO3의 열분해 시 첨가제의 향 춘계 공업화학회

고농도 질산염 폐액 열분해 후 잔류물의 안

정화
춘계 공업화학회

Stabilization of Residue of the Lagoon 

Sludge with Additives
춘계 화학공학회

논문

(국외)

연구로 1,2호기 해체 황

제36차 OECD/NEA 

CPD TAG Meeting 

Conf.

연구로 2호기 동 원소시설 해체 인력투입평

가

제3차 한불해체기술정보

교환 세미나

표 2.1.9. 발표논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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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목 비     고

논문

(국외)

Radioactivity Analysis of the 

Decommissioning Wastes Contaminated 

by Uranium Using Gamma-ray 

Spectroscopy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Characteristics of Lagoon Sludge Waste 

Generated from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 Radioanal. and Nucl. 

Chem.

The Status of The KRR-1&2 

Decommissioning Activity

KOREA-CHINA Joint 

Workshop

Lagoon Sludge Treatment
제5차 한 방사성폐기물 

워크샵, 국

Evaluation of Urenium Conramination 

dagree by Measuring Gamma the 

Activities at an Uranium Conversion 

Plant

제5차 한 방사성폐기물 

워크샵, 국

Radiological Assessment for Clearance of 

Very Low Level Concrete Wastes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Outline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in KAERI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보고서

(국내)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업 RR

연구로 1,2호기 인허가를 한 해체계획서 

심사질의에 한 기술검토보고서(I)
TR

연구로 1,2호기 해체콘크리트 폐기물 자체처

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
TR

핵주기시험시설운 MR

해연마에 의한 우라늄 오염 배  제염 기

술  장치 개발
CR

보고서

(국외활

동)

CEA/Cadarache와 라군슬러지 처리를 한 

고농도 질산염 폐액의 탈질 공동연구
OT

제3차 한불 해체기술정보 교환 회의 귀국보

고서
OT

OECD/NEA 해체 력 로그램 제36차 TAG 

회의 결과보고서
GP

제1차 KAERI-JAPC 해체기술정보 교환 회

의 결과보고서

제2차 KAERI-JAERI 해체기술정보 교환 회

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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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장비 확보 황

장비명 용도 수량

◦유압 코어드릴링 머신

  (HILTI DD 750HY)
◦코어 샘 링  매립 빔포트 코어 드릴링 목  1set

◦코어드릴링 비트
◦소구경 건식용 비트(50mm)  구경 습식용 

비트(400mm) (헤드, 튜  포함, 소모성부품)
43ea

◦코어드릴링 냉각수 수집 

장치

◦코어 드릴링 시 외부로 배출되는 냉각수의 집진

용 장치
1set

◦빔포트 납차폐체 ◦빔포트 nose 부분 방사능 차폐용 3set

◦유압 씽커 드릴  싱커 

비트

◦콘크리트 해체장비(Hydraulic buster)의 wedge 

삽입용 bore 천공장비
2set

◦Wheel saw blade ◦Hydraulic wheel saw 장비에 부착되는 blade 2set

◦  방사성 고체폐기

물 장  이송용기

◦  방사성고체폐기물의 장  이송용 

차폐 용기
3set

[ 년도 실 과의 비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특허 총   건 총 1건

논문 총 21건 총 26건

보고서 총 8건 총 10건

기술 력 총 2건 총 5건
공동연구 : 2건

정보교환회의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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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내 탁과제

3.1  방사선 안 리

가. 연구로 1,2 호기

1) 개요

서울사무소에 있는 방사선 리 상시설은 원자로 1, 2호기  원자로 부속시

설인 동 원소 생산시설과 부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장고 7개의 시

설이 있다. 원자로 1, 2호기 시설에는 원자로 가동 시 성자조사에 의한 방사화

된 방사성물질과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속시설과 부 시

설에는 주로 오염에 의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년도의 방사선 리업무

는 제염 해체작업이 진행 에 있으므로 작업 에 발생한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

성에 비하여 작업자 피폭 리  오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 다. 한 방사성물

질로부터 방사선작업 종사자와 주변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의 방사성안 성을 확

보하기 하여 시설내의 방사선/능 를 정기 으로 측정하여 시설의 건 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의 설을 미연에 방

지하는 목 으로 방사선 리 업무를 수행하 다. 

연구로 1, 2호기  부속시설의 제염해체작업의 진행 공정에 따라 작업의 원

활한 진행을 해서 먼  해체 상물을 선정한 후에 작업을 착수하기 에 방사

선/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체작업 방법, 순서  처리 공정 등을 결정하

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 다. 한 작업의 진행  는 종료 시 에 측정조사를 

철 히 수행하여 작업환경  작업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 다.

2) 시설내의 방사선 리

가) 방사선 리구역 출입  피폭 리

연구로 1, 2호기  폐로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한 방사선피폭선량

은 가능한 법  선량한도 이하로 충분히 낮게 리하고 출입  피폭 리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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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하여 리구역을 출입 할 때에 출입자의 출입 이력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입력되는 자동피폭이력시스템(ADR)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방사선 리구역내의 작업을 한 방사선작업허가는 일상  작업별 방사선작업

허가서로 구분하 으며, 작업내용이 시설의 리 검  제염업무 등의 피폭의 우려

가 은 일상 이고 반복 인 업무 수행 시에는 일상방사선작업허가서(ERWP)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 으며, 작업 수행  방사선/능   방사선작업조건 등

의 변화에 유의하여야 할 방사선작업 수행시는 작업별 방사선작업허가서(RRWP)을 

그 때마다 제출하여 매 1개월 단 로 발 하 다. 허가서 제출 시에는 방사선 리

차서  KAERI/RS-03, 05에 명시되어있는 작업계획서, 상 피폭선량표  ALARA

검표를 제출하게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서를  발 하 다. 고 , 고 험

도에 해당되는 작업은 수행되지 않으므로 특수 방사선작업허가서 발 은 없었다.

방사선작업허가서 제출시 자동피폭이력 독기의 작동에 필요한 작업 번호를 

부여하고 출입 시마다 출입구에 비치되어있는 개인피폭선량계(AID)로 출입 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 다. 년도에는 일상 작업허가서가 12건, 작업별 작업허가서

가 7건이 발 되었으며 내용은 표 2.1.10에 나타내었다. 작업기간 동안에 AID에 

기록된 피폭자는 17명이었으며, 연간집단선량은 10.78 man-mSv로 상피폭선량 

44.31 man-mSv의 24.3% 다. 작업자들의 집 피폭선량은 매 분기별로 TLD뱃

지로  독하 으며, 연간 총집단선량은 18.88 man-mSv으로 지난해보다 9.9배

로 증가하 으며 개인별 최고피폭자가 3.03 mSv이었으나 연간 리기 치의 20%

에 불가하 다. 표 2.1.11에 제염 해체작업에 직  종사하는 작업자에 한 출입

내역을 표시하여 작업수행 황을 악하도록 하 다. 동일한 작업에 해서 허가

번호가 두세 번 부여된 것은 작업기간이 30일을 과하거나 작업이 일시 단되

었다가 다시 작업이 시작될 때 새로운 허가서번호를 부여하 기 때문이다. 표 

2.1.11에 표시한 바와 같이 T/C 라이   빔포트 단 작업시 상피폭선량의 

37.2%인 4.9 man-mSv로 가장 많은 피폭이 있었으며, T/C 그라 이트 인출작업

에서 1.65 man-mSv 피폭이 발생하 으나 그 외의 작업에서는 피폭은 없었다.

나) 방사선 리시설의 방사선/능 측정 리 

연구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설과 부 시설의 방사선 리구역내에 존재하고 있

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시설의 건 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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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하여 시설내의 외부방사선량률, 유도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  수 오염도를 정기  는 필요시 수시로 측정 감시하 다.

(1) 외부방사선량률

외부방사선량률 측정은 방사성물질의 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출입자의 방

사선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지 을 상으로 그림 2.1.3, 2.1.4에서와 같이 연구로 

1호기에서는 11개 지 , 연구로 2호기에서는 17개 지 , 일부는 제염작업장으로 

사용 에 있는 동 원소생산시실에서는 20개 지 , 방사성폐기물 처리  장 

시설에서는 15개 지 , 연구로 2호기 동 원소동 출입통로 18개 지 과 폐기물임

시 장고  5개 장고의 26개 지 을 상으로 총 107개 지 을 선정하여 정

기 으로 즉 제염해체작업이 진행 에 있는 연구로 2호기와 동 원소생산실은 

주단 로, 그 외 시설은 월단 로 휴 용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 다.

감마선 측정에 사용된 휴 용 방사선측정기는 고  방사선량률 측정에는 

Teletector(Automess, Ad-t)를,  방사선량률 측정에는 Gamma Survey 

Meter(Eberline, E-600/SPA-8)를 사용하 다. 측정결과는 표 2.1.12에 나타냈으며 

감마선에 의한 월평균 외부방사선량률 는 연구로 1호기의 원자로실는 9월 까지

는  0.24 μSv/h로 정상상태이었으나 10월 이후로는 15.7 μSv/h로 상승하 으며 

최 는 102.3 μSv/h이었다. 이는 연구로 2호기 폐로작업에서 발생한 고  방사선

폐기물을 임시로 홀에 보 하여 두었기 때문이었으며, 연평균은 41.9 μSv/h로 나타났

다.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실의 월평균치는 0.62 ~ 13.83 μSv/h로 변동 폭이 심하

으며 연평균은 7.70 μSv/h로 지난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자로 해체과정에

서 노심부   열 성자주 등의 고  방사화물을 많이 취 하 기 때문이다. 원자

로 상부에서 3월부터 선량률이 상승한 것은 원자로 차폐수가 완 히 제거됨에 따라 

고도로 방사화된 빔포트 부 가 공기 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빔포트 주변을 납으로 

차폐체를 보강하여 상부에서의 일상작업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를 낮추었다. 기계

 는 화학  오염제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동 원소 생산시설내의 월평균 외부방사선

량률 분포는 0.31 ~ 0.85 μSv/h로 나타났는데 년도와 비해 2배 이상 높은 를 보

이고 있었다. 이는 해체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방사선 가 비교  높은 오염물을 제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은 제염작업에서 습식으로 사용하 던 고도로 오염된 제염

지를 건조하기 해 빈 공간에서 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  장시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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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평균은 0.20 μSv/h  1.68 μSv/h로 년도와 비슷한 이나 장고는 

원자로 수조바닥에서 수거한 고  스러지를 보 하게 되어 최  60.7 μSv/h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폐기물 임시 장고들은 자연방사선 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로과 동 원소동의 리구역출입구 복도는 자연방사선 를 나타내고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높은 선량률을 보인 것은 원자로실 내부에 고 폐기물이 있었

기 때문이며, 폐기물을 이송후로는 정상 를 유지하 다. 따라서 시설내에서 측

정된 외부방사선량률 분포를 보아 시설의 건 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로 2호기실내에는 연속감마선 감시기(Eberline, GmbH/FHZ 6213B) 5개 

채 을 설치하여 외부방사선량률 변동치를 24시간 자동으로 측정, 기록하고 있으

며 출입자 감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변동을 감시하고 있다. 원자로실내에서 비정

상 인 방사선량률 상승은 해체작업  총 17회 발생 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곧 정상치로 복귀하 다.

(2) 표면오염도

표면오염도 측정은 시설내의 방사성물질의 설 여부를 악하여 시설의 건

성을 확인하며 방사성오염이 방사선 리구역 외부로의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측정주기는 정기  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 다. 정기 인 

측정 치는 외부방사선량률 측정 치와 같으며, 측정방법은 스메어 방법에 의한 

간 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를 α/β 계수기(S5XLB, Oxford 

Eclipse LB)를 사용하여 α방출체와 β방출체에 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 다. 

모든 리시설의 정기  표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1.13에 표시하

다. 월평균 표면오염도의 분포를 보면 연구로 1호기에서 α방출체는 계측기의 최소검출

방사능(Minimum Detectable Activity : MDA)인 0.033 k㏃/m2 이하이며, β방출체는 

연평균 0.102 k㏃/m2 이었으나  이는 연구로 2호기에서 철거한 RSR을 1호기의 BST

에서 수행한 단 작업과 폐기물 보 용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으며 최고 

1.56 k㏃/m2이었다. 연구로 2호기에서는 α방출체는 최  0.136 k㏃/m2 이었으며 평균

은 MDA이하 다. β방출체는 0.854 k㏃/m2에서 최  15.7 k㏃/m2 이었으며 월 평균치

는 1.157 k㏃/m2으로 지난해보다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동 원소 생산시설에서의 

α방출체의 최 치의 분포는 0.051 ~ 0.46 k㏃/m2이었으며 월평균치는 MDA이하 다. 

β방출체의 월 최 치는 0.623 ~ 11.9 k㏃/m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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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k㏃/m2로 지난해보다 약 2배로 상승하 다. 방사성폐기물처리과 장실의 

평균은 각각 0.127 k㏃/m2과 0.181 k㏃/m2이었고 5곳의 폐기물임시 장고, 연구

로 2호기 동 원소동 출입구 복도의 표면오염도는 모든 지 에서 α방출체  β방

출체 공히 최소검출하한치 이하로 나타났다. 

제염해체 공사시의 제염 목표치는 α방출체가 400 ㏃/m2이고 β방출체는 4,000 

㏃/m2이다. 해체 상물의 표면오염도는 부분 제염 목표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일

부 국부 인 몇 개 지 에서만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염해체 작

업장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로 2호기 동 원소동 입구 통로의 오염상태

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해 1일 검은 7개 지 을, 주간 감시는 18개 지 을 선

정하여 오염도를 측정 리하 으며 이곳은 비오염지역으로 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제염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3) 공기오염도

공기  오염이 발생 가능한 시설은 제염해체작업이 진행 에 있는 연구로 2호로

실과 오염물품의 제염작업을 하고 있는 제염작업실이다. 주요 공기오염의 발생원인은 

시설내에서 방사화된 방사성물질과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이 주된 원인

이다. 이러한 공기 의 입자성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하여 공기  방사성

오염이 발생 가능한 지역에서 공기집진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α

/β 계수기(S5XLB)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다. 방사능 산출은 

시료채취 4시간 후와 24시간 후에 2회 계측하여 자연방사능에 의한 기여분을 완 히 

제거한 상태에서 방사능농도를 계산하 다. 측정결과는 표 2.1.14와 같이 시설내의 

월평균 공기오염도가 부분 계측기의 최소검출방사능 농도인 α방출체의 0.023 

Bq/m3과 β방출체의 0.035 Bq/m3이하로 나타났으며 연구로 2호기는, 4월 이후에 검

출되었으나 월 평균은 0.129 Bq/m3으로 매우 낮은 농도이므로 유의 할 만한 수 은 

아니었다. 원자로실에서 해체 작업이 활발히 수행 이던 후반기에 오염도가 높게 나

타난 것은 공기 으로 비산되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이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

이다. 동 원소동에서도 월 최고치가 0.4 Bq/m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 작업장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방사능 농도를 연속 감시하기 해 배기 굴

뚝에 연속 공기 방사성오염감시장치(Eberline, Aerosol Monitor FHT 59C)를 설치

하여 일반 환경으로 배출되는 공기 의 방사능을 실내 환기장치가 가동하는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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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속가동 하 으며 측정치는 자연  이하 으므로 시설 외부로의 출 상은 

 없음을 확인하 다.

(4) 수  방사능농도 

연구로 1, 2호기의 수조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원자로의 가동 시 

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된 원자로심, Rotary Specimen Rack, 생체 콘크리

트, 각종 배 과 부식생성물, 부유물질(sludge)등이 있으며 이들은 방사화로 인하

여 방사능   그 표면의 방사선 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조내의 수조

수는 수 의 방사성물질로 부터 방사선을 차폐하는 차폐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조수는 부유물질에 의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자로 외부 유출은 실내 

바닥표면을 오염시키거나 이로 인한 시설 외부로의 오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연구로 2호는 2월에 차폐수는 완 히 제거 되었으므로 측정검사는 없었고 1

호기의 차폐수만 정기으로 측정하 다. 

수  방사능농도의 측정은 수  방사성물질로 인한 시설내의 오염의 정도  

범 를 측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연구로 

1, 2호기 수조내의 수조수 시료 1ℓ를 채취하여 핵종 분석기로 오염핵종을 별하

고 방사능농도를 측정하 다. 연구로 2호기의 수조수에서는 2개 핵종인 Co-60과 

Cs-137이 검출되었으며, 월 평균 24,278 ㏃/m3이고 지난해보다 약 2배로 증가

다. 이는 방사화물질의 단  해체 작업시에 생성된 스래그 등에 의한 것이다.

연구로 1호기의 수조수에서는 평균 6,768.5 Bq/m3 로 지난해 보다  3.7배 증가

하 다. 수조수 의 α/β 방사능은 시료 1ℓ을 증발 농축시켜 α/β 계측기로 계측

하 으며 측정결과는 표 2.1.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β방사체의 오염도는  연구로 2

호기가 평균 19,230 Bq/m3, 연구로 1호기는 40,559 Bq/m3이었으며, 연구로 1호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조에 2호기에서 철거한 RSR을 보 하고 있어 거기서 유출된 오

염물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다. α방출체의 오염도는 연구로 1호기에서는 월평균 

317.8 Bq/m3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로 2호기에서는 MDA인 141 Bq/m3이하 다.

3) 제염해체작업 방사선 리

가) 제염해체작업 방사선/능 측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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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행한 주된 작업은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내에 산재하고 있는 연구기

자재 등 주변물품에 한 방사성오염  정  제염작업과 열 성자주를 이루

고 있는 그라 이트의 인출, 수조로 돌출된 알루미늄주  빔포트의 단제거작업

과 원자로 차폐체에 매몰된 빔포트튜부의 코아드릴 작업이 주된 작업이었으며, 한

편 원자로수조 라이 도 일부 제거하 고 조사실내벽과 수조내벽의 방사화 범

를 확인하기 한 코아보링 작업이 수행되었다. 제염해체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상 해체물에 한 방사선/능을 측정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후 처리

를 한 자료를 제공하 다. 

유리성 오염측정은 스메어 방법에 의한 간 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α/β 계측기(S5XLB, Oxford, Eclipse LB)를 사용하여 α방출체와 β

방출체에 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 다. 계측기의 최소검출하한치(MDA)는 계측

조건에 따라 다르나 α 방출체는 80.8 Bq/m2, β 방출체는 73.4 Bq/m2이었다. 고

착성오염은 직 법으로 휴 용 오염검사기(Radiation Monitor, Eberline 

RM-1/HP- 260)로 상물체의 표면 1 cm 에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측정하 으

며, 사용기기의 자연방사선 는 70 ~ 100 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휴 용 

감마선 측정기(Gamma Survey Meter, Eberline E-600/SPA-8)를 사용하 고 

자연방사선량률 는 0.25 - 0.35 uSv/h이었다. 한 각 측정 상 물체의  감

마 방출체의 오염정도를 핵종별로 확인하기 하여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감마 

핵종분석기(Oxford, Multiport MCA, Genie 2000)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하 다. 

시료채취  분석 차는 연구로 1, 2호기 폐로사업 방사선 리 차서  규제해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농도측정 차서(KAERI/RS-09)을 용하 다.

년도에 제염해체작업 에 수행한 상 시설물별 방사선/능 측정 건수와 오염 종

류별 검출건수를 표 2.1.16에 표시하 다. 표의 호내의 숫자는 검출하한치 이하이거

나 자연방사선량률인 지 의 수를 나타내었다. 표 2.1.17은 검출치의 최 치와 평균치

를 표시하 다. 총 측정 지 은 2,084개 지 으로 년도의 37% 수 이 으며 α방출

체는 9.4%인 195건에 최 치는 43,300 Bq/m2이며 평균은 3,255.1 Bq/m2로 년도

의 487.3 Bq/m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β방출체는 58.1%인 1,211개 지 에서 검

출되었으며 최 치는 1.22 x 106 Bq/m2으로 원자로 주변 철재류의 제염과정에서 생

긴 제염지에서 검출되었고 평균치는 3,588.2 Bq/m2이었다. 고착성 오염은 17.4%인 363

개 지 에서 검출되었고 최  40,000 cpm이며 평균치는 5,490 cpm이었다. 표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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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률은 34개 지 에서 검출되었고 최 는 11.7 μSv/h이 으며 평균은 0.36 μ

Sv/h이었다

나) 연구로 2호기 앙 릿지 해체물

앙 릿지는 원자로 수조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 에서 남북방향으로 

치 이동이 가능하며 원자로코아 심부 회 조사시료   각종 제어장치가 고

정되어 있는 핵심 장치 의 하나이다. 릿지에 고정되어 있던 코아지지   조

사  등 모든 부착물은 지난해에 철거하 으며 년에는 릿지 본체 철거에 들

어갔다. 릿지 단은 철편이 159개와 알루미늄류가 42개로 분할되었다. 철재류

는 α 방출체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β방출체가 77.4%인 123개

에서 최  3.050 Bq/m2이고 평균은 369.5 Bq/m2이었다. 고착성오염은 철편 3

개에서 검출되었으며 최 는 2 ,000 cpm, 평균은 1.333cpm으로 비교  낮게 나

타났다. 제염작업은 물세척법을 택하 으며 오염이 검출된 철편 123개를 제염한 

결과 약 70%인 86개는 1차 제염작업에서 완  제염되었으나 37개에서 오염이 

남아 있었다. 1차제염후의 최   평균치는 제염 과 비슷한 수 이었으며, 2차 

제염으로 철편 1개를 제외한 32개가 모두 깨끗이 제염되었다. 완  제염되지 않

았던 철편 1개의 오염도는  147Bq/m2으로 낮은 수 이었고, 3차 제염 작업에서 

완 히 제염되었다. 릿지 바닥 철 류는 모두 작업자들이 신발에 묻어 옮겨진 

것으로서 원자로 홀 바닥과 비슷한 수 의 오염상태를 나타내었다.

알루미늄류는 철편 42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α 방출체는 5개에서 최  207

Bq/m2, 평균은 150Bq/m2이었으며, β방출체는 100% 량에서 검출되었으며 최

 2,940 Bq/m2, 평균 647.6Bq/m2로 오염수 은 그리 높지 않았다. 고착성오염

은 철편 22개에서 최  5,000cpm이었으며, 평균은 653.4 cpm이었다. 제염은 철

편 9개를 물세척법으로 3차에 걸쳐 시도하여 보았으나 완 히 제염되지 않았었다. 

특히 고착성 오염이  제거되지 않아 4차 제염에는 음  세척법을 시도한 

결과 9개가 모두 완 히 제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3개는 제염을 시도

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었다.

다) 동 원소제조용 시료조사

동 원소를 제조하기 해서는 타겟트 시료를 원자로에서 성자를 조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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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조사용 시료는 주로 알루미늄제 인입 을 사용해서 성자장으로 보내게 

된다. 이때 사용하 던 57개의 Al 들의 코아 심부와 근 한 부 는 고도로 방

사화되어 매우 높은 선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보고서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최고는 550 mSv/h 고 평균 으로는 0.5 ~ 10mSv/h이었다. 이들 Al 은 선

량이 검출되는 부 까지는 단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 고 년에는 표면선

량이 측정되지 않았던 부 를 취 하기에 편리한 길이로 단한 총 261개에 한 

표면오염도를 검사하 다. 

α 검출체는 8개에서 최  325 Bq/m2 , 평균은 159.4Bq/m2로 비교  낮게 

나타났으며 β방출체는 46.7%인 122개 에서 최고 18,300Bq/m2, 평균은 3,479

Bq/m2이었다. 고착성 오염은 22개에서 최  23,000cpm,평균은 1,877cpm이었

다. 이들 오염물들은 다음 제염작업을 해 보 되어 있다.

라) 원자로 1차 냉각계통 배 류

원자로 홀에 노출된 1차 냉각계통 알루미늄제 배 의 표면은 깨끗하 으나 냉각수

와 하는  내부는 수조수와 같은 수 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이들 48개를 수거하

여 검사하 으며 α방출체는 4개에서 평균 211.5 Bq/m2 정도 고 β방출체는 100%

량에서 검출되었다. 최 는 9,280 Bq/m2 , 평균은 3,069.3 Bq/m2으로 평상시 수조수의 

평균 방사능농도 4,175Bq/m3와 거의 같은 수 이었다. 고착성오염은 73%인 35개에

서 최고 2,100cpm, 평균은 754.3cpm이었다.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의 제염은 량 음 제염기로 3차에 걸쳐 제염하 으나 β방출체는 여 히 100 ~ 

400 Bq/m2수 이었으며 그 이상은 제염되지 않아 방사성오염물로 처리하 다. 음  

1차 제염에서 6개가 검출하한치 이하로 떨어졌고 최 는 2,710Bq/m2,  평균은 496.5

Bq/m2로 제염 의 16%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2차 제염에서는 38% 수 인 188.8

Bq/m2 , 3차 제염에서는 67 %인 132.1 Bq/m2로 제염되었다. 수량면에서 보면 1차에

서 6개, 2차에서 17개 3차에서 1개로 50%가 완 히 제염되었다.

 

마) 원자로수조 알루미늄 라이

원자로 수조내에 설치 는 보 에 있던 노심코아 본체  알루미늄 조사  

등 모든 부속물을 완  제거한 후 수조내 작업을 해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 다.  

열 성자 주  빔포트가 설치되어 있던 서쪽면은 방사선 가 높고 통행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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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진입통로로는 부 합하 으므로 용량 성자 조사실이 있는 북쪽면의 알

루미늄벽을 먼  철거하고 작업통로로 이용하기로 하 다. 

조사실벽을 이루고 있는 북쪽면 알루미늄 라이 를 단작업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25개로 단하 으며 각 단편의 오염도를 냉각수와 한 면만을 검사하

다. α 방출체, 고착성오염  표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리성인 β

방출체만이 최고 3,980 Bq/m2, 평균은 643.2Bq/m2로 량 거의 같은 수 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제염은 옥살산은 분무한 후 제염지로 닦아냈으나 4개에서만이 

깨끗해졌으며, 84%인 21개 은 최  1,300 Bq/m2, 평균은 319 Bq/m2로 오염

도가 낮아졌으나 완 제염은 불가능하다고 단되어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 다.

바) 열 성자주  조사실문 부착물

원자로의 콘크리트 생체차폐체의 해체  단계로 분리 가능한 열 성자주와 조

사실문에 부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기  는 기계  조작장치, 즉 원조

작함, 기모터,  체인등 기계  연동장치들을 분리하여 오염도를  검사하 다.

열 성자주문에서 39개, 조사실문에서 11개 지 에서 모두 50개 지 에서 표

면오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유리성 오염만이 검출되었다. 오염도는 37

개 지 에서 1,470Bq/m2 , 평균은 278.1Bq/m2수 이 있으며, 세제를 신 제염

지로 닦아 낸 결과 최  841Bq/m2 , 평균은 213.9Bq/m2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

았다. 2차 제염 과정에서도 20개 지 에서의 오염도는 여 히 평균 121.7Bq/m2

로 나타났다. 상품이 개 기계  부품이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못하 고 굴

곡이 심하거나 틈사이 등은 제염이 불가능하 으므로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 다.

사) 원자로주변물품

원자로실 주변  부속장치들의 해체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년에도 계속하

으나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잡품들을 처리될 정이다. 년에 처리한 것을 

별하면 9개 종류 으며 총 632개 을 검사하 고, 일부 제염이 곤란한 것은 제염

작업 없이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 다.

 (1) 철재류

주변 잡품류는 주로 철재 이 , 앵 , 실험장치의 지지  는 보조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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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던 것으로 드럼, 장치구성물 등이며 총 255개 물품을 수거 검사하 다. α방출체는 

30개에서 최  1,250 Bq/m2 이고 평균은 108 Bq/m2으로 비교  낮게 나타났다. β

방출체는 70.5%인 180개에서 최  68,600 Bq/m2이고 평균은 1,244.6 Bq/m2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고착성오염도 38개에서 최  20,000cpm,평균은 635.5cpm

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1개에서 11.7 μSv/h로 측정되었다. 오염이 확인된 159개를 제

염지 는 물로 세척하 으나 106개는 오염원이 그 로 잔존되어 있었으므로 2차 제

염을 시도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 다. 1개 품목 즉 바이스 장치는 제염

에 68,600 Bq/m2로 최고치 으나 1차 제염 후에도 오히려 더 높은 1.22×106

Bq/m2으로 오염이 부  별로 편차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장치 

부품 등이 α, β방출체 오염이 하게 높았으나 주  부속품 등은 제염이 쉽게 되었

다. 열교환기 덮개는 37개 조각으로 세 되었으며 α방출체에 의한 고착성오염이나 표

면선량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β방출체 만이 13개 조각에서 검출되어 최  245 

Bq/m2, 평균은 119 Bq/m2으로 낮게 나타났고 물로 세척한 결과 완  제염되었다. 철

재 드럼과 원 단자함 등 49개를 검사하 으며 β방출체만이 18개에서 최  1,170 

Bq/m2 , 평균은 225 Bq/m2이었으나 1차 제염 과정에서 량 제염 완료되었다.

 (2) 목재류

 원자로 홀에 방치되어 있던 목재류로는 실험   작업 와 이를 지지하고 있

었던 각목 등 이었다. 총 82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68%인 56개에서 오염이 

검출되었으며 α방출체는 4개에서 최  482 Bq/m2 , 평균은 257.7 Bq/m2이었고, β

방출체는 55개에서 최  8,000 Bq/m2 , 평균은 821.7 Bq/m2이었다.  고착성오염

은 11개에서 최  2,000cpm, 평균은 422 .7cpm이었으며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이들 오염물  39개는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하여 제염이 어려웠으므로 

폐기물로 처리하 으며 16개는 습식제염지로 닦아 냈으나 6개에서는 α방출체가 

301 Bq/m2 , β방출체는 237 Bq/m2로 나타났다. 6개를 같은 방법으로 2차 제염한 

결과 오염도는 1개에서만 α/β 방출체 공히 100 Bq/m2 로 낮아졌다.

(3) 라스틱류

수거한 라스틱류는 20ℓ들이 PE통과 들통  아크릴  등 21개를 검사하 으며 

오염도는 매우 낮은 수 으로 α방출체가 2개에서 평균 188.5 Bq/m2이었고 β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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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12개에서 최  744 Bq/m2 , 평균은 235.1 Bq/m2 이었고 고착성오염은 3

개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최  2 ,500cpm, 평균은 950cpm정도이었다. 오염이 확

인된 12개를 제염지로 닦아 냈으나 7개에서는 오염도가 여 히 최  264 Bq/m2

이었으므로 제염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 다.

(4) 후드연결 덕트

동 원소생산실에는 철재  목재 후드가 15개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후드 철거시 환기 계통 덕트로 연결되었던 철 이 78개로 세 되었던 것을 년

에 제염처리 하 다. 제염  오염도는 2개에서 α방출체가 183 Bq/m2으로 검출되

었으며 β방출체는 39개에서 최  8,410 Bq/m2 , 평균은 906 Bq/m2이었다. 고착

성 오염이 33%인 26개에서 최  6,000cpm, 평균은 2 ,786cpm으로 비교  높

게 검출되었다. 29개를 물세척한 결과 β방출체만이 16개 에서 최  794 Bq/m2

, 평균은 312.5 Bq/m2으로 감소되었고 2차 제염에서 4개만이 검출되었다. 오염 

정도는 1차 제염치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4차 제염에서 이들 4개도 완  제염되

었다. α방출체  고착성오염은 1차 제염에서 제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속우라늄 장용기

속우라늄을 이용하여 비 괴검사용 Ir 조사장치의 차폐체로 가공하여 장치를 만

드는 과정에서 가공 후 생성되는 속 칩을 드럼에 담아 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라늄

은  본소로 이송 하 고, 빈 드럼 용기 16개가 오염된 채 동 원소동에 보 되어 

있었다. 오염도 검사는 매 드럼 당 내면 3개 지 , 외면 3개 지 , 뚜껑  바닥의 내

외면 1개 씩 모두 10개 을 취하 으며 총 111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검사

하 다. 오염은 상했던 로 1개 지 을 제외하고는 부가 α, β방출체  고착성 

오염이 검출되었다. α방출체는 최  43,300 Bq/m2 , 평균은 5,124.4 Bq/m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β방출체는 최  131,000 Bq/m2 , 평균은 10,005 Bq/m2이었으며 고착

성오염은 최  40,000cpm, 평균은 11,998cpm이었으나 표면선량률은 측정되지 않

았었다. 제염방법은 세제를 신 제염지로 닦아 낸 결과 13개 드럼은 1차 제염에서 완

히 깨끗하게 제염되었으며 3개의 드럼은 1차 제염과정에서는 α방출체가 1개 지 에

서, β방출체는 10개 지 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은 323 Bq/m2으로 나타났다. 2차 제

염에서는 5개 지 에서 평균 168.8 Bq/m2으로 나타났으나 3차 제염에서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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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이 모두 완 히 제염되었다

아) 연구로 2호동 지하핏트내 배

동 원소생산실에서 폐기하는 방사성 폐액은 종류별로 분리 수거되며 3개의 장 

탱크에 장하게 된다. 원자로 건설 창기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이 는 노화되어 

출 험성이 높아 20여년 에 PVC 이 로 교체하 으며 구 철제 이 는 철

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방치하여 두었던 것을 이번 해체 작업에서 철거하여 취 이 

용이하도록 40 ~ 50cm 길이로 단하여 151개가 수거되었다. 오염도 측정은 유리

성 오염은 이  양 끝단의 내면에서 시료를 취하 으며 고착성과 표면선량은 이

 외측면에서 측정하 다. α방출체는 1개에서 112 Bq/m2이 검출되었으며 β방출체

는 45%인 68개에서 최  11,900 Bq/m2 , 평균은 441.0 Bq/m2이었으며 고착성 오

염은 6개에서 15,000 cpm,평균은 5,292cpm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  내

면은 상보다는 깨끗하여 이물질이 없었으며 이 의 이음쇠 부근의 틈에 잔유물이 

끼어있는 곳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사성 폐액도 비교  단수명  동

원소이었기에 20여년간 지남에 따라 자연 감쇠 소멸된 상태 다. 제염작업은 철 러

쉬로 솔질하는 방식으로 물 세척하 으며 14개는 완  제염되지 않아 폐기물로 처리

하 다. 이들은 주로 이음부 로 나사 부 가 포함된 시료들이었다. 

자) 비정기 방사선/능 측정감시

년에 수행한 비정기 방사선량/능 측정 업무는 주로 수조내로 노출된 열 

성자주와 성자 감속재로 사용하 던 그라 이트의 제거, 노출된 빔포트 튜 의 

단 작업에서 이루어젔다. 이들 작업은 차폐수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

므로 작업 치에서의 선량 감에 주력하여 많은 납 차폐체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 에 최선을 다하 다. 

(1) 열 성자주 해체

열 성자주을 철거하기 하여 먼  감속재인 그라 이트 블록을 제거하 다. 내

부 열 성자주는 크기는 121.01 cm× 121.9 cm×127.6 cmL이며 내부는 크기가 

10.1 cm× 10.1 cm × (20 ~ 120 cmL)인 그라 이트 기둥 212개로 완 히 채워져 

있고 입구 표면은 크기가 10 cm × 20 cm× 5 cm인 납 벽돌로 두께 10 cm면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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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되어 있었다. 납차폐체 외부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자연방사선량 으나 

납 블록을 제거한 그라 이트 주 표면의 심부 에서는 0.5 ~ 0.7mSv/h이고 

주변 부 는 0.15 ~ 0.4mSv/h이었다. 이는 그라 이트가 방사화된 결과이며 코

아 내부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핵종 분석결과는 Eu-152가 63.8%, Co-60이 

32 .8%, Cs-134가 2 .32%의 비율로 핵종이 검출되었다. 이들 인출작업은 약 

2.5개월에 걸쳐 연 작업시간 26,985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1.65 man-mSv이었으나 상피폭선량의 22 .8%이었다. 개개 그라 이트로 각기 

내측과 간부  2개 지   외측부  등 4개 지 씩 선량을 측정하 으며 재

된 치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으로 보면 최 치는 내측 끝 부 가 

1.95 mSv/h , 간부 가 2 .0 ~ 3 .0 mSv/h 으며 외측 부 는 ~ 0.79 mSv/h 

이었다. 이들 그라 이트는 4m3 콘테이  3개에 수납하며 임시로 보 하고 있다.

그라 이트 인출후의 열 성자주의 코아 쪽면은 고도로 방사화된 알루미늄 라이

의 향으로 앙부 가 최  0.13 mSv/h이었으며 주변은 0.01 ~ 0.035 Sv/h 

이었고 수조에 노출된 부 의 표면방사선량률은 최  16 mSv/h 이었으며 평균 으

로는 6.0 mSv/h를 나타내었다. 노출부  상면을 완 히 단한 후 주변의 향을 

배제한 공 에서 측정한 것은 최  4 .2mSv/h , 평균은 2 .83 mSv/h이었다. 작업

치는 납 유리창과 납 블록을 보강하여 작업자의 몸통 부 는 자연 방사선량 수 으

로, 손 부 는 0.045 ~ 0.06 mSv/h 로 감소시켜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하도록 

하 다. 열 성자주 문의 콘크리트의 핵종 분석 결과는 Co-60과 Eu-152가 내측 

표면에서 0.283 Bq/g 정도로 검출되었고 그외 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2) 수조내 빔포트주변 방사선량률

빔포트 튜 의 수조내 끝 부 는 수조로 돌출되어 코아나 열 성자주로 통되어 

있었다. 이들 돌출부를 벽면에서 단 제거한 후의 잔류 방사화물에 의한 빔포트 구멍 

앙에서의 선량은 B/P-04빔포트에서 56mSv/h로 최 치를 나타냈고 B/P-01이 

45mSv/h이었다. B/P-02, 03, 08은 략 ~ 13 mSv/h , B/P-05, 06, 07은 1.35~ 

4.46 mSv/h범 를 나타내었다. 코아에 면한 수직면을 제거한 열 성자주 주변의 외부

방사선량률은 최  12 mSv/h이었으나 기타 부 는 2~5mSv/h를 나타내었다. 

수조내에서 작업 가능성을 단하기 해서 외부방사선량률을 측정하 다. 바닥 

상부 1 m 공간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은 열 성자주 부근이 최 로 0.63 mSv/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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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거리에 따라  감소하 다. 수조 앙부 근처가 0.15~ 2 .0mSv/h, 북쪽면 

즉 조사실 근처가 0.04 mSv/h 으므로 수조내 작업을 해서 빔포트 구멍 주

를 형 납 으로 차폐하 다. 1차로 두께가 5 cm인 납차폐체 2장을 설치하 으

나 방사선량은 1.0~6.0 mSv/h정도로 떨어졌으나 2차로 두께가 약 30 cm인 

형차폐체로 보강하여 최  1.25 mSv/h로 낮아졌으며, 그 외 지 에서는 0.1~ 

0.2 mSv/h 로 감소시켰다. 

원자로 생체차폐체 외부에서 빔포트 구멍에서의 방사선량률은 B/P-01, 03, 04

가 0.03 ~ 0.07 mSv/h로 비교  높았으며 그 외 것은 0.002~0.01 mSv/h이었

다. 빔포트 튜  내면에서는 수조 내벽에서 2 ~ 3 cm 지 부터 시작되는 스텐

스제 튜  부근에서 최고치를 보여주었으며 최 는 B/P-03 이 0.2 Sv/h , B/P-04

가 0.12 Sv/h로 높았으며 그 외 것은 0.85~15 mSv/h의 범 를 나타내었다.

 (3) 원자로수조  상층면 방사선량률

원자로 수조 바닥에는 과거 원자로 가동시 방사화되었거나 핵연료 손시 

설된 극미량의 핵물질 등으로 오염된 슬러지 형태의 방사성물질이 깔려 있었고, 

이번 해체 작업에서 코아  알루미늄 이  등의 단작업시 생긴 스래그나 스

타나 등의 방사화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잔유물은 빗자루로 쓸어내는 

형태로 수거하 다. 방사선량 는 제거  최고치 던 0.63mSv/h가 0.10mSv/h

로 감소하 으며 평균 으로 앙 부 에서는 0.16mSv/h 에서 0.06mSv/h로 감

소되었으며 1 m 높이에서는 0.04mSv/h이었고 빔포트 주 를 제외하고는 개의 

지 에서 0.014~0.02 mSv/h이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더욱 감하고 안 한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세제 약품을 사용하여 2차로 제염한 결과 최 치 던 

0.1 mSv/h 지 은 0.027 mSv/h로 평균 으로 1/10 정도로 감소되어 작업시간 

조  없이도 정상작업을 할 수 있게 하 다. 원자로 상층바닥에서의 방사선량률도 

연평균 7.7 μSv/h을 유지하고 있어 일상작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4) 기타 방사선량측정

원자로 홀에는 빔포트 러그 보 함이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기의 홀에는 콜

리메라 7개와 러그 1개  포장된 잡물이 보 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고도로 방사

화되어 있고 무게도 무거워 취 이 매우 곤란하 다. 방사선량은 스텐 스 스텐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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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메터가 최 로 끝단 부 에서 100 mSv/h, 철재 콜리메터는 40 mSv/h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간계층이 15 mSv/h이었으며, 낮은 것은 1.0 ~ 7.0 mSv/h이었

다.  이들은 밖으로 끌어내면서 비방사화 부 부터 정당한 길이 단하여 갔으며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는 부 는 비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하 고 방사선이 검출된 

부 부터는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물 장용기에 수납하 다. 내용물을 제

거한 각 홀은 습식 제염지로 제염한 결과 8개 홀은 완  제염되었고 2차 제염에서

는 1개만이 제염되었다. 나머지 11개는 83.9 Bq/m2에서 최  21,600 Bq/m2으로 

제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원자로 외측으로 돌출된 콘크리트 차폐체부 는 

쇄후 제거하 으며 제염되지 않은 철재튜부는 제염을 해 보  에 있다. 

제염해체부서에서 연구로 1호기의 회 조사시료 (KW-RSR-01)을 분해 단

하는 실험을 BST에서 실시하 다. 회 조사시료 의 각 부 의 선량은 최  2.2  

mSv/h ,평균은 1.5 mSv/h 으며 단작업은 수 에서 수행하 으므로 작업자의 

피폭은 없었다. 

폐기된 Co-60 Shipboard  Irradiator을 으로 이송하기 해 설 방사선

량을 측정하 으며 조사시료함 출입구에서 66 μSv/h이었고, 그 외 용기 표면에서

는 약간의 설 방사선량은 있었으나 부분 자연 방사선량 다.

동 원소 실내의 콘크리트 핫셀 C-1에는 단작업등에서 발생한 고  방사

성 물품 25개가 보 되어 있었으며 이들 분류 처리하기 해 방사선량을 측정하

다.  최고는 알루미늄 캡슐이 10 mSv/h이고 15개는 1 ~ 5 mSv/h이었으며 그 

외 것도 0.2 mSv/h에서 0.7 mSv/h로 다양한 외부 방사선량률을 나타내었다. 비

교  낮은 13개는 인출후 4 m3 콘테이 에 수납 처리하 다.

     

차) 핵종분석

(1) 오염부 정을 한 핵종분석

콘크리트 차폐체의 방사화 부 를 측하여 철거작업에 활용하기 해 

직경 5 cm로 코아 보링을 약 30cm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는 

5 cm 길이로 단하여 MCA에서 방사능을 분석하여 오염부 를 결정하

다. 콘크리트내부에는 철근 는 갱각용 이  등이 있어 원하는 깊이까지

는 시료를 채취할 수는 없었다. 시료 채취 작업 에 일어날 수 있는 시료간 

오염물의 이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 으나 몇 개의 시료에서는 오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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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결과도 있었다.

➀ 조사실문(Exposure Room Door)

조사실 문겸 차폐역할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차폐체의 쇄철거 과정

에서 방사화된 부 를 먼  제거하고 비방사화 부분을 처리하기로 하여 조

사실 문의 면을 제외한 5개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핵종 분석함으로써 

오염범 를 평가하 다. 5개 표면을 10개 구역으로 나 어 15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오염도는 상한 로 조사실 내면에 해당하는 면에서 Co-60

과 Eu-152가 검출되었는데 1차 시료에서는 최  1.925 Bq/g이었다. 2차 

시료에서는 1.218 Bq/g로 방사화되어 있었으며 차폐체에 해당하는 양측면

에서는 각각 0.135 Bq/g, 0.084 Bq/g로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오염도

다. 그 외의 표면에서는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화된 면은 어느 

깊이까지 방사화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5 cm 직경으로 코아 보링하여 

깊이별로 시료를 채취하 다. 임의로 6개의 치를 선정하여 약 26 cm 깊

이까지 보링하 으며 계측용 시료는 5 cm 길이로 단하여 분석하 다. 

표면부터 깊이 5 cm까지의 방사능은 평균 1.095 Bq/g 이었으며 최 치는 

원자로 코아 심부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 에서 최  1.966 Bq/g로 

나타났다. 깊이 5 cm ~ 10 cm에서는 평균 0.342 Bq/g이고 최 치는 

0.871Bq/g이었다. 10 cm ~ 15 cm 깊이에서는 0.258 Bq/g, 최 치는 

0.340 Bq/g이 다.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던 최  깊이인 20 ~ 25 cm에

서도 0.049 Bq/g이었고 최 치도 0.097 Bq/g로 나타났다.

깊이별 시료를 채취할 때나 단 작업시 시료간 오염원의 이가 상

되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 지만 한 개내지 두 개의 시료에서는 오염이 

이된 것으로 단되었다. 일반 으로 깊이별 방사화 정도는 모든 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감소하 고 최소한 두께 30 cm까지는 오염물로 간주하여 

먼  쇄 제거후에 나머지 부분은 비방사화물로 쇄 처리하도록 하 다. 

표면 오염부  쇄는 커를 사용하 으며 처음 깊이 5 cm까지 까낸 

다음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으며 평균은 0.331 Bq/g이고, 15 

cm 까지는 0.0135 Bq/g, 25 cm까지 까낸 후의 면에서는 0.006 Bq/g로 비

방사성물 으므로 쇄 작업은 단하고 나머지는 비방사성물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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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➁ 조사실 내벽                   

조사실은 원자로 수조 북측에 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3.05 m × 2.72 

m × 3.7 mL로 내벽은 성자흡수를 강화하기 해 보론을 첨가한 콘크리트

면으로 되어 있고 조사실 사용 치에서의 원자로 가동 시간은 었으므로 방

사화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부 으나 벽면은 상당한 수 으로 방사

화되어 있었다. 깊이별 방사화 범 를 단하기 해 바닥면을 제외한 4개면

을 코아 보링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벽체는 냉각용 이   철근이 들어 

있어 원하는 깊이까지의 시료 채취는 불가능하 고 최  13 cm 정도까지만 

채취할 수 있었다. 천장에서는 5개 지 , 서쪽면에서는 8개 지 , 북쪽면에서

는 7개 지   동쪽면에서는 3개 지 으로 총 23개 지 을 측정지 으로 

선정하여 총 31개의 시료를 분석하 다. 천장은 코아 보링이 불가능하여 

커로 시료를 채취할 수밖에 없어 표면에서만 자료를 얻었으며 모든 에서 

비슷한 방사능 를 보 다. 평균은 1.127 Bq/g 이고 최 는 1.738 Bq/g

이었다. 서쪽면의 표면부터 5 cm 깊이에서의 평균은 1.590 Bq/g 이고 최

는 3.387 Bq/g이었다. 5 ~ 10 cm 깊이는 4개 지 에서만 시료를 얻을 수 

있었고 평균은 0.334 Bq/g이고 최 는 0.479 Bq/g이었다. 북쪽면의 5 cm 

깊이까지의 평균은 1.084 Bq/g이고 최 는 1.559 Bq/g이었고 5 ~ 10 cm 

깊이에서는 평균 0.342 Bq/g이고 최 는 0.493 Bq/g이었다. 10 ~ 13 cm 

깊이에서는 시료를 2개만 채취할 수 있었으며 평균 0.326 Bq/g 수 이었다. 

조사실문의 면이기도 한 동쪽면은 복을 피하기 해 문 부 를 제외한 변

두리틀에서만 시료를 채취하 다. 5 cm 깊이까지의 평균은 1.573 Bq/g이고 

최 는 2.939 Bq/g이었고, 5 ~ 9 cm 깊이에서는 1개의 시료에서 방사능 

는 0.308 Bq/g이었다. 조사실 내벽의 철거는 깊이별 방사화 정도를 확

인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체 철거시 오염 부  제거 에 깊이별로 시료

를 채취하여 오염부  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➂ 열 성자주 문(Horizontal Door)

열 성자주문은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쇄  오염검사 결



- 48 -

과 원자로 내측을 향한 면에서만 0.28 Bq/g로 방사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방사화 부  결정을 한 분석을 하 다. 시료 채취 에 먼  표면 오염을 

제거하기 해 그라인더로 표면을 깎아 낸 다음 5개 지 에서 시료를 채취

하 다. 평균은 0.06 Bq/g, 최 치는 0.11 Bq/g이었다. 깊이별 방사화 부

를 단하기 해 1개 지 에서 5 cm 깊이와 7 cm 깊이에서 커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5 cm 깊이에서는 0.028 Bq/g, 7 cm 깊이에

서는 0.007 Bq/g 이었으므로 표면은 균일하게 7 cm까지 쇄하도록 하

으며 쇄 후 표면에서는 최  0.0055 Bq/g으로 비방사성물에 해당되었다.

➃ 원자로 수조 내벽

원자로 수조 내벽은 콘크리트 벽에 착제로 콜타르를 사용하여 알루

미늄라이 를 착시켜 수조수의 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

부 알루미늄 라이 는 제거하 으며 이들 알루미늄표면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있었고 이들 라이 를 제거한 면의 콘크리트 벽체의 방사화 여

부를 단하기 해 동쪽면과 서쪽면에서 각 3개 지 씩 시료를 6개 채취

하여 분석하 다. 시료채취 지  표면의 콜타르는 부 제거하 다. 분석

결과 콘크리트 자체에서는 Co-60 핵종의 MDA가 0.00831 Bq/g 수 에

서 모두 N/D로 분석되었다. 착제인 3개의 콜타르 시료는 1.835 Bq/g에

서 0.038 Bq/g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은 채취과정에서 오

염이 이되었는지 는 방사화에 의한 것인지를 확실히 규명하지는 못하

다. Cs-137 핵종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차 방사화된 것으로 

단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⑤ 기타시료 

빔포트 튜  코아 드릴 작업에 냉각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방사화가 극심한 원자로 코아 근처 콘크리트를 단하는 것이므로 드릴시에 

나오는 콘크리트 분말은 매우 높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릴작업

시 냉각수 출에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여 출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 다. 이들 스래그를 포함한  냉각수의 오염도는 최  1.0 × 106 

Bq/m3로 매우 높은 방사화물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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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수의 방사능은 754,816 Bq/m3이었고 기타 오염 여부를 단하기 

한 시료 5건은 N/D로 분석되었다. 오염여부를 단하기 한 고체 시료 

4건을 처리하 으나 2건은 N/D이 으며 2건은 0.015 Bq/g이었다.

(2) 발생폐기물의 오염

제염해체 작업 에 발생한 폐기물은 포장단 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비방사성

물(A〈 0.01 Bq/g), 자체처분 상물(0.01 Bq/g〈 A〈 0.4 Bq/g)과 방사성

폐기물(A 〉0.4 Bq/g)로 분류하여 처리하 다. 시료는 재질별로 18개 종

류로 분류한 자료를 정리하여 표 2.1.18에 표시하 으며 자체처분 상물

의 평균 비방사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최 치를 호안에 표시하 다. 총 

시료는 374개로 콘크리트 차폐체가 20%인 7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

이 철재류  비닐류 다. 계측시료  9.6%인 36개는 비방사성물에 해

당하 으며 32 %인 121건은 자체처분 상물로 분류되었다. 종이  비닐

류가 평균 비방사능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시료  58%인 217건이 방사

성폐기물로 정되었으며 자류폐기물에서 2,6627.7 Bq/g로 최 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동 원소를 직  사용하 던 실험기구의 일부 다. 제염 

작업에서 직  사용하 던 제염지  섬유류는 량 방사성폐기물로 분류

되었으므로 제염 작업시 이들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

카)  리구역내 물품 반출입 감시

제염해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리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출품의 양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 반출물에 해서는 방사선/능 검사를 철처히 수행하여 

반출규정에 따라 합한 품목인 8종은 무조건부로 반출하도록 하 으며 일부 방

사성물질이 잔류하거나 오염된 물품 3종은 조건부로 반출허가 하 다. 무조건부로 

반출된 품목은 비 오염물로 확인된 원자로실에서 수거한 속, 목재  비방사성

물로서 자체 처분 상을 창고 A, B, 간이창고, C-1, C-2 콘테이   비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고로 반출하 고, 조건부반출 3건은 수거된 폐기물 드럼과 연구로 

1호기 해체시 사용하기 한 장치 등이다. 표 2.1.19에 반출내용과 반출장소를 열

거하 고 해체작업에 필요한 공구류와 제염장비 등 8건이 반입되었으며 표 

2.1.20에 반입 황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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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환시설의 해체

1) 개 요

방사선 리의 목 은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변시설  일반 환경의 방사선 안 성과 해체 상시설의 방

사선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일반 의 건강과 안 을 확보

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설의 해체시 발생하는 해체물에 한 방사선/능을 

보다 효과 으로 측정하기 해 감마핵종분석기와 알 스펙트로메타를 추

가로 확보하 고, 배기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연속 으로 감시하기 하여 배기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 운

이다. 변환시설의 해체 상시설은 시설 내외에 설치된 오염된 모든 기

자재류  Lagoon으로서 시설내에서는 오염된 바닥  벽면, 각종 배수 

 실험장치, 지하 Pit(오염된 콘크리트, 오염된 물질, 각종 배 )와 옥외

설비로는 Lagoon, 액체폐기물 장 탱크, 일부 오염된 토양 등으로 추정

되며, 그 종류는 탱크류 47조, 기기류 33조, 펌 류 50조,  각종 밸   

이 류와 2조의 Lagoon  약 340 m3의 슬러지 폐기물 등이다.

변환시설의 해체 상시설은 재 가동이 지된 상태로 유지 리되고 

있었으며, 년 8월부터는 해체인력이 투입되어 시설을 본격 으로 해체

하기 한 사  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2) 수행 업무

변환시설 해체시 수행하여야 할 방사선 리의 업무는 방사선장의 특성과 

분포 평가, 방사성물질 실측 평가하여 제염범 , 제염  결정, 폐기물량을 

추산하고, 효율 인 방사선안 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체공사시 외

부 방사선피폭을 리하기 해 리구역 주출입지역에 피폭  출입 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자에 한 출입을 통제하고, 동시

에 자식개인선량계를 이용하여 출입자에 한 출입기록과 외부피폭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 다. 내부 방사선피폭 리에서는 작업  개

인공기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 측정하여 작업자의 

내부피폭을 리하 다. 한 주변 환경의 보호를 하여 배기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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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출 감시하기 해 환경으로 최종 배출되는 곳에 공기  방사능농도를 

연속 으로 감시하기 한 공기연속감시기를 설치하여 리하고 있다.

3) 방호장비

해체 작업시의 방사선 방호를 한 방사선 방호설비의 확보는 필수

이다. 방호설비는 그림 2.1.3에서와 같이 1층에 출입자와 작업자를 한 

갱의실, 비오염된 작업자의 일반샤워실, 오염된 출입자  작업자의 제염

을 한 제염실을 설치하 고, 출입 리를 해 피폭  출입 리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다.

재 시설의 방사선방호용 방사선/능 측정기는 표 2.1.21에서와 같이 출

입자  작업자와 반출물품의 방사성오염도를 검사하기 한 방사성 오염측

정기, 시료채취물의 알  핵종 분석과 작업장내의 표면오염도  공기  방

사능농도 측정을 한 방사능 분석장비, 해체작업시 제염범  측정과 자연방

사선  정도의 방사선  측정을 한 방사선 측정장비, 공기  방사능농

도 측정/평가를 한 시료채취장비와 작업구역내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

와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입자상 방사성물질을 배기  방사능 농도를 연속 

감시를 한 공기오염감시기 등의 방사선/능 측정기를 운 이다. 

변환시설의 제염 해체 작업시 가장 요한 업무 의 하나는 우라늄 변

환공정에 사용되었던 오염된 펌  탱크  기기 등의 제염 해체된 물품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를 한 우라늄농도의 측정 분석업무이다. 이러한 분

석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화학 처리 실험장비와 우라늄 분

석을 한 실험실을 운 하고 있다.

4) 물리  방호체계

변환시설의 해체공사 구역내에서 취 되는 방사성물질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물리  방사선 방호체계는 그림 2.1.4와 같이 변경되었다.  방

사선 리구역의 출입을 한 주 출입구는 1층의 출입구로 하고 샤워실과 오

염검사실 등의 방사선방호설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 한 활용

하여 갱의실과 제염실을 확보하 다. 방사성물질의 반출  공사자재의 반입

을 한 출입구와 해체공사구역내 방사선작업시 비정상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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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작업자의 안 한 피를 한 비상구는 기존의 변환시설의 트럭 출입구

로 설정되어 있다. 

5) 방사선 리시설의 정기  방사선/능 측정 감시

변환시설의 방사선 리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시설

의 건 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하여 시설내의 외부방사선량률, 공기오염도, 표면오염

도를 정기 으로 측정 감시하 다.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은  감마선량률 측정기(Eberline; FH40F 

2)를 이용하 고, 측정결과는 표 2.1.22에서와 같이 1층 작업구역에서의 

최 방사선량률은 2.76μSv/h로 측정되었고, 2층 작업구역에서의 최 방사

선량률은 0.42μSv/h로 측정되었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방사선

량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를 나타내었다.

표면오염도의 측정지 은 외부방사선량률 측정지 과 동일한 치를 

선정하여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간 법인 스메어법으로 시료를 채취하

여 α/β 계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표 2.1.23의 측정결과와 

같이 1층에서의 최 값은 α방출체는 28.6 kBq/㎡, β방출체는 16.8 kBq/

㎡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변환시설내의 연평균 표면오염도는 법기 치

인(α방출체 : 4 kBq/㎡, β 방출체 : 40 kBq/㎡)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알 보다는 베타방출체의 오염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기  방사능농도의 측정은 공기시료 채집기를 이용하여 1시간동안 

8㎥의 유량을 필터에 통과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필터 시료는 

α/β 계수기를 이용하여 공기  방사능농도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는 표 2.1.24에 나타내었고 최  측정값은 α 방출체는 1.14 Bq/㎥, β 방

출체는 0.69 Bq/㎥으로서 법  기 치인 유도공기 농도인 10 Bq/㎥ 이

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변환시설의 

방사선/능 의 격한 변화는 없고 시설 외부로의 오염이 확산되지 않

았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설의 방사선안 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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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 리구역 출입  피폭 리

변환시설의 해체작업과 련하여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한 

피폭선량을 선량한도 이하로 유지하고 보다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리구역 출입지역에 작업장에 한 출입이력과 피폭선량을 자동으로 기

록 리하기 한 출입 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리구역에 출입하기 해서는 출입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작성 방사

선 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출입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하

도록 하 다. 방사선작업허가서의 구분은 방사선작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

라 일상방사선작업허가서(ERWP), 작업별방사선작업허가서(RRWP), 특수 

방사선작업허가서(SRWP)로 구분하여 리하고 있다. 표 2.1.25에는 년

에 발행한 방사선작업허가서의 발 황에 나타나듯이 총 14건의 작업허

가서를 발행하 으며 종류는 모두 일상방사선작업허가서이다.

방사선 리구역내에서의 시설의 실질  해체와 제염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년도에는 본시설의 해체작업  사 비작업으로 작업장 주

변정리와 공기구 반입  설치작업등이 주로 수행되었다. 표 2.1.26에는 

작업자별 출입시간과   피폭선량을 나타내었으며, 총집단선량은 0.22 

man-mSv 으며, 최고피폭자의 선량은 0.048 mSv이었다.

 

7) 리구역내 물품 반출입 리

년에는 변화시설의 해체를 착수하기 한 해체인력이 8월부터 본격 

투입되어 해체작업을 시작하 다. 우선 년에는 본 해체작업을 하기  

사 비작업을 목표를 수행하 다. 따라서 반출입 물품 한 해체에 필요

한 공기구의 반입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설에서 해체한 물품의 반출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반입된 물품의 황은 표 2.1.27과 같다.

8) 배기  방사능감시

변환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농도가 리기 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리기 치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시각  는 청

각  신호에 의해 리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기 

하여 리기 치를 설정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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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치의 설정은 장내 작업이 없을 경우 환기시설 가동 에 

Stack-monitor를 이용하여 수집된 측정값을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이

값과 배출 리기 값의 50%, 80%,100%를 더한 값을 각각 Level 1, 2, 

3로 설정하 다. 백그라운드의 측정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간을 이용

하여 Stack-monitor(iCAM)를 5시간정도 연속으로 가동하면서 수집된 측

정값을 산출하 으며, 측정값은 알 는 0.0445 Bq/㎥ 이하, 베타는 

0.906 Bq/㎥ 이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배기  경보 설정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 하고 있다.

혼합핵종의 배출 리기  (ASP) : 0.0132 Bq/㎥

 Level 1 설정값 : Background +배출 리기 값의 50% 

                      = 0.0445+0.0066 = 0.0511 Bq/㎥

 Level 2 설정값 : Background + 배출 리기 값의 80%

                      = 0.0445+0.0156 = 0.05506 Bq/㎥

 Level 3 설정값 : Background + 배출 리기 값의 100%

                      = 0.0445+0.0132 = 0.0577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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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참여인원 
연작업시간(분) 집단피폭선량(man-mSv)

상피폭선량 실제피폭선량

20041E2401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1. 1. - 3. 31  해체 장사무소 10 10,953 - 0.06
20041E2402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1. 1. - 3. 31  두산 공업 11 86,239 - 0.95
20041E2403  방사선안 리 1. 1. - 3. 31  방사선안 리실  5 22,919 - 0.07
20041E2404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 리 4. 1. - 6. 30  해체 장사무소 11 1,884 - 0.02
20041E2405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4. 1. - 6. 30  두산 공업 12 70,059 - 0.72
20041E2406  방사선안 리 4. 1. - 6. 30  방사선안 리실 5 31,005 - 0.87
20041E2407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 리 7. 1. - 9. 30  해체 장사무소 13 18,788 - 0.18
20041E2408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7. 1. - 9. 30  두산 공업 12 107,976 - 0.53
20041E2409  방사선안 리 7. 1. - 9. 30  방사선안 리실 5 26,123 - 0.05
20041E2410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 리 10. 1.- 12. 31  해체 장사무소 ) 12 17,560 - 0.32
20041E2411  연구로 1, 2호기 제염, 해체작업 10. 1.- 12. 31  두산 공업 12 127,785 - 0.27
20041E2412  방사선안 리 10. 1.- 12. 31  방사선안 리실 5 26,749 - 0.08
20041E0025  회 조사시료 (kW-RSR01)분해 단(1) 1. 5. - 1.  9  해체 장사무소 7 1,737 0.02 0.01
20041E0028  회 조사시료 (kW-RSR01)분해 단(2) 2. 18.- 2. 27  해체 장사무소 8 1,237 0.39 0.01
20041E0026  T/C Graphite 인출(1) 1. 19. - 2.  7  해체 장사무소 8 3,992 0.92 0.03
20041E0027  T/C Graphite 인출(2) 2. 9. - 2. 27  해체 장사무소 9 7,990 2.00 0.20
20041E0029  T/C Graphite 인출(3) 3. 2. - 3. 26  해체 장사무소 10 15,003 4.31 1.42
20041E0030  T/C Liner  빔포트 단(1) 3. 12.- 4.  3  해체 장사무소 7 12,906 2.85 0.34
20041E0031  T/C Liner  빔포트 단(2) 4. 7. - 4. 30  해체 장사무소      8 24,847 3.20 1.62
20041E0032  T/C Liner  빔포트 단(3) 5. 3. - 5. 31  해체 장사무소      9 24,794 3.68 1.35
20041E0033  T/C Liner  빔포트 단(4) 6. 1. - 6. 30  해체 장사무소      9 41,532 3.68 1.59
20041E0034  코아 샘 링 7. 7. - 8.  6  해체 장사무소      9  3,381 5.40 0
20041E0035  MW Pool Liner 단 (1) 8. 9. - 9.  8  해체 장사무소      9 44,088 5.40 0.27
20041E0037  조사실차폐문 해체(1)  10.11. - 11. 10  해체 장사무소      9 12,698 0.38 0.06
20041E0039  조사실차폐문 해체(2) 11.11. - 12. 10  해체 장사무소      9 22,453 0.38 0.04
20041E0041  조사실차폐문 해체(3) 12.11. - 12. 30  해체 장사무소      9 8,514 0.70 0.0
20041E0038  빔포트튜부코아드릴링(1) 10.25 - 11. 26  해체 장사무소     12 18,084 1.98 0.0
20041E0040  빔포트튜부코아드릴링(2) 11. 27.- 12. 30  해체 장사무소     12 16,285 9.02 0.0

표 2.1.10. 방사선작업허가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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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번호

20041E0025
20041E0028

20041E0026
20041E0027
20041E0029

20041E0030
20041E0031
20041E0032
20041E0033

20041E0034 20041E0035
20041E0037
20041E0039
20041E0041

20041E0038
20041E0040

작업

내용

 회 조사시료

 (kW-RSR01)
분해 단

 T/C Graphite
인출

 T/C Liner
 빔포트 단

 코어 샘 링
 Mw Pool Liner

단

조사실차폐문

해체

빔포트튜부코아

드릴링

작업

기간

  1.  5. - 1.  9.
  2. 18. - 2. 27

 1. 19. - 2.  7
 2.  9. - 2. 27
 3.  2. - 3. 26

 3. 12. - 4.  3
 4.  7. - 4. 30
  5.  3. - 5. 31
 6.  1. - 6. 30

 7.  7. - 8.  6  8.  9. - 9.  8.
10. 11. - 11. 10
11. 11. - 12. 10
12. 11. - 12. 30

10. 25. - 11. 26
11. 27. - 12. 30

성 명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출입

횟수

작업

시간

(분)
피폭

선량

김종국 4 280 0  45 3,645   0 121 11,130 0 8   616 0 34 2,984  0 46 4,100 0 9 731 0
구정민 2 190 0 33 4,377  0.64 111 14,824 1.05 4   438 0 29 3,029 0.03 10  803  0 0 0 0
안진용 - - - 22 4,289  0.24 129 25,096 0.78 1   36 0 41 7,411 0.06 41  8,458 0 5 718 0
고윤수 - - -  - -   - 64 11,698 0.87 3  571 0   45 8,406 0.08 40 8,175   0.06 3 518 0
이진종 - - -  23 4,359  0.15 16 3,255 0.12 0 0 0 0 0 0 9 1,651 0 0 0 0
이진용 1 227 0  23 4,678 0.23 114 21,916 1.11 7 1,366 0 41 7,708 0.05 28 7,485 0 9 1,576 0
정진호 - - - - - - 93 16,978 0.84 3   354 0 44 8,505 0.02 40 7,353 0.04 41 6,874 0
조오 - -    - - - - 12 2,475 0.13 0 0 0 31 6,045 0.03 29 5,540 0 0 0 0
이동규 5 1,863 0.02 - - -   - - - - - - - - - - - - - -

표 2.1.11. 작업별작업 출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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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리구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최    2.70    7.15    75.4   104.5    88.4   76.1   72.4   76.3   65.8    76.8    7.30    7.50 
 평 균    0.62    1.10   11.27   13.83    11.36   12.18   10.73   10.26    9.58    9.44    0.99    1.08    7.70

 연구로 1호  최    0.42    0.51    0.52    0.47    0.52    0.51    0.48    0.46    0.45   99.60   98.10  102.30
 평 균    0.23    0.25    0.24    0.24    0.24    0.25    0.24    0.24    0.24   15.57   15.34   16.36    4.12

 동 원소   

  생산실

 최    0.98    1.12    2.32    0.62    0.68    5.10    4.70    4.20    4.20    4.30    3.70    3.75
 평 균    0.34    0.37    0.35    0.33    0.31    0.44    0.49    0.59    0.69    0.85    0.72    0.67    0.52

  폐기물

 처리시설

 최    0.31    0.18    0.23    0.23    0.29    .042    0.24    .035    0.33    0.42    0.36    0.23
 평 균    0.19    0.15    0.17    0.18    0.19    0.23    0.18    0.22    0.21    0.23    0.21    0.28    0.20

  폐기물

  장고

 최    0.48    0.35    0.42    0.40    0.62    0.62    0.61    0.61    6.60   60.70    8.83    6.77
 평 균    0.35    0.27    0.30    0.29    0.41    0.44    0.40    0.49    1.93   11.70    2.06    1.61    1.68
 최     -    1.88    1.82    1.84    1.78    1.72    1.70    0.68    0.64    2.20    3.75    3.48  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고 
 평 균     -    0.52    0.51    0.52    0.53    0.53    0.52    0.39    0.39    0.83    1.14    1.06    0.63

 비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고

 최    0.20    0.21    0.22    0.21    0.24    0.23    0.23    0.23    0.22    5.30    0.22    0.24
 평 균    0.17    0.18    0.18    0.17    0.18    0.19    0.18    0.19    0.19    0.65    0.14    0.18    0.21

 MW/RIP
 출입로구역

 최    0.26    0.23    0.22    5.30    5.70    5.70    5.50    4.20    4.10    4.40    0.53    0.53
 평 균    0.19    0.17    0.17    0.54    0.55    0.59    0.60    0.51    0.49    0.51    0.21    0.21    0.39

표 2.1.12.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 리구역내 공간방사선량률

         단  :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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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역  방사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α  최    0.293   0.152   0.089   0.112   0.136   0.076   0.050   0.050  <0.033    0.043   0.04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1.930   0.854   1.380   5.790  10.700   15.700   9.850   8.340   3.140   1.520   5.720   3.140

 평균   0.582   0.276   0.453   1.350   2.203   3.159   2.127   1.220   0.656   0.497   0.808   0.562   1.157

 연구로 1호
   α  최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0.052   0.120   0.160   0.200   0.270   0.368   1.560   0.163   0.153   0.081   0.134   0.185

 평균  <0.052  <0.052    0.064   0.064   0.066   0.116   0.218  <0.039  <0.039  <0.039  <0.039   0.084   0.102
 동 원 소     

  생산실

   α  최   0.301   0.120   0.136   0.096   0.207   0.237   0.072   0.460   0.132   0.155   0.147   0.051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1.820   1.590   1.100   2.330   4.040   4.300  11.900   4.470   1.120   1.640   0.623   1.920
 평균   0.341   0.156   0.263   0.459   0.677   1.085   1.259   0.623   0.394   0.249   0.355   0.328   0.516

  폐기물

 처리시설

   α  최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0.524  <0.052  <0.052  <0.052  <0.052   0.201   0.829   0.065   0.087   0.046  <0.039   0.046
 평균   0.104  <0.052  <0.052  <0.052  <0.052   0.089   0.190  <0.039  <0.039  <0.039  <0.039  <0.039   0.127

  폐기물

  장고

   α  최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0.052   0.101   0.052   0.094   0.101   0.156   0.153   0.090   1.010   0.482   0.658   0.715
 평균  <0.052  <0.052  <0.052  <0.052  <0.052   0.083   0.040  <0.039   0.252   0.253   0.208   0.253   0.181

  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고

   α  최    -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  <0.052  <0.052  <0.052  <0.052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평균    -  <0.052  <0.052  <0.052  <0.052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폐기물

 임시 장고

   α  최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0.052  <0.052  <0.052  <0.052  <0.052  <0.039  <0.039  <0.039  <0.039  <0.039   0.068  <0.039
 평균  <0.052  <0.052  <0.052  <0.052  <0.052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MW/RIP
 출입로구역

   α  최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평균  <0.050  <0.050  <0.050  <0.050  <0.050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β  최   0.064  <0.052  <0.052   0.074  <0.052   0.043   0.049   0.049   0.065   0.074   0.068  0.2261
 평균  <0.052  <0.052  <0.052  <0.052  <0.052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표 2.1.13.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 리구역내 표면오염도  [단 :kBq/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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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역   방사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연구로 2호
  α

 최 <0.041 <0.041 <0.041 <0.041 <0.041 <0.041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평균 <0.041 <0.041 <0.041 <0.041 <0.041 <0.041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β
 최 <0.051 <0.051 <0.051  0.375  0.941.  0.714  0.213  0.087  0.087  0.150  0.201  0.098
 평균 <0.051 <0.051 <0.051  0.164  0.235  0.342  0.124 <0.035  0.037  0.043  0.056  0.046  0.129

   연구로 1호
  α

 최 <0.043 <0.043 <0.043 <0.043 <0.04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평균 <0.043 <0.043 <0.043 <0.043 <0.04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β
 최 <0.053 <0.053 <0.053 <0.053 <0.053 <0.035  0.087 <0.035 <0.035 <0.035 <0.035 <0.035
 평균 <0.053 <0.053 <0.053 <0.053 <0.053 <0.035  0.087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동 원소

     생산실

  α
 최 <0.043 <0.043 <0.043 <0.043 <0.043 <0.043 <0.023 <0.023  0.064 <0.023  0.116 <0.023
 평균 <0.043 <0.043 <0.043 <0.043 <0.043 <0.043 <0.023 <0.023  0.024 <0.023 <0.023 <0.023 <0.023

  β
 최 <0.053 <0.053   0.40   0.110  0.399  0.168.  0.051  0.104  0.036  0.260  0.069  0.084
 평균 <0.053 <0.053  0.118 <0.053  0.153  0.088 <0.035  0.037 <0.035  0.078 <0.035 <0.035  0.087

표 2.1.14. 연구로 1, 2호기 방사선 리구역내  공기오염도

     단  :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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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연구로 

  1 호

α <141 <141 738 <141 296 137 <73.6 115 372 <73.6 249 <73.6 317.8

β 1,810 4,220 72,500 11,900 59,100 69,200 7,880 27,500 140,000 14,800  57,900 19,900 40,559

γ 5,807 6,001 5,318 5,996 5,501 7,575 5,988 6,849 6,974 6,418  8,623 10,172  6,768.5

 연구로

  2 호

α <141 <141 - - - - - - - - - - <141

β 7,960 12,500 - - - - - - - - - - 19,230

γ 21,866 26,690 - - - *   
2.4x106 - - - - - - 24,278

표 2.1.15. 연구로 1, 2호기 원자로 수조수  방사능농도

 단  : Bq/m3

- :  물시료없음    * 수조바덕에서 채취한 스러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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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품       명 측정갯수
유리성오염

고착성오염 표면선량률α β
  1  MW원자로 앙 리지(철재류), 제염   159   0(159)    123(36)    3(156)    0(159)
  2            “   물세척 1 차제염   123   0(123)     37(86)    0(123)    0(123)
  3            “   물세척 2 차제염    33   0(33)       1(32)    0(33)    0(33)
  4            "   물세척 3 차제염     1   0(1)      0(1)    0(1)    0(1)
  5  MW원자로 앙 리지(Al류), 제염    42   5(37)  42(0)  22(20)  0(42)
  6            "    물세척 1 차제염     9 0(9)   7(2)  9(0)  0(9)
  7            "    물세척 2 차제염     9 0(9)   6(3)  9(0)  0(9)
  8            “    물세척 3 차제염     9 0(9)   2(7)  9(0)  0(9)
  9            “    음  4 차제염     9 0(9)    0(9)  0(9)  0(9)
 10  RI제조용 시료조사 (Al 류)   261 8(253)   122(139)  22(239) 0(261)
 11  원자로1차냉각계통 배 류, 제염     48 4(44)  48(0)  35(13)  0(48)
 12            “    음  1 차제염    48   0(48)    42(6)    32(16)     0(48)
 13            “    음  2 차제염    42   3(39)    25(17)     5(37)     0(42)
 14            “    음  3 차제염    27   1(26)    26(1)     1(26)     0(27)
 15  원자로수조 Al라이 ,  제염    25   0(25)    25(0)     0(25)     0(25)
 16            “    물세척 1 차제염    25    0(25)    21(4)     0(25)     0(25)
 17  조사실/열 성자주문 부착물, 제염    50    0(50)    37(13)     0(50)     0(50)
 18         “         물세척 1차제염    37    0(37)    27(10)     0(37)     0(37)
 19         “         물세척 2차제염    27    0(27)    20(7)     0(27)     0(27)
 20  원자로주변 장치부품류(철재),제염   255   30(225)   180(75)    38(217)     1(254)
 21          “        제염지 1차제염    159   16(143)    72(87)    17(142)     1(158)
 22          “     목재류,    제염    82    4(78)    55(27)    11(71)     0(82)
 23          “        제염지 1차제염     18    3(15)    6(12)     0(18)     0(18)
 24          “        제염지 2차제염      6    1(5)    1(5)     0(6)     0(6)
 25          “  라스틱류, 제염    21    2(19)   12(9)     3(18)     0(21)
 26          “        제염지 1차제염     12    2(10)    7(5)     1(11)     0(12)
 27  속우라늄 장용기(철재), 제염   111   110(1)    111(0)    109(2)    32(79)
 28          “        물세척 1차제염     30    1(29)    10(20)      0(30)     0(30)
 29          “        물세척 2차제염     30    1(29)     5(25)      0(30)     0(30)
 30          “        물세척 3차제염     30    0(30)     0(30)      0(30)     0(30)
 31  RI동 후드연결덕트(철 류), 제염     78 2(76) 39(39)  26(52)  0(78)
 32            “    물세척 1 차제염    29 0(29) 16(13)   0(29)  0(29)
 33            “    물세척 2 차제염    14 0(14)  4(10)   0(14)  0(14)
 34            “    물세척 3 차제염     4 0(4)  0(4)   0(4)  0(4)
 35  지하핏트, 철재 이 , 제염   151    

1(150)   68(83)     6(144)    0(151)
 36          “        물세척 1차제염     70    1(69)   14(56)     5(65)    0(70)
총계    2,084  95(1889)   1,211(873)   363(1721)   34(2050)

표 2.1.16. 제염/해체물오염도검사(건수)

     ( )는 검출하한치이하 는 자연방사선량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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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번 품    명

 측정

 갯수

α유리성오염 

Bq/m2
β 유리성오염

Bq/m2
고착성오염

cpm
표면선량률

μSv/hr
  최   평 균   최    평 균   최    평 균   최  평 균 

1 MW원자로 앙 리지(철재류),제염  159 <MDA <MDA 3,050 369.5 2,000 1,333  BKG  BKG
2               “    물세척 1차제염  123 <MDA <MDA 3,010 349.5 BKG BKG  BKG  BKG
3               “    물세척 2차제염   33 <MDA <MDA 147 147 BKG BKG  BKG  BKG
4              “    물세척 3차제염    1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5 MW원자로 앙 리지(Al류), 제염    42 207 150 2,940 647.6 5,000 653.4  BKG  BKG
6               “    물세척 1차제염    9 <MDA <MDA 197 151 1,500 538.8  BKG  BKG
7               “    물세척 2차제염    9 <MDA <MDA 227 138.6 1,500 505.6  BKG  BKG
8               “    물세척 3차제염    9 <MDA <MDA 127 122 1.300 483  BKG  BKG
9               “   음  4차제염    9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10  RI제조용 시료조사 (Al 류)  261 325 159.4 18,300 3,479 23,000 18,300  BKG  BKG
11  원자로 1차냉각계통 배 류, 제염   48 401 211.5 9,280 3,069.3 2,100 754.3  BKG  BKG
12               “    음  1차제염   48 <MDA <MDA 2,710 496.5 2,300 503.1  BKG  BKG
13               “    음  2차제염   42 87.7 87.7 1,310 188.8 1,500 460  BKG  BKG
14               “    음  3차제염   27 110 110 425 132.1 150 150  BKG  BKG
15  원자로수조 Al라이 , 제염   25 <MDA <MDA 3,980 643.2 BKG BKG  BKG  BKG
16               “    물세척 1차제염   25 <MDA <MDA 1,300 319.0 BKG BKG  BKG  BKG
17  조사실/열 성자주문 부착물, 제염    50 <MDA <MDA 1,470 278.1 BKG BKG  BKG  BKG
18               “    물세척 1차제염   37 <MDA <MDA 841 213.9 BKG BKG  BKG  BKG
19               “    물세척 2차제염   27 <MDA <MDA 728 121.7 BKG BKG  BKG  BKG
20  원자로주변장치부품류(철재),제염    255 1,250 108.3 68,600 1,244.6 20,000 635.5  11.7  11.7
21              “    제염지, 1차제염  159 1,290 403.1 1.22x106 24,212 20,000 2,297  7.02  7.02
22  원자로주변 장치 목재류,  제염    82 482 257.7 8,000 821.7 2,000 422.7  BKG  BKG
23               “    제염지 1차제염   18 301 190.6 237 186.4 BKG BKG  BKG  BKG
24               “    제염지 2차제염    6 112 112 97 97 BKG BKG  BKG  BKG
25         “   라스틱류), 제염      21 222 188.5 744 235.1 2,500 950  BKG  BKG
26               “    제염지 1차제염   12 132 125 264 146.1 2,100 2,100  BKG  BKG
27  속우라늄 장용기(철재), 제염    111 43,300 5,124.4 131,000 10,005 40,000 11,998  0.05  0.05
28               “    물세척 1차제염   30 254 254 972 323 BKG BKG  BKG  BKG
29               “    물세척 2차제염    30 112 112 316 168.8 BKG BKG  BKG  BKG
30               “    물세척 3차제염   30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31  RI동 후드연결덕트(철재), 제염   78 183 145,5 8,410 906.5 6,000 2,786  BKG  BKG
32              “    물세척 1차제염   29 <MDA <MDA 794 312.5 BKG BKG  BKG  BKG
33              “    물세척 2차제염   14 <MDA <MDA 794 380 BKG BKG  BKG  BKG
34              “    물세척 3차제염    4 <MDA <MDA <MDA <MDA BKG BKG  BKG  BKG
35  지하핏트, 철재 이 ,   제염  151 112 112 11,900 441.0 15,000  5,292  BKG  BKG
36               “    물세척 1차제염   70 112 112 1,180 353 14,000  5,700  BKG  BKG
계  2,084  43,300 3,255.3 1.2

2x106  3,588.2 40,000  5,490  11.7  0.36

표 2.1.17. 제염/해체물오염도검사(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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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종류 시료갯수
비방사성물

A<0.01Bq/g
자체처분 상물*
0.01< A < 0.4Bq/g

방사성폐기물**
0.4 Bq/g < A

    철재류     46      8          26
  (0.0792 Bq/g)

       12
 ( 254.26Bq/g)

   MW원자로 

   콘크리트차폐체
    75     13         37

  (0.0779 Bq/g)
       25
  (102.629 Bq/g)

   종이류      9      -          2
  (0.256 Bq/g)

        7    
  (10.39 Bq/g)

   제염지     24      -          -        24
  (204.55 Bq/g)

   Al 류     16      -          9
  (0.148 Bq/g)

        7
  (38.589 Bq/g)

   비닐류     45      -          6
  (0.230 Bq/g)

       39
  (289.513 Bq/g)

   비가연성혼합물     38      -          6
  (0.182 Bq/g)

       32
  ( 604.12 

Bq/g)
   목재류     11      1          2

  (0.145 Bq/g)
        8
  (160.11 Bq/g)

   섬유류     27      -          -        27
  (1,795.0 Bq/g)

   라스틱류     22      1         10
  (0.155 Bq/g)

       11
  (14.736 Bq/g)

   고무류     19      1          5   
  (0.110 Bq/g)   

       13 
  (96.73 Bq/g)

   자류      4      -          -         4
  (2,662.7 Bq/g)

   선류     13      -          9
  (0.092 Bq/g)   

        4
  (20.36 Bq/g)

   이끔      5      3          2
  (0.036 Bq/g)         -

   납      3      -          2
  (0.021 Bq/g)

        1
  (0.60 Bq/g)

   필터      2      -          -         2
  (411.0 Bq/g)

   흑연      1      -          -         1
  (5.82 Bq/g)

   흙, 모래, 콘크리트     18      9           7
  (0.130 Bq/g)

        2
  (3.06 Bq/g)

       계    378     36          123       219

표 2.1.18. 발생폐기물 방사능

 * (   )는 평균치   **(   )는 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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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번호 반출일시 반 출 품 목 포장상태
반출후

보 장소
반출 정

2004-01 2.  10  모래 24마 외 3종    마  비방천막

  C-1, C-2
 규제해제,
 무조건부

2004-02 2.  13  흑연 록제거장치    장치  소외
 규제해제,
 무조건부

2004-03 2.  20  폐기물드럼 13개    드럼  방폐임시 장고
 방사성폐기물

 조건부

2004-04 3.  16  모재류외 4종    마  비방천막, 창고A
  C-1, C-2  무조건부

2004-05 3.  16  흑연제거장치부속물    bulk  연구로 1호홀  조건부

2004-06 5.  29  속류 8마 외 4종    bulk  창고A, C-1,
  C-2

 규제해제,
 무조건부

2004-07 7.  28  속류외 3종 33마    마  비방천막, 창고A
  C-1, C-2

 규제해제,
 무조건부

2004-08 8.  26  철/Al류 35마    마  창고A, C-1  무조건부

2004-09 10.  6  폐기뭉드럼 7개,
 4m3용기 1개    드럼  방폐임시 장고  조건부

2004-10 11.  5  비방/자체처분폐기물    bulk, 마  비방천막, 창고A
  C-1, C-2

 무조건부, 
 조건부

2004-11 12.  23  비방/자체처분폐기물    bulk  비방천막  무조건부

2004-12 12.  29  비방폐기물, 12,045kg    bulk  방폐임시 장고  무조건부

표 2.1.19. 반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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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번호 반입일시         반 입 품 목     사용장소     용   도

2004-01 1.  30  Diamond Wire Saw 1set  2호 원자로홀  콘크리트 단용

2004-02 2.  16  승압기 1 set  2호 원자로홀  작업장 원용

2004-03 2.  19  차폐작업  1 ea  2호 원자로수조  방사선차폐용

2004-04 2.  20  납차폐체 10개,
 4m3 콘테이  2개  2호 원자로홀  방사선차폐용

2004-05 7.  20  집진기 1 set  2호 원자로홀  해체작업용

2004-06 8.  25  유압드릴 2 set  2호 원자로홀  해체작업용

2004-07 10.  25   폐기물드럼  2호 원자로홀  폐기물수거용

2004-08 11.  15  코아보링부속장치  2호 원자로홀  빔포트코아드릴용

표 2.1.20. 반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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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량 용       도

 o 방호설비

  ․ 갱의실

  ․ 제염실

  ․ 일반 샤워실

1
1
1

 출입  작업자의 갱의실

 오염된 출입자  작업자의 제염실

 작업자의 일반 샤워실

 o 출입 리

  ․ 출입 리시스템

  ․ 자식개인선량계

1
20

 방사선 리구역 출입 리  외부피폭 리

 o 방사성오염측정기

  ․ 알 /베타 오염검사기

  ․ Hand foot monitor
1
1 출입자/작업자의 방사성 오염 검사

 o 방사능분석장비

  ․ 계수기

  ․ 감마핵종분석기

1
2

 작업장내 표면오염도  공기  방사능농도 측정

 해체물의 방사능농도 측정

 o 방사선 측정장비

  ․ 알 방사선 측정기

  ․  감마선량률 측정기

1
2

 작업시 제염범  측정

 자연  정도의 방사선  측정

 o 방사성오염측정기

  ․ 공기시료채집기

  ․ 공기오염감시기

2
2

 공기  방사능 농도 측정/평가를 한 시료채취

 작업구역내 공기 /배기  방사성오염도 연속감시

 o 우라늄화학 처리 장비

 우라늄분석을 한 시료 화학 처리
  ․ 기증착기

  ․ 마이크로 바란스

  ․ Shaker

1
2
1

표 2.1.21. 방사선방호 설비  방사선측정기 보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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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측정 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지상1층
최 0.87 1.65 2.15 2.76 2.70 2.75 2.55 ㅡ 0.54 0.59 0.57 0.51

평균 0.66 0.82 0.88 1.21 1.26 1.23 1.16 ㅡ 0.35 0.39 0.37 0.34 0.79

지상2층
최 0.24 0.24 0.25 0.23 0.22 0.24 0.23 ㅡ 0.34 0.42 0.33 0.30

평균 0.22 0.22 0.22 0.22 0.22 0.22 0.22 ㅡ 0.25 0.25 0.25 0.25 0.23

표 2.1.22. 변환 시설내 외부방사선량률

 단 :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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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측정 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1층
α

최 15.8 17.9 18.7 18.7 15.1 13.2 12.7 ㅡ 19.9 28.6 26.0 37.3
평균 5.53 6.61 6.70 6.69 6.16 5.98 5.94 ㅡ 7.11 6.04 4.92 4.55 6.02

β
최 4.74 4.95 4.91 5.45 4.92 4.04 3.85 ㅡ 8.48 13.6 6.1 16.8
평균 1.63 2.00 2.02 1.97 1.79 1.66 1.61 ㅡ 2.74 2.36 1.62 1.49 1.90

2층

α
최 15.8 1.83 2.38 2.64 3.44 2.91 2.91 ㅡ 13.2 17.0 14.2 7.91
평균 1.50 2.44 1.80 1.91 2.29 2.18 2.02 ㅡ 3.53 5.65 3.94 2.64 2.72

β
최 0.67 3.74 0.70 0.80 1.24 1.11 1.21 ㅡ 9.94 10.1 7.29 2.63
평균 0.32 0.71 0.53 0.54 0.72 0.75 0.81 ㅡ 5.54 2.59 1.39 0.84 1.34

표 2.1.23. 변환 시설내 표면오염도

 단 : k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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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치 방사능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1층
α

최 0.92 1.14 0.73 0.52 1.30 0.76 0.55 ㅡ 0.63 0.60 0.34 0.10
평균 0.46 0.52 0.43 0.26 0.69 0.46 0.35 ㅡ 0.44 0.28 0.17 0.08 0.46

β
최 0.45 0.40 0.32 0.22 0.55 0.43 0.28 ㅡ 0.29 0.29 0.21 0.10
평균 0.22 0.21 0.19 0.13 0.31 0.26 0.17 ㅡ 0.21 0.14 0.09 0.06 0.24

2층
α

최 1.37 1.16 1.00 0.63 1.10 1.09 1.03 ㅡ 0.37 12.4 0.13 0.38
평균 0.73 0.55 0.49 0.32 0.81 0.51 0.58 ㅡ 0.22 2.29 0.10 0.12 0.57

β
최 0.55 0.37 0.47 0.28 0.45 0.49 0.49 ㅡ 0.19 7.79 0.07 0.21
평균 0.33 0.22 0.21 0.16 0.36 0.26 0.27 ㅡ 0.12 2.03 0.06 0.08 0.27

표 2.1.24. 변환 시설내 공기  방사능농도
  단 :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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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작업내용 작업기간 신청부서 작업인원
작업시간

(분)
집단피폭선량(man-mSv)
상피폭선량 실제피폭선량

140901 제염해체작업 9.20-9.30 데콘엔지니어링 4 4,648 0.016 0.012
140902 공사 리  QA 9.20-9.30 한일원자력 2 1,265 0.008 0.001
140903 장감독 9.20-9.30 Kopec 5 203 0.02 0
140904 방사선 리 9.20-9.30 한국방사선기술 5 689 0.02 0.022
141001 방사선 리 10.1-12.31 한국방사선기술 5 13,004 0.6 0.020
141002 공사 리  QA 10.1-12.31 한일원자력 2 35,910 0.25 0.044
141003 해체공사 리 10.1-12.31 원자력연구소 7 1,565 0.85 0.004
141004 제염해체작업 10.1-12.31 데콘엔지니어링 4 57,943 0.5 0.122
141005 장감독 10.1-12.31 Kopec 5 1,145 0.6 0.001
141006 품질검사  감독 10.1-12.31 원자력연구소 5 0 0.6 0
141101 크 인보수  검사 11.8-11.10 원자력연구소 8 1,047 0.056 0
141102 분 반용 이블설치 11.8-11.12 원자력연구소 3 239 0.028 0
141103 셧터교체작업 11.25-11.25 원자력연구소 2 580 0.005 0
141201 HVAC 필터교체 12.9-12.9 원자력연구소 2 57 0.005 0

표 2.1.25.사선작업허가서 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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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번호 140901, 140902, 140903, 140904 141001, 141002,  141004,  141005
연간선량(mSv)작업기간 9.20 - 9.30 10.1 - 12.31

성명 출입횟수 출입시간 피폭선량(mSv) 출입횟수 출입시간 피폭선량(mSv)
송기 17 825 0.009 193 12831 0.039 0.048
김지욱 15 1162 0.003 163 13939 0.032 0.035
주민규 21 1410 0 112 9626 0.003 0.003
허승 11 1251 0 154 16574 0.035 0.035
김완일 0 0 0 41 4873 0.012 0.012
장래삼 18 253 0 111 2227 0.002 0.002
김윤희 0 0 0 19 818 0.001 0.001
변종인 0 0 0 31 1088 0 0
황상모 23 465 0.022 309 8871 0.017 0.039
서환진 13 1198 0 116 9186 0.039 0.039
박 균 4 67 0 63 1109 0.005 0.005
정복규 3 102 0 15 3106 0.1 0.001
이상권 - - - 27 829 0 0

표 2.1.26. 작업자별 출입  피폭 황



- 72 -

허가번호 일시 반입물품명 반입부서 용    도

410-I101 10. 5 이동식집진기 원자력연구소 공기오염확산방지

410-I102 10. 27 동 기게차 원자력 연구소 리구역내 량물 이동

411-I101 11. 9 콘크리트 블럭 원자력 연구소 크 인성능 검

411-I102 11. 16 가열로 원자력 연구소 라군슬러지 처리실험용

411-I103 11. 17 그린하우스설치자재 원자력 연구소 시설내 그린하우스 설치

412-I101 12. 7 Pre/Medium/Hepa 
Filter 원자력 연구소 HVAC Filter 교체용

표 2.1.27. 반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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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외부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측정 치.



- 74 -

그림 2.1.4. 방사선 리구역 출입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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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변환시설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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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변환시설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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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변환시설 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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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 리

가. TRIGA 연구로 제염해체공사 품질 리활동

1) 품질보증시스템 유지  개선

가) 품질보증계획서 개정

제2차 KINS 품질보증업무 확인 검(2003년 12월 11일)시의 권고사항을 

반 하여 2004년 1월 30일자로 사업품질보증계획서(Rev. 3)를 발행하 으

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장사무소장의 책임사항 추가(제1장 1.1.7항)

․사업운  조직도에 서울 장사무소장 추가(제1장 그림 1)

나) 품질보증 차서 개정

제2차 KINS 품질보증업무 확인 검(2003년 12월 11일)과 2003년 품질보

증 내부감사(2003년 12월 23일-24일)시에 발견된 개선필요사항들을 반 하여 

품질보증 차서 Rev. 1(2004년 1월 30일자)을 발행하 으며, 2004년 품질보

증내부감사(2004년 11월 15일-16일)의 시정조치를 해 품질보증 차서 Rev. 

2(2004년 12월 15일자)를 발행하 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QAP-DC-2.1(Rev.1): QAP-DC-6.1과의 복으로 인해 ‘품질보증

계획서/ 차서 등록 장’과 ‘문서배포 장’ 삭제

․QAP-DC-2.1(Rev.2):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  합성 평가 차 

추가

․QAP-DC-2.2(Rev.1): ‘교육훈련기록’ 양식 수정, ‘교육 로그램’ 내

용 수정, ‘개인훈련기록’ 양식 추가, 기타 문구 수정

․QAP-DC-6.1(Rev.0): ‘서류 리 차’ 신규 추가

․QAP-DC-7.1(Rev.1): 편집상 오류, 오탈자 수정 등 일부 문구 수

정

․QAP-DC-7.3(Rev.1): '공장검사‘를 ’공정검사‘로 용어 변경

․QAP-DC-15.1(Rev.1): '작업보류꼬리표‘를 ’식별표시물‘로 용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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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양식 수정, ’조건부불출‘을 ’조건부 사용‘으로 용어 변경, ’

조건부 불출 꼬리표‘ 양식 삭제

․QAP-DC-17.1(Rev.1): 품질보증기록 보존년한(표 1) 추가

․QAP-DC-18.1(Rev.0): ‘품질보증감사 차’ 신규추가

․QAP-DC-18.2(Rev.0): ‘감사자 자격부여 차’ 신규추가

2) 내부감사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합성을 확인하고, 제염․해체 공사 반

에 걸쳐 품질보증 요건의 이행정도  요건을 만족시키기 한 차 수여

부를 확인하기 해 정기내부감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일정 : 2004년 11월 15일 ～ 16일

․감사반 : 임남진(감사반장), 박찬국(감사자)

․총평 : 체로 수립된 차에 따라 요건  차를 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발생된 폐기물에 한 리가 련 

차에 의해 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사업품질보

증계획의 유효성  합성에 한 주기 인 검을 통해 품질시

스템의 지속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결과 : 시정조치요구서 1건 발행(2004년 12월 24일 종결)

  - 품질보증계획의 합성  유효성 평가(AFR-0411-1)

3) 교육훈련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참여 인원의 해당업무에 한 원활한 수행

을 하여 지속 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바, 련 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 리교육을 2회 실시하 다. 

․1차 품질 리 교육

  - 일시 : 2004년 2월 13일( )

  - 주요내용 : 품질보증계획서(1장, 2장, 5장, 6장, 8장, 12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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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품질보증 차서(QAP-DC-2.1, 2.2, 6.1, 15.1, 16.1, 17.1)

  - 참석자 : 김상철 외 8명

․2차 품질 리 교육

  - 일시 : 2004년 10월 7일(목)

  - 주요내용 : 원자력법령(용어의 정의), 작업 차서

(KAERI/DW-17, 18, 19)

  - 참석자 : 김상철 외 9명

4) 품질감시감독

2004년도는 원자로 콘크리트 차폐체(이하 원자로 차폐체) 해체작업 한 

원자로 차페체 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의 해체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품질입회를 실시하 다. 품질감시감독의 주요 내용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ermal Column(Graphite, Nose Liner)  빔포트(10개소) 제거

작업은 사  방사선/능 측정에 의해 다소 높게 나타난 시설로서, 주요 검

사항으로는 1)작업자의 피폭 리, 2)피폭 감을 한 차폐체 등의 설치,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과정 등에 을 두고 검을 하 다.

둘째, 차폐문(Thermal Column Door, Exposure Door)  수조수 냉각/

정화계통(열교환기 등)의 제거작업은 일부분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체

후 폐기물 처리 과정에 을 두어 검을 실시하 다.

셋째, 매립 빔포트 제거  방사화 콘크리트(Exposure Room) 제거작업

은 원자로 차폐체의 수조 내부방향의 방사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Core 

Drilling을 실시하 으며, 이에 따라 시료채취 지 의 선정  분석결과에 

을 두고 검을 실시하 다.

넷째, 상기 해체작업시 사용된 장비(Wheel Saw, Wire Saw, Core 

Drilling, Plasma Arc 용 기 , Breaker's등)  폐기물 장용기

(Cask등)는 사  시험가동, 모의훈련  합성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하 다.

품질 입회시 공통사항으로서 작업자들의 사  교육을 통한 작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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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 여부와 폐기물의 처리과정(해체→제염→측정→폐기물 분류→반출)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작동상태 등의 검을 실시하 다.

결과 으로 해체작업시 차를 수 하 고,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도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해체후 방사성폐기물의 수량도 제염과

정 등을 통하여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품질감시감독을 통해 확인하

다. 

나. 우라늄변환시설환경복원사업 품질 리활동

1)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은 작업자  의 안 성 확보와 방사성

폐기물의 완벽한 제염  처리를 통한 환경보존이 궁극 인 품질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련 원자력법령의 수와 해체계획서

의 원활한 이행을 해 품질보증계획서(2004년 7월 20일 일자)와 품질보증

차서(2004년 7월 30일 일자)를 수립하 다. 원자력법의 18개 품질보증 요

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2.1.28과 같이 용 가능한 9개 요건을 

선정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 으며, 이의 이행을 해 품질보증 차서

를 수립하 다. 

2) 교육훈련

사업수행의 기단계인 을 고려하여 사업참여 인력에 한 품질보증계

획과 차들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 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품질 리 교육

  - 일시 : 2004년 9월 16일

  - 주요내용 :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배경  구조, 품질보증 차(교

육훈련, 서류 리, 품질검사, 측정  시험장비 리, 부 합사항

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리), 사업 차서 작성을 한 품질보

증요건(품목의 식별  리, 취 / 장  운송)

  - 참석자 : 이규일 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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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품질 리 교육

  - 일시 : 2004년 11월 15일

  - 주요내용 : 품질보증계획의 실천 황  향후 실천방향, 작업

차와 련된 품질보증요건 검토, 시설내 반출입 규제사항  품

질보증 합성

  - 참석자 : 황상모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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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요건

(원자력법)
용여부 련 품질보증 차서

 1. 조직 용 -

 2. 품질보증계획 용

QAP-BS-2.1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 

 리

QAP-BS-2.2 품질보증 차서의 작성 

 리

QAP-BS-2.3 교육  훈련
 3. 설계 리 미 용 N/A
 4. 구매서류 리 미 용 N/A
 5. 지시서, 차서  

도면
용 -

 6. 서류 리 용 QAP-UR-6.1 서류 리
 7. 구매품목  용역의 

리
미 용 N/A

 8. 품목의 식별  리 용 -
 9. 공정 리 미 용 N/A

10. 검사 용
QAP-UR-10.1 품질검사

QAP-UR-10.2 품질검사자 자격부여
11. 시험 리 미 용 N/A
12. 측정  시험장비의 

리
용 QAP-BS-12.1 측정  시험기기 리

13. 취 , 장  운송 용 -
14. 검사, 시험  

운 황
미 용 N/A

15. 부 합사항의 리 용 QAP-BS-15.1 부 합사항 리
16. 시정조치 용 QAP-BS-16.1 시정  방조치
17. 품질보증기록 용 QAP-UR-17.1 품질보증기록 리
18. 감사 미 용 N/A

표 2.1.28.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품질보증요건  차서 황

3) 품질검사

2004년도에는 우라늄변환시설의 제염해체를 한 비단계 작업을 주로 

실시한 계로 품질검사활동이 제 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 1월부

터 구체 인 품질검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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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체에 따른 환경방사선 평가

가. 서  론

본 과제는 우리나라 최 의 연구용원자로 1호기  2호기인 TRIGA 

Mark-Ⅱ, TRIGA Mark-Ⅲ 연구로의 해체공사를 착수하기 에 해체에 따

른 법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로 1호기  2호기 폐로사업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수립 제시한 TRIGA 연구로 해체에 따른 주변지역에 한 

환경방사선조사 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TRIGA 연구로의 해체 결정에 따른 법  허가를 해 제출된 환경 향평

가보고서에는 연구로의 해체공사  환경감시계획서와 해체공사  환경감시

계획서로 나 어져 있다. 이들 환경감시계획서는 원자력법 제104조의 6(환

경보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2항(방사선환경 조사  평가)규

정에 의해 고시된 "원자력 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향평가에 한 규

정"(과학기술부 고시 제96-31호)을 근거로 하여 해체작업으로 인한 주변환

경 변화여부를 추 하기 해 수립된 것이다.

본 과제의 조사 내용은 연구로 제1호기  2호기 폐로사업 환경 향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따라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 기간 동

안 부지내부는 물론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 조사를 철 히 수행하여 그 내

용을 정기 으로 련부처에 보고되고 내용이 공개될 것이며 조사내용은 향

후 연구로의 해체공사에 따른 방사선 안 성 보장에 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TRIGA 연구로시설의 해체공사 기간 에 시설주변에 한 환경

방사선 감시를 지속 으로 실시하여 연구로의 해체로 인한 주변환경의 환경

향평가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안 을 보장하고 기치 않은 방사성물질

의 확산시 주변환경에 한 방사능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자료 확보가 

필수 이다.

본 과제에서는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 감시는 해체

공사 허가시 제출된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제시된 환경감시계획서에 의해 

시설부지  주변 지역에 하여 환경방사선량과 환경시료에 한 방사능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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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석을 실시하 다. 한, TRIGA 연구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방사성 물

질에 의한 환경변화와 환경오염의 방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 을 

두고 실시하 다.  첫째, 연구로의 해체에 따른 시설주변의 환경감시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로의 해체로 인해 주변환경  주민들의 장해가 없음을 입증

하여 방사선 환경안 성을 확보하고, 둘째 연구로시설로 부터 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로 시설 부지는 모든 구역에서 방사성물질을 

완 히 제거하여 청정구역으로 환되어 한국 력공사로 이 될 것이며 부

시설인 동 원소생산시설, 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장고등도 제

염 해체되고, 부지내의 오염된 토양도 제염후 안 한 환경으로 복원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방사선감시계획서에 의한 환경조사는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

나. 본  론

  

1)  운 내용  방법

가) 부지 황  환경감시 로그램

(1)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황

       TRIGA 연구로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172-2번지에 치하

고 있다.  원자로가 치한 이 부지는 서울시의 동북쪽 경계선 가까이 있으

며, 서울 시청으로부터의 직선거리로 약 11.6㎞ 떨어진 곳이며, 부지에서 서

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북한산(836m)과 도 산(740m)의 연 으로 이

루어진 산맥(북한산국립공원)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동쪽에는 수락산(638m)과 

불암산(508m)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형태이다.  부지는 불

암산 우리로부터 남남서 방향으로 약 3㎞ 지 의 산자락에 있으며, 해발고

도 50m에 치한 원자로는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인 좁고 긴 분지형 지 의 

동쪽 기슭에 있다. 한편 한강은 부지의 남쪽 약 10㎞ 떨어진 곳에 치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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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2)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환경감시 로그램

     TRIGA 연구로의 해체에 따른 환경조사는 부지내와 주변지역을 구

분하여 실시하 다.  연구로 1호기  2호기 폐로사업에 따른 환경감시계획

서에는 크게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 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조사에는 공간방사선량율과 공간집 선량이 있고, 환경방사능 조사에는 공기

미립자, 토양과 하천토, 솔잎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조사 상으로 선

정하 다.  TRIGA 연구로시설을 심으로 半徑 5Km 범 내에서 환경조사 

지  선정은 방사능 농도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곳과 주풍하방향, 기확

산 인자를 고려하여 환경방사선 조사는 고정용 환경방사선연속감시기에 의

한 공간선량율 조사 2개지 , 휴 용환경방사선측정기에 의한 공간선량율 조

사 10개지 , 열형 선량계에 의한 공간집 선량 주사 18개지 을 선정하여 

수행하 으며, 환경방사능 조사는 공기 미립자 시료 4개지 , 솔잎 시료 4

개지 , 하천토 시료 4개지 , 지하수 시료 2개지 , 지표수 시료 2개지 , 

토양 시료 4개지 을 선정하여 수행하 다.

특히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시 분진의 유출․확산 가능성에 비하여 

공기 미립자에 한 조사지  추가 등 감시계획을 강화하 다.  한, 연구

로 시설로부터 부지내를 흐르는 지표수  지하수에 한 조사도 강화하

다.  정확한 환경방사선  환경방사능 조사는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지역과 주변지역에 해 매월, 분기별 지에서 수행하 다.  환경방사선  

환경방사능 조사 상항목과 조사빈도 등에 해서는 표 1.3.3-1과 표 

1.3.3-2, 표 1.3.3-3, 표 1.3.3-4, 표 1.3.3-5에 나타내었다.

나) 환경감시 방법

(1) 환경방사선 조사 방법

(가) 환경방사선량률 조사

① 환경방사선 연속감시장치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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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MW건물 동쪽과 MW건물 뒤쪽에 2개 조

사지 을 선정하여 환경방사선 연속감시장치(Reuter Stokes RSS-1012,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cmΦ, Pure Argon 25Atm)를 고정 설치하여 연 연속으로 측

정하 다.  연속감시장치의 검출기는 지상 약 1.2m 높이에 고정시키고 24시

간 연속으로 공간방사선량률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이를 유선 온라인으로 

에 있는 상황실로 송되어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② 휴 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조사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지역에 선정된 10개 조사지

에서 휴 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여 정기 으로 조사지역

에서 검출기 감응부가 지표를 향하도록 하고 그 심 높이가 1m가 되도록 

고정시켜 계측시간 5분간씩 3회 반복하여 계측하 으며 계측치에 對하여 全

방사선량률을 산출하 다.

(나) 공간집 방사선량  조사

     공간집 방사선량 조사는 선정된 조사지 에서 지표 1m 이상의 높

이에 선량계를 장착하고 3개월 간격으로 교환․회수하 다.  회수된 선량계는 

열형 계측장치(TLD Reader, Harshaw TLD 4500)를 사용하여 열형 량

(TL)을 계측하고 방치기간(3개월) 동안의 공간집 선량을 산출하 다.

 사용된 선량계는 0.38mm 두께를 갖는 4개의 LiF:Mg,Cu,P TLD 소자

로 구성되어 있는 TLD-100H로 테 론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구리와 ABS 

필터, 라스틱, Mylar 박막  주석 필터로 구성된 Type 8855 선량계 홀

더에 담아 사용하 다.

(1) 환경시료의 채취  처리 방법

(가) 토양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4개 조사지 에서 반경 약 10m 지역

의 지표면에 對하여 지표 약 5cm 깊이로 數개소에서 1.5kg 정도를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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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지 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골고루 혼합시켜 건조기에서 80˚C로 

3일 이상 건조 시킨 다.  건조된 토양시료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이것을 충분

히 혼합시킨 뒤 1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토양을 핵종 분석용 

시료로 하 다.

(나) 하천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배수로를 따라 선

정된 4개 조사지 에서 하천토의 시료채취는 반경 5m 지역의 하천토를 數

개소에서 1.5kg 정도 채취하여 자연건조 는 통풍 건조시켜 시료를 골고루 

혼합하여 건조기에서 약 80˚C로 3일 이상 건조 시킨다. 

건조된 하천토 시료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이것을 충분히 혼합시킨 뒤 

1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토양을 핵종 분석용 시료로 하 다.

(다) 솔잎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4개 조사지 에서 수행한 솔잎 시료

의 채취는 조사지  반경 약 10m 지역의 소나무에서 무작 로 솔잎 1kg 이

상 채취한다. 채취된 솔잎 시료를 건조기에서 80˚C～100˚C로 1차 건조시킨

다.  건조된 솔잎 시료를 사기그릇(Porcelin Crucible)에 넣어 기로에서 

450˚C에서 10시간 以上 회화시켜 측정용 는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라) 지표수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3개 지 에서 선정된 지표수 조사지

에서는 채수기를 이용하여 지표수를 약 20ℓ 정도 채수한다.  채수된 지표

수 시료를 잘 혼합하여 증발농축기에서 약 1000ml가 되도록 농축한다. 

감마핵종 분석용 시료는 증발농축기에서 농축된 지표수를 정확하게 

1000ml를  Marinelli Beaker에 取하여 사용하 다.

베타 방사능 분석용 시료는 채수된 지표수  약 1000ml를 정확히 비

이커에 取하여 열기 는 Sand bath를 이용하여 서서히 가열시켜 물을 증

발시킨다.  이때 필요에 따라 질산 몇 방울을 첨가한다.  시료가 약 50ml 정

도로 증발되면 직경 5cm의 planchet에 옮겨 담아서 외선 등으로 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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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β방사능 농도를 계측하 다.

(마) 지하수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 2개 조사지 에서 지하수를 약 20ℓ

이상을 채수한다.  채수된 지하수는 감마핵종 분석을 하여 20ℓ의 지하수를 

증발농축기에서 1000ml로 농축하여 이를 Marinelli Beaker에 取하여 계측

하 다.

베타 방사능 분석은 채수된 지하수  약 1000ml를 정확히 비이커에 

取하여 열기 는 Sand bath를 이용하여 서서히 가열시켜 물을 증발시킨

다.  시료가 약 50ml 정도로 증발되면 직경 5cm의 planchet에 옮겨 담아서 

외선 등으로 완  건조시켜 β방사능 농도를 계측한다.

(바) 공기  미립자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4개 조사지 에는 24시간 연속 가동되

는 공기채집기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지 에는 지표면에서 1m 이상의 치

에 Glass Fiber Filter(47mmD, Gelman Co)를 장착한 공기 미립자 연속채

취장치(Low Volume Air Sampler)를 설치하고 3 ft3/min.(5.1㎥/h)의 유량

으로 10일 간격으로 Filter를 회수  교환한다.  이때 채집된 공기의 양은 

1224㎥이며, 회수된 필터는 라돈 등의 자연방사능 감쇄 보정을 해 72시간

이 경과한 후 직경 5cm의 planchet에 옮겨 조사 방사능 핵종을 계측하 다.

(3) 방사능 계측  분석 방법

(가)  β방사능

     부분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 핵종들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으

므로 全α.β 방사능 측정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에 지 구분 없이 

측정하여 방사능 양의 단 로서 나타낸다.  이 방법은 방사능의 거동과 환경

오염 여부의 략 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공기 미립자의 경우 연속채집장치에서 회수한 필터시료는 라돈 등의 자

연방사능 감쇄를 보정하기 하여 72시간이 경과한 후  알 /베타 계



- 90 -

측기(Low background Alpha/ Beta Counter)를 사용하여 베타방사능을 

측정한다. 

조사지 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체시료를 80˚C에서 건조시킨 다음 분

쇄기로 미세하게 분쇄한 후 1mm sieve로 친다.  미세하게 분쇄된 시료  

200mg을 정확히 取하여 planchet에 담은 후 콜로디온 용액을 당히 가해 

시료가 균일하게 분포되게 한 다음 외선으로 완 히 건조시켜 이를 

 알 /베타 계측기(Low background Alpha/ Beta Counter)를 사용하여 

베타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솔잎의 경우도 조사지 에서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섞은 다음 dry 

oven에서 80˚C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솔잎 시료를 450˚C의 기로에서 완

히 회화한다. 회화된 솔잎 시료  200mg을 정확히 取하여 planchet에 담

은 후 콜로디온 용액을 당히 가해 시료가 균일하게 분포되게 한 다음 외

선으로 완 히 건조시켜 이를  알 /베타 계측기(Low background 

Alpha/Beta Counter)를 사용하여 베타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한편, 물시료의 경우 조사지 에서 채취된 20ℓ시료 에서 약 1000ml를 

비이커에 옮겨 미열로 서서히 가열한다.  물시료가 증발농축하여 최종 용량

이 10-50ml가 되게 한다.  농축된 시료를 planchet에 소량씩 가하면서 

외선 등으로 완 히 증발건고 시킨다.  완 히 증발 건고된 시료를  

알 /베타 방사능계측장치(Low Background Counting System, 

Tennelec-5100)를 이용하여 β방사능을 100분간 측정한다.

(나) H-3 방사능

     환경시료 의 삼 수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해농축법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감시 목 을 해서는 신속한 실험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감시에서는 신속한 측정결과를 얻기 해서 직 증류법

으로 삼 수소 농도를 측정하 다.  채취한 물시료를 증류시킨 후 증류된 용

액  8ml를 取하여 섬 체(Ultima Gold LLT. Packard) 12ml와 함께 

20ml의 시료병에 넣고 흔들어 혼합시킨 다음, 시료를 24시간 암실에 방치해

둔 후 LSC(1220-Quantulus, LKB Wallac)를 이용하여 삼 수소를 측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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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r-90 방사능

     조사지 에서 채취된 토양시료는 Sr-90 방사능 핵종 분석을 해 

체시료를 80˚C에서 건조시킨 다음 분쇄기로 미세하게 분쇄한다.  미세하

게 분쇄된 토양시료를 450˚C의 기로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회화한다.  회화된 토양 시료  50g～100g을 정확하게 取하여 발연질산법

으로 분석하 다.

(라) 감마동 원소

     토양을 비롯하여 하천토, 솔잎, 물 등의 시료에 한 감마동 원소 

측정은 조사지 에서 채취된 시료를 건조를 포함하여 처리 과정을 거쳐 

감마핵종 분석용 다 채 고분석기(MCA)인 Gamma Spectrometer 

(HPGe detector with MCA, ORTEC Co.)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환경 방사선  방사능 계측기의 교정

(가)  α.β 방사능 계측기 교정

      알 /베타 계측기(Oxford LB-5100Ⅱ)의 교정은 알 방사능

의 경우 표  교정선원인 Calibration disk Po-210(Amhersam Co. 반감기 

138.4일)을 사용하 으며, 베타방사능의 교정은 표  교정선원인 Calibration 

disk Sr-90/Y-90 (Amhersam Co. 반감기 29.12년)을 교정선원으로 사용하

다.  백그라운드계측은 30분의 계측시간에서 10회 이상 계측한 결과가 알

방사능의 경우 0.05CPM 이하 으며, 베타 방사능의 경우 1.0CPM 이하

다.  Calibration disk를 사용하여 알 방사능의 경우 slope를 4%/100V, 베

타 방사능은 slope를 10%/100V 범 에서 Operating voltage를 설정하여 사

용했으며, 한 α+β discriminator를 조 하여 cross talk를 조 하 다. 

(나)  열형 선량계 교정

      TLD Reader의 교정은 100mR이하의 선량으로 실시하며, 계산인

자의 용이 쉬운 감마선원을 사용한다.  5개 이상의 교정용 선량계를 이용

하여 10mR-70mR 정도 조사시킨 후 공기와 되지 않는 조건에서 보  

한 후 8시간 이후에 독한다.  독된 선량계의 TTP (Time-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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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선량계의 독값을 이용하여 독기를 교

정한다.

(다)  감마Spectrometer의 교정

      표 혼합선원(Standard mixed source, Cd-109, Mn-54, Co-57, 

Co-60, Cs-137, Y-88 등)을 일정량(0.1～10Bq/g)이 되도록 물로 희석, 평

량하여 측정시료 용기에 넣는다.  용액의 높이는 0.5cm, 1.0cm, 

1.5cm........5cm 되게하여 각 측정 용기에 넣은 방사능량과 량을 계산하여 

둔다.  HPGe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 용기의 표 선원용액의 높이에 따라 

각 에 지  핵종별로 검출효율을 산정하 다. 

(라)  액체섬 계수기의 교정

      표 혼합선원(Standard mixed source)을 시료로 조제하여 검출기

의 효율을 수시로 보정하 다.

 2) 운 결과  고찰

가) 환경방사선 조사결과

(1) 환경방사선량률

(가) 환경방사선 연속감시장치에 의한 환경방사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MW건물 동쪽과 MW건물 뒤쪽에 2개 조

사지 을 선정하여 환경방사선 연속감시장치(Reuter Stokes RSS-1012,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Spherical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30cmΦ, Pure Argon 25Atm)를 고정 설치하여 연 연속으로 측

정하 다.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 2곳의 조사지 에서 환경방사선 연속

감시장치로 환경방사선량률을 연 무휴로 연속측정 하 다.  표1.3.3-6에 2

개 조사지 에서 측정된 ‘04년 월별 평균치  월별 최고치와 최 치를 나

타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MW건물 동쪽에 치한 감시기에서는 연평균 환



- 93 -

경방사선량률이 12.9μR/h의 로 측정되어 ‘01-’03년도의 평균 12.2μR/h과 

동일한 으며, ‘04년 12월의 13.5μR/h이 월간최고 으며, ’04년 

1월의 11.9μR/h이 월간최  다. 한편 MW건물 서쪽에 치한 감시기

에서는 연평균 환경방사선량률이 13.6μR/h의 를 나타내어 ‘01-’03년도

의 평균 11.6μR/h과 동일한 으며, ‘04년 10월의 14.8μR/h, ’04년 6월

의 13.0μR/h이 각각 최고와 최 다.

(나) 휴 용 방사선계측기에 의한 환경방사선량률

       TRIGA 연구로시설 부지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량률 측정은 부

지내에 5개 지 과 주변지역에 5개 지 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 다.  

조사지 에서의 환경방사선량률 측정은 휴 용 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를 사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1.3.3-7에 나타내었다.  부지  주변지

역의 환경방사선량률은 연평균 13.6μR/h과 15.0μR/h의 로 2003년도의 

13.4μR/h, 14.8μR/h과 비슷한 수 이었다.  조사시기별 를 살펴보면 부

지내의 1/4분기 13.4μR/h, 2/4분기 13.6μR/h, 3/4분기 13.6μR/h, 4/4분기 

14.0μR/h으로 연  비슷한 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지

별 를 살펴보면 MW건물동쪽지 에서 연평균 12.9μR/h의 로 최

치로 측정되었고, 14.9μR/h의 를 나타낸 KW건물 동쪽지 이 최고 

를 나타내었다.

(2) 공간집 선량

     열형 선량계(TLD)에 의한 공간집 선량 조사는 부지내의 

9개 지 과 주변지역 9개 지 에서 수행되었다.  열형 선량계(TLD)는 환경

용 선량계인 Harshaw TLD-100H를 Type 8855 선량계 홀더에 장착한 후 

이를 조사지 의 지표 1m 이상의 치에 설치하고 3개월 후 회수하여 집

선량을 열형 계측기(TLD Reader, Harshaw TLD 4500)로 측정하 다.  

조사지 에서의 분기간 공간집 선량에 한 조사결과는 표1.3.3-8에 수록

하 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의 조사지 에서는 

분기간 집 방사선량의 연평균치가 25.7mR/91days이 으며, 주변지역의 분

기간 집 방사선량은 연평균치가 27.1mR/91days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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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1) 공기  미립자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한 공기 미립자의 조사는 MW건물 

앞쪽 지 과 MW건물 뒤쪽 지 , KW건물 앞쪽 지  그리고 비교지 인 한

연수원기계실 쪽 지 에서 이루어졌다.  공기 미립자에 한 조사빈도

는 각 조사지 에서 매월 실시하 으며, 베타 방사능과 감마동 원소 핵종

을 분석하 다.

(가)  β 방사능

    조사지 에서 채집된 공기 미립자의 월별 β방사능 분석결과는 표

1.3.3-9에 수록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지  체의 연평균 

가 0.96 mBq/㎥로 2003년도의 0.70mBq/㎥ 보다 37% 증가하 으나 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의 보고 기 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조사지 별 를 살펴보면 MW건물 앞 지 의 연평균 가 

1.00mBq/㎥이 으며, MW건물 뒤쪽지 에서는 1.03mBq/㎥, KW건물 앞지

은 0.91mBq/㎥이 검출되었고 비교지 인 한 기계실  지 에서는 

0.88mBq/㎥이 검출되었다.  4개 조사지 의 월별 를 살펴보면 

0.42mBq/㎥의 7월 가 최 를 나타내었고, 1.74mBq/㎥의 12월 가 

최고치 다. 이는 2003년도 6월의 0.42mBq/㎥와 1월의 1.19mBq/㎥와 비

교 할 때 최 치는 유사한 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고치는 증가하 다.  

공기 미립자 베타 방사능 농도는 습기가 많은 하 기 보다 건조한 동

기가 다소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감마동 원소

     4개 조사지 에서 조사된 공기 미립자의 감마동 원소 분석결과는 

표 1.3.3-10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방사성 핵종인 Be-7만 검출되었고 감시

상핵종 모두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2) 하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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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토에 한 방사능 조사는 TRIGA 연구로시설 부지내에서 서울산

업 정문에 이르는 하천을 따라서 4개 지 에서 수행되었다. 하천토의 시료

는 조사지 에서 분기별로 채취하 으며 채취된 하천토 시료는 감마동 원

소 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분기별로 채취된 하천토에 한 감마동 원소 분석결과는 표1.3.3-11에 

수록하 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방사성 핵종인 K-40의 경우도 자연

와 비슷한 가 검출되었다.

(3) 토양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한 토양의 시료채취는 MW건물 동쪽

을 비롯하여 보일러건물, 물리동, 원자력병원 앞지 에서 연 2회 채취하 으

며 채취된 토양시료는 Sr-90 방사능  감마동 원소를 분석하 다.

(가) Sr-90 방사능

       채취된 토양시료는 토양시료의 처리 방법에 의해 계측용 시료

로 조제하여 Sr-90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1.3.3-13에 수록

하 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04년 상 하반기 4개 조사지  시료의 평균 방

사능 농도가 각각 0.90과 1.03Bq/kg-dry으로 나타났다.

(나) 감마동 원소

        4개 조사지 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에 해 감마동 원소 핵종분

석을 실시하 다. 표1.3.3-12에 나타난 것처럼 감마동 원소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조사 상 핵종  핵분열생성물질인 Cs-137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K-40이 부분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핵종들은 모두 검출한계치

(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토양시료에서 검출된 Cs-137의 농도는 평상

의 수 이었다.

(4) 지하수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의 지하수에 한 방사능 조사는 보일러건

물과 운 학교지 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빈도는 분기별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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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는 삼 수소와 감마동 원소를 분석하 다.

(가) 삼 수소

       조사지 에서 채수된 지하수 시료에 한 삼 수소 방사능 분석

결과를 표1.3.3-14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2개 조사지 의 지

하수 시료에서는 삼 수소가 부분 검출한계치 이하이거나 자연 의 농

도가 검출되었다.

(나) 감마동 원소

       조사지 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농축과정을 거쳐 조제된 시료로 

감마동 원소를 계측하 다. 지하수 시료의 감마동 원소 분석결과는 표

1.3.3-15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핵종이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

다.

(5) 솔잎

     육상식물의 표 인 소나무의 솔잎은 방사선 환경감시의 지표식물

로 용되고 있어 본 과제 에서도 TRIGA 연구로시설 주변 3개 조사지 에

서 연간 2회에 걸쳐 솔잎시료를 채취하여 감마동 원소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기간  솔잎시료에 한 감마동 원소의 분석결과를 표1.3.3-16에 나

타내었다.  솔잎시료에서 검출된 핵종은 자연방사성 핵종인 Be-7, K-40이

으며, 나머지 핵종은 모두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다.

(6) 지표수

     지표수의 시료채취는 TRIGA 연구로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천을 따라 

서울산업 연못과 운 학앞 하천지 에서 수행되었다.  2개 조사지 에서 

월별 채수된 시료는 β방사능과 삼 수소 그리고 감마동 원소를 분석하

다.

 

(가)  β방사능

       2개 조사지 에서 채수된 지표수에 한 β방사능 분석결과는 

표 1.3.3-17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표수의 베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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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농도는 연평균 0.16Bq/L로 2003년도의 0.20Bq/L과 유사한 가 검출

되었다.

(나) 삼 수소

       지표수에 한 삼 수소 방사능 분석 결과는 표1.3.3-18에 수록

되어 있으며, 표에 나타난 것처럼 부분의 조사지 에서 검출한계치 이하이

거나 는 일부 시료에서 환경 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다) 감마동 원소

      2개 조사지 에서 채수된 지표수 시료별로 농축과정을 거쳐 감마

동 원소 분석을 한 형태로 조제하여 측정하 다. 지표수 시료의 감마동

원소 분석결과는 표1.3.3-19에 수록하 다.  표에서 보듯이 조사 상 핵종 

부분은 검출한계치(MDA) 이하로 검출되었고, 자연방사성 핵종인 K-40이 

자연 로 검출되고 있었다.

다. 결론  건의사항

 본 과제는 연구로의 해체공사  부지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  환경

방사능 의 기 자료 확보를 해 ‘연구로 1호기  2호기 폐로사업 환

경 향평가보고서’에 제시한 TRIGA 연구로 해체공사   해체공사  환

경감시계획서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는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방

사선량률은 고정용 연속계측장비인 ERM과 휴 용 ERM에서 측정된 는 

모두 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지 주변의 환경방사선량률이 안

정한 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18개 조사지 에서 수행된 

공간집 방사선량도 특이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방사능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공기 미립자의 베타방사능 조

사결과는 4개 조사지 의 가 비슷하게 검출되었으며, 월별 검출 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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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서 9월이 체 으로 낮은 를 유지하 고, 10월에서 4월이 상 으

로 높은 가 검출되었다.  이는 습한 하 기에는 건조한 동 기 보다 먼

지의 양이 어드는 원인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매월 실시된 지표수의 

베타방사능 조사결과는 2개 조사지  모두 년의 를 유지하고 있었

다.

 환경시료에 한 감마동 원소의 분석결과는 공기 미립자와 솔잎시료

에서 자연방사성 핵종인 Be-7이 환경 의 농도가 검출되었으나, 다른 조

사 상 핵종들은 모두 검출한계치를 이하로 검출되었다.  토양시료와 하천토 

시료에서는 자연방사성물질인 K-40이 환경 로 검출되고, 일부 시료에서

는 핵분열생성 물질인 Cs-137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방사능 로 볼 때 

‘60-‘70년 에 실시된 기권핵실험에 의한 全지구 인 오염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지표생물인 솔잎의 경우에는 자연방사성 물질인 K-40 만이 자연

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물시료에 한 감마동

원소 분석 결과는 조사 상 핵종 모두가 검출한계치(MDA)이하로 검출되

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TRIGA 연구로시설 주변에 한 환경방사선  환

경방사능 조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TRIGA 연구로시설로 인한 주변 환

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단되고 이상 징후 한 발견되지 않았다.

 축 된 환경방사선  환경방사능 조사 자료는 향후 TRIGA 연구로의 

해체공사 기간  기치 않은 방사성 물질의 유출시 주변지역의 오염 여부

를 단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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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염해체 기술 리 

1. 개요 

2003년까지 원자로 수조 내의 모든 기기들을 제거한 후 원자로 수조 내

부의 방사선 를 조사한 결과 원자로 수조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  차

폐체인 콘크리트에 매설된 Thermal column라이 와 8개의 빔포트 단

부(원자로 수조 내로 노출된 부분)에서 상치보다 높은 방사선이 측정되어 

부득이 당  계획을 수정하여 원격으로 해체 하는 방안을 강구 하 다. 이는 

당  순수 알루미늄으로 제작됨으로 하여 운 이 정지된 지 수년이 경과되

어 완 히 붕괴된 것으로 단하여 원자로 수조수 배수 후에 작업자가 근

하여 수조 라이 를 단, 해체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표면선량이 높아 

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작업자가 가능한 하단부의 일부만을 단 해체하고 

공정을 바꾸어서 Thermal column과 빔포트 nose 부분을 원격작업으로 하

기로 하고 다이야몬드 와이어 장비를 수조 상부에 설치하여 수 에서 단

을 시도하 다. 그러나 이 한 작업 도  와이어가 단 틈새에 끼어 높은 

부하가 발생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안으로 Long reach tool(약 3M)

에 라스마 아크 토치를 연결하여 수 (최소 깊이인 2M까지 배수한 후)에

서 작업자가 최 한 근하여 단하 다. Thermal column 단부는 수조 

외벽에 임시 차폐체를 설치한 후 역시 긴 막 기의 라스마 아크 도치로 

단하 으며, 이때에는 원자로 수조수가 배수된 상태 다. 왜냐하면 빔포트

와는 달리 Thermal column 바깥쪽에 수조수의 출을 방지하기 한 라

인드 랜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Thermal column 과 

빔포트 단부를 원격으로 제거한 후 나머지 부분(수조 콘크리트에 매설된 

부분)에 한 방사선 측정결과 스테인 스로 제작된 끝단 연결 부 에서 여

히 표면선량이 높아 작업자의 근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T2A 빔포트는 

내부에 러그가 끼워진 상태이며, 이 러그는 빠지지 않고 있다. 

    

Thermal column 내부의 흑연블록을 제거하는 도  내부에 설치되어 있

던 흑연블록들이 작업자가 직  근하여 제거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높은 

표면선량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원격으로 제거하여야만 되었다. 이를 제거하기 

한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 으나, 블록간의 틈새가 없어 일부는 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제거장치는 Thermal column 내에서 긴 막 기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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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패드가 부착된 흑연블록 제거공구와 제거된 블록을 옮길 수 있도록 높

이 조정이 가능한 리  테이블 그리고 공구와 테이블을 먼 거리(약 6m)에

서 상하, 좌우, 후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핸틀 형태의 구동장치로 구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조 내부 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단하여 제거한 후 수

조 내로 진입하려 하 으나, 빔포트 단부만 제거하면 충분히 근이 가능

할 것으로 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조 차폐콘크리트(생물학  차폐체)내에 

매립된 빔포트의 스테인 스 부분의 끝단 부 에서 상당량의 방사선이 검출

되어 자유롭게 수조 내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수조 내로 작업자의 진입이 

자유롭게 하기 해서는 부득이 매설되어 있는 빔포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

어 코아 드릴링 방식으로 제거토록 결정하고 빔포트 최  외경보다는 다소 

큰 400mm 직경으로 코아 드릴링작업을 하 다. 코아 드릴링작업은 당 에

는 드릴링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과 열을 제거하기 하여 압축공기를 사용

하는 건식방법을 채택하 으나, 볼링 깊이가 최  약 3,800mm 정도로 충분

히 분진과 열을 제거할 수가 없어 부득이 물을 사용하는 습식 드릴링방법으

로 10개의 빔포트를 제거하 다. 빔포트를 모두 제거한 후에는 빔포트가 매

설된 주변의 콘크리트 부 에 해 방사선 측정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주 은 부분만이 방사화 되었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원자로 수조 내부

의 콘크리트에 한 방사선 측정 결과(빔포트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조수에 의해 충분히 차폐가 되어 방사화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으

나, 다만 원자로 수조와 연결된 Exposure room 내부의 콘크리트 표면은 약 

100 - 150mm 깊이로 방사화가 되었음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 악하

다. 이 방은 표면에서 약 300mm 두께의 보론(Boron)을 함유한 콘크리

트로 건조된 단  조사실이다. 이 방의 표면 약 150mm 깊이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비방사성콘크리트로 처리가 가능하다.

Exposure room과 수직, 수평 Thermal column에는 량물의 door가 설

치되어 있었다. 수조 내부로의 근을 용이하게 하기 해 이 door들을 개폐

하고 이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하 다. 이 door들 역시 수조쪽으로 표면에서부

터 약간의 깊이로 방사화가 된 것을 core sampling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

었다. 먼  방사화 부분을 Clean room을 설치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비방사화 

부분은 유압 구동식 wheel saw  굴삭기에 breaker를 부착하여 완  해체 

하 다. 해체된 콘크리트는 해체 폐기물 처리 기 에 따라 처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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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수조수의 냉각  정화계통에 한 해체 활동을 수행하 으며, 

Beam port plug의 장랙도 여러 차례 제염을 거친 후 해체 되었다. 한 

수조내부의 모든 기기들과 간섭물들이 제거된 후 량의 수조수를 자연증발 

처리를 해 이송하 다.

올바른 작업 차를 수립하여 안 하고 피폭 감을 목표로 한 6건의 작

업 차서를 발행하 다. 연구로 해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모든 해체 

정보를 수용하고 추후 평가할 수 있는 Database 구축의 일원으로 

Management data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의 완 한 개발 후에는 연구로 1,2호기 해체 사업뿐만 아니라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 사업 리에도 용될 것이다. 2005년 동안 방사선안 리, 폐기

물 리, 품질 리  해체 작업 활동에 총 23,828 man-hour가 소요된 것

으로 평가하 다.

그동안 연구로2호기의 부속시설인 동 원소생산실의 납핫셀의 콘크리트구

조물을 철거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부스러기들은 부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하여 상 가능한 모든 시

나리오에 따라 일반인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  규제치인 년간 10 마

이크로 시버트 이하로 평가되어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

를 기다리고 있다. 총 물량은 약 35톤이며 방사선 측정결과는 MDA 이하인 

것으로서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콘크리트 

처리 차로서 향후 원자력시설 운 자에게는 폐기 콘크리트 처리에 많은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해체작업은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상하지 못한 방사선으로 장비개발과 원격에 의한 작업 미숙

으로 공정이 약 10개월이 지연되었다. 이는 사업 체기간이 지연될 수가 

있어 당  계획하 던 연구로1호기와 약 1년(2005년)동안은 병행하여 작업

을 수행함으로써 지연된 기간을 만회하고자 할 계획이다. 그러기 해서는 

아직까지도 결정하고 있지 못한 연구로1호기시설의 기념  사업은 어도 

‘05년도 순까지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술활동으로 총 11편의 해체 련 논문을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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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발표 내지는 게재를 하 다. 국제 활동으로는 우리 연구소에서 

OECD/NEA 산하 CPD 로그램  TAG(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을 개최하 다. OECD/NEA 가입국들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 있

는 국가들 간의 해체정보교환 로그램으로 1985년에 CPD(Cooperative 

Program of Decommissioning)를 결성하여 7개국(미국, 카나다, 국, 랑

스, 독일, 일본, 이태리,) 10개 로젝트로 출발하여 재 14개국 40개 로

젝트로 확 되었다. CPD 로그램으로 해체 문가( 로젝트 책임자)의 정보

교환 회의인 TAG(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이 매년 , 가을로 

각국을 순방하면서 자국의 해체 로젝트 진행상황과 용기술에 한 발표

가 있으며 용기술에 한 각국의 사례와 안에 한 문 인 토론을 갖

는다. 제36차 TAG 회의는 CPD의장과 TAG의장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개최

되었으며, 8개국 16개 기 이 참여하여 9개의 핵주기 시설, 12개의 연구로

시설과 4개의 신규 로젝트에 한 해체 황 발표가 있었다. 제37차 회의

는 독일에서 가졌다. 그 외에도 한-불 제염해체정보교환회의를 랑스 CEA

사와 랑스에서 있었으며, 한-일간의 해체기술정보교환회의를 일본의 

JAPC와 JAERI와 가을에 2회에 걸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최하 다.

이 밖에 납차폐 ,  방사성 고체폐기물 장  이송 용기 3개, 

Core drilling 장비, HEPA filter 교환  D.O.P. test 등 총 12회에 걸쳐서 

장비  부속물에 한 구매행 가 이루어 졌으며, Beam port core drilling 

작업을 한 문가 활용 용역도 수행하 다. 한 당 사업의 규제기 인 한

국원자력 안 기술원으로부터 4회의 장 검(비공식 포함)을 수검하 으

며, 4회에 걸쳐 정기 분기별 방사성안 리에 한 보고업무를 수행하 다. 

철 한 장의 안 리 업무를 수행하여 단 한건의 안 련 사고도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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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활동

가. 작업 차서 작성

1) Thermal Column 라이   빔포트 Nose 부분 제거

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Thermal Column (T/C) 라이 와 빔

포트 nose 부분을 제거하기 한 차를 기술한다. Thermal Column 라이 는 

원자로수조 내 남쪽 편에 치하며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rmal 

Column 라이 의 외부는 원자로수조의 수조수와 하고 있고, 내부는 흑연

블록으로 채워진 Thermal Column과 하고 있다. 빔포트는 원자로 수조 내

부로 끝부분이 돌출된 것 2개, Thermal Column 내에서 교차하는 것 4개와 교

차하지 않는 것2개 등 총 8개가 있다. 빔 포트 nose 부분은 Thermal column 

라이  nose 단 에 단한다. 총 8개의 빔포트 에서 원자로 동측 4개(1

번~4번) 빔포트를 먼  단하고, 나머지 4개(5번~8번)은 그 다음에 단한다. 

빔포트를 모두 단 한 후 Thermal column 라이 의 nose 부분을 단한다. 

단 방법으로는 Diamond wire saw   Plasma arc torch를 이용하여 단한

다.

※ 첨부 1: Thermal Column 라이   빔포트 Nose 부분 제거 차서 참조

2) 코어 샘 링

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코어 샘 링을 한 차를 기술 

한다. 원자로수조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차폐체는 모두 일반콘크리트이

나, Horizontal Thermal Column Door는 도가 3.5 g/㎤인 고 도 콘크리

트로 되어 있다. 한 기 를 이루고 토양의 방사화를 방지하기 해 원자로 

수조의 아래쪽에도 약 152cm 두께의 일반콘크리트 기 로 되어 있다. 원자

로수조의 내부는 알루미늄 라이 로 구성되어 있다. 샘 링 폭은 1m이고 바

닥에서 높이 3m까지, 깊이 30cm, 간격은 코어 심간 30cm 간격으로 실시

한다. 샘 링한 콘크리트 코어는 슬라이스 형태 등으로 단 는 분쇄하여 

핵종 분석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코어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화/



- 107 -

비방사화 콘크리트의 경계를 매핑 한다.  

※ 첨부 2: 코어 샘 링 차서 참조

3) 차폐문 제거

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조사실 차폐문과 수평, 수직 Thermal 

Column 차폐문을 제거하기 한 차를 기술한다. 

조사실의 출입구에는 동구동 차폐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폐문은 다른 벽

과 마찬가지로 안쪽의 30.5cm는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문은 강재 앵

로 짜여져 있으나, 안쪽의 122cm는 방사화를 막기 해 알루미늄 앵 로 구성

되어 있다.  차폐문의 총 량은 략 50톤 정도이다. 

수평 Thermal Column의 바깥쪽면에는 동구동 차폐문에 의해 차폐되

어 있다.  차폐문은 두께 1.6m의 도가 3.5 g/㎤인 고 도 콘크리트로 제작

되어 있으며 총 량은 20톤 정도이다. 수직 Thermal Column의 에는 원

자로실의 천장크 인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일반콘크리트 재질의 차폐문(약 

4톤)에 의해 차폐되어 있다. 원자로수조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차폐문

은 모두 일반콘크리트이나, 수평 Thermal Column 차폐문은 고 도 콘크리

트로 되어 있다. 고 도 콘크리트는 단  취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차

폐문은 모두 원자로 수조 바깥쪽에 치하고 있으므로 방사화되어 있지 않

다고 상되나, 핵종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체처분 는 방사

성폐기물로 처리한다. 

조사실 차폐문, 수평 Thermal Column 차폐문은 동구동으로 원자로 밖

으로 이동시킨 후 버스터나 이커 등으로 조각내어 제거하고, 수직 

Thermal Column 차폐문은 천장크 인으로 인양하여 원자로 바닥으로 안착

시키고 작업장으로 이동시킨 후 버스터나 이커 등으로 조각내어 제거한

다.

※ 첨부 3: 차폐문 제거 제거 차서 참조

4) 원자로 수조 라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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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수조의 라이 를 제거하기 한 차를 

기술한다. 원자로 내부 체는 알미늄 라이 로서 둘러싸여 있다. 알미늄 라이

는 서로 용 하여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원자로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

트 구조물에 고정시키기 해 스페이서로 부착되어 있다. 한 라이 와 콘크

리트 사이는 코울타르 처리되어 있다. 본 작업에는 남쪽의 Thermal Column

노즈과 빔포트 합부 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자로수조 라이 는 집수형 휠

쏘 등으로써 단하여 제거한다. 제거작업시 원자로수조의 물을 모두 배수  

바닥청소 후 Thermal Column 노즈와 빔포트 주변을 차폐시킨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첨부 4: 원자로 수조 라이  제거 차서 참조

5) 매립 빔포트 제거

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매립 빔포트를 제거하기 한 차를 

기술한다. 연구로 2호기에는 노심쪽으로 직경이 15.2cm인 원형 빔포트(Radial 

Beam Port) 4개와 직경이 20.3cm인 통형 빔포트(Through Beam Port) 2개

가 설치되어 있고, 2개의 Thermal Column Access Port가Thermal Column의 

Hohlraum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4개의 원형 빔포트의 노심쪽 부분은 알루

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원자로 탱크와 Thermal Column에 각각 용 되어 있고, 

바깥쪽 부분은 스테인 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다.  통형 빔포트 2개는 크기만 

차이날 뿐, 원형 빔포트와 마찬가지로 노심쪽과 바깥쪽이 각각 알루미늄과 스테

인 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Thermal Column 끝부분에서 서로 교차

되어 설치되어 있다.  원형 빔포트는 원자로심 안쪽으로부터 흑연 러그

(Graphite plug), 22.9cm 길이의 스틸 러그(Steel Plug) 3개  나무 러그

(Wood Plug)로 구성된 5개의 차폐 러그로 차폐되어 있고, 통형 빔포트는 

원형 빔포트와 같은 구성이나 간의 스틸 러그를 2개만 사용하여 차폐되어 

있다. 원자로에 있는 매립된 10개의 빔포트의 스테인 스 스틸 부분은 방사화 

되어 최  20 R/hr의 조사선량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원격으로 

습식 콘크리트 코어 드릴링으로써 빔포트를 제거한다.

※ 첨부 5: 매립 빔포트 제거 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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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

본 작업 차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방사화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한 

차를 기술한다. 연구로 2호기에는 큰 부피의 기기 는 시편을 높은 에 지의 

성자와 감마선 속에서 조사시키기 해 조사실 시설이 있다. 조사실은 가로 

305cm, 세로 366cm, 높이 274cm의 내부공간을 가진 방으로서, 두께 335cm

의 일반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다.  한, 콘크리트의방사화를 방지하기 해  

내부 벽체  천장은 30.5cm 두께의 Boron으로 처리되어 있다.  조사실내의 시

험기기  등에 원을 공 하기 한 Conduit 9개, 공기공   배기를 한 

6인치 배  2개가 콘크리트 차폐체내에 묻 있다.  공기공 라인의 조사실내 

끝단에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고 배기라인은 원자로실의 환기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조사실내의 주  벽에는 원자로 냉각수 정화계통의 일부를 조사실 내부

벽체의 냉각을 한 Shield Cooling System을 두었으며, 이 계통의 배 들은 

차폐콘크리트의 Boron 역에 묻 있다.

한 빔포트는 작업 차서 "매립 빔포트 제거"에 의해 제거하며 본 차서에

서는 빔포트 주변의 방사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해외의 연구로 해체시의 자료를 참고로 하면 연구로 2호기의 차폐콘크리트

의 방사화정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핵  종 총방사능 (Bq) 비방사능 (Bq/m3)

Na-22
Mn-54
Fe-55
Co-60
Eu-152
Eu-154

2.0× 107

8.2× 107

1.2× 109

6.8× 108

1.2× 109

8.5× 107

2.4× 106

9.8× 106

1.4× 108

8.2× 107

1.4× 108

1.0× 107

합  계 3.3× 109 3.84× 108

표 2.2.1. 연구로 2호기 차폐콘크리트 상 방사화 정도.

 값은 ICI 원자로의 자료로 부터 추산되었으므로 콘크리트의 조성비의 

차이로 인해 핵종별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체공사시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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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분석에 의해 정확한 값을 산정하여야 한다. 연구로 2호기의 차폐

도 한 Thermal Column 상부의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차폐체내에 매입되어 

있으며 원자로의 운 시 일부 방사화되어 있을 것으로 상된다.  연구로 2호기

의 출력  운 이력을 고려한 결과 스틸 차폐 의 총방사능은 약 

1mCi(Co-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은 해외의 자료 는 원자로의 

운 이력으로 부터 추산된 값이므로 해체공사시 시료의 채취 는 방사선량율

의 측정에 의해 정확한 방사화 정도를 산출해야 한다. 방사화정도는 콘크리트 

코어샘 링 등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핵종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

지고 방사화정도를 평가한 후 작업한다.

원자로 조사실 차폐문은 제거되었으며 원자로 방향의 원자로수조 라이 도 

제거되어 개방된 상태이다. 조사실 내부는 방사화되어 있으므로 원자로 방향과 

차폐문 쪽을 임시격납설비를 설치하고 시료채취  핵종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제거깊이를 결정한 후 스 블러등의 콘크리트 제거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매립 빔포트 주변, Thermal Column 주변, 노심이 치하고 있던 원자로 바

닥도 방사화되어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해당 작업구역에 임시격납설비를 설

치하고 시료채취  핵종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거깊이를 결정한 후 

스 블러등의 콘크리트 제거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첨부 6: 방사화 콘크리트 제거 차서 참조

나. 기기  장비 구매

1) 유압 코어 드릴링 머신 

- 장비명 : Hilti DD 750 HY

- 용도 : 콘크리트 core drilling 는 boring

- 특징 : 년도에 구입한 Hilti 사의 유압공 장치 LP-32에서 유압

을 공  받아 작동할 수 있는 장비로서 콘크리트의 core 

boring 는 drilling을 목  으로 한다. 회  속도를 gear를 

이용 4단으로 조 이 가능하며 최소 52mm 에서부터 최  

750mm의 비트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장비는 원자 

로 차페체 콘크리트의 방사화 측정을 한 core sampling 작

업, beam port drilling 작업, hydraulic buster의 wedge 삽입

을 한 boring 작업에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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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어 드릴링 비트

- 제품명 : Core drill bit

- 용도 : Core drilling 장비에 부착되어 사용

- 특징 : Core drilling bit 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 어 구분되는데  

일반 으로 건식 비트는 규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형으

로 제작되고, 습식 bit는 국내에서는 700mm 까지가 생산된

다. 이 bit 는 core drilling 장비에 부착 되어 beam port의 

boring 에 사용될 목 으로 구매하 다.

그림 2.2.1. Hilti사 DD 750HY core drilling 장비와 Bit

  

3) 빔포트 납 차폐체 제작

- 제품명 : 빔포트 납 차폐체

- 용도 : Thermal column  beam port의 nose 부분주변의 방사선 

차폐 목

- 특징 : 납 차폐체는 납 두께 88mm, 양면에 철 이 각각 6mm 씩 

총 100mm 의 두께로 수조 liner 내에 설치하여 Thermal 

column  beam port nose 부분의 방사선을 차폐할 목 으

로 그 주변의 형태에 맞추어 수직 , 수평   이를 지지하

는 기둥 2개로 구성 하여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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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T/C  Beam port nose 부분 납 차폐

  

4) 유압 씽커 드릴링 머신

- 제품명 : Stanley SK 47, SK58과 드릴 스틸  비트

- 용도 : 콘크리트 쇄용 Hydraulic buster의 wedge 삽입공 천공 

용도

- 특징 : 본 장비는 유압을 이용하여 작동되며 씽카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천공을 하는 장비로서 기존의 유압 공

 장치인 Hilti 사의 LP-32 와 호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압 분배기를 부착하여 구매하 다. 

그림 2.2.3. 유압 씽커 드릴 SK47, SK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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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폐기물 차폐용기

- 제품명 :  방사성 고체폐기물 장  이송용기

- 용도 : 해체  방사성 고체폐기물 장  이송용

- 특징 : 본 용기 3개는 해체된 고체 폐기물  당  상했던 것 보

다  방사성 가 높은 폐기물의 수용을 해 제작되었다. 

과기부고시 제2001-23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운반에 

한 규정”의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을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본 용기에는 당  상보다 높게 방사화된 수조 

내 해체된 components 들을 세 하여 장하고 추후 구

처분장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모든 설계, 제작 

 시험 행 에 품질보증 활동이 용되었다.

그림 2.2.4.  방사성 고체 폐기물 장  이송 용기

 

6) HEPA Filter 교체  D.O.P test 2회

- 제품명 : Hepa filter 교환  D.O.P test

- 용도 :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의 환기 계통의 filter 교체  test

- 특징 : 원자로실에서 배기되는 모든 기체의 여과를 한 hepa 

filter 교환  설치  이에 따른 D.O.P test를 수행하여 외부

로의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 한 실내 해

체 작업 장을 유지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목

으로 2회에 걸쳐 교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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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HEPA Filter 교환  D.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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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 활동

1) T/C liner 내부 Inner Graphite Brick 제거

가) 작업 차

(1) 작업 요건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

선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비하고 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 후 사용 는 체장비를 사용해야 한

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2) Horizontal Thermal Column의 Graphite bricks 제거

작업 구역 내에는 모든 유틸리티를 차단한다. 단, 작업용 조명설비만은 기

존의 것을 사용하며, 한 임시 작업용 조명설비도 설치하 다. 차폐문의 제

륜 핸들을 부착하고 핸들을 로 잡아당긴 후 차폐문의 제륜 기능을 해체하

고, 동모터회로를 활성화 시켜 작동 가능토록 하 다. 동력선을 연결하고 

스 치를 작동하여 차폐문을 후진하여 개방하여 작업이 가능토록 근로  

공간을 확보하 다. 개방 후에 Thermal Column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작업시간을 결정하 다.

차폐문 안쪽면의 랫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흑연블록을 제거하기 해 

16개의 알루미늄 볼트  와셔를 제거하여 상부  양측면의 폴리에틸  고

정 을 제거한다.

Thermal column liner 내에는 가운데 납 벽돌의 차폐 을 기 으로 바깥

쪽과 안쪽에 Graphite brick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은 2003년도에 

모두 제거되었고, 안쪽의 Graphite brick을 번에 제거하 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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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brick 들은 높게 방사화되어 사람의 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원격

으로 이를 제거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입구 쪽에 설치 한 후 끝단부에 부착

된 Vacuum pad를 이용하여 Graphite brick을 흡착하여 하나씩 제거하 다. 

일부 유착된 Brick들은 Brick 사이의 공간에 소형의 유압식 잭을 삽입한 후 

들어 올려서 이격  공간을 확보 한 후 Long reach tool  Vacuum pad

를 이용하여 제거하 다.

흑연 블럭 제거장치를 이용하여 차폐 문에 설치된 흑연블록을 제거하여 

폴리에틸 으로 포장하고 포장된 흑연블록을 장용기에 수납하 다. 흑연블

록 취 도구를 이용하여 Horizontal Thermal Column으로부터 흑연블록을 

제거한다. 장용기로 옮기기 해 흑연블록을 수  는 2인 1조로 운반하

여야 했으며 모든 블록은 폴리에틸 으로 포장하여 시켰다. 흑연블록을 

제거하는 동안 방사선량률을 항상 측정하여 필요 시 임시차폐물을 설치하

다. 흑연블록의 제거 후 Thermal Column 내의 공간에 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제거한 흑연 블록에서 시료를 채취 후 핵종분석을 하 다.

(3) Vertical Thermal Column의 제거

먼  원자로실 천장크 인을 이용하여 Vertical Thermal Column Door

를 제거한 후 철제 인양 임을 Vertical Thermal Column의 알루미늄 바

스켓의 상부 지에 연결하여 천장크 인을 이용하여 흑연 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바스켓을 원자로실 바닥으로 내려놓고 알루미늄바스켓으로부터 흑

연 을 하나씩 꺼내 폴리에틸 으로 포장하여 장용기에 장하 다.

나) 사용 장비 / 기구

- 제염도구, 제염제

- Graphite 원격 제거장치

- 폴리에틸  포장지

- 철제인양 임

- 천장크 인

- Graphite 장용기

- 이동용 운반 장비(손수 , 지게차 등) 

- 폐기물 운반 장비(손수 , 지게차 등)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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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집진기

다) 작업 시 특기사항

- 원자로수조수의 수 험이 상될 경우에는 작업을 지하며, 험을 제

거 시킨 후 작업을 재게 하도록 한다.

- 흑연의 취  시에는 반드시 방호마스크  방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흑연블록의 제거작업동안에는 부근에 이동용 지역방사선감시기, 공기오염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량률 의 변화와 공기오염여부를 감시한다. 필

요시 국부 차폐설비를 설치한다.

- 흑연분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비하여 이동형 집진기를 사용하여 제거하

고, 분진의 폭발 가능성을 배재하기 해 반드시 분진을 한 수분이 함유

되게 하여 제거토록 권장한다.

- 작업장 주변에는 이동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그림 2.2.6. 흑연 블럭 원격 해체 장비  흑연 블럭 추출 작업 

  

   

2) 원자로 수조수 이송

가) 작업 차 

(1) 작업 요건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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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수의 시료채취  방사능 분석을 수행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비하고 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 후 사용 는 체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2) 원자로 수조수 배수  이송

비작업을 통해 비상시 원자로 수조수의 재 충수를 하여 기존 비상

수계통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하 다. 수조수 배수동안 방사선량률을 계

속 으로 측정하여, 선량률이 비정상 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배수를 즉시 

단하고 방사선원을 규명한다. 필요에 따라 방사선안 리요원의 지시에 따

라 비상 수, 임시 차폐체 설치, 는 방사선원의 제거 등을 실시한다.

이송차량을 2호기 원자로실 완충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이송차량에 탑재된 

배수용 호스를 2호기 원자로 수조수 배수용 랜지에 연결시킨다. 연결을 확

인한 후 차량에 탑재된 배수펌 를 가동시킨다. 이송차량의 탱크에 설치된 

수 계를 보면서 정한 용량 (최 용량의 75%)에 도달하면 배수펌 를 

지시킨다.

원자로수조 배수용 랜지에 연결된 호스의 체결을 푼다. 이때 호스에 남

아있는 폐액이 수 되지 않도록 호스를 원자로 상부 쪽에서 끈을 연결하여 

당겨서 이송차량의 탱크 속으로 나머지 폐액이 들어가도록 하거나 폐액을 

받기 한 용기를 사용하여 나머지 폐액을 별도로 담은 후 이송 차량에 붓

는다. 이송차량을 액체폐기물처리시설로 이동시키고 폐액 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고 배수시킨다.  폐액 장탱크가 다 채워지면 1호기 원자로실 실험수

조로 이송 차량을 이동시켜 폐액을 배수시킨다. 수 가 원자로바닥에서 

2.5m 가 될 때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작업을 한다. 원자로 내부 구조물

을 다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수조수를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배수한다. 수조

수를 이송차량의 호스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작업자가 수조내로 

들어가서 잔류 폐액을 제거한다. 작업자가 수조내로 진입할 때, 방사선검사

를 수행하여 안 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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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 장비 / 기구

- 이송차량(액체폐기물)              

- 폐액 수집용기

- 시료 분석기                      

- 노끈

다) 작업 시 특기사항

- 수조수의 시료 채취 에 충분히 교반 시킨 후 시료를 채취한다.

- 원자로 수조수의 이송차량으로 배수 동안에 방사선량률을 연속 으로 측

정하여 선량률이 비정상 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배수를 즉시 단해야 하

며 필요시에는 재 충수하여야 한다.

- 배수 단계별로도 수조수 표면의 방사선량률을 감시하여야 한다.

그림 2.2.7. 수조수 배수, 이송  수조 잔류수 정화 작업

  

   

3) 원자로 수조수 냉각  정화계통 제거

가) 작업 차

(1) 냉각계통 제거

먼  1차 냉각 계통 흡입  토출배 의 제거를 하기 해  시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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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원자로 상부(Top)에 치하고 있는 노출된 흡입/토출 배 을 

Plasma Arc 단기를 사용하여 단하고, 단 완료된 배 을 Crane을 이

용하여 원자로실 바닥으로 인양하고 이는 다시 폐기물 리를 해 세   

2차 제염을 실시한 후 포장, 장 한다.

(2) 정화계통 제거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수조수 정화계통 제거 작업 시 내부에 잔류하는 액

체폐기물의 배수/수집용 수거통을 사용하여 별도로 수거하고, 정화계통에 

련된 각각의 설치 구조물( 진용기, Filter 용기   유량계 등) 제거 시 잔

류 액체 폐기물을 수집한다.

정화계통 펌 의 제거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정화계통에 사용된 펌 (2

개)의 연결배 을 이  치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펌 를 제거

하 다.

연구로 2호기 원자로정화계통에 연결된 탈염기( 진용기 2개)  여과필

터용기(1개) 제거 시 연결 배 의 잔류 액체폐기물의 수집 작업을 병행하고 

제거되어 Open된 부분을 비닐 등으로 차단한 후 제거하 다.

도도계  유량계 제거 : 연구로 2호기 원자로정화계통에 연결된 유량

계(7개) 제거 시 연결 배 의 잔류 액체폐기물의 수집 작업을 병행하고 제거

되어 Open된 부분을 비닐 등으로 차단하 다.

정확계통 노출 배  제거 : 연구로 2호기 원자로정화계통에 연결된 배  

 콘크리트 차폐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출 배 의 제거 작업 시 잔류 

액체폐기물의 수집을 병행하며 제거하 다.

필터  탈염기의 내용물 처리는 탈염기( 진용기)  Filter 용기를 드립 

트 이 내로 이동한 후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분해하고 탈염기내 진가루를 

침 시킨 후 액체폐기물을 분리하고 진가루는 별도로 분류하여 건조 시켰

다.

(3) 열교환기 제거 

우선 원자로 본체로부터 분리 제거되어 원자로실 바닥에 임시보 인 열

교환기의 각각의 셀 내부의 방사선/능 조사를 실시한 후 제염액(질산용액)을 

사용하여 셀 내부에 2회 걸쳐 제염을 실시하 다. 제염 완료 후 열교환기 내

부에 잔류하고 있는 물을 배수시키고 한 별도 수집하고 건조시켰다. 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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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셀 내부 제염실시 후 용 기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본체와 셀 내부의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분리 후 내부 셀 부분의 세단작업 실시하 다. 세단 완

료된 열교환기 내부 셀의 분류작어 후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선/능을 측정하

여 감마핵종 분석결과 자체처분 상 폐기물로 처리 정이다. 

나) 사용 장비/기구

- 천장크 인               

- Plasma Arc 단기

- 산소-아세텔  용 기     

- Hand Grinder

- 이동형 집진기             

- 제염액(질산용액/제염도구) 

- 폐기물 운반 장비(손수 )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다) 작업 시 특기사항

- 정화계통의 탈염기 내부에 들어있는 수지는 탈수 후 드럼에 달아 장한

다. 

- 단 작업 시 주변에는 이동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제염액(질산용액)을 다룰 때에는, 안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염을 

실시하며, 당한 비율로 희석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그림 2.2.8. 냉각계통의 열교환기  정화 계통 해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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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rmal Column Liner  Beam Port nose 부분 제거

가) 작업 차

(1) 비작업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비하고 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 후 사용 는 체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 Plasma Arc 단기 설치 : T/C 입구부에 납차폐체 설치 후 Plasma Arc 

단기 설치 

- 수조수 배수 : 액체폐기물 용운반차량 사용(연구로 2호기 수조 → 연구

로 1호기 핵연료 장조, 극 조, 희석 방류조)     

- 격납텐트 설치 : 원자로 수조 상부를 비닐덮개를 이용하여 격납실시/후드

설치

(2) T/C Liner  Beam Port nose 부분 제거

T/C nose 수평 단 작업(nose 하단부)을 해 T/C 입구부에 납차폐체 

설치 후 납차폐체에 부착된 납유리를 통해 작업 장소에의 시야를 확보하고

Plasma Arc 단기를 이용하여 T/C nose 하단부 단을 먼  실시한 후 

상단부를 단하 다. 단한 조각들을 원격 공구를 사용하여 원자로 수조 

내 바닥으로 어낸다.  이때 원자로 수조에는 바닥에서 약 1m 정도로 수조

를 남겨놓아 단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임시로 차폐하는 효과를 

기 하 다. 

Beam Port nose 부분의 단은 수조 상부에 Diamond wire saw 장비를 

설치하고 상부로부터 목표물까지 diamond wire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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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선정되었다. T1A/No.3 → R3/No.8의 순서로 단 계획을 선정하

고 주변에 납차폐체를 설치한 후 사 에 설치해 논 guide wire에 diamond 

wire를 연결하여 상물에 근  시킨 후 원격으로 단을 실시하 다. 이때 

회 하는 diamond wire로부터 비산되는 particle과 냉각용수의 비산을 방지

하기 해 장비 주변  수조 상부 체를 비닐로 덮고 작업을 수행하 다. 

작업도  일부 beam port의 단에서 jamming이 발생되어 부득이 

diamond wire saw 작업을 지하고 남은 부분을 long reach tool에 

plasma arc torch를 연결하여 원격으로 남은 부분을 단하 다. 이때 발생

된 기체로 인해 환기시스템의 Hepa filter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체

하여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 다. 단된 부분들은 수조내 잔류 수

에서 임시 보 한 후 T/C nose 부분 단된 것들과 함께 원격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Basket에 수거하 고 이는 다시 납 차폐된 이동 수 를 이용하여 

동 원소 생산실의 핫셀에 임시 보  한 후 최종 차폐용기에 장하 다. 

나) 사용 장비 / 기구

- 천장 크 인                

- Plasma Arc 단기

- 산소-아세텔  용 기       

- Hand Grinder

- 이동형 집진기               

- 원격 도그 클램 (갈고리 모양)

- Diamond Wire Saw Set (Hilti LP-32, DS-WSS30)    

- 납 차폐체 

- 냉각수 차단막               

- 냉각수 공  장치

- Wire 체결도구              

- 차폐용기

- 납차폐된 이동수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다) 작업 시 특기사항

- Thermal Column Liner 내부의 Beam Port의 미확인된 고 방사선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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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작업자 피폭 가능성이 있으므로 Thermal Column Liner 단 작업 

, , 후 반드시 방사선/능을 측정하면서 작업을 실시하 다.

그림 2.2.9. Diamond wire saw와 Plasma arc torch를 이용한 T/C와 

Beam port nose 부분의 단 작업   

   

  

5) Core Sampling

가) 작업 차

(1) 비작업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비하고 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 후 사용 는 체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2) Core Sampling(Exposure Room)

수조 liner의 제거 시 상외로 나타난 코르타르로 인해 수조 내측 벽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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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면을 통한 core sampling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Sampling 치는 동일조건으로 방사화 되었을 것으로 측되는 Exposure 

room(조사실)의 벽면  바닥과 천장으로 선정하 다. Sampling 치 표시는 

먹 을 이용하여 표시를 한 후 Hilti 제품인 DD750 core boring 장치를 이

용하여 실시를 하 다. core boring 시 냉각수를 사용하면 core에 입구부측

의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정확한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되어 

core bit를 건식용으로 구매하여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본 보고서의 바 에

서 상세히 서술하 다.

나) 사용장비 / 기구

- 천공기(Hilti DD 750 HY)                 

- 유압 공  장치(Hilti LP-32)

- 천장크 인 

- 비계  비계틀        

- 이동형 집진기 

- 이동수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그림 2.2.10. 콘크리트 Core Sampling 작업  Core

  

 

6) 차폐문 제거 (Exposure room door, Horizontal & Vertical T/C     

  Door)

가) 작업 차

 

(1) 작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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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 

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비하고 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 되 

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 후 사용 는 체장비를 사용해야 

한 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 버스터  Hilti Breker's 장비의 설치  시험 가동

(2) 차폐문 제거

Exposure room, Thermal column의 수평, 수직 door는 철 석을 사용한 

콘크리트 량물로서 제조당시의 비 이 3.2～3.6t/m3으로서 상당히 단단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 구조물의 내측 표면은 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어 있는 

것으로 core boring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구조물의 해체를 해서

는 작업범 의 선정이 우선 시 되어 먼  방사화 내지는 오염된 부분을 먼  

제거한 후 비방사화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 다. 

우선 해체 시 비산되는 기체페기물  먼지의 확산을 방지하기 해 이동

식 환기 설비가 부착된 Clean room을 설치하 다. Clean room 내에는 작

업자 2, 3명이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도 고려하 다. 

우선 방사화 부분의 제거 작업의 범 를 산정하 다. 해체를 해서는 

Grinding, Hydraulic burster, diamond wire saw, diamond wheel saw, 

Hand breaker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  Diamond wire saw

나 wheel saw는 냉각수의 발생  비산이 상보다 심했고, grinding 한 

먼지의 비산이 심해 부득이 취소되었다. Hydraulic burster를 이용한 단공

법에서는 매립된 철근 부 의 단에 문제 이 발생되어 이 한 제외 되었다. 

부득이 wheel saw를 부 별로 용하여 선 조치 한 후 이를 Hand breaker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여 방사화 부분을 제거하 다. 해체된 콘크

리트 부산물은 부분이 잘게 부서진 형태이기 때문에 핵종 검사를 통해 구분

되어 마 에 담아 용기에 장되었다. 나머지 비방사화 부분은 굴삭기에 부착

된 형 유압식 breaker를 이용하여 쇄하여 해체하 다. 해체된 비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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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콘크리트는 임시로 wire mesh 형 망태에 담겨져 자체처분 처리를 

해 임시 장 보 되어 있다.   

나) 사용 장비 / 기구

 

- 천장 크 인                    

- Arc 용 기 / Plasma Arc 단기

- 산소-아세텔  용 기           

- Hand Grinder 

- Concrete Hammer Drill         

- 임시 격납텐트

- 굴삭기 / 카고 크 인            

- 공랭식 천공기 

- 이동형 집진기                   

- Wheel Saw M/C

- 냉각수 수집 장치                

- 냉각수 공  장치

- 납차폐된 이동수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다) 작업 시 특기사항

- 조사결과 T/C 내부의 미확인된 고방사선량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 가능성

이 있으므로 조사실이나 T/C 내부로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작업 , , 후 

공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하면서 작업 실시

그림 2.2.11. Diamond wheel saw를 이용한 차폐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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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 수조 라이 (Aluminium Pool Liner) 제거

 

가) 작업 차

(1) 비작업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는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 실시

- 방사선/능 측정 : 수조수 이송  Pool Liner (AI)표면 제염작업 후 수조바

닥  작상 1m 치에서의 방사선량률 / 작업장 주변 표면 오염도 측정 

- Hilti Wheel Saw 장비의 설치  시험가동(장비 용 컨트롤 박스 설치)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 / 임시 조명장비 설치 

 상태 검

(2) Pool Liner 단 / 제거

수조 내 각종 component 들이 제거되고 수조수를 배수 시킨 후 수조 

liner의 존 표면을 제염하 다. 두께가 6mm 인 aluminium의 재질인 수조 

liner는 7.5m 나 되는 높이의 제한 때문에 1차 으로 하단부를 먼  단, 

제거하기로 하 다. 이미 콘크리트 core sampling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liner와 콘크리트 벽면사이에 코르타르가 부착된 사실을 알고 liner를 단하

는 공구의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 으로 aluminium은 carbon 이나 

steel 류보다 연성이 크기 때문에 연속 인 마찰이나 단의 열에 의해 공구

에 단 조각들이 달라붙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취 하기 쉬운 소형장비에 맞는 회 형 톱날로서는 단

이 어려운 상황을 래되었다. 부득이 Hilti 사 제품인 유압 공  장치와 

wheel saw 단 장치를 이용하여 강력한 단력을 이용하여 단하 다. 

이때 발생되는 chip 들이나 particle 등은 vacuum 장치를 통해 모두 수거 

되었다. 한 크기로 단된 liner는 제염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취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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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장비 / 기구

 

- 천장 크 인                     

- 산소-아세텔  용 기            

- Hand Grinder

- 이동형 집진기                    

- 원격 도그 클램 (갈고리모양)

- Wheel Saw Set (Hilti LP-32, DS-TS32)                  

- 납 차폐체 

- 냉각수 차단막                     

- 냉각수 공  장치

- 납 차폐된 이동수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그림 2.2.12. Wheel saw를 이용한 수조 liner 단  제거

   

8) 매립 Beam Port 제거

가) 작업 차

(1) 비작업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 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는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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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2) 매립 Beam Port 제거(Core drilling)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차폐체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어 있는 Beam port는 

총 10개 이다. 당  해체계획서에는 방사화 콘크리트를 해체할 때에 매립된 

해체 상물들은 함께 해체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Beam port의 수조 측 

끝단부가 상보다 높게 방사화되어 수조 liner 해체 등의 작업에 사람이 

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수조 liner의 해체 작업을 단하고 부득이 

Beam port를 먼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선진 경험국가들의 여러 가지 공

법을 조사한 결과 외부로부터 Core drilling 방식으로 Beam port를 통하

여 추출하기로 하 다. 

기 지입 된 Hilti 사의 유압공  장치와 Core drilling 장비인 DD 750을 

이용하여 Core drilling 하기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냉각수 처리장치 등을 

비하 다. 처음에는 2차 냉각수의 오염을 고려하여 건식용 비트를 이용하

여 Drilling 하고자 했으나 시험결과, 깊이로 들어갈수록 슬러지의 제거가 압

축공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단, 결정되었다. 부득이 냉각수를 이용한 습식 

Drilling 공법을 이용하여 10개 부를 제거하고 재, drilling 된 beam 

port는 단계별로 추출하면서 단하고 콘크리트와 스틸류를 분리하여 폐기

물 처리하고 있다.

Core drilling은 습식 400mm의 비트를 사용하 으며 제거된 Beam port

의 총 길이는 10개에 29.86m 이며 실 작업에 소요된 man-power는 총 

586 man-hour로 소요기간은 30일이 소요되었다.

나) 사용 장비 / 기구

- 천장 크 인

- 유압 공 장치 (Hilti LP-32)               

- 유압식 천공기(Hilti DD 750HY)

- 산소-아세텔  용 기      

- Hand Gr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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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집진기              

- Arc 용 기  

- 냉각수 회수용기             

- 냉각수 회수 장치

- Beam Port 인출장비         

- Concrete Hammer Drill

- 납 차페체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그림 2.2.13. Core drilling을 이용한 매립 Beam port 제거 작업

   

 

9) Beam Port Plug 장랙 제염 / 해체

가) 작업 차 

(1) 비작업

- 작업 24시간 에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방사선 리 차서에 따라 신청 

 허가를 받는다.

-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 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방사선

으로 인한 험성이 있는 작업은 사고 시에 비하여 그 요성을 주지하

도록 하고 사고 시 긴 피난  사후처리에 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작업  해당 구역의 환기계통 운 을 요청하고 작업 과 작업 에 환

기계통 운 여부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 검해야 한다.

(2) Beam Port Plug 장랙 제염 /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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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ort Plug 내부를 제염액( 희석된 질산용액)과 long reach tool을 

이용하여 제염을 실시한 후  외부에서 굴삭기에 부착된 Breaker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쇄하고 매립되어 있던 장랙들을 분리, 제거 하 다. 일부는 

스틸류는 Plasma arc torch를 이용하여 단하기도 하 다. 제거된 beam 

port 부분들은 세 과 2차 제염을 실시 한 후 폐기물 처리 기 에 따라 처

리될 것이다,

 

나) 사용 장비 / 기구

- Plasma Are 단기          

- 제염산(질산용액)/제염도구

- 이동형 집진기                

- Hand Grinder  

- 굴삭기(Breaker 포함)

- 기타 일반 인 기계공구      

그림 2.2.14. Beam port plug 장랙 제염  외부 구조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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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 리

1) 안 교육 실시결과

구  분 교육 상자 교육주간
실시

횟수

연간 

교육시간
비  고

정기교육

(작업자)

작업자 원(13명)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 

조규왕, 엄성식, 강주형)

두산 공업 12회

개인당

 24 hr / 

25 hr

퇴직:1

명

(김희 )

정기교육

( 리

감독자)

안 리 담당자 (3명)

(이진용, 김상철, 조규왕)

산업안

회
1회

개인당

16 hr / 

16 hr

특별교육

해당 작업자 (13명)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 

조규왕, 엄성식, 강주형)

두산 공업 6회

개인당

 2 hr / 

3 hr

(1 회당 : 

30 분)

퇴직:1

명

(김희 )

신규 

채용시 

교육

해당 작업자 (5명)

(정진호, 엄성식, 고윤수, 조오 , 

이상 )

한국원자력

연구소

두산 공업 

각사 

1회

개인당

 1 hr / 

2 hr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 작업자 (13명)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 

조규왕, 엄성식, 강주형)

두산 공업 6회

개인당

 1 hr / 

3 hr

 (1 회당 

30 분)

퇴직:1

명

(김희 )

작업

안 교육

작업자 원 (13명)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 

조규왕, 엄성식, 강주형)

두산 공업 254회

당일 

작업

10 min / 

10 min 

신규 

방사선 

작업종사자

해당 작업자 (4명)

(정진호, 엄성식, 조오 , 이상 )

한국원자력

안

아카데미

1회

(3일간

)

개인당

 20 hr / 

20 hr

기존 

방사선

작업종사자

해당 작업자 (4명)

(이진용, 이진종, 안진용, 고윤수)

한국원자력

안

아카데미

1회

개인당

: 6 hr / 

6 hr 퇴직:1

명

(김희 )해당작업자 (5명)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조규왕, 

강주형)

한일원자력 1회

개인당

: 6 hr / 

6 hr

방사선

제염․해체

장교육

작업자 원 (12명)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 

조규왕, 엄성식)

한국원자력

연구소

두산 공업

1회

개인당

: 5 hr / 

5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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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보건교육의 종류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주 상자
교육

시간

정기교육

(작업자)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험에 한 사항

* 표 안 작업방법에 한 사항

* 보호구/안 장치취 과 사용에 한 사항

* 안 사고사례/산업재해 방 책에 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에 한 사항

* 안 보건표지에 한 사항

*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사항

* 기타 안 /보건 리에 한 사항

두산 공업
작업자 

원

매월

2hr 

이상

정기교육

( 리

감독자)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 작업안 지도요령에 한 사항

* 기계/기구 는 설비의 안 검에 한 사항

* 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에 한 사항

*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사항

* 기타 안 /보건 리에 한 사항

노둥부 

지정 기

(산업안

회)

안

담당자

이상

년간

16hr

신규 

채용시

교육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 검에 한 사항

* 기계기구의 험성과 안 작업방법에 한 사항

*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사항

* 기타 안 /보건 리에 한 사항

한국원자력

연구소

두산 공업

신규 

작업자

1hr 

이상

작업내용

변경

교육시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 검에 한 사항

* 기계기구의 험성과 안 작업방법에 한 사항

*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사항

* 기타 안 /보건 리에 한 사항

두산 공업
해당 

작업자

1hr 

이상

특별

교육

* 산업안 보건법령에 한 사항

* 당해 설비/기구의 작업안 검에 한 사항

* 기계기구의 험성과 안 작업방법에 한 사항

*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사항

* 기타 안 /보건 리에 한 사항

두산 공업
해당 

작업자

2hr 

이상

작업  

안 교육

* 당해 작업자의 안 수칙

* 당해 작업의 련 차

* 당해 작업의 주의사항

두산 공업
해당 

작업자

10분

이상

방사선구역

신규  

기존 

종사자 

교육

* 방사선 측정/장해방어

* 방사선 안 리 규정  계법령

* 방사선 오염방지  사고 책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향

* 방사선 기 이론

원자력안

아카데미

한일원자력

해당 

작업자

최  : 

20hr

매년 : 

6hr

방사선

제염․해체

장교육

* 원자로 폐로공사 개요  장 악

* 원자로 폐로공사 작업 투입  방호

* 원자로 폐로공사 안 리

* 작업허가서 발 기 / 기구역 분류기

* 장비오염도 리기

* 제염작업 차  방법

한국원자력

연구소

두산 공업

작업자 

원

5h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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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구역 작업종사자 검진결과

구  분 검진 상자 검진처
실시

횟수

검진

결과
비고

특수검진

검진 상 인원 : 총 21명

경희 학교

의과 학부

속병원

매년 

1회

정상

(검진

완료)

장 리(두산 공업)

상자 : 조 석

방사선 리분야(DND ENG)

상자 : 김상철, 최경훈, 

김희 , 이상

방사선 작업분I (동원 AHE)

상자 : 이진용, 안진용, 정진호, 

이진종, 고윤수, 조오

품질/폐기물 리 분야(한국 력기술)

상자 :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참 분야(두산 공업)

상자 : 엄달선, 박 수, 강동우
〃 〃 〃 비상근

문가분야(한국 력기술)

상자 : 이종 , 정재휸, 이승기, 김상

호

을지의과

학병원
〃 〃 〃

체내피폭

검사

(Whole 

Body

Counting 

Analysis

)

검진 상 인원 : 총 5명

한국원자력

연구소

( 본소)

매년 

1회

정상

(검진

완료)

퇴직자:

김희

차장

(검진

완료)

장 리(두산 공업)

상자 : 조 석

방사선 작업분야 (동원 AHE)

상자 : 정진호, 고윤수, 조오

방사선 리분야(DND ENG)

상자 : 이상

품질/폐기물 리 분야(한국 력기술)

상자 : 강주형, 조규왕, 엄성식

참 분야(두산 공업)

상자 : 엄달선, 박 수, 강동우
〃 〃 〃 비상근

문가분야(한국 력기술)

상자 : 이종 , 정재훈, 이승기, 강상

호

〃 〃 〃 〃

신규 

채용시

일반검진

검진 상 인원 : 총5명

경희 학교

의과 학부

속병원

최  

1회

정상

(검진

완료)

방사선 작업분야(동원 AHE)

상자 : 정진호, 고윤수, 조오

방사선 리분야(DND ENG)

상자 : 이상

품질/폐기물 리 분야(한국 력기술)

상자 : 엄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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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리교육 내용

가) 방사선안 리교육 내용

- 방사선구역에 들어갈시 개인 피폭 선량계(AID), 열형  선량계(TLD)를 필

히 착용할 것

- 방사선구역 출입 시 지시사항을 수하고 임의의 행 는 하지 말 것

- 방사선구역에 들어갈 때는 안 보호구를 철 히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말 것.

- 방사선구역을 나올 때는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오염이 되었을 경우 오염원

을 완 히 제거하고 한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오염검사실  샤워실 

이용)

- 방사선구역에서는 방사선 안 리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주변에 이상

이 있을시는 책임자  감독자에게 속히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 방사선구역 출입 지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로 출입하지 말 

것

- 방사선구역내에서 음식물 섭취  흡연을  할 것

- 방사선구역 밖으로 허가 없이 철거물  공기구, 해체용 장비등 반출은 

 하며, 필요시 사 에 반출 허가를 받을 것.

- 방사선구역내에서 사용할 공기구, 장비  소모자재는 사 에 필히 허가를 

받은 후 반입할 것.

- 고  방사선 리구역의 작업 시 한 차폐물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

- 방사선 리 구역 작업종사자는 원자력법  련규정 방사선안 리 지

침, 방사선 리 차서 등의 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 방사선은 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방사선

에 피폭되지 않도록 방사선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

- 방사선구역내에서 구독용 신문, 잡지, 도서류 등 불필요한 물품 반입을 하

지 말 것

- 방사선구역내에서 휴 용 화기 반입  사용을 하지 말 것 (필요시 내

선 활용)

- 방사선구역 출입 시 항상 출입 차에 따라 행할 것

- 방사선구역에서 작업   작업 후 리구역 밖으로 나올시 오염검측 결

과를 기록할 것

- 방사선구역에서의 안 리자는 해체작업 에 꼭 오염검사를 완료할 것

- 방사선구역 작업종사자는 자신의 방사선장해 방  방사선 방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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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할 것

나) 산업 안 보건 교육

- 해체작업 안 모, 안 화, 보안경 등 안 보호구 착용을 철 히 할 것

- 고소작업 시 안 벨트, 안 모 등 안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할 것

- 작업  험하다고 생각되면 안 책임자의 승인  입회 하에 작업에 임

할 것

- 작업용 장비  공기구는 사용  필히 동작상태와 안 검을 실시한 후 

사용할 것

- 량물 운반  취 시 안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상호 동 단결하여 

작업에 임할 것

- 해요소가 있는 작업장소는 필히 안 표지   경계선을 설치한 후 작

업할 것

- 폐된 장소에 들어갈시 사 에 작업허가를 받고 그 안에 가스를 완 히 

환기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 할 것이며, 반드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할 것.

- 화학물질 취  시 필히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할 것

- 동공구는 필히 지를 하고 사용할 것

- 천공기를 진공펌 를 이용하여 작업할시 압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 

러그 콘센트 부 에 작업 에 배출된 물이 되지 않도록 철 히 격리

시킬 것.

- 천공기를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작업할시 앵커의 고정상태를 사 에 확인

하고 이탈  탈락을 비하여 안 장치를 설치할 것(진공펌  사용 시도 

안 장치 설치)

- 동 기 유류용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방에 한 사용  검을 하고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할 것.

- 동 기 난방기구에 연료를 보충  주입할시 소화 후에 주입하고 화된 

상태로 이동  연료 주입은  할 것.

- 작업  조작한 원  스 치는 작업 후 반드시 단 상태로 둘 것(ON, 

OFF 상태확인)

- 작업  수시로 작업장 정리정돈 하면서 작업에 임할 것

- 공동작업에서는 서로 조하고 작업  험 측에 항상 심을 가질 것

- 안 장구  보호구는 바르게 사용할 것

- 해체 작업 시 리한 돌출부   못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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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할 것

- 해체 작업 시 폐 물품을 혼자서 무리하게 운반하지 말 것

- 해체 작업 시 폐 물품 운반  이동시 수족이 착 되지 않게 주의하여 

작업할 것

-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부  검측  작업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

고 하부에 보조자를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할 것.

- 흡연구역을 철 히 지키고 꽁 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소화하여 

철재용 재떨이에 넣을 것(화재 방)

- 해체 후 폐 물품 운반시 안 한 보폭  물건의 무게 심에 유의하여 작

업할 것

- 천장 크 인으로 량물을 이동할시 Lifting Wire 사용  손상상태를 필

히 확인한 후 사용할 것

- 천장 크 인으로 량물을 Lifting  이동할시 량물의 무게 심을 고려

할 것

- 천장 크 인으로 량물을 Lifting  이동할시 안 작업반경  안 경로

를 통제할 것

다) 근골격계 질환 방교육 내용

- 작업  스트 칭  비운동을 하고 작업에 임할 것

- 량물 운반 작업 시 가능한 운반 장비를 사용할 것 (크 인, 손수  등)

- 작업시간 단축을 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 것

-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다리의 힘

을 이용하여 작업실시

- 량물 운반  취 시 안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상호 동 단결하여 

작업에 임할 것

- 과도한 힘 / 진동이 있는 장비를 다룰 때에는 작업자 둘이서 교 로 작업

실시

- 당한 조도  온도 상황 하에서 작업 실시

- 작업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즉시 안  리자에게 보고한다.

라) 소방안 교육 내용

- 작업 시 언제든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할 것.

- 실내  작업 장에서 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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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단작업 시 주 에 연소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 용   단 작업 시 반드시 주 에 소화용품(소화기, 방화사, 방화수)을 

비취 후 작업할 것

- 기에 의한 화재발생시 우선 두꺼비집을 내려서 기의 흐름을 차단 한

다

- 유류 화재 시  물을 사용하지 말고, 소화기, 모래 등을 사용하여 최단 

시간 내에 진화할 것

- 화재 시 소화기로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주 에 

화재발생을 알린다.

- 가스화재시 즉시 안 밸 를 폐쇄시킨다.

5) 장 안 검 결과

안 검자 검주기 검횟수
순시  검 

장소
비고

장소장 주 3회 124회
연구로 1,2호기 

 부속

안

담당자

산업안 작업 당일 260회 담당구역

(방사선 리구역

, 작업장,시설물)

방사선안 〃 257회

폐기물안 〃 256회

6) 안 시설물 설치결과

설치물 총 설치수량 설치장소 비고

안 수칙 5 연구로  작업 기실 (2호기 건물)

무재해운동 기록 1 장사무실 〃

안 제일 표지 6 연구로  작업 기실 등 〃

무재해 표어 15
연구로  작업 기실, 

통로 
〃

안 을 생활화 

포스터
18 연구로  작업 기실 등 〃



- 140 -

7) 안 보호구 지 내용

품목 구분 상자
지

기

총 

지 량
비 고

안 모
리구역내 작업자 원 년 1 회 13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13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안 화
리구역내 작업자 원 년 2 회 26 켤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년 1 회 13 켤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보안경
리구역내 작업자 원 년 2 회 50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년 2 회 10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안 벨트
리구역내 작업자 원 년 1 회 13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5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귀마개
리구역내 작업자 원 년 2 회 200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년 2 회 10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방진마스

크

리구역내 작업자 원 필요시 750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50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방독마스

크

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10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5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고무장갑
리구역내 작업자 원 필요시 65 켤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10 켤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고무코

장갑

리구역내 작업자 원 필요시 700 켤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해당 작업자 " 100 켤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면장갑
리구역내 작업자 원 필요시 600 켤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100 켤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가죽장갑
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50 켤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10 켤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가죽자켓, 

토시

리구역내 해당 작업자 필요시 2 Set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1 Set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완장

(식별용)

리구역내 안 리자 필요시 2 개 (오염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리구역외 " " 2 개 (사용 불가시 수시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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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안 일지 작성 내용

구          분 작성 시기 작성 횟수 비 고

안 교육일지 매월 12 회 총 교육시간 : 25 hr

작업  안 교육 작업시 매일 254 회

안 순시일지 주 3 회 124 회

시설물 안 검표 작업시 매일 256 회

리구역내 작업 안 검표 " 257 회

동공구류 안 검표 " 260 회

9) 비상 연락망 검  비상 책 수립

  
가) 비상연락망 검

- 비상연락망 작성 배포

- 비상연락망 매월 변동여부 악  반

나) 비상 책 수립

험  발생   요인 책 동원인원

리구역 내 

화재 발생

  소화기 배치  배치도 부착

12 명

  휴일인 경우 경비근무자로부터 

내용 수신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 통보

  방사선  산업안 리교육

리구역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출 발생
  방사선  산업안 리교육 12 명

방사성드럼 이동시 도, 

락 등으로 오염물질 

출 발생

  비상제염용품 비치

12 명

  장 리구역 설정  오염 확산 

방지

  방사선  산업안 리교육

  장 리구역 설정  오염 확산 

방지

  드럼 처리  제염

   (우선 안  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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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기술개발

가. 국내 학술 활동

게재원문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 회명

년도/

권/호

주연구(

발표)자

2004-001385 연구로 1,2호기 해체 철재폐기물의 규제해제농도기 (안)도출을 한 연구

국내 게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홍상범

2004-000333 The Status of The KRR-1&2 Decommissioning Activity

국내 발표 KOREA-CHINA Joint Workshop 정운수

2004-000775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제염해체활동

국내 발표 한국원자력학회 박승국

2004-001689 천연우라늄 오염에 한 방사선/능 측정기술 연구

국내 발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운수

2004-003272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제염․해체활동(1)

국내 발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박승국

2004-003274 극  콘크리트폐기물 자체처분을 한 피폭선량 평가

국내 발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홍상범

2004-003364
Radiological Assessment for Clearance of Very Low Level Concrete 

Wastes

국내 발표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홍상범

2004-003365
Radioactivity Analysis of the Decommissioning Wastes Contaminated 

by Uranium Using Gamma-ray Spectroscopy

국내 발표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정운수

2004-003334 Outline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in KAERI

국내 발표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JAERI&KAERI 박승국

2004-003273 극  콘크리트폐기물 매립처분에 따른 연령군별  피폭선량평가

국내 발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홍상범

2004-003032 해체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을 한 외부피폭경로 시나리오 평가

국내 발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홍상범

2004-001231 연구로 1,2호기 해체 황

국내 발표 제36차 OECD/NEA CPD TAG Meeting 정운수

2004-000878 연구로 2호기 동 원소시설 해체 인력투입평가

국외 발표 제3차 한불해체기술정보교환 세미나 박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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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 학술 활동

1) ISOCS/Genie-2000 Training Course 참가

가) 보고자 인 사항

- 소속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 직   직책 : 선임연구원/연구원

- 성명 : 서범경/홍상범

- 최종학력 : 학원졸/ 학원졸

- 화번호 : 8210/2745

나) 여행기간 : 2004. 4. 11 ～ 17

다) 목 지  경유지 : Meriden, Ct, USA

라) 여행목  

- 주목  :  ISOCS/Genie-2000 Training Course 참가

- 부목  : ISOCS 측정기술 련 력방안 의

마) 업무수행내용

- ISOCS(SU-474-4)/Genie-2000(SU470-5) Training Course 참

석

- ISOCS 측정기술 련 업무 의  기타사항

- 연구로 1&2호기 해체 장에 용하기 한 ISOCS 용 

Geometry 용방안 검토

- 선량평가를 한 MERCURAD 산코드 용방안 검토

- 방사선 계측시스템 제조시설 견학

바) 수집내용

- SU470-4 Genie-2000 System operation Manual

- SU-474-4 ISOCS Measurement manu니

- MERCURAD(Dose Rate Calculation Software) User Manual 

and Software(Ver 1.04)  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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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 인물

Dr. frazier L. Bronson, Vice President, CANBERRA

Miss. Gale Senglaub, International Sales Manager, CANBERRA 

Mr. Michele Parisi, Director of the Customer Service, 

CANBERRA 

Mr. Stan Bojanowski, Customer Support Manager, CANBERRA 

Miss. Nicole Guglietta, Training Service Coordinator, 

CANBERRA 

Mr. Glenn S. Centola, Support Engineer,CANBERRA 

Ph.D. Suk-Chul Yoon, Nuclear Physicist, CANBERRA 

아) 여행소감  건의사항

이번 Training을 통하여, 연구로 1,2호기  우랴늄 변환시설 해체 장에

서 직  방사능을 측정하기 한 ISOCS 사용법 교육  핵종분석을 

Geine-2000 Gamma Spectrum 분석 Software를 활용함에 있어 궁 했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손쉽게 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MURCURAD 산코드의 용 방안에 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ISOCS를 장에 직  용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제

공하고 있는 Templet을 장에 용하기 한 수정  보안을 통한 시행착

오가 수반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Templete이 한정되어서 장의 상황에 따

라 용의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시설견학을 통해서  직원이 300여명인 

회사에서 세계 계측기 시장에서 추 인 역할을 하는 CANBERRA의 놀

라운 기술력과 생상성에 놀라움을 할 수 없었다. 향후 원자력 련시설에 

ISOCS 장비의 용 필요성은 크게 증 될 것이며, 연구로 1,2호기  변환

시설 해체작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불 해체기술 정보회의 참석

우리나라와 랑스는 원자력시설의 해체기술  정보의 상호교환을 하

여 력 약을 체결하고 이와 련하여 지난 2001년에 랑스 마꿀

(Marcoule)에서 제1회 한-불 해체기술 정보교환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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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불 해체기술 정보교환 회의가 2004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랑스

의 까다라쉬(Cadarache)에서 개최되었다. 체 회의는 워크샵, 시설 방문 그

리고 향후 력에 한 논의가 있었다. 워크샵에서는 총 32개의 논문이 발

표되었고, 다음 6개의 분야에 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로그램은 별첨 1

에 첨부 하 다. CEA, KAERI, KOPEC과 충주국립 학의 정식 등록된 24명

의 참가자  observer 등 이 워크샵에 참가하 다. 

- 조직과 해체 황

- 해체 략  R & D 로그램

- 제염 기술

- 폐기물 리

- 라군 슬러지 처리

- DB, 기록 유지, 3차원 산모사  방사선/능 측정 

시설 방문은 까다라쉬(Cadarache) 소재의 ATUE(우라늄 변환시설로서 일

부 해체 ), Rapsodie와 마꿀(Marcoule)에 소재하고 있는 COGEMA의 UP1 

 ERFB(폐기물 처분 시설)와 CEA의 APM(재처리 시설 해체)에 한 시설 

방문을 하 으며 마지막으로 추후 력  공동 연구에 한 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방문한 시설의 간단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DTN Labs : 콘크리트 미생물  해질 제염, 시멘트 고화 등 제염 

연구실, 

- ATUE : CEA의 Cadarache center에 소재한 우라늄 변환 시설로서 

재 부분 해제 에 있음

- Rapsodie : 소듐 냉각 고속 실증로써 원자로를 제외한 모든 장치류

는 해체됨, IAEA 추천 Stage 2 단계

- UP1 : GCR의 연료 재처리 시설, 1997년 12월 운행 정지, 이후 4년

간 제염, 해체

- ERFB : 역청질 폐기물 드럼 복구 시설, 최근 시방  장 요건에 

의해 기존 폐기물 드럼의 분류, 탈수  재포장 자동화 시설

- APM : FBR의 재처리 시설, 부분 해체 , BROKK을 이용항 원격 

단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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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체 정보  기술에 한 항목으로 추후 력하기로 동의한 사항

이다.

- 단 장치  도구 개발

- 폐기물 처리

- 환경 에서의 토양 복원  콘크리트 제염 기술의 공동 진행 연

구 

- 데이터베이스, 3차원 산모사  해체 비용 평가 기술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2005년 4, 5월경에 개최하기로 합의 하 다. 다음

은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이다.

CONTENTS

I.  Organization  and Status

1.1  CEA'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Jean-Guy Nokhamzon  (CEA, Saclay)

1.2  CEA's Civil Clean up Plan

           Jean-Guy Nokhamzon  (CEA, Saclay)

1.3  Cadarache, CEA Research Center

           Alain Boulet  (CEA, Cadarache)

1.4  The Department of Nuclear Technology

           Christian Latge  (CEA, Cadarache)

1.5  CEA/Grenoble Facilities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B. Comte (CEA, Grenoble)

1.6  TRITON's Decommissioning

           Jean-Guy Nokhamzon  (CEA, Saclay)

1.7  Decommissioning  Project Status of the KRR-2

           Sam Tae Paik   (KAERI)

1.8  Uranium Conversion Plant Decommissioning

           Sung Tai Hwang and Doo Seong Hwang (KAERI)

1.9  KOPEC's Role in the Nuclear Industry of Korea

           Jae Hoon Jeong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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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commissioning Strategy and R & D Program

2.1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Strategy and Associated 

R & D

           Jean-Guy Nokhamzon  (CEA, Saclay)

2.2  R & D Activities on Decommissioning in KAERI

           Jin Ho Park  (KAERI)

2.3  Experience of Tools for the KRR-1 & 2 Decommissioning

           Sam Tae Paik  (KAERI)

III.  Decontamination Technology

3.1  Structural Material Decontamination for Maintenance or 

Decommissioning

           Christian Latge  (CEA, Cadarache)

3.2  Use of Surfactants for Nuclear Purposes Some Examples

           Sylvain Faure  (CEA, Marcoule) and Christian Latge (CEA, 

Cadarache)

3.3  Static Foams for Nuclear Decontamination ; Formulation, 

Structure, Stability and Efficiency

           Sylvain Faure  (CEA, Marcoule)

3.4  Decontamination of Solid Wastes-Overview of Some Other 

Techniques

           Sylvain Faure  (CEA, Marcoule) and Bruno Fournel  (CEA, 

Cadarache)

3.5  R & D Activities for Soils Decontamination and Environment

           Claire Sahut and Christian Latge  (CEA, Cadarache)

3.6  Low Waste Technologies for Soil Decontamination near KRR 1&2

           H.J. Won, G.N. Kim, C.H. Jung, J.H. Park and W.Z. Oh  

(KAERI)

IV.  Waste Management

4.1  Research, Development and Experimentation 

           Jean-Marie Carrere (CEA, Marcoule)

4.2  Center of Expertise for Conditioning and Interim Storage of 

Radioactive Materials (CE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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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 Brunel (CEA, Marcoule)

4.3  ERFB Bitumenized Waste Drum Retrieval Facility

           COGEMA  (Marcoule)

4.4  Waste Management

           Jin Ho Park  (KAERI)

V.  Lagoon Sludge Treatment

5.1  Lagoon Sludge Treatment

           Sung Tai Hwang and Doo Seong Hwang  (KAERI)

5.2  The Biodenitrification of Uranium Conversion Waste Stored in 

Lagoon

           B.Y. Cho  (CNU), C. Sahut, M. Libert and C. Latge  (CEA,  

Cadarache)

5.3  Thermal Denitration of High Concentration Nitrate Salts Liquid 

Waste

          Sung Tai Hwang and Doo Seong Hwang  (KAERI)

VI.  Database, Record keeping, 3D Simulations and Measurement

6.1  France Record keeping for CEA's Decommissioning Project

           Jean-Guy Nokhamzon  (CEA, Saclay)

6.2  REXDIN                   Tean-Marc Dufaud  (CEA, Marcoule)

6.3  Database Structures for Record keeping in Decommissioning of 

KRR 1 & 2                      Kwan Seong Jeong  (KAERI)

6.4  Evaluation of Manpower Consumption for KRR-2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Decommissioning

           Seung Kook Park  (KAERI)

6.5  Teleoperation and 3D Simulation Developments for Dismantling 

Operations                Jean-Marc Idasiak  (CEA, Marcoule)

6.6  Nuclear Measurements for Decommissioning

           Christophe Le Goaller  (CEA, Marcoule)

6.7  Dose Rate Analysis during Reuse/Recycle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concrete Building              Seung Ki Lee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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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NEA CPD 산하 36차 TAG Meeting 개최

 OECD/NEA CPD 산하 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은 가입국들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체정보교환 로그램으로 

1985년에 CPD(Cooperative Program of Decommissioning)를  결성하여 

7개국(미국, 카나다, 국, 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10개 로젝트로 출

발하여 재 14개국 40개 로젝트로 확 되었다. CPD 로그램으로 해체

문가( 로젝트 책임자)의 정보교환 회의인 TAG(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이 매년 , 가을로 각국을 순방하면서 자국의 해체 로젝트 

진행상황과 용기술에 한 발표가 있으며 용기술에 한 각국의 사례와 

안에 한 문 인 토론을 갖는다.

제36차 TAG 회의는 CPD의장과 TAG의장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개최되

었으며, 8개국 16개 기 이 참여하여 9개의 핵주기시설, 12개의 연구로시설

과 4개의 신규 로젝트에 한 해체 황 발표가 있었다. 각 참여기 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체 황(Progress Report)과 발표한 자료들을 수록하 으

며, 아울러 참여자 인 사항들을 첨부하 다.

가) 회의개요

 

- 회의기간 : 2004년 5월 10일 ～ 2004년 5월 14일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한국

- 참여국가  기  : 한국, 국, 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벨기에(8개국, 16개 기 )

- 총 참석인원 : 26명(한국 5명 포함)

나) 해체 로젝트 진행 황 발표

 

- Eurochemic 

   ◦ 발표자 ; Robert Waltery (Belgoprocess, 벨기에)

- B204 Bays

   ◦ 발표자 : Ernie Aikens (AECL, 카나다)

- UP-1

   ◦ 발표자 : Bernard Vignau/ Michel Puigredo (CODEM, 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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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A BNF 57

   ◦ 발표자 ; Michel Jeanjacqures (CEA, 랑스)

- ELAN 2B 

   ◦ 발표자 : Michel Jeanjacqures (CEA, 랑스)

- WAK

   ◦ 발표자 ; Luis Valencia (Forschungszentrum Karlsruhe Dept. 

HDS, 독일)

- JRTF

   ◦ 발표자 ; Katzutoshi Miyajima (JAERI, 일본)

- ACL - ACF

   ◦ 발표자 ; Borje Johonsson (Studsvik Radwaste, 스웨덴)

- Uranium Conversion Plant

   ◦ 발표자 ; Yun- Dong Choi (KAERI. 한국)

- BR-3 PWR Pilot Project 

   ◦ 발표자 ; Vincent Massaut (SKC․CEN, 벨기에)

- EWN Greifswald

   ◦ 발표자 ; Axel Backer (Energiewerke Nord Gmbh, 독일)

- MZFR

   ◦ 발표자 ; Erwin Prech (Forschungszentrum Karlsruhe Gmbh, 

독일)

- KNK  

   ◦ 발표자 ; Luis Valencia (Forschungszentrum Karlsruhe Gmbh, 

독일)

- Brennilis / EDF Programme 

   ◦ 발표자 : Jean Mark Bilau (EDF-CIDEM, 랑스)

- WAGR

   ◦ 발표자 : Terry Benest (UKAEA, 국)

- PFR

   ◦ 발표자 ; Terry Benest (UKAEA, 국)

- Fugen-1

   ◦ 발표자 ; Akira Mutsushima (JNC, 일본)

- Fugen-2

   ◦ 발표자 ; Shinji Kawagoe (JNC, 일본)

- Toka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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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 Tadamishi Satoh (JAPC, 일본)

- KRR-1&2

   ◦ 발표자 : Un-Soo chung (KAERI, 한국)

- R&D on D and D

   ◦ 발표자 : Won-Zin Oh (KAERI, 한국)

- APM Reprocessing Plant

   ◦ 발표자 : Michel Jeanjacques (CEA, 랑스)

- Plutonium Fuel Fabrication Plant

   ◦ 발표자 : Akihiro Kitamura (JNC, 일본)

- BUGEY-1

   ◦ 발표자 : Jean Mark Bilau (EDF-CIDEM, 랑스)

- Nuclear Decommissioning in the UK Changing Times

   ◦ 발표자 : Terry Benest (UKAEA, 국)

다) Technical Tour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

․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 하나로 시설 견학

․ 동 원소 생산시설 견학

․ 조사재시험시설 견학

․ 우라늄변환시설  라군시설 견학

-. KRR-1&2시설  해체공사 장 방문

․ KRR-2 부속시설인 동 원소생산시설  실험실 해체완료/ 제염실 견

학

․ KRR-2 원자로실 해체공사 장 견학

․ KRR-1 원자로실 견학

․ 주변 부 시설 견학

OECD/NEA

CO-OPERATIVE PROGRAMME ON DECOMMISSIONING

Shankar Menon, Programme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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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PC/04/03

2004-04-27

DRAFT

Thirty-Sixth Meeting of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10-14 May, 2004

Proposed Agenda 

1. Approval of the Agenda

2. Summary Record from TAG 35

3. Status reports from the participating projects

� Fuel Plants

� Reactors

4. New Projects

5. Organisational matters

� Introducing the new Programme Co-ordinator

� Co-operation with WPDD

6. Future meetings of the TAG

7. Other matters

Order of Presentations

Fuel Facilities

1. Eurochemic Robert Walthery

2. B204 Bays Ernie Aikens

3. UP1 Benard Vignau / Michel Purigredo

4. CEA BNF 57 Michel Jeanjacques

5. ELAN 2B Michel Jeanjacques

6. WAK Luis Valencia

7. Uranium Conversion Plant Yun-Dong Choi

8. JRTR Katzutoshi Miyajima

9 ACL-ACF Borje Johnsson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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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3 Vincent Massaut

2. EWN Greifswald Axel Backer

3. MZFR Erwin Prechtl

4. KNK Luis Valencia

5. Brennilis/EDF Progress Jean-Marc Bilau

6. WAGR Terry Benest

7. PFR Terry Benest

8. Fugen 1 Akira Mutsushima

9. Fugen 1 Shinji Kawagoe.

10. Tokai-1 Tadamishi Satoh

11. KRR 1&2 Un-Soo Chung

12. R&D on D&D Won-Zin Oh

New Projects and Additional Items

 

1. APM Reprocessing Plant     Michel Jeanjacques.

2. Plutonium Fuel Fabrication Plant        Akihiro Kitamura

3. BUGEY-1              Jean-Marc Bilau

4. UK Nuclear Decommissioning Reorganization         Terry Benest.

참석자  명단

Belgium 

Robert Walthery 

Belgoprocess 

Gravenstraat 73B-2480 Dessel 

E-mail : robert.walthery@belgoprocess.be 

Massaut Vincent 

SCKCEN (Belgian Nuclear Research Centre) 

Boeretang 200,2400 Mol, Belgium 

E-mail : vmassaut@SCK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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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rnie Aikens 

Chalk River Laboratories, Chalk River, ON, Canada, K0J1J0 

E-mail : aikense@aecl.ca. 

France 

Michel JEANJACQUES 

CEA 

DRSN-SAFAR-CEA-Fontenay aux roses route du Panorama 92260 

Fontenay au roses 

E-mail : michel.jeanjacques@cea.fr 

Bernard VIGNAU 

CODEM 

Route d'Avignon BP4 30201 Bagnols sur Cèze France 

E-mail : bernard.vignau@codem-gie.fr 

Michel PUIGREDO 

COGEMA 

COGEMA Marcoule BP76170 30206 Bagnols/Céze Cedex Franch 

E-mail : mpuigredo@cogema.fr 

DECOBERT Guy 

AREVA /COGEMA 

2, Rue Paul Dautier 78141 VELIZY-VILLACOUBLAY FRANCE French 

E-mail: GDECOBERT@cogema.fr 

Jean-Marc Bilau 

EDF-CIDEN 

BP 121269611 Villeurbanne Cedex France 

E-mail : jean-marc.bilau@ed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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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Luis Valencia 

Forschungszentrum Karlsruhe, Department HDB 

P. O. Box 3640, 76021 Karlsruhe, Germany 

E-mail : luis.valencia@hdb.fzk.de 

Axel Backer 

Energiewerke Nord GmbH 

EWN GmbH, POB 1125, D-17509 Lubmin Germany 

E-mail : axel.baecker@ewn-gmbh.de 

Erwin Prechtl 

Forschungszentrum Karlsruhe GmbH MZFR Germany 

FZK, P.O. Box 3640, D-76021 Karslruhe

E-mail : Erwin.Prechtl@mzfr.fzk.de 

Japan 

Kazutoshi Miyajima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JAERI) 

2-4 Shirakata-shirane, Tokai-mura, Ibaraki-ken, 319-1195, Japan 

E-mail : miyajima@popsvr.tokai.jaeri.go.jp 

Akihiro Kitamura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4-33 Muramatsu, Tokai-mura, Naka-gun, Ibaraki, Japan 

E-mail : kitamu@tokai.jnc.go.jp 

Tadamichi Satoh 

JAPC 

Mitoshiro Bldg. 1-1, Kanda-Mitoshiro-cho, Shiyoda-ku, Tokyo 

101-0053, Japan 

E-mail : AMAB@enres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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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 Matsushima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3, Myojin-cho, Tsuruga-shi, 

Fukui, Japan 

E-mail : akira@fugen.t-hg.jnc.go.jp

Shinji Kawagoe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3, Myojin-cho, Tsuruga-shi, Fukui, Japan 

E-mail : kawagoe@fugen.t-hg.jnc.go.jp

Sweden

Shankar Menon 

Menon Consulting AB 

Fruaqngsgatan 25 F, S-61130, Nykoping, Sweden 

E-mail : shankar.menon@menon-consulting.se. 

Jan Carlsson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 

PO Box 5864, SE-102 40 Stockholm, Sweden 

E-mail : jan.carlsson@skb.se 

Borje Johnsson 

Studsvik RadWaste 

SE-61182 Nykoping,Sweden 

E-mail : borje.johnsson@studsvik.se 

United Kingdom 

Terrry Benest 

UKAEA 

B55, WINDSCALE, SEASCALE, CUMBRIA. ENGLAND. CA20 1PF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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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terence.benest@ukaea.org.uk 

Jim Jones 

Consultant

Underwood House, Bootle, Millom, Cumbria LA19 5UH. 

E-mail : jim_jones@btinternet.com 

Korea 

Jin-Ho Park 

KAERI 

150 Deo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E-mail : jhpark1@kaeri.re.kr 

Us-Soo Chung 

KAERI 

150 Deo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E-mail : uschung@kaeri.re.kr 

Yun-Dong Choi 

KAERI 

150 Deo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E-mail : ydchoi1@kaeri.re.kr 

Ki-Jung Jung

KAERI

150 Deo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E-mail : kjjung@kaeri.re.kr

4) KAERI & 일본 JAPC 해체 기술정보 교환 회의

일본의 발 주식회사 인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에서 

재 진행 인 Tokai Power Station -1의 해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가 

3인이 연구로 1,2호기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와 련하여 해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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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환 회의에 참석하고자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하 다.

일본 JAPC 해체 분야와는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향우 아국의 

발 소의 해체 략 수립  해체 엔지니어링 기반 기술 확보 차원에서 많

은 기술  정보에 발표  토의를 하 고 우리 해체 시설인 서울의 연구로 

1,2호기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장을 견학하 다. 다음은 상호간 발한 

주제  발표자이다.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Program (11th, Oct) 

1. The status of the KRR-1&2 Decommissioning Activities

Seungkook Park, KAERI

2. Tokai-1 Decommissioning Project

Daiichiro Oguri, JAPC

3. JAPC Challenge Decommissioning

Kenichi Tanaka ,JAPC

4. Waste Management

Unsoo Chung, KAERI

5.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trategy in Japan

Satoshi Karigome ,JAPC 

6. Radiological Assessment for Free Release of Scrap Metals from 

Nuclear  Facility 

Sangho Kang, KOPEC

7. JAPC plan for Very Low Level(L3) Waste Disposal

Satoshi Karigome ,JAPC 

8. Radiological Assessment for the Clearance Level of Concrete Waste 

from the Decommissioning of KRR-1&2 

Sangbum Hong, KAERI

7. Discussion 

Participants

JAPC (Japan Atomic Pow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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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Daiichiro Oguri

Deputy General Manager, Decommissioning Project Dep.

Mr. Satoshi Karigome

Deputy General Manager, Decommissioning Project Dep.

Mr. Kenichi Tanaka

Genden Information System company

Manager, Nuclear engineering Dept.

5) 한일 해체 기술정보 교환 회의

제2차 한일 해체기술정보 교환회의를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연구소에서 

개최하 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와 2002년도에 제1차 회의를 일본 원자력연

구소 인 Tokai에서 개최하여 상호 해체 기술  정보에 한 교환 회의를 

수행 한 바 있다. 당  작년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JAERI 측의 

사정으로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것이다. JAERI에서 2인의 해체  폐기물 

리 문가가 참석하여 회의  토의를 하 고 재 진행 인 우라늄 변환 

시설  연구로 1,2 호기 해체 장도 방문 하 다.

다음에 해체기술 정보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회의록을 나타내었다.

1. PARTICIPANTS

Japanese           see annex 1

Korean            see annex 2

2. FRAME  WORK OF COOPERATION

"Th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etween KAERI 

and JAERI"was signed on May 25, 1990. The agreement was revised in 2001 

to include the field of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he visiting 

and information exchange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gra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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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including Volume Reduction"

3. PLACE

Daejeon and Seoul, KAERI

4. THE 2nd TECHNICAL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ON 

DECOMMISSIONING

The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decommissioning was exchanged in 

the following subjects.

<Monday November 22nd>

-KAERI : Outline of decommissioning project in KAERI

-JAERI : Outline of D & D activities in JAERI

-KAERI : Waste management at decommissioning site at KAERI 

-JAERI : JAERI's experience of the low level radioactive waste from 

decommissioning 

-JAERI : Study on method of clearance level verification 

-KAERI : Radioactivity analysis of the decommissioning wastes 

contaminated by uranium using gamma-ray spectroscopy

<Tuesday November 23rd>

-KAERI : Radiological assessment for clearance of very low level 

concrete wastes 

-JAERI : Development of public dose assessment code for dismantling of 

nuclear reactors 

-KAERI : Dose rate analysis for the free release of the building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KAERI :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D & D for nuclear facilities in 

KAERI

-KAERI : Decontamination of cesium contaminated soil 

-KAERI : Technology development of irradiated graphite was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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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Thursday November 24th~25th>

-Visit Uranium Conversion Facility Decommissioning Site

-Visit HANARO (Research Reactor)

-Visit Korea Research Reactor 1 & 2 Decommissioning Site (Seoul)

5. DISCUSSION FUTURE COOPERATIVE PLAN

Annex 1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r. Tsutomu Ishigami

Head, Decommissioning Technology Laboratory

Department of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Mr. Takenori Sukegawa

Deputy General Manager, Technology LaboratoryDepartment of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Annex 2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r. Jinho Park

Director, D & D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Mr. Unsoo Chung

Head, Department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D & D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Mr. Seungkook Park

Principal Researcher, Department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D & D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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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angbum Hong

Researcher, Department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D & D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Dr. Yoondong Choi

Project Manager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Decommissioning 

Projects

D & D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Mr. Seungki Lee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KOPEC) : Invited by KAERI

다. 로젝트 리 시스템 개발

1) 필요성

   수행되고 있는 연구로의 해체 과정에서 로젝트의 리 측면에서 나타

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특징들은 연구로의 해체 과정에

서 나타나는 site specific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인력 리; 인력의 운  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인력

의 선택 당시에 요구되었던 인력의 특성에 따라서 알맞은 작업에만 투입시

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해체 작업에 련된 단공이 제업 작업이

나 폐기물 리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문성에 

따라서 작업하지 못하므로 작업 효율의 하를 상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

나는 상치 못했던 해체 작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 작업이 상 기간보

다 지연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인력의 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상은 특히 해체 작업의 창기이나 해체 작업이 단순한 경우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 장비 리; 재 연구로 해체 장의 장비의 운용 특성  가장 심각

한 것은 장비가 이미 기존의 선진국 해체 시장에서는 리 사용되고 있으나 

비용, 장비 구매 기간 는 차후 활용성 때문에 이의 체품 는 체 방법

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 인 를 들면 원격 해체 장비의 운반기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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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BROKK로 알려진 장비는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가격  차후 활용성 

때문에 구매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체 로젝트의 규모 상 많은 

수의 동일한 장비의 구매 확보가 불가능하여 동일한 장비가 어려 곳에서 필

요로 하는 경우 이의 리가 해체 활동의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

고 장비의 구입이 어려워 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 는 상치 못했

던 상의 발견으로 이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할 때 이들 장비의 구매 는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 원자력 산업을 포함하여도 국내 해체 시장의 기

술 수 이 낮아 필요한 기술의 공 이 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다. 이러한 상의 발생시 재로서는 이에 의한 로젝트의 향, 해결 

방안 등에 한 분석과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

되었던 는 와 같이 상하지 못했던 간에 장비의 개발, 제작의 비용과 

기간 외국의 유사 장비의 구매 등에 한 비교 평가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 폐기물 리: 재 연구로 해체에서는 발생 방사성 폐기물의 최소화가 

해체 략  요한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성공 인 수행을 

하여 반복 인 제염 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많은 양의 방사성 페기물을 

규제 해제 상(conditional release) 는 비오염 폐기물 (unrestricted 

release)로 환이 가능하 다. 그리고 이를 하여, 음  세척장치, 화학 

제염 장치, 스  분사 제염장치 등의 제염 설비를 개발 운 하고 있으며 발생

하는 속, 콘크리트 블록 등의 제염은 scabbler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이 폐기물의 최소화가 제염 기술의 확보 차

원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해체 작업 효율의 최 화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와 같이 제염 상물이 콘크리트

를 제외하고 많지 않은 경우 이에 한 평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해체 작업의 특징으로 보면 개의 모든 특징이 해체 

로젝트의 규모가 작다는데서 기인하는 하는 것으로 쉽게 상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서 찾아야 하며 이를 하여 

자료를 모으기 하여 DB 시스템도 개발하고자 하 다. 그러나 해체 작업의 

결과가 용이하게 입력되지 못하고  자료의 분석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인의 악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실시간까지는 어렵다고 하여도 작업이 수행되는 2～3후에는 

이러한 인력, 장비 는 폐기물의 리 상태가 분석되어 로젝트의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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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어야 한다. 

2) 로젝트 리 시스템의 구조

   해체 자료의 산화에는 개 세 가지 목 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해체 

자료의 보 으로서 차후 유사한 로젝트의 reference 역할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본 자료를 이용하여 해체 비용의 산정과 같은 해체 로젝트 

측 로그램의 개발과 그의 평가를 한 source data의 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젝트의 효율  운 을 한 해체 작업 황 악을 

한 자료 제공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를 하여  세 가지 목 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림 2.2.15와 같이 구성할 정이다.    

그림 2.2.15. 로젝트 리 시스템의 구조 

3) 자료 입력 시스템

    그림 2.2.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료 입력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하나는 해체 계획서, 시설 설계/건설자료 등으로서 한번 입력하면 

계속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계획 자료이며 하나

는 해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력 투입, 투입된 인력의 방사선 피폭, 장 방

사학  상태 등 해체가 진행되면서 매일 매일 입력하여야 하는 해체 자료이

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2004년에는 매일 매일 입력하여야 하는 해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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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시스템을 개발 하 으며 이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입력하여야 하는 해체자료의 종류를 자료의 특성 별로 요약하면 표 2.2.2

와 같이 해체 작업 리, 방선선 안  리, 폐기물 리  기타의 네 가지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입력 자료를 두 가

지 형태로 나 어 입력할 수 있는데 나 는 기 은 발생 빈도이다. 즉 매일 

발생하는 자료를 작업 일보의 형식을 취하여 입력되며 산 집행 자료, 작업 

허가서 자료, 고체 폐기물 자료 등은 매일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 자료의 

형식으로 입력된다. 

종류 구분 작업일보 형식 참고자료 형식

해체 작업 

리

 공사명 리  산의 집행 자료

 작업일보 기본 자료  방사선 작업허가서

 해체 작업 상세 내용

 해체 인력 투입 내역

방사선 안  

리

 작업자 피폭 리 자료
 표면 오염도  조사선량률 

측정

 방사선작업 리 자료

 장 고정 방사선/능 감시

폐기물 리

 기체 유출물 리
 방사성폐기물 드럼/용기특성 

자료

 액체 폐기물 리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고체 폐기물 리  해체물 작업 후 오염검사

기타
 장비 리  

 교육 리

표 2.2.2. 입력되는 해체 자료의 종류 

   각 입력 항목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해체 작업 상세 내용은 여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서 하루의 해체 작

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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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입력 이유  입력 자료의 종류 련된 코드  번호

언제(when) 작업 일보 일련번호 작업 일련번호

어디서 (where) 시설 련 자료 시설코드

가 (who) 인력 투입자료 인력 투입 시간

무엇을(what) 작업 종류 작업 코드

왜 (why) 공정 계획 자료 공정 작업 번호

어떻게(how) 장비 사용 자료 장비 코드

표 2.2.3. 입력되는 해체자료의 상세 내용

    ○ 해체 자료  폐기물 리의 상세 참고 자료의 작성과 내용은 폐기

물의 리 방법과 연  계를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리 방안은 다음 그

림 2.2.16과 같다. 즉 장에서 단 는 철거 작업에 의하여 고체 폐기물

이 발생하면 이를 모두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하고 이 각 부분에 하여 해

체물 marking number를 부여한다. 이들 각 해체물은 표면 오염도, 방사선

량율 등은 측정하여 기 에 맞도록 분류한다. 여기까지의 작업이 분류작업

(WSS)로서 이 과정의 자료를 “해체물 작업 후 오염검사” 자료에 입력한

다. 이와 같은 분류 작업에서 방사성 폐기물로 는 규제해제 상, 비오염 

폐기물로 결정되면 이들을 동일한 해체물로서 grouping하고 이 grouping된 

폐기물에 인식 번호를 부여한다. 이 게 하나의 인식 번호가 부여되면 이 각

각의 특성을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에 입력한다. 이 해체물 group이 규

제해제 상, 비오염 폐기물이면 그 로 반출하여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 보 하며, 방사성 폐기물이면 200리터 드럼이나 4m3 컨테이 에 포장

하여 방사성 폐기물로 리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드럼/

용기특성 자료” 더 작성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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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고체 폐기물 리 방안과 해체자료 입력 분야와의 

계

    ○ 해체 자료는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연  계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pool 내부의 thermal column nose의 수  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에 방사선 안  리 에 의한 방사선 작업의 수행, 발생 폐기물의 폐기물 

리 에 의한 리, 이러한 작업의 QC 에 의한 documentation 동시에 

수행되며 이들 사이의 연  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 

리 작업의 상세한 자세한 내용은 그 발생빈도는 으나 한번의 자료 양이 

많아 참고자료 형식으로서 입력하게 됨으로서 다른 입력 자료에서 이들 작

업 계를 연 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계작업을 하는 것이 작업 일

련번호로서 구성은 OO YMMDD - XXX형식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OO는 

작업 분야, YMMDD는 작업 수행일 XXX는 연번을 나타낸다.

   해체 자료의 입력 시스템을 구성하기 한 기본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 해체 자료의 입력에서 입력 error를 최소화하기 하여 가능하다면 

자료를 code화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한 코드의 

종류는 표 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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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자료는 각 분야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에서 분야라

고 함은 장에서 업무 분장의 분류를 고려하여 해체(제염), 유지보수, 방사

선/능 리, 폐기물 리, 품질 리, 기술 력 분야로 하 으나 최종 작성 

책임자는 주 계약자의 장 소장으로 하 으며 소장이 최종 확인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창기에는 는 이의 입력 능력을 고려하여 장 소장의 입력을 

권장하 다.

    ○ 본 시스템은 자료의 입력에만 련된 것으로 자료의 가공  출력은 

차 후 개발하기로 한다. 다만 입력은 컴퓨터에서 직  입력과 Excell 자료의 

입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 다. 

    ○ 자료의 가공이나 출력과는 별도로 입력 자료를 hard copy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도록 하 다. 이는 작업 일보의 작성과 자료 입력의 작

업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서 작업일보의 입력이 완료되면 

이를 출력(print)하여 작업 일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 입력 시스템에는 근 허용자만이 login할 수 있도록 하고 login하면 

처음 입력 페이지가 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페이지에서 “코드 리”, “작업

일보 입력”, “참고자료 입력”  “출력 리“가 선택되어 질 수 있도록 한

다. 이고에서 선택하여 차례 로 입력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독립

된 보고서로 발간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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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분류 분류 소분류 비고

시설 련코드 site 코드 시설구분코드 시설코드

작업 련코드 작업분야 작업분류 작업코드

WBS number 분야/분류 WBS number

공정번호코

드와 동일

  의미

기  련 코드
회사코드

참여 업무 코드

인력 련 코드 참여 인력

장비 련 코드 장비업무 분야 장비 간 분류 장비코드

폐기물 련 

코드

화학성분 폐기물 

분류

화학성분 폐기물 

소분류

차후 처리가능성 

폐기물 분류

폐기물 장장소 

코드
장장소 분류 장장소 소분류

산 련 코드 산집행 분류 산집행 분류 산집행 소분류

기타코드

고정 선량계 종류 고정선량계코드

환기시설 치 환기 시설팬 

표 2.2.4.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 

   본 입력 시스템의 사용언어는 JSP, JAVA,PL/SQL 등을 사용하고 시스템 환

경(hardware 장비  software program의 종류  조건, 구성)은 다음 표 

2.2.5  2.2.6과 같으며 이들의 구성도는 그림 2.2.16과 같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시스템의 운 (입출력  검색)은 기본 으로 Web Brower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변환 시설의 해체 등은 연구소 내 LAN을 

통하여 DB Server에 연결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서울 해체 작업 장에

서는 Internet의 연결과 연구소의 Fire wall에 한 보호 문제로 주어진 자료

를 일로 만들어 e-mail 등으로 송한 후 DB server에서 입력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 일의 구성 방법은 작업일보와 참고자료로 나 어 수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 송을 한 일을 나 어 작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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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세부 규격 remarks

Server

WEB Server

 CPU: Pentium 4 (2.1 GHz), 

 2 CPU

 HDD: 100 GB

 Memory : 2 GB

DB Server

 CPU: Pentium 4 (2.1 GHz), 

 2 CPU

 HDD: 100 GB

 Memory : 2 GB

Client Client PC

 CPU: Pentium series

 HDD: 80 GB

 Memory : 1 GB

표 2.2.6. Hardware 부분사양 

이 기간은 자료의 검색조건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를 들면 

작업 일보의 송을 한 일의 이름은 작업 기간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일명 DAILY20040713_20040715에는 7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작업한 작업 일보 세 개가 포함된다. 

구분 품명 세부 규격 remarks

Server

Browser Internet Explorer 5.5

DB Server Oracle(RDBMS 9i)

WEB Server Oracle 9i AS

OS Window 2003 Server

Middle Ware SQL Net  Option

Tool
PL/SQL, JAVA, JSP of 

Oracle

Client
Browser Internet Explorer 5.5

OS Window 98

표 2.2.5. Software 부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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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 Hardware/Software 구성도 

4) 리 항목

   와 같이 입력된 자료로부터 얻고자하는 가공된 정보는 표 2.2.7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체 로젝트를 리하기 한 자료의 가공도 있으

나, 방사성 페기물의 드럼 정보와 같이 재 KINS가 주 하는 폐기물  DB

인 “WACID”의 기본 입력 자료의 생산, 계약자와 비용을 정산하기 한 투

입 인력의 통계 등과 같이 당면한 사업 리 자료의 생산의 물론 해체 반

에 걸친 효율을 장기 으로 평가, 분석하기 하여 어느 기간 후에 평가해 

볼 만한 것도 포함하 다.

   이 자료의 가공 단계는 분석할 자료의 선택(Sorting), 자료의 변환

(Transformation), 자료의 가공(Treatment), 분석 결과 자료의 형성

(Formation)  이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기 한 일의 환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폐기물 발생  리에 한 WACID 보고 자료를 만들기 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과정의 를 의 단계의 는 그림 2.2.18과 같다. 여기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자료는 일명이 CHARACT인 자료에서 선택하는 것으

로 폐기물의 반출일자가 자료 선택의 기 이 된다. 를 들면 반출일자의 범

를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2분기)로 하면 그동안에 반출된 모든 

폐기물의 자료 에서 폐기물의 종류, 반출된 폐기물의 장장소, 폐기물 무

게, 폐기물 발생 시설 등의 WACID 입력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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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WACID의 언어에 맞도록 자료를 변환 시킨다. 를 

들면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화학성분 분류 코드에서 철재류는 FE 분류되

었으나 WACID 코드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W_TY12이므로 이와 같이 환

하고 폐기물 발생 시설이 K2R-AUX이므로 WACID코드에서 요구하는 발생 

장소인 KRR2로 환한다. 다음은 이 자료 가공단계로서 폐기물의 코드  

발생 장소가 동일한 폐기물의 총 량을 계산하는 등 자료를 가공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든 요구 조건이 포함된 일을 작성한다. 그리고 끝으

로 자료가 결과물로서 나타내어야 하는 file의 형태로서 바꾸어 다. 를 

들면 WACID의 경우 WACID코드의 입력을 하여 자료는 반드시 EXCEL 

일로 주어져야 하므로 이를 EXCEL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

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는 Table형태로 환 된다.

 

분야 단기 사용 분석 장기 사용 분석

작업 

리

- 해체 작업별 인력 투입

-  공정 진척 상황

- 해체 작업별 타 분야 근무

- 작업별 장비 사용 시간

- 작업 인력 자료 통계(정산 자료용)

- 해체 작업별 타 분야 근무

- 교육 시간  빈도

- 장비수리, 설치 등에 한 통계

산 

리
- 산 집행율 변화 - 분야별 산 집행 황

방사선

안

리

- 각 기간별 피폭자료(개인, 집단)

- 측치와 측정치의 비교

- 평균치 보다 높아진 경우 분석

- 장 방사선 리 자료와 피폭량

  의 계분석

- 각 기간별 피폭자료(개인, 집단)

- 해체 작업별 공간 선량율/표면

  오염도 변화

폐기물 

리

-제염 효율 분석

   + 제염도 변화

   + 분석 시간 변화

   + 제염 인력 소요

- 폐기물 량의 변화

- 방사성 폐기물 리 자료

    (WACID code 자료생산)

- Solid waste tracing

표 2.2.7. 해체 자료로부터 가공된 2차 정보 



- 173 -

그림 2.2.18. 자료의 2차 가공 로세스(WACID 보고 자료의 ) 

라. 방사성콘크리트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한 피폭선량평가

1) 개요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제염․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의 자체처

분을 하여 국내 원자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차체처분에 한 

규정”의 처분제한치를 만족함을 입증하기 하여 상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상 콘크리트폐기물은 연구로 1,2호기 폐로사업의 방사성폐기물 리 차서

(KAERI/RW-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방사성폐기물을 선정하여 평가하 다. 

선정된 비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능을 측정한 결과 검출하한값(MDA : 

Minimum Detectable Activity)이하이며, 폐기물의 양은 33.26 톤이다. 그러나 

본 평가에서는 보수 으로 35톤으로 가정하여 평가하 다. 상 콘크리트 폐기

물은 발생된 시 부터 평가시 까지의 장기간 동안 방사성붕괴에 의한 효과

를 고려하여 핵종별 최  농도를 아래의 표 2.2.8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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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핵종 기비방사능 반감기(yr) 재방사능

Co-60 0.01 5.27 0.008

Cs-137 0.007 30.0 0.0067

표 2.2.8. 방사성붕괴효과를 고려한 콘크리트폐기물의 비방사능

 평가 상 핵종인 Co-60  Cs-137의 경우 β- 붕괴과정을 통하여 안정핵종

이 되며, 붕괴과정에서 딸핵종의 생성은 없다. 평가기간은 매립장 폐쇄 후 일반

인이 매립장 상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00년으로 평가하 다. 

시나리오의 구성을 하여 콘크리트 재활용  매립에 한 국내의 건설폐기물 

처리 황  재생골재 생산  처리 황에 한 자료를 분석하 다. 국내 건설

폐기물의 유통경로를 바탕으로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

크리트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한 상피폭선량 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선정하

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입력

변수는 가능한 국내의 실정에 합하도록 하고, 국내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국의 문헌을 참고하여 보수 으로 선정하여 평가하 다.

2) 과정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제염․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의 자체처

분을 한 상피폭선량은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피폭시나리오의 구성에 따

라 달라진다. 국내의 건설폐기물 유통경로를 고려하여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

용(도로건설)  매립에 따른 피폭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피폭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

사선에 의한 직  외부피폭, 둘째 작업  거주상황에서 부유된 방사성물질의 

흡입, 부주의한 섭취  매립장 상부 거주자 재배한 농작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

폭이 있다. 자체분 상 콘크리트폐기물 피폭선량 평가를 한 시나리오  피폭

경로를 표 2.2.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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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구분
피폭경로

외부피폭 호흡 섭취

SC1 콘크리트 처리 작업 피폭 EE1 IH1 IG1

SC2 콘크리트 운송 작업 피폭 EE2

SC3 선 /하역 작업 피폭 EE3 IH2 IG2

SC4 도로건설 작업 피폭 EE4 IH3 IG3

SC5 포장된 도로  운  피폭 EE5

SC6 매립 작업 피폭 EE6 IH4 IG4

SC7 매립장 폐쇄 후 거주 피폭 EE7 IH5 IG5

표 2.2.9. 시나리오에 따른 피폭경로

외부피폭선량 평가의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의 Geometry에 따라 MCNP 4C

를 이용하여 평가 고, 내부피폭의 경우 NUREG/CR-1640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학  모델을 근거로 평가하 다. 단, 매립시나리오의 경우 RESRAD 산코드

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에 용된 각각의 인자는 우선 국내 특성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국내에 조사

된 자료가 부재한 경우는 외국의 문헌에 제시된 값을 비교하여 부수 으로 선정

하여 용하 다. 

재 국내에서는 방사선방호기 으로 ICRP 60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효선량

(Effective Dose) 개념을 도입하여 피폭선량 평가시 유효선량의 개념을 용하

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 외부  내부피폭선량 평가 평가에서 

The ICRP Database of Dose Coefficients(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량환

산인자(Dose Conversion Coefficients)를 용하여 평가하 으며, 내부피폭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1μm AMAD(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를, 

작업자의 경우 5μm의 AMAD 입자크기를 용하 다.

연간개인피폭선량은 피폭시나리오에 따라 해당 피폭경로 별로 더하여 산출

하 으며, 그 결과 아래의 그림 2.2.19에 나타내었다. 



- 176 -

그림 2.2.19. 시나리오별 개인피폭선량

집단선량 평가를 한 결정집단(Critical Group)에 한 피폭인원은 각각

의 시나리오에 하여 직․간 인 조사를 통하여 보수 으로 산정하 으며, 

각 시나리오별 개인선량에 피폭인원을 곱하여 산정하 다. 

그림 2.2.20. 시나리오별 집단선량 평가결과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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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을 자체처분하

기 해 필요한 국내외의 규제요건을 검토하여, 재활용  매립에 따른 시나리

오를 선정하 다. 선정된 각각의 시나리오에 한 선량평가를 하여 수학  모

델  산코드를 이용하여 상피폭선량을 평가 다. 평가결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한규정(과학기술부 고시 2001-30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기

  핵종별 농도에 따라 본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CO-60과 Cs-137의 경

우 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처분제한치인 개인에 한 연간 10 μSv/y  

집단에 한 피폭선량이 1 man․Sv/yr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Monte Carlo 모사기법을 이용한 해체 콘크리트의 방사능 분석법연

구

1) 개요

재 해체가 진행 인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는 방사화 

 비방사화 콘크리트로 구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체 작업의 사

 단계로서 운 기간 동안 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 범 를 결정하기 

하여, 콘크리트 코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들 코아 시료들을 

방사능 분석하기 해서는 측정용기 충 할 수 있도록 분쇄과정을 거쳐야하

며, 정확한 방사능을 분석하기 하여 시료와 동일한 표 선원을 이용하여 

검출기의 측정효율을 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 코아 시료는 분쇄

와 같은 시료 처리가 쉽지 않을뿐더러 측정시료와 동일한 표 선원을 이

용하여 효율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체 선원(voluminal source)의 경우는 시료량의 증가로 인

하여 방출된 감마선이 시료 자체에서 산란되거나 흡수될 확률이 증

가하게 되므로 검출기에 도달할 확률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자체

흡수효과를 보정하기 해서는 측정시료의 기하학  조건  도에 

따른 검출기의 측정 효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자체흡수 효과는 시료

의 겉보기 도에 주로 의존하며, 효율 교정시 부분의 경우에 

도가 1.0 g/cm3인 수용액 상태의 표 선원을 사용하므로, 표 선원

과 측정시료의 도 차이로 인한 시료 내에서 자체흡수 효과의 차이

로 방사능 분석 시 많은 오차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 을 M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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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 방법을 이용하여 해체 콘크리트의 방사능 분석을 한 HPGe 

검출기의 에 지 피크효율을 계산하여 실제 측정효율과 비교하 으며, 콘

크리트의 도  성분 변화에 따른 자체흡수 효과에 따른 효율의 변화 정

도를 비교하 다.

2) 실험방법

가) HPGe 검출기의 에 지 피크효율 결정

다른 모양의 측정용기에 한 에 지 피크효율은 HPGe 검출기를 이용

하여 한국표 연구원에서 제작․보 한 원통형 표 선원(55 mL 원통형 비커, 

CB1)과 Amersham의 혼합 감마선원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제조한 표 선원

(8L 원통형 용기, CB2)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국표 연구원에서 제작된 

표 선원의 매질은 한천(agar)이며, 도는 1.0 g/cm3이다. 실험에 사용한 검

출기는 Canberra 사의 동축형 HPGe 검출기이다. Ge 결정은 직경이 62 mm

이고, 길이가 58 mm이며, 60Co의 1332.5 keV 감마선에 하여 에 지 분해

능은 1.8 keV, 상 효율은 47.1%, 그리고 피크  컴 턴 (peak-to- 

compton) 비는 68.1이다.

나) Monte Carlo 계산

HPGe 검출기의 에 지 피크효율을 계산하기 하여 사용한 Monte 

Carlo 코드는 다양한 분야에 용할 수 있는 MCNP이다. MCNP는 기에 

성자 수송을 하여 개발된 코드이지만, 최근에는 자와 자에까지 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 모드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콘크리트의 도

와 성분에 하여 에 지 피크효율을 계산하 다.

모든 효율계산에 해 채 폭은 실제 측정의 에 지 폭과 맞추기 하여 

0.5 keV로 정하 다. 측정효율은 피크 계수치에서 이웃 에 지 빈(bin)의 계

수치 평균을 소거하여 얻었다. 실험과 계산에서 에 지 피크효율에 하여 

통계  정 도는 결과의 타당성을 확신하기 해서 3% 이하로 유지하 다.

3) 결과  논의

Monte Carlo 모사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해서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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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사하여야 한다. 실제 측정에 이용되는 검출기의 

특성을 모사하기 하여 두가지 측정용기인 CB1과 CB2를 이용하여 효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이들 두가지 측정용기는 실제 

장에서 콘크리트 시료의 방사능 분석 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말과 같이 

시료량이 작은 경우에는 CB1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이 부피가 

큰 시료를 측정할 때는 CB2를 사용한다.

측정 용기와 동일한 모양의 용기에 표 선원을 비하여 HPGe 검출기의 

효율을 결정하 고, 측정 시와 동일한 기하학 인 조건을 사용하여 MCNP 

코드로 효율을 계산하 다. 계산한 결과는 표 2.2.10과 2.2.11에 나타내었는

데,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하여 개개의 용기에 하여 서로 다른 두 가

지의 조건으로 측정하 다.

표 2.2.10과 2.2.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 선원을 이용하여 실

제 측정한 효율과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효율은 체 측정에 지 

역에 하여 약 10% 상 오차 범  내외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효율 교정 방법인 표 선원을 이용하지 않고, 검출기의 효율을 

10% 오차범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

Energy 20 mm 50 mm

(keV) ME(%) CE(%) RE(%) ME(%) CE(%) RE(%)

88.03 8.29 8.49 2.42 4.85 4.84 - 0.21 

122.06 9.34 9.33 - 0.15 5.53 5.35 - 3.22 

165.86 8.36 8.25 - 1.36 5.06 4.84 - 4.40 

279.20 6.01 5.65 - 5.91 3.54 3.37 - 4.84 

391.70 4.56 4.19 - 8.06 2.83 2.52 - 10.81 

514.01 3.77 3.33 - 11.62 2.32 2.07 - 10.97 

661.66 3.01 2.72 - 9.51 1.90 1.66 - 12.71 

898.04 2.15 2.16 0.39 1.41 1.33 - 5.66 

1173.24 1.72 1.80 4.38 1.13 1.09 - 3.56 

1332.50 1.53 1.63 6.33 1.03 1.04 0.76 

1836.06 1.22 1.30 6.57 0.82 0.81 - 2.12 

표 2.2.10. 원통형 측정용기 CB1에서 HPGe 검출기의 측정  계산 효율 

비교

* 

Measured efficiency,  ** Calculated efficiency, *** Rela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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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ng Efficiencies

Energy 4 L 8 L

(keV) ME (%) CE (%) RE (%) ME (%) CE (%) RE (%)

88.03 0.32 0.29 - 9.83 0.18 0.18 - 3.07

122.06 0.42 0.43 0.68 0.24 0.22 - 11.28

165.86 0.45 0.42 - 6.59 0.24 0.24 - 0.74

391.70 0.31 0.29 - 6.05 0.19 0.16 - 11.80

514.01 0.26 0.24 - 8.75 0.16 0.15 - 5.84

661.66 0.23 0.23 - 2.69 0.14 0.14 - 3.78

898.04 0.20 0.17 - 13.71 0.12 0.12 0.68

1173.24 0.17 0.17 - 3.75 0.11 0.10 - 6.98

1332.50 0.16 0.17 4.57 0.10 0.10 3.47

1836.06 0.13 0.13 - 1.77 0.09 0.08 - 7.60

표 2.2.11. 원통형 용기 CB2에서 HPGe 검출기의 측정  계산 효율 비

교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기 한 사  단계로서 원자로 운

기간 동안 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정확한 방사화 범

와 농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코어 시료를 채취하여 깊이별로 방사

능 농도를 구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실제 코아 시료 측정 시 최 의 시료 

두께를 구하기 하여 시료의 두께에 따른 검출기의 질량 효율을 계산하여 

그림 2.2.21에 나타내었다. 계산에서 사용한 시료의 직경은 실제 해체 장

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기 한 코아 시료 채취장치와 동일한 50 mm

이며, 두께는 5에서 30까지 5 m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 다.

그림 2.2.21의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두께에 따라서 측

정 시료의 질량 효율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어 시료의 

두께가 커지면서 시료 내에서의 자체흡수 효과의 증가로 질량 효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코어 시료의 일정 두께 이상은 측정 시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 차폐 콘크리트 구조물의 코어 시료 채취 후 방사능 

분석 시 방사화 정도를 알고자 하는 역별로 수 mm에서 수십 mm까지 측



- 181 -

정 시료의 두께에 따른 계산 효율을 용하여 방사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2.2.21. 콘크리트 코아 시료의 두께에 따른 질량효율 변화

측정하고자 하는 코어 시료의 정확한 방사능을 결정하기 해서는 시료의 

도 별로 효율을 구하여야 한다. 계산에서는 콘크리트 시료의 도를 2.0에

서 3.5까지 0.1 간격으로 변화시를 시키면서 구하 지만, 그림 2.2.22에서는 

표 으로 몇가지 도에 한 에 지별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2.2.22. 콘크리트 코아 시료의 도에 따른 에 지별 효율 

변화

그림 2-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측정 시 코어 시료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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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결정하지 않고 방사능 분석 시에는 많은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결과 약 100 keV 에 지 역에서는 도가 0.5 

g/cm3의 차이에 의하여 약 5% 정도의 효율을 차이를 보이며, 500 keV 이

상의 고에 지 역에서는 1 ～ 2% 정도의 효율의 차이를 보인다.

연구로 1, 2호기의 차폐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강화 콘크리트가 같

이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 방사능 분석 시 도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구성 

성분의 차이에 따른 효율을 용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일반 콘크리트와 

강화 콘크리트의 도 범 인 2.0에서 3.5 g/cm3까지 0.5 간격으로 변화시

키면서 Fe의 무게함량에 따른 효율을 계산하 다. 계산 결과는 그림 2.2.23

에 나타내었다.

각 도 별로 Fe의 함량에 따라 효율의 차이를 100 keV 에 지 근방의 

에 지 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e 무게 함량의 

5% 정도 차이에 따라 효율은 약 2%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Fe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시료 내부에서 자체흡수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 keV이상의 에 지 역에서는 Fe 함량의 차이에 따른 효율의 

변화 정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콘크리트 시료의 두께, 도, 그리고 Fe 함량에 따른 효율을 계산

하 다. 이 결과는 실제 원자로의 콘크리트 차폐체의 방사능 분석 시 자체흡

수 효과를 포함한 효율 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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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도별 Fe 무게 함량에 따른 효율의 변화

4) 결 론

연구로 1, 2호기의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를 해체하기 한 사 작업으로

서 방사화 범   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료 처리

의 어려움과 표 선원의 비  자체흡수효과에 의하여 정확한 측정효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Monte Carlo 모사기법을 이용하여 효율

을 평가하고 비교하 다. 한,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하여 표

선원을 비하여 HPGe 검출기의 효율을 결정하 고, 동일한 기하학 인 조

건을 사용하여 MCNP 코드로 효율을 계산하여 용성을 확인하 다.

Monte Carlo 모사기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두께, 도, 그리고 Fe 함량

에 따른 효율을 계산하 다. 이는 향후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 구조물의 코아 

시료 분석 시 정확한 방사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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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posure Room  차폐체 콘크리트의 방사화 분포 측정

1) 개 요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차폐체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상되는 원자로 수

조  Exposure Room 주변의 콘크리트 차폐체에 한 방사화정도를 측정하여 

폐기물 리 차에 따라 한 처리방안을 용해야 한다.

그림 2.2.24. 원자로 2호기 콘크리트차폐체의 구조

원자로 2호기 콘크리트 차폐체는 방사화 콘크리트  비방사화 콘크리트

로 구분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그 오염도에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규제해제

상 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우선 콘크

리트 차폐체의 방사화 정도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콘크리트 코어보링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채취된 시료의 치는 그림 2.2.25와 

같다. 측정지 은 바닥을 제외한 29개 치에서 측정하 으며, 천정을 제외

한 Exposure Room의 서쪽, 북쪽, 동쪽  차폐도어인 경우 성자에 의한 

깊이별 방사능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각 치별로 코어보링 작업을 수행하

다. 코어보링 작업을 통해 채취된 시료는 시료 단장치를 이용하여  0～

5cm, 5～10cm, 10cm 이상으로 구분 단하여 측정하 다. 그러나, 코어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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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상황  채취된 시료의 단을 한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소 오

차가 발생하 으며, 일부 지 에서는 코어보링을 통해 채취된 시료의 길이가 

0～5cm 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림 2.2.25. Exposure Room의 각 치별 측정지

 2) 과정

원자로 2호기 Exposure room의 차폐체 콘크리트에 한 방사화 정도를 측

정하기 해 코어보링 작업을 통해 채취된 시료는 그림 2.2.26의 시료 단기를 

이용하여 깊이에 따라 약 5cm정도의 크기로 단하 다. 단된 시료  북쪽 

1번 시료에 한 깊이별 시료는 그림 2.2.27과 같다. 

채취된 체 시료(Volume Sample) 쇄과정을 통해 충  용기를 이용하여 충

할 수 있도록 분쇄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료가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

쇄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된 시료를 직  측정하 고, 시료의 도에 따

른 효율을 보정하기 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보정하 고, 동축형 

HPGe(Canberra 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m=exp(-2.6451-0.6742ln+0.02358ln2)



- 186 -

K=[1-exp(-mu*H)]/[1/ 도*{1-exp(- 도*mu*H)}]

U-8 용기 (직경 4.7 cm, 넓이 : 17.34㎠)

에 지

(Mev)

시료높이

(cm)

시료무게

(g)
보정상수

흡수계수

(㎠/g)

겉보기 도

(g/㎤)
mu*H

1.00 5.0 90.00 1.006 0.071 1.038 0.355

0.100 5.0 180.00 1.800 0.380 2.076 1.900

0.662 5.0 115.54 1.074 0.094 1.333 0.471

2.000 3.0 40.00 0.985 0.045 0.769 0.135

그림 2.2.26. 시료 단장치

그림 2.2.27. 코어보링 시료의 깊이별 단시료 형상 

표면에 한 거리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2.25에서 Nosing center

의 상부 90cm 치가 핵연료가 치했었다. 그래서 그 치를 심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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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 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2.28과 같다. 

핵연료가 있던 심에서 거리가 200cm이하인 경우 방사능분포가 거리가 증

가함에 따라 격하게 감소하는 형태을 보이고 있으나, 200cm 이상의 깊이에

서는 방사능 분포가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28. 거리별 표면 방사능 측정결과

각 측정지 에 한 깊이별 방사능분포를 주요 검출 핵종인 C0-60 

Eu-152를 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2.29  2.2.30과 같다. 측정결

과 깊이에 따른 방사능 분포는 지수함수 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단 깊이가 5cm 이하인 시료에 한 측정결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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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각 치에서 Co-60의 깊이별 방사능 분포

그림 2.2.30. 각 치에서 Eu-152의 깊이별 방사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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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차폐체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상되는 원자로 수

조  Exposure Room 주변의 콘크리트 차폐체에 한 방사화정도를 측정하여 

폐기물 리 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리하기 하여 Exposure 

Room의 29개 지 에 하여 표면  깊이에 따른 방사화정도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핵연료가 치했던 지 을 기 으로 거리별 방사화 분포를 표면에서 

5cm 지 까지의 측정결과 거리가 200cm 이하인 경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은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거리가 200cm 이상인 경우 거이 

일정한 방사능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깊이별 방사화 분포를 측정한 결과 지수

인 감소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xposure Room 해체시 폐기물 리에 필요

한 기 인 데이터를 습득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로의 구분에 필요한 기본 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사. Beam port Core drilling 문가활용 용역 작업

1) 개요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차폐체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되어 있는 10개의 

빔포트라이 를 제거하기 해 core drilling 작업을 수행하 다. 재 연구

로 1,2호기 해체 사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은 본 작업에 미숙한 이 많아 부

득이 core drilling 문가 3인을 투입하 다. 사용된 장비는 장에 구매 활

동을 통하여 기 구입된 Hilti 사의 유압 공  장치(DD-LP32)와 core 

drilling 장비(DD 750HY)  냉각수 회수 장치를 개발하여 투입하 다. 처

음에는 발생되는 2차 냉각수가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되어 슬러지 처리

에 문제 이 많을 것을 상하여 압축공기를 투입하여 슬러지를 뽑아내는 

방법을 구상하고 실험한 결과 좋은 결론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냉각수를 사

용하는 습식 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맞는 bit를 구매하 다. 

문가 3인이 총 586.5 man-hour 가 소요되었으며 bit의 직경은 상 

beam port의 직경과 교차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400 mm로 결정하 다. 소

요된 bit는 튜  1,000mm 짜리가 7개, 300mm 짜리가 3개, 130mm bit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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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0mm 헤드가 2개 사용되었다. 그 외 일, 고정용 plate와 고정용 앵커, 

냉각수 회수장치  물모으개, 체인 블록 행거 1set 등의 장비가 투입되었

다. 통된 10개의 beam port 체 길이는29.86m 이며 총 작업 소요 일수

는 30일이 소요되었다.

Core drilling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냉각수를 2단계의 침  과정을 

거쳐서 재사용을 하 고 슬러지는 따로 수집하여 건조 시킨 후 고체폐기물 

처리 기 에 의거 처리할 것이다. Drilling 상 콘크리트가 비 을 높여 차

폐효과를 크게 하기 해 자연골재 신 철 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슬

러지의 회수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통된 beam port는 콘크리트 구조물로부터 서서히 추출하면서 breaker

를 이용하여 우선 beam port liner로부터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스틸인 liner

는 링머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단한 후 폐기물로 처리 될 것이다. 이때 

추출과정에서부터의 모든 작업은 차폐된 범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추출과

정에서 일부가 끝까지 통되지 않아 부득이 유압식 추출 장비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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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상 beam port 황

해체 상 Beam port는 총 10개로서 그 제원  황은 다음 그림 

2.2.31  표 2.2.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2.31. Beam port 10개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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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포트 치 TC2 R2 T2A T1A T1 T2 R3 R4 R1 TC1

길이 2880 2840 2850 2850 2850 2850 3490 3490 2880 2880

직경1 219 219 273 273 273 273 219 219 219 219

직경2 168 168 219 219 219 219 168 168 168 168

입구 랜지 305 305 359 359 359 359 305 305 305 305

간 랜지 359 305

Support수 2 2 2 2 2 2 2 2 2 2

재질 sus sus sus sus sus sus sus sus sus sus

센터높이 892 1072 892 892 892 892 1072 1072 1072 892

간섭라이 R4 T2A R2 R1 TC1 TC2 T1 R3

천공 치우침 하향 상향 하향 하향 상향 상향 상향 하향

표 2.2.12. Beam port 10개의 제원  (단 :mm)

3) Core drilling 작업

가) 시험 drilling(TC2)

시험 drilling은 6일간, 총인원18명, 작업시간 108시간 (36시간*3인),으로 

TC2 (2,880)의 beam port 를 건식 bit 1개, 튜  300mm 3개, 튜  

1,000mm  2개, 용수 1톤을 투입하여 drilling 깊이 2,750mm 의 drilling 작

업을 시도하 다. 시험 drilling 작업을 수행 하면서 철근 걸림  H빔 서포

트의 치  내부 이 의 부분에서 간섭되는 상이 무척 심했으며 그 원

인으로 발생된 슬러지를 인입되는 압축공기와 배출 요구되는 공기가 제 로 

슬러지를 배출 시키지 목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한 깊이 진행이 될 수록 

부하되는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장비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하

고 결국은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냉각 방식을 습식

으로 교체하여 작업을 수행할 경우 상의 성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서 추후 

나머지 작업도 냉각수를 이용한 습식 drilling으로 결정하 다

나) Core drill 장비 설치

- 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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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ort의 매립 높이, 각도 등 상황을 정확히 악하고, 그 심선에 

맞추어 장비의 일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한 후, 일설치의 수평이 확보되

는 치에 장비 의 베이스 이트를 설치하기 하여 앵커링을 한  

먹임 작업  표시를 한다.

- 앵커링

베이스 이트의 앵커 설치부분은 43마력의 유압 core drill 장비의 힘

을 체 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뒤틀림의 힘을 수용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콘크리트부분에 정확히 정착하기 하여 일반 으로 안 하  7ton과 단

하  8ton이 확보되는 HY150 Chemical anchor 2EA를 시공하 다 한 

일의 후단부에 설치하는 Tie plate의 앵커설치는 일의 벨을 조정할 

수 있고 일 후반부의 장력을 유지하기 해 바닥 고정용 앵커로서 스터드

앵커 M12(인발하  2톤) 4EA를 설치하 다.

- 장비 장착

설치된 앵커를 이용하여 장비의 베이스 이트 부분을 설치한 후, 1m 

짜리 일을 천공하고자 하는 beam port의 통 길이에 맞추어 연결한 후 

체인블럭 행거를 이용하여 일을 설치한다. 일의 설치를 완료하고 일 

후반부의 타이 이트를 설치한 후 장비의 헤드를 장착한다. 장착 후 다시 

체 인 Balance를 보면서 미세 조정을 실시하 다. 일의 방향  정확

한 수평유지를 해 타이 이트는 turn buckle의 볼트 조임을 이용하여 

좌, 우, 상, 하를 정확히 조정 하며, 베이스 이트의 4 귀의 볼트의 상하이

동으로 일의 방향각과 상, 하 수평을 조 하여 정확히 장착한다. Beam 

port 10개  TC2, T2A. R2, T1A, T1, R1, T2, TC1 은 4m의 일을 설

치하며 R3, R4는 5m의 일을 설치하 다.

- 용수  회수 시스템 설치

발생되는 냉각수는 천공입구에 설치된 물모으개에서  집수하여 1차 집수

탱크로 유도하여 1차 침  시킨 후 2차 물탱크로 이송 집수 하여 수 시간에 

걸쳐 슬러지의 응집, 침 과정을 거친 후 용수펌 를 이용하여 맑은 물만을 

장비에 공 하여 천공에 재사용토록 하 다.

유압 발생 장치의 냉각수는 사용 후 호스를 이용하여 일반 하수배출구인 

장 밖으로 배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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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re drilling 작업

- 1차 천공작업(커 링+건식 bit)

처음부터 4m 이상의 비트를 사용하여 drilling 할 경우 장비의 회 으로 

인한 원심력작용으로 기  부 에 정확한 치의 core drilling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약 50mm 의 깊이로 장비의 커 링에 헤드 부분만을 

부착하여 drilling 하여 우선 콘크리트 표면에 자리를 잡게 하 다. 이때 bit

는 건식 bit를 사용하 으며 이 bit는 오직 기  천공용으로만 별개로 비

하여 core bit의 분해, 체결로 인한 튜   bit 의 손실 방  작업 시간의 

약을 도모하 다.

- 2차 천공작업(커 링+튜 +bit)

약50mm의 건식 drilling작업으로 1차 작업 된 치에 해체 상 beam 

port의 길이에 맞추어 체 작업용의 bit를 장비에 장착한 후 bit의 방향  

수평을 확인한 후 깊이에 따른 구조물(철근, 이 , H빔서포트 등)의 치

를 상하여 bit의 걸림 상  슬러지의 이완  걸림, 용수 공 의 원활

성을 확인하며 2차 drilling작업을 수행하 다. 

Bit의 세그먼트 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구조물(철근, 이 , H빔서

포트 등)이 삭되는 것으로 단될 시에는 한 drilling압력을 유지하여 

최상의 삭이 될 수 있도록 drilling작업을 수행한다. 한 drilling 하면서

용수의 공 이 원활한지 용수 장 탱크의 수량을 검하여 공 확인을 하

고, bit의 용수공  카 링 부분에 막힘  물흐르는 소리를 검하면서 물

모으개의 용수의 배출량  색깔, 온도 등으로 bit 삭부분의 상태를 검

하며 drilling작업을 수행하 다.

라) 장비 해체  이동

Bit 세트의 연결부분 볼트공간이 약 30mm이므로 이로 인한 연결부 의 

변형이 올 수 있어서 양 작업  조립, 해체 작업을 고무바  헝겁바를 이

용하여 비트  튜 의 손상을 방하며 체인 블럭  바 블럭을 이용하

여 햄머 드릴로 이완작업을 수행하 다.  Bit의 사용이 1개의 Beam port에 

1개의 bit 를 사용하여 drilling 함으로서 작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bit 

의 콘크리트 낌 상을 방하 다. 작업이 완료 되면 기  용수시스템의 

안 이완을 선행한 후, 조립의 역순으로 분해하여 안 하게 다음 drilling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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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이동한다.

4) 애로사항  결론

해체 상물인 beam port는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된 외경 168mm에서 

273mm까지 크기의 원형 이 가 매립되어 있어 drilling작업  발생 할 수 

있는 bit의 세그먼트 단문제를 우선의 경계 상으로 작업을 수행하 다. 

세그먼트의 단문제가 발생할 시 이의 해결 방안은 작업 인 bit 외경 

400mm보다 더 큰 bit를 사용하여야 drilling하여 그 문제를 해야만 하기 때

문에 끝까지 긴장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 으며, 작업 도 에 많은 확인 검

을 수행하 다. 다행히 상기와 같이 우려한 사항은 발생되지가 않았다. 

Bit의 분해과정에서 30mm의 볼트 조임 크기에도 불구하고,  튜   bit

의 해체가 용이 하지 않아 간혹 bit 외곽을 바 블럭으로 그 간에 쇠뭉치

를 넣어 그려서 그 원형을 여서 분리하여 나머지 연결된 튜   헤드

의 손실을 최소화 하 다. 한 용수의 이송량을 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작업  용수의 이송 사항을 직  육안으로 검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결론 으로 우선 도면 검토를 통해서 상 beam port의 매립 길이를 

악하고 이를 기 으로 작업을 수행한 결과 10개  4개가 통이 되지 않아

서 후에 유압을 이용한 장비로 강제로 본체에서 분리하여 추출하 다. 이는 

당  도면 로 시공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통 내부의 측정으

로 악이 되었다. 

그림 2.2.32. Beam port core drilling

  

그림 2.2.33. 추출되는 Beam port

Beam port core drilling에 투입된 문가 3인의 내, 외부 피폭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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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장비  bit도 오염이 되지 않아 

추후 타 해체 공정에도 유효하게 재사용될 수 있다. 다만 bit의 세그먼트에 

부착된 diamond는 drilling 작업 시 발생되는 마찰열에 의해 일부가 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발생된 냉각수의 슬러지는 건조 과

정을 거쳐 고체 폐기물로 기 에 따라 처리될 정이다.

다음 그림은 10개의 Beam port를 drilling 하면서 속도, 깊이, 간섭사항 등

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2.34. 천공속도  치별 부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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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체 활동 인력 투입 평가

2004년도의 연구로2호기 원자로  원자로실의 해체 활동에 투입된 작업

자에 한 평가를 하 다. 모든 해체활동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일일 8시간, 

한달 25일을 기 으로 산정한 것을 평가하 다. 한달 25일에는 작업자의 근

로기 에 따른 월차  년차 휴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월 평균 작업 

일수는 약 21일 정도 이다. 분야는 방사선안 리, 해체작업, 페기물 리, 

품질 리  일반 공 업무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총 23,828 

man-hour가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로 투입이 구분되고 이를 다

시 해체사업 리 시스템의 작업 코드별로 세분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들에서 나타내었다.

  ￭ 방사선 련 (Radiation)

구분 업무 문 코드 비고

측정장비 련
Equipment 리 Management REM

사용  검, 

유지 리, 수리

방사선안 리
활동

Activity

일반작업 리 Decommissioning RAD 피폭 리

폐기물작업 리 Waste RAW “

출입 리 Access RAA “

오염검사 련
Monitoring

오염검사 Survey RMS 오염도분석

핵종분석 Analysis RMA 시료채취

환경감시 Environment RME
공기오염도, 

공간방사선량 

문서 리
Documentation 업무 Work RDW 기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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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사선 리 분야

REM RAD RAW RAA RMS RMA RME RDW 계

1월 64.0 204.5 7 47.0 55.0 10.0 387.5

2월 69.0 182.5 20.5 77.0 28.5 16.5 394

3월 78.0 232.0 109.0 5.5 20.5 445

4월 57.0 200.0 32.5 50.5 82.5 9.0 431.5

5월 55.0 109.5 71.0 94.5 29.5 359.5

6월 84.0 172.5 102.0 69.5 17.0 4.0 449

7월 125.5 77.0 69.0 43.5 64.0 3.0 382

8월 56.0 135.5 78.5 65.5 56.0 391.5

9월 54.0 164.0 55.0 48.5 44.0 365.5

10월 72.0 193.0 20.5 61.5 81.0 428

11월 76.5 253.5 26.0 5.0 48.0 57.0 466

12월 79.0 243.0 89.0 46.5 102.5 560

계 744.5 2215.5 579 5 786.5 602 124 3 5060

표 2.2.13. 방사선 리 분야 작업자 투입 평가

(단  : man-hour)

그림 2.2.35. 방사선 리 분야 Man-hour 투입 Bar 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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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2.2.35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장 작업자가 많이 투입된 작업은 

일반작업에 한 피폭 리를 포함한 방사선 안 리(RAD)로 나타났다. 

체 투입량 비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이 본연의 

업무인 오염검사(RMS)로써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 

그림 2.2.36은 체 투입량 비 작업 분야별 투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36. 방사선 리 분야 Man-hour 투입 Pie 챠트

  ￭ 해체작업 련 (Decommissioning)

구분 업무 문 코드 비고

장비 련
Equipment

제작설치 Installation DEI 제작/설치

리 Management DEM 유지 리/해체

제염해체활동
Activity

작업 비 Preparation DAP 작업 교육 제외

제염작업 Decontamination DAC 1차제염(해체 )

해체작업 Dismantling DAD 단, 분리

유지보수
Management

Utility Utility DMU 기, 용수, 환기

시설 Facility DMF 건물, 사무실

정리, 청소 Cleaning DMC  

문서 리
Documentation 업무 Work DDW 기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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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체작업 분야

DEI DEM DAP DAC DAD DMU DMF DMC DDW 계

1월 5.0 89.5 57.0 46.5 198

2월 53.0 74.5 117.0 37.5 3.0 285

3월 23.0 70.5 198.0 179 2.0 6.0 478.5

4월 23.5 14.0 402.0 48.0 72.0 559.5

5월 515.0 151.0 275.5 941.5

6월 28.5 87.0 342.0 176.0 37.0 512.5 1183

7월 91.0 102.0 70.0 424.0 95.0 782

8월 25.0 19.5 579.0 7.5 631

9월 30.5 124.0 430.5 17.0 9.5 611.5

10월 25.0 4.0 83.0 602.5 30.5 745

11월 15.0 14.0 142.5 19.5 683.0 7.5 7.5 889

12월 57.5 694.0 42.0 45.5 839

계 319.5 37.5 743.5 1048 4411.9 432 124 1026.5 8143

표 2.2.14. 해체작업 분야 작업자 투입 평가

(단  : man-hour)

  ￭ 폐기물 리 련 (Waste)

구분 업무 문 코드 비고

장비 련
Equipment

제작설치 Installation WEI 제작/설치

리 Management WEM 유지 리/해체

시설물 리
Facility 리, 검 Management WFM

시설물사용 ,후 

거/ 리

고폐기물 리
Solid

분류작업 Sorting WSS 분류, 정리

장제염
Site 

Decontamination WSD 장제염

제염작업
Laboratory 

Decontamination WLD 제염실제염

포장, 반출 Package WSP 소포장, 용기포장

액체폐기물 리
Liquid

막분리처리 Membrane WLM

자연증발처리 Evaporation WLE

이송 Transportation WLT  
문서 리

Documentation 업무 Work WDW 기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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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기물 리 분야

WEI WEM WFM WSS WSD WLD WSP WLM WLE WLT WDW 계

1월 28.0 255.5 33.0 49.5 366

2월 3.0 32.0 256.0 8.0 6.5 103.0 24.0 22.5 455

3월 71.5 176.0 65.0 3.0 58.5 1.5 132.0 507.5

4월 19.5 73.0 304.5 28.5 18.0 6.0 129.0 578.5

5월 38.0 324.5 5.0 12.0 26.5 22.5 5.0 148.5 582

6월 40.5 353.0 5.0 26.5 30.5 47.0 19.0 142.0 663.5

7월 41.0 69.0 200.5 18.0 45.5 27.5 7.5 133.5 542.5

8월 38.5 75.0 194.0 31.5 34.0 5.0 116.5 494.5

9월 31.0 207.5 5.0 27.0 32.5 1.0 109.5 413.5

10월 1.5 45.5 128.0 70.0 40.5 1.5 153.5 440.5

11월 54.0 136.5 60.0 67.5 42.0 143.5 503.5

12월 50.0 193.5 30.5 101.5 164.0 539.5

계 3 92.5 471.5 2479 634.5 66 629 252 64.5 1394.4 6086.5

표 2.2.15. 페기물 리 분야 작업자 투입 평가

(단  : man-hour)

  

  ￭ 품질 리 (Quality)

구분 업무 문 코드 비고

장비 련
Equipment 리 Management QEM 제작/설치/유지 리/해체

작업활동 리
Control

방사선작업 Radiation QCR

일반작업 Decommissioning QCD

폐기물작업 Waste QCW

문서 리
Documentation 업무 Work QDW 기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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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질 리 분야

QEM QCR QCD QCW QCW 계

1월 16.5 61.0 54.5 132

2월 16.0 48.5 61.5 126

3월 21.5 105.5 32.0 159

4월 3.0 74.0 49.0 126

5월 3.0 68.5 44.0 115.5

6월 91.5 55.5 147

7월 86.5 46.5 133

8월 86.5 50.0 136.5

9월 86.5 41.0 127.5

10월 98.0 40.5 138.5

11월 117.5 37.0 154.5

12월 111.0 46.5 157.5

계 60 1035 496.5 61.5 1653

표 2.2.16. 품질 리 분야 작업자 투입 평가

(단  : man-hour)

  ￭ 공통업무 (Commonness)

구분 업무 문 코드 비고

교육, 훈련
Education

내부교육 Internal CEI 작업 , 후 교육, 회의

외부교육 External CEE

검사수검
Inspection 수검 Inspection CII

기타업무
Others

체내피폭검사 Whole body COW

신체검사 Heath COH

기타 Others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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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통 업무

CEI CEE CII COW COH COO 계

1월 155.5 155.5

2월 209.0 26.0 8.0 3.0 246

3월 189.5 8.0 197.5

4월 178.5 48.0 80.0 6.0 8.0 320.5

5월 159.0 100.0 66.0 325

6월 217.0 32.0 3.0 252

7월 163.0 100.0 16.0 279.2

8월 155.5 27.5 40.5 223.5

9월 136.0 20.0 24.0 180

10월 164.5 10.0 174.5

11월 181.5 44.0 4.0 8.0 6.0 71.0 314.6

12월 186.5 27.5 4.0 218

계 2095.5 403 4 104 44 235.5 2886

표 2.2.17. 공통업무 분야 작업자 투입 평가

(단  :man-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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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체 폐기물 리

1. 서론

연구로 1, 2호기  변환시설 해체시에는 고체  액체 상태로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된다. 이러한 폐기물의 부분은 방사능 는 낮지만 

물리․화학 , 방사능  특성이 다양하여 폐기물의 특성별로 한 처리와 

안 한 리가 요구된다.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리를 해서 방사성폐기물은 특성별로 분

류  장․ 리되어야 하며, 이들 폐기물의 안 한 처리를 한 계획수립과 

처리 차  공정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의 리는 제염  처리하여 가능한 한 재순환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처분 제한치 이하로 처리하여 규제해제폐기물화 함

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과 최 의 처리기술을 용

하여 환경으로의 방사능 방출을 극소화시키고 감용율 증 로 처분 상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

년도 해체사업은 연구로 2호기 원자로의 thermal column 내 graphite 

블록 제거, 원자로 수조수의 정화  처리, 원자로 수조수 냉각  정제계통 

해체, 원자로 수조 내 thermal column nose 제거하 다. 원자로 차폐 콘크

리트 내 beam port 제거와 원자로 수조 라이  해체하 고, 차폐 콘크리트 

방사화 평가를 하여 core sampling을 하 다. 한 beam port 장 랙을 

제염 해체하 고 차폐문(exposure room, thermal column)을 해체하 다.

년에 규제해제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로 장 보 된 폐기물은 총 

64,161Kg이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원자로 수조수와 제염폐액 그리고 

세탁폐액으로 약 75.55 ㎥을 수송 처리하 다. 발생 폐액은 방사능   

물리․화학  특성에 따라 분류, 장하고 이를 자연증발설비와 막분리 설비

를 이용하여 당해연도에 65.2 ㎥을 처리하 다.

연구로 2호기 수조수의 냉각을 한 열교환기를 해체하 으며, 여기서 발

생한 속폐기물을 자체처분 폐기물로 만들기 한 제염연구를 수행하 다.

변환시설은 실질 인 해체공사에 앞서 사 비공사 단계로 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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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이 없었으며,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리 계획을 한 차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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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폐기물 리

가. 폐기물 특성  처리

년도 연구로 2호기 해체활동은 연구로의 성자 조사시험에 이용된 

Thermal Column의 Graphite  알루미늄 Liner 해체 그리고 역시 성자

를 이용을 하여 설비된 Beam Port의 코아 드릴링이다. 그리고 수조수를 

냉각 시키기 한 열교환기의 해체 제염이 수행되었다. 한 Exposure 

room과 Thermal Column의 Door(콘크리트)가 역시 해체되었다.

상기의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성자에 의하여 조사된 방사성 

폐기물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에 따른 단  분류작업

을 수행하 고, 년도에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은 8,960 Kg, 자체처분 폐기

물이 71,484 Kg이 발생되었다.

방사성 폐기물에서 방사화 되어 제염 불가능한 폐기물이 5,040 Kg이었

고 3,929 Kg은 음   화학제염을 수행하여 자체처분 폐기물화 하 으

며,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은 분류  단과 제염작업으로 64,161 Kg을 

비방사화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었다(그림 2.3.1.).

그림 2.3.1. 2004년 고체 폐기물 발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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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작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조성을 살펴보면 철재류가 14,214 

kg, 스텐류가 1,444 kg, 콘크리트가 55,433 kg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열교환기는 주로 철과 SUS로 구성되어있다. 해체 시 평균 방사성 농도

가 1,987 Bq/m2이 으나 2차에 거친 물리  제염과 화학제염을 실시한 결

과 평균 방사성 농도를 62 Bq/m2 로 감소시켜 일부는 비방사성폐기물화하

고 일부는 자체처분폐기물화 할 수 있었다.

핵연료 장조로 사용된 MW지하피트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조성은 모래

와 흙이 부분으로 부분의 폐기물이 비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었고 일부 

폐기물은 오염 가 극히 낮아 자체처분 폐기물로 처리하 다. 당해연도 이

에 방사성 동 원소 생산실 해체 시 발생된 폐기물로 철재류와 납으로 각

각 822 kg과 107 kg을 제염  분류하 다. 표 2.3.1과 2.3.2는 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폐기물에 한 상세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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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장소 종  류 폐기물 구분
무게

(kg)

#2 

원자로(수조내)

알루미늄
비방사성폐기물(N.D) 105

자체처분폐기물(～0.4Bq/g) 213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134

자체처분폐기물(～0.4Bq/g) 267
라스틱류 비방사성폐기물(N.D) 2.5

AL 자체처분폐기물(～0.4Bq/g) 513

#2 

원자로실

고무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8
납 자체처분폐기물(～0.4Bq/g) 12
목재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5

비가연성혼합물 자체처분폐기물(～0.4Bq/g) 87
비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20
스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44
알루미늄 자체처분폐기물(～0.4Bq/g) 46
종이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22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3,963

자체처분폐기물(～0.4Bq/g) 251

콘크리트
비방사성폐기물(N.D) 48,423

자체처분폐기물(～0.4Bq/g) 7,013
라스틱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

지하피트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71
MW 리구

역 장

방사성폐기물드럼 방사성폐기물 1,742

방사성4㎥컨테이  방사성폐기물 3,587

MW지하피트

(핵연료 장조)

모래 비방사성폐기물(N.D) 372.3
석면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2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49
흙 자체처분폐기물(～0.4Bq/g) 21.2

RIP

고무류
비방사성폐기물(N.D) 35

자체처분폐기물(～0.4Bq/g) 36
납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7
모래 자체처분폐기물(～0.4Bq/g) 31
비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23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26

자체처분폐기물(～0.4Bq/g) 696
콘크리트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31
흙 자체처분폐기물(～0.4Bq/g) 52

총 합계 80,756.2

표 2.3.1. 해체 폐기물 발생량

     *N.D = Non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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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 

일자

해체 장소 종  류 폐기물 구분
무게

(kg)

04.

02

MW 리구

역 장

방사성폐기물드럼 방사성폐기물 1,742
방사성 

4㎥컨테이  
방사성폐기물 3,587

MW지하피

트

(핵연료 장조)

모래 비방사성폐기물(N.D) 372.3
석면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2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49
흙 자체처분폐기물(～0.4Bq/g) 21.2

04.

03

#2 

원자로(수조내)

알루미늄 자체처분폐기물(～0.4Bq/g) 5
철재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73
라스틱류 비방사성폐기물(N.D) 2.5

#2 원자로실

고무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8
납 자체처분폐기물(～0.4Bq/g) 12
목재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5

알루미늄 자체처분폐기물(～0.4Bq/g) 11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24

04.

05

#2 

원자로(수조내)
알루미늄

비방사성폐기물(N.D) 105

자체처분폐기물(～0.4Bq/g) 117

#2 원자로실 종이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4

RIP

납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7
비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23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62

자체처분폐기물(～0.4Bq/g) 354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31
흙 자체처분폐기물(～0.4Bq/g) 52

04.

07

#2 

원자로(수조내)

알루미늄 자체처분폐기물(～0.4Bq/g) 91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134

자체처분폐기물(～0.4Bq/g) 94
#2 원자로실 알루미늄 자체처분폐기물(～0.4Bq/g) 35
지하피트 라스틱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71

RIP

고무류
비방사성폐기물(N.D) 35

자체처분폐기물(～0.4Bq/g) 36
모래 자체처분폐기물(～0.4Bq/g) 31
철재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35
콘크리트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

04.

08

#2원자로(수조내) AL 자체처분폐기물(～0.4Bq/g) 513

#2 원자로실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779

자체처분폐기물(～0.4Bq/g) 214

RIP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64

자체처분폐기물(～0.4Bq/g) 207

표 2.3.2. 해체 폐기물 월별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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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 

일자

해체 장소 종  류 폐기물 구분

무

게

(kg)

04.

11
#2 원자로실

비가연성혼합물 자체처분폐기물(～0.4Bq/g) 87
비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20
스텐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444
종이류 자체처분폐기물(～0.4Bq/g) 18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115

자체처분폐기물(～0.4Bq/g) 37

콘크리트
비방사성폐기물(N.D) 224

자체처분폐기물(～0.4Bq/g) 2,283
라스틱 자체처분폐기물(～0.4Bq/g) 10

04.

12
#2 원자로실

철재류 비방사성폐기물(N.D)
12,

045

콘크리트
비방사성폐기물(N.D)

48,

199
자체처분폐기물(～0.4Bq/g) 4,730

총 

합계

80,

756.2

표 2.3.2. 해체 폐기물 월별 발생량 (표 계속)

나. 폐기물 장  리

고체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과 규제해체폐기물로 분류한다. 방사성폐기물

의 장은 재질  방사능 별로 분류하여 장한다.  방사성 폐

기물은 0.9 x 0.6 ㎡ 용기와 0.33 x 0.85 ㎡ 용기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은 4 ㎥ 콘테이 와 200ℓ드럼에 포장하여 방사성 폐기물 임시 장고

에 장 리한다. 규제해체 폐기물은 오염정도에 따라 N.D.폐기물과 N.D 

～ 0.4 Bq/g 폐기물로 분류한다. N.D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류하여 각각 장

하 다.  표 2.3.3에  고체 방사성폐기물 상세 장 내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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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월별

창고 A 

( 속류)

창고 B 

(목재류)

임시 장고 

(콘크리트)

간이창고 

(기타잡품)

C-1 

(비가연성)

C-2 

(가연성)

월별 

계

1월 - - - - - - -

2월 - - 372 - 35 49 456 

3월 24 - - 3 201 123 351 

4월 - - - - - - -

5월 167 - - - 630 58 855 

6월 - - - - - - -

7월 1,134 - - 35 400 207 1,776 

8월 843 - - - 934 - 1,777 

9월 - - - - - - -

10월 - - - - - - -

11월 1,115 - 224 - 3,851 48 5,238 

12월 60,244 4,730 64,974 

2004년계 3,283 0 60,840 38 10,781 485 75,427 

2003년계 3,678 578 35,727 157 1,4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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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4,271 3,698 138,077 2,063 15,119 1,742 184,970 

표 2.3.3. 고체 방사성폐기물 장 황

* C-1과 C-2는 0.4 Bq/g 미만 폐기물을 장하는 20 ㎥콘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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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 액체폐기물 수집  장 처리

년도에 발생한 방사성 액체폐기물은 원자로 해체에서 발생한 수조수와 

제염폐액 그리고 작업자들의 세탁폐액으로 나  수 있다.

년도 액체 폐기물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작년도 미처리분 9.25 ㎥, 

원자로 수조수 19.7 ㎥, 극 조에 장되어있는 제염폐액 37.8 ㎥, 세탁

폐액 5 ㎥, 그리고 단수명 조에 장된 실험실폐액 2.8 ㎥이다. 액체 

폐기물의 방사성 농도는 5.19E+002 ～ 1.27E+005 Bq/g이 다. 표 2.3.4

는 년도에 자연증발 처리하기 하여 수집한 액체 폐기물의 수집처, 수집

량, 방사성농도  장조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년도에 자연증발처리 하기 하여 폐액처리시설로 운반한 총 액체 폐기

물의 양은 작년 미처리 이월 분을 포함하여 총 74.55 ㎥이고, 그  60.2 

㎥은 년도에 자연증발 처리하 고, 나머지 14.35 ㎥은 재 폐기물처리시

설내의 장조안에 장 이다.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자연증발을 하여 사용하는 자연증발장치는 일조

량, 기온등과 같이 날씨에 매우 민감하므로 일조량이 고 기온이 낮은 겨울

에는 가동시킬 수가 없는 계로 겨울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에만 가

동하 다. 표 2.3.5은 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자연증발장치를 가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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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방사능농도

(Bq/m3)
  장 처  리

03년도 미처리 이월 9.25 자연증발

2/04 MW원자로수조 2.8 2.40E+004 T-10 자연증발

2/05 MW원자로수조 2.8 2.39E+004 T-10 자연증발

2/23 MW원자로수조 11.2 2.47E+004 T-10,20 자연증발

2월계 16.7

3/23 극 조 2.8 2.17E+004 자연증발조 자연증발

3월계 2.8

5/06 극 조 5.8 6.65E+003 T-10 자연증발

5/19 극 조 2.8 9.49E+004 T-10 자연증발

5월계 8.6

6/01 극 조 5.6 1.00E+004 T-10,20 자연증발

6/30 원자로수조수 3.0 3.32E+005 T-20 자연증발

6월계 8.6

7/22 극 조 3.0 1.32E+005 T-10 자연증발

7/27 단수명 조 2.8 1.27E+005 T-40 미처리

7월계 5.8

8/13 극 조 2.8 1.46E+005 T-20 자연증발

8/27 극 조 10.0 1.42E+005 T-10 자연증발

8월계 12.8

9/30 세탁  샤워탱크 5.0 5.19E+002 T-10 자연증발

9월계 5.0

10/21 극 조 5.0 1.42E+005 T-10,20 자연증발

10월계 5.0

04년계 74.55 60.2  (14.35미처리)

표 2.3.4. 액체 폐기물 수집  장



- 214 -

날 자

공  폐 액 농축 폐액

증발량

계(㎥)증발량 (m3)
방사능 농도 

(Bq/m3)

방사능 농도 

(Bq/m3)

3월 4.48 2.17E+04 1.16E+05

4월 12.6 2.09E+04 1.42E+05 17.08

5월 5.6 1.64E+04 1.23E+05 22.68

6월 9.52 3.69E+04 9.01E+04 32.2

7월 4.48 5.73E+04 6.71E+04 36.68

8월 6.72 1.15E+05 2.75E+05 43.4

9월 7.84 8.79E+04 2.12E+05 51.24 

10월 8.96 2.32E+05 1.06E+05 60.2

표 2.3.5. 자연증발 내역

라. 열교환기 제염

1) 서론

연구로 2호기 수조수의 냉각을 한 열교환기가 해체되었다. 냉각 계통

을 형성하고 있는 속의 재질은 SUS 으로서 약간 부식이 되어있는 상태

이다. 방사성폐기물의 리는 제염  처리하여 가능한 한 재순환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처분 제한치 이하로 처리하여 규제해제폐기물화 함

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과 최 의 처리기술을 용

하여 환경으로의 방사능 방출을 극소화시키고 감용율 증 로 처분 상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

화학제염은 보통 선정한 약품을 시스템에 순환시킴으로써 이 진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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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의 선택은 주로 제염 상의 형태와 규격, 종류와 화학약품의 성질, 오염

물  재질의 형태, 한 공정 선택의 가용성 등에 좌우된다.

화학제염공정은 기본 으로 두 그룹으로 나  수 있다. Mild chemicals

는 세제, 착화물, 묽은 산/염기 같은 비부식성 시약 등이 해당된다. 

Aggressive chemicals에는 강산, 강염기  기타 부식성 시약이 포함된다. 

이 두 그룹간의 분리선은 보통 활성시약의 략 1 - 10% 농도에 있다. 

미컬 농도에 있다.

마일드 화학제염 기술은  바탕재질에 해를 주지 않고 제염하는 목 으로 

리 사용된다. 장 은 부식율이 낮고 2차 부산물의 처리가 용이한 낮은 

미컬 농도에 있다. 비록 농도 제염 기술이 낮은 제염계수를 보이고 오랜 

반응시간을 요하지만 다른 비부식성 산화제 는 환원제나 착화제, 킬 이트

제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경우 효율은 처리온

도를 향상시킴으로써 20 - 90 DF로 향상시킬 수 있다. 산화환원제와 킬

이트제의 선정은 처리해야할 표면 부식물의 조성에 달려있다.

강한 미컬과 기화학 제염기술은 여러 개의 화학용액을 이용한 하나 

는 몇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재오염의 험성을 피하기 해 간단계에서 

린싱이 필요하다. 장 은 짧은 처리시간과 높은 제염계수(보통 10:1에서 

100:1로 활성정도가 감소한다)을 얻을 수 있다. 한계는 고농도의 화학물농도

와 방류수 처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바탕 속에 향을 미치는 강한 부식 물질의 사용이 꼭 높은 제염계수

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탕 속의 큰 부식없이도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다. USA의 보 스 로그램에 사용된 질산과 인산의 강용액은 

이 의 내벽을 0.2 mm까지 녹여냈지만 제염효과는 평균 100 DF에 불과하

다. 재 비부식성 공정을 사용하여도 2000 DF의 높은 제염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화학제염은 복잡한 공정 의 한 단 공정으로 이용된다. 

를 들면 두꺼운 산화층을 갖는 물체의 기세정 에 산화물을 부드럽게 하

기 한 조처로 화학제염이 이용된다.

다단공정( 를 들면 강산화용액처리후 complexing산 용액처리)은 스테인

리스 스틸과 같은 속표면에서 오염된 산화층을 제거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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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카라인 단계에서는 용존성 크롬이온을 만들기 해 크롬산화물을 산

화시킨다. 두 번째 산단계에서는 용존된 속물의 착물형성을 한 용해반응

이 주과정이다.

알카라인 permanganate용액은 첫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암모늄 citrate, 암모늄 citrate→EDTA, oxalic acid, citric와 

oxalic acid혼합물, 황산 등의 다양한 약품이 스텐 스 스틸이나 주철, 

Inconel, zircaloy cladding등의 다양한 물질의 제염에 성공 으로 사용되고 

있다. 황산과 인산, 염산, hydrofluoric acid 등은 강력한 제염제로 보통 

2-15% 농도로 개별 으로 사용된다. 원하는 제염정도에 따라 공정은 몇번

에 걸쳐 반복될 필요가 있다. 상물의 재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나친 

표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화학제염기술은 복잡한 형상물 

뿐만 아니라  장비의 내외부 표면의 균일한 처리, 특히 탱크 침 처리처럼 

약품과 표면의 원활한 이 필요한 경우에 합한 기술이다.

on-line 화학제염에 고려되야할 인자는 한 침 공정에도 타당하다. 그

러나 탱크가 보통 오 되어있기 때문에 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한다. 

그리고 오퍼 이터는 강부식성 약품에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지나친 고온에서 화학약품은 독성이나 폭발성의 가스등을 방출할수 있

음을 유의해야한다.

화학제염은 반응 미컬의 효율 인 리사이클링이 필요하다. 제염산물의 

순환이 철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2차 폐기물의 양이 증가 하게된다. 

폐기물이 혼합되면 잘못 용되었을 때 부식과 안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

가 개별 인 표면마다 별도의 약품과 배수 조 이 필요하다. 규모 작업을 

해 미컬 장조와 수거장비를 건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화학제염은 보통 

공극성 표면에는 효과 이지 않다.

보통 화학세정과 제염은 같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이 역

에는 울링화학, 부식기술, 폐기물 발생/처리 기술 등이 있다.

2) 이론  고찰

부식산화물의 생성기구  화학제에 의한 용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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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식산화물의 생성기구

일차 냉각수에 의해 이동되는 용해  탁성 물질은 핵연료표면에 산화

막으로 형성되어 결과 으로 방사성 핵종의 생성원이 된다. 이물질들은 표 

2.3.6에 나타낸 여러 종류의 구조재질이 일차 냉각수와 하여 발생하는 부

식에 의해 생성된다. 이 부식생성에 한 화학반응은 냉각계통의 주 재질인 

철의 경우 다음과 같다[7]. 

Fe ↔ Fe2+ + 2e-

Fe2+ + 2H2O ↔ Fe(OH)2 + 2H+

3Fe(OH)2 ↔Fe3O4 + 2H2O +2H+ + 2e-

2H+ +2e- ↔ H2

  그림 2.3.2는 냉각계통의 주 재질인 철의 부식생성물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 2.3.2. Corrosion products of the iron.

이 밖에 원자로 계통에 구조재질로 사용되는 니 이나 크롬등도 의 방

응식과 유사한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부식생성물에 계되는 원소는 일차 냉

각계통 구조재질의 조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측이 가능하지만 구조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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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률  표면 에 한 자료를 고려하여도 정확한 정량  계를 조사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부식생성물  방사성핵종의 생성은 일차 냉각

재의 수질 리를 해 냉각수에 주입되는 화학제나 수 정화계통과 한 

련이 있다[7].

일차 냉각계통에서 부식생성물의 발생, 이행, 핵연료  표면부착, 방사

화, 탈리  노심의 배 축 에 한 거동은 복잡하나 크게 5가지의 과정으

로 나  수 있다. 표 2.3.7에 부식생성물의 거동에 한 제 상을 정리하

다. 

원자로형 재질 냉각재 면 (%)

가압경수로

Zircaloy-4 20

Inconel-600 75

300-Series SS 5

Stellite type 1

비등경수로

Zircaloy 48

300 -Series SS 44

Carbon Steel 8

Stellite Type 0.1

가압 수로

Zircaloy 13

Monel

(or Inconel or Incoloy)
77

Carbon steel 10

비등 수로
Zirconium alloys 16

Carbon steel 84

표 2.3.6. Constituent metals and contact area of The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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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상 세부 상

발

생

부식 구조재질로부터 속 용출, 탈리

침식 구조재질로부터 속 용출, 탈리

제

거

이온교환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속이온 제거

흡착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입자(crud)제거

여과 필터에 의한 여과

자화 자 필터에 의한 철성분 제거

이

행

형태변화 이온의 결정화, 수산화물의 산화물로 변화

형상변화 입경증

Co흡착 Co 이온의 입자로 흡착

방

사

화

연료 부착(입자) 벽면 충동에 의한 부착, 열비등면 석출

연료 부착(이온) 부착입자에 흡착

연료 으로부터 탈리(입자) 입자의 유체에 의한 박리

연료 으로부터 탈리(이온) 부착 입자 용해, 부착입자로부터 이온용출

성자 조사 성자 흡수에 의한 핵변화

축

부착(입자)
열 에서의 입자 석출, 배 내면에서의 

유체  입자 부착

부착(이온) 열 / 배 내면에서의 이온부착

탈리(입자) 열 /배 내면으로부터 입자탈리, 기계제염

탈리(이온) 열 /배 내면으로부터 이온탈리, 화학제염

표 2.3.7. Phenomenon for the behavior of corrosion products in 

primarily cooling system of the research reactor.



- 220 -

나) 부식산화물의 화학제에 의한 용해 특성

  화학제와 SS배  내에 존재하는 산화물과의 용해반응은 식(1) ∼ 식

(4)와 같다. SS배  내에 존재하는 산화물로는 Cr2O3, NiCr2O4, FeCr2O4, 

NiFeO4, Fe3O4, NiFe2O3, NiO등이 있다. 특히 Fe3O4 의 경우 가압경수로의 

냉각기 계통에 사용된 SS배  내에 존재하는 out scale layer를 이루는 주

된 산화물이다[3,4]. 이들은 원자력발 소의 주된 방사성 핵종인 Cs-137, 

Co-60와 Ni-Ferrite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화철(Fe3O4)의 ferrous 이온 

(Fe+)을 치환하여 냉각제 내에서 Co- Ferrite (CoFe2O4)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산화철이 된다[5,6]. 화학제에 의한 Fe3O4의 제염 Mechanism을 살

펴보면 다음 식(1) ～ 식(4)에 의한 용해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7].

① Simple oxide dissolution -slow

   Fe3O4+8H+ → 2Fe3++Fe2++4H2O ------(1)

의 반응은 높은 산성 용액에서도 느리게 일어난다. 그러나 제염 용액이 

산화물을 통과하여 바탕 속 표면에 닿으면 바탕 속의 용해가 시작된다.

② Base metal dissolution -increase with time

  Fe → Fe2++2e- -------(2)

반응 2에서 발생한 자에 의해 산화물의 용해 반응은 반응 3처럼 더욱 

진된다.

③ Electron catalyzed oxid dissolution -fast

   Fe3O4+8H++2e- → 3Fe2++4H2O ------(3)

그러나 반응식 2에서 형성된 자는 반응식 4처럼 수소이용과의 반응으

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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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roton reduction - increase with time

    2H+ +2e- → H2 ------(4)

반응식 2와 4는 바탕 속이 노출됨에 따라 향력이 커지게 된다. 그 결

과는 반응식 3에서의 magnetite 환원을 한 이용 가능한 수소이온과 자

이온의 격한 감소를 야기한다.

SS 내에 존재하는 Fe3O4 이외의 표  산화물에 한 용해 반응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7]. 

Chromiun oxide

   Cr2O3 + 3OX → 2 Cr6+ + 3 e - ------(5)

Iron chromite

   FeOCr2O3 + 6 OX → FeO + 2 Cr6+ + 6 e- ------(6)

   FeOFeCrO3 + 3 OX → FeOFeO + Cr6+ + 3 e- ------(7)

Nickel chromite

   NiOCr2O3 + 6 OX → NiO + 2 Cr6+ + 6 e- ------(8)

여기서 OX는  산화제의 단  당량을 가리킨다.

3) 기  실험  실증 실험

가) 기 실험

(1) 모의시편제작

연구에 이용된 시편은 연구로 해체 시 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고려하여 

함석, 철, 스테인 스 스틸 등 3 종류를 선정하 으며, 크기는 방사능 측정 

장비에 맞도록 3 × 3 cm 로 만들었다. 먼  시편에 방사능을 오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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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사성폐액 내에 24시간 담가두었다가 충분히 건조시킨다. 방사성폐액은 

연구로 운   발생된 폐액으로 강산성이므로 화시켜 사용하 다. 그림 

2.3.3는 기  실험에 사용된 속 시편이다. 

그림 2.3.3. Used samples in Experiments.

  

(2) 시험 변수  시험방법

본 연구의 시험은 오염된 모의시편을 여러 가지 시험변수(제염제, 온도, 

시간)에 따라서 제염을 실시하여 최 의 제염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철, 함석, SUS등의 각각의 모의 시편에 온도, 시간, 제염

제를 변화 시키면서 실험하 다.

우선 제염액에 따른 제염효과 변화를 실험하기 에 온도와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제염효과에 하여 실험하 다. 온도 변화에 의한 제염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제염액으로 물만을 사용하여 30oC, 40oC, 60 oC에서 제염을 실

시하 다. 제염시간은 4분이며, 제염  모의 시편들의 방사능은 0.2 ～ 0.3 

Bq/cm2 이다.

제염시간의 변화에 따른 제염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시간을 제외한 동

일한 조건 하에서 각각의 시편(철, 함석, SUS)에 해서 30, 60, 120, 240

 등의 시간으로 제염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제염액의 변화에 따른 시편의 제염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질산, EDTA, Oxalic Acid, SDS 등 4 종류의 제염제를 물과 희석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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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의 제염액을 만들어 실험을 수행하 다. 에서 언 한 시험 변

수를 표 2.3.8 에 정리하 다.

세정액 농도 실험방법

물 순수

① 세정액 온도를 40℃로 고정

② 제염시간 변화 : 30 , 60 , 120 , 240

③ 세정액 온도를 60℃로 고정

④ 제염시간 변화 : 30 , 60 , 120 , 240

질산

1% 물의 ① ～ ④항 반복

3% 물의 ① ～ ④항 반복

5% 물의 ① ～ ④항 반복

EDTA

1% 물의 ① ～ ④항 반복

3% 물의 ① ～ ④항 반복

5% 물의 ① ～ ④항 반복

SDS

1% 물의 ① ～ ④항 반복

3% 물의 ① ～ ④항 반복

5% 물의 ① ～ ④항 반복

Oxalic Acid

1% 물의 ① ～ ④항 반복

3% 물의 ① ～ ④항 반복

5% 물의 ① ～ ④항 반복

표 2.3.8. Used variation in Experiments 

처리 , 후의 핵종의 농도변화를 알아보기 해 Canberra사의 감마 핵

종분석기(Multichannel analyzer : HPGe Detector, GEM-25190, ORTEC)

를 이용하여 핵종분석을 행하 다.

나) 실증 실험

실증 실험에는 원자로 내에서 cooling system으로 사용된 열교환기의 U

자형 을 시편으로 사용하 다. 열교환기 내의 총 cell의 개수는 618개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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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태의 으로 마주보는 cell끼리 상호 연결 되어있다. 열교환기의 외부 재

질은 주철재질이고 cell의 재질은 SS 재질로 되어있다. 총 309개의 U자 

 9개의 U자 이 막 있는 상태이다. 막 있는 은 실험에 제외하고 나머

지 300개의 을 상으로 실험하 다. 그림 2.3.4와 2.3.5는 실험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모습이다. 

그림 2.3.4.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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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Heat Exchanger.

   실증은 기 실험에서 얻어진 최 의 조건을 바탕으로 실험하 다. 제

염에 사용된 제염제는 실험에서 SUS제염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질산을 사

용하 다. 고 농도의 질산은 작업자에게 해로운 향을 미치므로  농도의 

질산을 제염제로 사용하 다. 제염은 0.25%의 질산용액을 60℃로 높여서 1

차 제염과 마찬가지로 순환모터를 이용하여 5분씩 강제 순환하는 방식을 사

용하여 제염을 실시하 다. 그림 2.3.6 는 열교환기에 한 실증실험 인 사

진이고, 그림 2.3.7은 제염후 열교환기 해체작업 인 사진이다.

   오염도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기 실험에서 사용한 Canberra사의 감

마 핵종분석기(Multichannel analyzer : HPGe Detector, GEM-25190, 

ORTEC)를 이용하여 핵종분석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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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Decontamination of the heat 

Exchanger.  

  

그림 2.3.7. Dismantling of the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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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실험 결과

가) 온도가 제염에 미치는 향

그림 2.3.8은 온도가 제염효과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0℃에서는 함석, 철, SUS 모두 비슷한 제염효

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할수록 철과 SUS는 제염효과도 같이 증

가한다. 특히 SUS의 경우는 온도가 4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DF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함석의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제

염효과의 변화가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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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DF coefficient again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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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이 제염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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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DF coefficient against time.

그림 2.3.9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제염효과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인 스 스틸과 철의 경우 제염시간이 증가하면 

제염효과도 증가하지만 함석의 경우는 시간의 증가에 따른 제염효과 상승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테인 스 스틸의 경우는 제염시간이 제염효

과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속 재질과 제염제 간의 

반응 정도와 반응 속도에 계 된 것으로 스테인 스 스틸이 제염제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반응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제염제가 제염에 미치는 향

제염액에 한 향 실험은 온도와 시간에 따른 제염효과 실험에서 각 

시편에 해 가장 높은 제염 효율을 보인 조건을 채택하 다. 따라서 온도는 

60oC, 제염시간은 4분으로 고정시켜 수행하 다. 그림 2.3.10과 2.3.11은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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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변화가 함석, 철, SUS의 제염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10은 제염제별 농도를 1%, 3%, 5%로 각각 달리했을 경우에 각 속에 

미치는 제염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3.11은 제염제별 평균 제염효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산이 모든 시

편에 해 가장 우수한 제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0. DF coefficient of metals against decontamination 

chemicals and chemical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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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DF coefficient of metals against decontamination 

chemicals.

제염제의 투여량은 속의 재질과 오염  부식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지만, 제염제가 제염효과에 미치는 향은 함석, 철, SUS시편 모두에서 

질산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US의 경우 질산 1%에서 우수

한 제염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농도가 3%로 높아지면서 제염효

과도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실증 실험 결과 

   그림 2.3.12는 제염 처리 후의 감마핵종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 이다. 그림에 보듯이 제염에서 Co-60, Cs-137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방사선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핵종분석결과 제염 의 검출핵종

에서의 방사능 수치는 Co-60이 4.93 Bq/g, Cs-137이 0.3 Bq/g 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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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염처리 후의 검출핵종에 한 방사능 수치는 Co-60이 0.21 Bq/g, 

Cs-137이 0.016 Bq/g 으로 측정 다. 실증실험에서의 제염효과는 제염계수

가 23정도로 우수한 제염효과를 나타내었다.

SS 내에 60℃의 0.25% 질산을 강제 순환시킨 실증실험에서 처리 의 

방사능 수치가 4.93 Bq/g 이 던 Co-60을 0.21 Bq/g 낮출 수 있었다. 

0.21 Bq/g은 재 규제 해제 폐기물화 할 수 있는 0.4 Bq/g 보다 낮은 방

사능 수치로 연구로 열교환기에서 발생된 모든 속 폐기물을 자체처분폐기

물화 하여 처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으로 질산을 이용한 제염이 

SS배  제염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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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Decontaminated Co-60 and Cs-137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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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환시설 방사성 폐기물 리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 하게 

리함으로써 일반   자연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체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 수거, 운반, 처리  장 과정을 체계화하여 작업자의 방사

선피폭량과 폐기물 드럼 발생량을 최소화해야한다. 

반출오염 제한치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제103조 제1호, 제

184조 제4호  과기처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 등에 한 기 "제5

조에 의거 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의 퇴거 는 물품의 반출시 허용 표면오

염도는 알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에 해서는 0.4 kBq/㎡ 이하, 알

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에 해서는 4 kBq/㎡ 이하로 제한한다.

공사 리책임자는 고체방사성폐기물의 고체방사성폐기물 분류, 수집, 압

축, 포장  운반에 한 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 리의뢰서를 

폐기물 리책임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폐기물 리책임자는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장 리, 폐기물임시 장소  자체처분 상 폐기물 장소 리

에 한 책임이 있다. 방사선 리부서장은 고체방사성폐기물  드럼 방사선 

측정  핵종 분석 등에 한 책임이 있다.

주의  제한사항으로 리구역 내 작업자는 장갑, 방호복 등과 같이 작

업으로 인해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작업 후 수거통에 버려야 하며 장에 비

치된 고체폐기물 수거통을 다른 목 에 사용하기 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리구역 내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반

드시 방사선 리 차서 "반출입물품 리 (UR-106)"를 따라야 한다. 한 

리구역 내에서 생성된 자체처분 상 폐기물은 정부의 지침에 의거 처리

까지는 리구역 는 자체처분 상 폐기물 장소에 보 한다. 고체방사성

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비산되지 않도록 수거비닐등으로 포장한 

후 운반하여야 하며 공기정화용 활성탄은 교체 후 즉시 하여 기타 방

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활성탄이나 폐필터 처리시 는 압축기 

운 시 폐기물 작업자는 방사성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시 반

면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연소성폐기물은 화원으로 부터 격리

시키고, 장고 입구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드럼에 폐기물을 채울 경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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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며, 될 수 있는 한 드럼 내 빈공간이 없도록 

한다.

작업구역 내에 치한 모든 기기, 장비, 구조물  배  등은 작업 에 

방사선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작업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방사선 리구역 내 폐기물 발생이 상되는 지역에는 내부

를 폐기물 수거비닐로 운 폐기물 수거통을 고정 비치한다.

해체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임시작업구역으로 이동시킨 후 규

정된 차에 따라 분류하여 재한다. 공사 리책임자는 재된 폐기물을 방

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상 폐기물로 정하기 하여 방사선 리요원에게 

표면오염도, 방사선량율 는 필요시 핵종분석을 의뢰한다. 방사선 리요원

은 방사선/능 측정을 의뢰한 폐기물에 폐기물 리번호(ID)를 부여하며 방사

성폐기물 기록표에 해당 폐기물 리번호를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 조각, 

흙, 작은 속조각 등과 같이 단일 개체로 취 하기 힘든 폐기물은 마 나 

용 지에 담아 체 폐기물에 한 개의 폐기물 리번호를 부여한다. 한,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폐기물을 묶어서 한 개의 폐기물 리번호를 부여하

거나, 필요시 폐기물 임시작업구역 체에 해 한 개의 폐기물 리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폐기물 리번호는 "발생시설 + 발생년 + 폐기물 종류 + 일련번호" 의 

형태로 부여한다. 발생시설은 표 2.3.9과 같이, 발생년도는 해당년도 마지막 

자리로, 폐기물 종류는 표 2.3.10와 같이, 일련번호는 101부터 부여한다. 

단, 폐기물 리번호는 작업의 편의를 해 구분이 가능할 경우 단순화하여 

부여하거나 별도의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우라늄변환시설 1층 Kiln실 (구역 6107) 내 시설/장치 (UB1-6107), 

발생년 (2004년), 폐기물 종류 - 철재류 (FE), 일련번호 1번 : 

UB1-6107-4-FE101

) 단순 리번호 : 6107FE1 는FE1, 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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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대상
대분류

(시설구분) 시설위치(중분류) 시설코드

우라늄

변환시설

(U)

변환건물

1층
(UB1)

방사선관리실 1 UB1-6101
방사선관리실 2 UB1-6102
1층 Kiln실 UB1-6107
1층 보정실 UB1-6112
1층 워크샵 UB1-6113
1층 용매추출실 UB1-6114
보수실 UB1-6116
드럼저장실 UB1-6117
우라늄회수실 I UB1-5101
여과농축실 UB1-5102
주 공정실 UB1-5103
우라늄회수실 II UB1-5104
창고 UB1-5105

변환건물

2층
(UB2)

2층 Kiln실 UB2-6210
2층 보정실 UB2-6211
2층 워크샵 UB2-6212
2층 용매추출실 UB2-6213
펌프실 UB2-5201
농축침전여과실 UB2-5202
하소환원실 UB2-5203
AUC 제어실 UB2-5204

변환건물

3층
(UB3)

복도 UB3-6301
환기 및 공기조화실 UB3-6302
3층 용매추출실 UB3-6303
복도 UB3-6304
3층 환기시설 UB3-6305
3층 Kiln실 UB3-6306
3층 침전여과실 UB3-6307
하소환원실 UB3-5301

우라늄

변환시설

(U)

라군

(ULG)
라군1 ULG-1000
라군2 ULG-2000

신규 및 임시시설 
(UNT)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소 UNT-RWIS
자체처분 폐기물 창고 UNT-SDWS

주변시설 
(UYF) 굴뚝 UYF-STAC

연구소 이용시설

(UKF)

자연증발시설 UKF-SOVF
세탁 및 샤워폐액 처리시설 UKF-LWTF
방사성폐기물 고화시설 UKF-RWSF
방사성폐기물저장고 UKF-RWOS
기타 시설 UKF-OTHF

표 2.3.9. 폐기물 발생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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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폐기물 코드 폐기물 종류 폐기물 코드

철재류 FE 흙 SO

납 PB 모래 SA

알루미늄 AL 비닐 VL

스테인레스강 SS 고무류 RB

구리 CU 폐마스크 SM

인코넬 IN 폐신발 SH

목재류 WD 제염지 DP

콘크리트 CO 종이류 PP

시멘트 CM 유리섬유 GF

플라스틱 PL 섬유류 FB

초자류 GL 전선류 CB

흑연 GR 파라핀 PR

활성탄 CF 석면 AS

슬러지 SL 오염장비 DT

세탁폐기물 LD 기타(금속) RM

폐수지 SR 기타(비가연성) RU

폐필터 SF 기타(가연성) RF
라군 슬러지

처리 폐기물
LS

표 2.3.10. 폐기물 종류에 따른 폐기물 코드

공사 리책임자는 방사선/능 측정 결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상 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로 정하며 방사성폐기물과 자체처분 상 폐

기물의 경우 제염 여부를 단하여 제염을 실시한 폐기물은 필요시 방사선/

능 측정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방사성폐기물 기록표에 기록한다. 제염을 마

치거나 제염이 불필요한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상 폐기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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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방사성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리의뢰하고, 자체처

분 상 폐기물은 해당 차서에 따라 리하며 비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상 폐기물 리 차서에 하여 처리한다.

공사 리책임자는 폐기물 리책임자에게 용기를 신청한 후 지 받는다. 

공사 리책임자는 폐기물의 리의뢰시 방사성폐기물 리의뢰서, 방사성폐

기물 기록표를 폐기물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고체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성분에 따라 표 2.3.11과 같이 분

류하며 가능한 한 같은 종류  동일 핵종으로 분류,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

다.

준  위 방사능 농도 비  고

중저준위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 방출핵종농도
 < 4,000 ㏃/g, 

과기부고

시 제2002-23

호열 발생률  < 2 kW/㎥

종  류

C

IC

N

C 

가연압축성

비가연압축성

비압축성

표 2.3.11. 고체방사성폐기물 분류 기

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폐지 등의 종이류, 장갑과 방호복 등의 섬유류, 

PE 등의 라스틱류와 같이 압축이 가능하고 액체를 포함하지 않은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비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알미늄, 함석, 폐드럼 등의 속

류, 자류  건조된 액체여과필터와 그 외 압축에 의해 부피 감소가 가능

한 물질을 말한다. 비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탄소강, 스테인 스강 등의 속

류  시멘트, 돌, 모래, 흙, 목재 등의 비 속 고체류와 같이 압축이 불가능

한 물질을 말한다. 폐수지는 방사성물질로 흡착 는 오염되고 물기를 제거

한 폐이온교환수지를 말한다. 폐필터는 공기  방사성물질의 제거를 하여 

사용한 비필터, 헤 필터 는 활성탄필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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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폐기물은 방사선 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작업복, 방호복, 

가운 등의 피복을 말하며 각 작업장 출구에서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비오

염 의류는 재활용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다. 둘째, 방사성물질에 심하게 오

염된 의류 (2000 cps 이상)는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셋째, 오염 의류는 

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로서 세탁하여 재사용한다.

폐기선원은 된 방사성동 원소로서 방사능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치

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는 부를 휴지 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상이 

되는 선원  선원이 내장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

라군 슬러지는 라군에 장되어 있는 슬러지를 말하고, 라군 슬러지 처

리 폐기물은 라군 슬러지를 처리설비에 의해 처리된 조해성이 제거된 폐기

물을 말한다. 이는 물리 , 화학 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분류하여 지정된 포장용기 내에 

수집, 포장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은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 포장하며, 

유리수를 함유하지 않거나, 폐수지의 경우 일반드럼으로 처리할 때의 유리수 

함유량은  0.5%, 고건 성용기(HIC)로 처리할 경우 1%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표면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기표면

에 내용을 기재한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형 고체폐기물은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안 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을 포장용기에 포장할 때 포장용기 표면에서 시간당 2 리시버트, 표면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치에서 시간당 0.1 리시버트를 과하지 않아야 한

다. 폐필터와 폐수지는 용 수거 지에 넣어 장용기에 포장한다. 세탁폐

기물은 오염 여부에 따라 가연압축성 폐기물로 수집  포장한다.

포장  장용기는 용도에 따라 당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200리터 드

럼은 가연압축성  폐기물용으로 사용하고, 4 m3 컨테이 는 압축성 폐기물 

외의 잡고체, 폐수지, 폐필터, 폐수지, 폐콘크리트, 폐 속 등의 고체방사성

폐기물의 장  운반에 사용한다.

고체폐기물 포장  장용기의 외표면은 황색으로 도장한다. 황색으로 

도장된 드럼 외표면 앙부분 앞뒤 2곳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 표시를 하여

야 한다. 한, 장용기의 한쪽 면에 장용기 표지를 부착한다. 장용기 

표지를 붙이며, 일련번호는 U-(XXX)-(1xxx)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XX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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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기의 종류를 말하며 200리터 드럼은 "200'로, 4 m3 컨테이 는 

"4M3"로, 라군 슬러지 처리 폐기물용 2 드럼은 "LSD"로, 차폐용기는 

"SDC"로 부여한다. 그 외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1xxx는 순번으로 1001

번부터 부여한다. 폐기물의 성질상 두 가지 용기의 용이 부 당할 경우에

는 폐기물 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포

장용기로 포장할 수 있다.

소포장된 폐기물은 포장  장용기에 넣고 한다. 소포장용기는 비

닐, 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포장시에는 소포장용기 리번호를 부여

한다. 소포장용기 리번호는 폐기물 리번호를 토 로 부여하며 소포장용

기 내에 여러 개의 폐기물을 포장할 경우에는 하나의 표 인 리번호를 

부여한다. 

) 우라늄변환시설 1층 Kiln실내 시설/장치 (UB1-6107), 발생년 

(2004), 폐기물 종류 - 폐신발 (SH), 일련번호 1번에서 10번( : 

SH1 ~ SH10번)을 한 개의 소포장용기에 넣을 경우, 

"UB1-6107-4-SH101"로 부여

포장이 완료된 후 수거용 비닐주머니에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고, 포장용

기에는 내용물, 함유 방사성핵종, 표면선량, 폐기물의 무게, 폐기물 발생년월

일, 방사선안 리책임자의 서명을 기록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리책임자는 리의뢰 차가 완료된 후 공사 리책임자에게 인

수 정시간  장소를 통보한다. 리의뢰 폐기물은 공사 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지정된 장소까지 안 하게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운반에 

한 사항은  제241조 내지 255조, 시행규칙 제99조 내지 제102조, 포장 

 운반에 한 규정(과기부고시 제96-38호)의 내용을 용한다. 의뢰된 폐

기물에 해 폐기물 분류  포장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수여부를 검사한 

후 인수한다. 의뢰된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포장 지침에 반될 

때 폐기물 리책임자는 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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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연구로 2호기 해체활동은 연구로의 성자 조사시험에 이용된 Thermal 

Column의 Graphite  알루미늄 Liner 해체 그리고 역시 성자를 이용을 

하여 설비된 Beam Port의 코아 드릴링이다. 그리고 수조수를 냉각 시키

기 한 열교환기의 해체 제염이 수행하 다. 한 Exposure room과 

Thermal Column의 Door(콘크리트)가 역시 해체하 다.

발생한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른 단  분류작업을 수행하 고, 

방사성 폐기물은 8,960 Kg, 자체처분 폐기물이 71,484 Kg이 발생하 다. 

방사성 폐기물에서 방사화되어 제염 불가능한 폐기물이 5,040 Kg이었고 

3,929 Kg은 음   화학제염을 수행하여 자체처분 폐기물화 하 으며,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은 분류  단과 제염작업으로 64,161 Kg을 비방

사화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액체 폐기물은 년도 미처리분 9.25 ㎥, 

원자로 수조수 19.7 ㎥, 극 조에 장되어있는 제염폐액 37.8 ㎥, 세탁

폐액 5 ㎥, 그리고 단수명 조에 장된 실험실폐액 2.8 ㎥이다. 액체 

폐기물의 방사성 농도는 5.19E+002 ～ 1.27E+005 Bq/g이 다. 총 액체폐

기물  60.2 ㎥은 년도에 자연증발 처리하 고, 나머지 14.35 ㎥은 재 

폐기물처리시설내의 장조안에 장 이다.

연구로 2호기의 열교환기 제염연구를 수행한 결과 2차에 거친 물리  제

염과 화학제염을 실시한 결과 해체 시 평균 방사성 농도가 1,987 Bq/m2이

으나 평균 방사성 농도를 62 Bq/m2 로 감소시켜 일부는 비방사성폐기물

화하고 일부는 자체처분폐기물화 할 수 있었다.

변환시설은 실질 인 해체공사에 앞서 사 비공사 단계로 재까지는 

폐기물 발생이 없었으며,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리 계획을 한 차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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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변환시설 환경복원 기술 리

1. 개 요

우라늄 변환시설은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1980년 한-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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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시운 을 성공 으로 수행[1-4]하 다. 그 후 본 시설  용매추출공정

에 한 부분  공정 개선을 이루었으며, 공정 자동화  AUC 공정 도입으

로 변환시설은 ADU 공정뿐만 아니라 AUC 공정에 한 시설을 추가로 건

설하여 운 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는 수로용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

(UO2) 분말을 생산하기에 이르 으며, 1992년 핵연료 사업이 한국 력공사

로 이 되고, 그 동안 변환시설 가동에 한 핵연료 국산화 련 기술을 성

공 으로 수행하여 한국 력공사로 수하 다. 한국 력공사로 업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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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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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휴지를 신고하 다. 그 후 본 시설은 휴지상태에서 유지보수가 설비

노후로 인하여  어려워 졌으며, 방사성 물질 외부 출에 한 안 성 문

제가 두되어 왔었다. 따라서 변환시설을 해체하기에 이르 으며[5-10], 

시설 해체로 방사성 물질에 한 외부 출을 원천 으로 차단하고 시설 유

지/보수를 지원하는 인력 낭비를 해소하며 핵연료 주기시설에 한 제염/해

체기술을 확보하도록 하 다.

본 사업의 목 은 변환시설  라군 내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공정

설비를 해체  처리하여 건물  라군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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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제안된 해체방법은 작업자 피폭선량과 기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안 과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발

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11]. 재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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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해체공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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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비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의 해체공사가 진행 에 있다. 변환시설 

제염  해체를 하여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과 라군슬러지 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속폐기물의 제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제

염장치를 제작하 다.

2. 사업 내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는 원자력법 제55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

조 제1항․제40조․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핵연료주기

시설 해체방법  공사일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방법, 방사선으로부

터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향 평

가  그 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해체계획서와 환경 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 9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이래 2004년 7월 과학기술부로부터 해체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동안 변환시설 해체 계획서에 한 3차례에 걸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졌으며, 여기에는 방사선원항 평가를 한 기 자료를 비롯한 113개 항목에 

한 추가설명, 그리고 실험 는 검증을 통한 보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된 보완자료 에 요한 안 문제로는 시설 해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

에 한 장 책 마련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환시설 내 구조 진단을 실

시한 결과[12] 일차로는 시설 제염  해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변환 시

설 내에 장하 다가 폐기물 처분장이 결정되는 경우 이송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해체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력기술주식회사와 해체공사 인력 지

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8월부터 해체공사를 한 비공사와 세

부 리  각종 작업 차서를 작성하 다. 본격 인 해체공사는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시설의 제염해체 공사가 진행 에 있다.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한 조직은 그림 2.4.1과 같으며, 참여자 인력 황은 표 2.4.1과 같다. 방사선

안 리와 품질 리는 연구소 내 지원부서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참

여 인력은 주계약자인 한국 력기술주식회사 외에 표 2.4.1에 나타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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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참여인력 황

같이 세 업체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4.1. 사업 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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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해체를 한 주요 추진 내용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안  

해체  제염을 수행하는 일이며, 이를 하여 각종 작업 차서가 작성될 

것이다. 그림 2.4.2에 나타나 있듯이 시설 해체는 2007년도 말에 완료가 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에는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환경 향평가서에 한 

작성, 해체계획 인허가 심사 질의에 한 답변과 보완 등의 인허가 취득 업

무, 한편으로는 주 해체 상물인 우라늄 오염 속에 한 제염 처리 연구 

 라군에 보 되어 있는 우라늄 슬러지에 한 처리 연구와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 기술 연구를 수행하 다. 한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시설

환기계통 설치,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화재경보계통  방호설비 

검, 방사선 측정장비 설치, 출입 리구역 확립 등의 사  비공사를 완료하

다.

그림 2.4.2.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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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리

방사선 리의 목 은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

질로부터 주변시설  일반 환경의 방사선 안 성과 해체 상 시설의 방사

선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일반 의 건강과 안 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변환시설 해체 시 수행하여야 할 방사선 리의 업무는  방사선 특성과 

분포 평가, 방사선물질을 실측 평가하여 제염범 , 제염  결정, 폐기물량

을 추산하고, 효율 인 방사선 안 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체공사

시의 방사선안 성 확보를 하여 외부 방사선피폭 리에서는 공사구역내

의 출입통제, 외부 방사선량율 측정, 개인의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원격조작

기구 등의 방호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외부피폭을 리하며, 내부 방사선

피폭 리에서는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 측정, 수  방사성물질의 농도 

측정, 표면오염도 측정, 개인 신체의 방사성오염 측정, 방호복, 마스크 등의 

방호장구의 사용 등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내부피폭을 리한다. 한 주변 

환경의 보호를 하여 배기  방사성물질의 방출 감시, 방사성 오염물질의 

일반 환경으로의 확산 방지 등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 리에 필

요한 수행업무를 세분하면 시설내외의 방사선/능 측정, 출입 통제  리, 

내․외부 방사선피폭 리, 방사선작업 리, 방사성폐기물 감시, 방사성오염  

제염 감시, 작업자 교육, 방사선/능 측정기 운 ․ 리, 방사선/능 측정 자료의 

해석  평가 등이 수행될 것이다.

재 시설의 방사선방호용 방사선/능 측정기는 표 2.4.2에서와 같이 출입

자  작업자와 반출물품의 방사선 오염도를 검사하기 한 방사선 오염측

정기, 시료채취물의 알  핵종 분석과 작업장내의 표면오염도  공기  방

사선농도 측정을 한 방사능 분석 장비, 해체 작업 시 제염범  측정과 자

연방사선  정도의 방사선  측정을 한 방사선 측정 장비, 공기  방

사선 농도 측정/평가를 한 시료채취장비와 작업구역 내 공기  방사선 물

질의 농도와 해체 작업 시 발생되는 입자상 방사성물질을 배기  방사선 

농도를 연속 감시를 한 공기오염감시기 등의 방사선/능 측정기를 확보하

다. 한 개인피폭선량 감시를 하여 외부피폭선량 경우 TLD와 AID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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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외부피폭선량과 일일 외부피폭선량을 리하고 있으며, 내부피폭

선량은 Personal Air Sampler와 Portable Air Monitor  Air Sampler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일일 내부피폭선량과 작업 /  공기  방사능농도  작

업자의 내부 피폭선량 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년 일회 Whole body 

coun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등 특수한 경우에는 뇨시료 측정 등의 

Bioassay법을 용할 것이다.

품   명 수량 용       도

o 방사선오염측정기

 ․알 /베타 오염검사기
1

출입자/작업자의 방사선 오염 검사

o 방사능분석장비

 ․ 계수기 1 작업장내 표면오염도  공기  방사선 농도 측정

o 방사선 측정장비

 ․알 방사선 측정기

 ․ 감마선량율측정기

2

1

작업시 제염범  측정

자연  수 의 방사선  측정

o 방사선오염측정기

 ․공기시료채집기

 ․공기오염감시기

 ․개인공기채집기

2

2

5

공기  방사선 농도 측정/평가를 한 시료채취

작업구역내 공기․배기  방사선 오염도 연속감

시작업자가 흡입한 공기 시료 채취

표 2.4.2. 방사선방호 설비  방사선측정기 보유 황

해체 작업시의 방사선 방호를 한 방사선 방호설비의 확보는 필수 이

다. 방호설비는 출입자와 작업자를 한 갱의실, 비 오염된 작업자의 일반 

샤워실, 오염된 출입자  작업자의 제염을 한 제염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같은 출입 리구역은 그림 2.4.3과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방사성오염검사

기와 손발오염검사기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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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의 방사선 리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선물질로부터 시설

의 건 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선물질이 시설 외부로 출되고 있지 않

음을 확인하기 하여 시설내의 공간방사선량율, 표면오염도, 공기오염도를 

정기 으로 측정 감시하 으며 2004년 12월 의 측정값을 표 2.4.3 ～ 5

에 나타내었다. 공간방사선량율의 측정은  감마선량율 측정기

(Eberline; FH40F2)를 이용하 고, 측정결과는 표 2.4.3에서와 같이 최  

방사선량율은 0.51 μSv/h로 측정되었다. 년도와 비교하여 최 치의 경우 

약 1/10 가량 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체 비공사를 하면서 휴

지기간동안 시설 내에 쌓인 먼지 등의 청소작업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표면오염도의 측정지 은 외부 방사선량율 측정지 과 동일한 치를 선정

하 다. 측정방법은 간 법인 스미어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α/β 계수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공기  방사선 농도의 측정은 공기시료 채집기를 

이용하여 1시간동안 3.6 ㎥의 유량을 필터에 통과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필터 시료는 α/β 계수기를 이용하여 공기  방사선 농도를 

측정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변환시설의 방사선/능 의 격한 

변화는 없고 시설외부로의 오염이 확산되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시설의 방사선안 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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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출입 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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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변환 시설 일일 공간 방사선량률(2004년 12월), 단 : μSv/hr

Date

Meas.Point

1 0.18 0.18 0.18 0.18 0.19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9 0.18 0.18 0.19 0.18 0.18 0.19 0.18 0.18 0.18 0.18

2 0.19 0.18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8 0.19 0.19 0.18 0.19 0.19 0.20 0.19 0.19 0.18 0.19 0.19

3 0.32 0.33 0.32 0.34 0.35 0.27 0.24 0.25 0.23 0.24 0.23 0.24 0.22 0.23 0.22 0.22 0.21 0.21 0.22 0.21 0.22 0.21 0.25

4 0.31 0.30 0.31 0.30 0.32 0.31 0.31 0.30 0.30 0.31 0.30 0.31 0.30 0.31 0.30 0.29 0.30 0.29 0.30 0.29 0.28 0.29 0.30

5 0.34 0.31 0.30 0.33 0.32 0.32 0.32 0.32 0.31 0.32 0.31 0.32 0.32 0.32 0.31 0.30 0.33 0.32 0.33 0.32 0.31 0.30 0.32

6 0.21 0.22 0.21 0.22 0.23 0.23 0.22 0.21 0.22 0.21 0.22 0.23 0.21 0.22 0.21 0.22 0.22 0.23 0.22 0.23 0.22 0.23 0.22

7 0.22 0.23 0.22 0.23 0.22 0.25 0.23 0.23 0.23 0.24 0.23 0.23 0.23 0.25 0.26 0.25 0.26 0.25 0.26 0.25 0.26 0.25 0.24

8 0.26 0.27 0.26 0.26 0.27 0.27 0.27 0.26 0.27 0.27 0.26 0.27 0.27 0.27 0.28 0.27 0.27 0.28 0.27 0.28 0.27 0.28 0.27

9 0.24 0.23 0.22 0.23 0.24 0.24 0.23 0.23 0.22 0.23 0.24 0.22 0.23 0.22 0.23 0.22 0.23 0.21 0.23 0.22 0.23 0.22 0.23

10 0.29 0.27 0.26 0.27 0.27 0.27 0.26 0.25 0.26 0.27 0.26 0.27 0.27 0.26 0.25 0.28 0.30 0.29 0.27 0.26 0.28 0.29 0.27

11 0.51 0.50 0.51 0.50 0.51 0.50 0.48 0.49 0.51 0.50 0.50 0.51 0.50 0.48 0.49 0.50 0.51 0.50 0.51 0.50 0.49 0.51 0.50

12 0.42 0.41 0.43 0.42 0.43 0.42 0.41 0.40 0.41 0.40 0.42 0.42 0.42 0.39 0.40 0.41 0.40 0.41 0.42 0.41 0.40 0.43 0.41

13 0.25 0.25 0.26 0.25 0.25 0.25 0.24 0.24 0.23 0.24 0.25 0.24 0.23 0.25 0.24 0.23 0.24 0.26 0.25 0.24 0.23 0.24 0.24

Min.Value 0.18 0.18 0.18 0.18 0.19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9 0.18 0.18 0.19 0.18 0.18 0.19 0.18 0.18 0.18 0.18

Max.Value 0.51 0.50 0.51 0.50 0.51 0.50 0.48 0.49 0.51 0.50 0.50 0.51 0.50 0.48 0.49 0.50 0.51 0.50 0.51 0.50 0.49 0.51 0.50

Remarks

10 13 14 1715 16 Average

  ※ Measuring Background
       0.15 ∼ 0.18 μSv/hr

2 3 6 7 8 91 20 2221 3023 24 29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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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변환 시설 일일 표면오염도(2004년 12월), 단 : kBq/㎡

0.38 0.30 0.24 0.28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0.19 <MDA <MDA <MDA <MDA <MDA 0.28

0.10 <MDA 0.06 0.05 0.07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MDA 0.05 <MDA <MDA <MDA 0.06 <MDA <MDA <MDA 0.06

1.02 1.75 1.58 0.41 0.83 0.35 <MDA <MDA <MDA <MDA <MDA 0.24 0.19 <MDA <MDA <MDA <MDA 0.24 <MDA 0.21 0.19 0.21 0.60

0.24 0.36 0.41 0.13 0.24 0.06 <MDA <MDA <MDA <MDA 0.05 <MDA <MDA <MDA <MDA 0.07 <MDA <MDA 0.06 <MDA 0.07 <MDA 0.17

1.56 2.65 3.10 3.10 6.93 0.86 1.05 1.28 0.86 1.05 1.30 1.50 0.69 2.03 1.42 1.02 1.05 2.40 1.22 1.56 1.53 1.72 1.81

0.46 0.65 0.60 0.81 2.66 0.31 0.26 0.35 0.33 0.24 0.41 0.47 0.23 0.58 0.45 0.23 0.22 0.62 0.38 0.48 0.39 0.33 0.52

3.21 2.90 3.68 2.98 12.1 7.85 3.96 2.45 3.04 3.32 3.74 5.11 9.95 4.97 4.89 4.69 4.16 4.75 5.73 5.98 5.08 4.75 4.97

0.69 1.21 1.34 0.79 3.71 2.18 1.17 0.69 0.84 0.95 1.10 1.43 3.02 1.47 1.22 1.53 1.41 1.34 1.80 1.70 1.66 1.43 1.48

4.24 7.83 8.02 8.44 37.3 6.96 11.4 4.61 3.01 2.31 6.59 4.27 14.8 5.08 5.42 7.15 8.55 16.9 13.4 13.5 12.7 13.9 9.84

1.36 2.29 2.36 2.08 16.8 2.38 3.59 1.17 0.88 0.99 1.92 1.11 4.11 1.43 1.88 2.09 2.56 5.67 5.10 5.06 5.35 5.71 3.45

3.49 4.16 3.63 7.91 6.65 6.12 6.29 1.05 1.47 1.44 2.87 3.24 3.85 2.76 2.26 2.12 3.57 3.94 4.92 4.19 4.44 4.41 3.85

0.92 1.37 1.25 2.63 1.93 1.95 2.14 0.36 0.53 0.45 1.07 1.01 1.32 1.01 0.73 0.58 1.08 1.35 1.80 1.38 1.50 1.49 1.27

5.03 5.06 4.78 5.64 5.50 2.48 1.89 1.42 1.22 1.11 1.56 0.77 1.56 1.64 1.61 1.78 1.95 2.79 2.76 2.96 2.96 3.10 2.71

1.51 1.40 1.46 1.95 1.79 0.85 0.54 0.41 0.32 0.33 0.57 0.35 0.60 0.67 0.47 0.64 0.54 0.87 0.99 0.87 0.90 0.92 0.86

3.29 4.86 4.58 6.06 4.27 2.20 1.33 0.63 1.22 1.47 3.57 0.91 1.89 1.47 2.00 1.72 2.20 2.40 2.31 2.82 2.28 2.51 2.55

0.90 1.59 1.52 1.49 1.30 0.63 0.42 0.16 0.41 0.32 1.24 0.37 0.66 0.50 0.51 0.40 0.40 0.63 0.95 0.87 0.85 0.91 0.77

1.92 2.28 2.26 3.24 3.04 1.86 2.42 1.25 0.86 0.83 2.12 1.47 2.23 1.64 1.64 2.26 2.42 2.06 1.53 1.64 1.67 1.53 1.92

0.51 0.75 0.71 1.19 0.76 0.80 0.81 0.41 0.28 0.30 0.75 0.51 0.73 0.76 0.46 0.75 0.90 0.94 0.56 0.45 0.45 0.49 0.65

2.54 3.15 3.29 1.78 2.37 2.96 1.75 1.16 1.08 1.22 2.00 0.38 3.63 2.26 2.42 2.12 1.92 3.24 1.89 1.98 2.23 2.34 2.17

0.69 0.94 1.04 0.62 0.52 0.67 0.65 0.47 0.36 0.28 0.61 1.17 1.04 0.74 0.53 0.71 0.47 0.95 0.54 0.58 0.52 0.56 0.67

2.76 4.75 4.55 5.98 4.58 3.46 8.13 0.86 0.69 0.47 4.94 3.71 8.11 5.31 4.22 5.17 5.81 5.11 7.66 6.48 7.21 8.44 4.93

0.97 1.59 1.59 1.89 1.56 1.13 2.43 0.23 0.18 0.15 1.41 0.92 2.87 1.33 1.60 1.63 1.51 1.84 2.37 2.27 2.02 0.24 1.44

5.76 2.96 3.12 2.20 5.22 2.09 3.82 1.33 1.08 1.53 2.79 1.75 3.29 1.72 10.3 2.68 5.48 15.4 4.33 3.82 4.75 4.72 4.10

1.82 1.10 1.10 0.63 1.68 0.73 1.13 0.42 0.43 0.43 0.97 0.61 1.05 0.50 3.14 0.90 1.54 5.07 1.35 1.14 1.43 1.44 1.30

3.12 2.26 2.70 2.82 3.10 2.20 0.77 0.52 1.02 1.30 0.89 0.58 1.44 0.35 1.22 1.64 1.36 1.67 1.56 1.81 1.89 1.67 1.63

0.80 0.90 0.88 1.00 0.83 0.63 0.23 0.10 0.36 0.32 0.29 0.18 0.45 0.20 0.47 0.46 0.39 0.55 0.51 0.64 5.93 0.53 0.76

0.38 0.30 0.24 0.28 0.83 0.35 0.77 0.52 0.69 0.47 0.89 0.24 0.19 0.35 1.22 1.02 0.19 0.24 1.22 0.21 0.19 0.21 0.28

0.10 0.36 0.06 0.05 0.07 0.06 0.23 0.10 0.18 0.15 0.05 0.18 0.23 0.20 0.05 0.07 0.22 0.55 0.06 0.45 0.07 0.24 0.06

5.76 7.83 8.02 8.44 37.3 7.85 11.4 4.61 3.04 3.32 6.59 5.11 14.8 5.31 10.3 7.15 8.55 16.9 13.4 13.5 12.7 13.9 9.84

1.82 2.29 2.36 2.63 16.8 2.38 3.59 1.17 0.88 0.99 1.92 1.43 4.11 1.47 3.14 2.09 2.56 5.67 5.10 5.06 5.93 5.71 3.45

24 27

  ※  Measuring MDA
      α : 0.24 kBq/㎡
      β : 0.07 kBq/㎡

1 28 296 7 Average
Date

Meas.Point
2 3

1

2

α
β
α
β

3

4

5

6

α

11

12

13

7

8

9

10

β
α

α
β
α
β

β
α

β
α
β
α

α

β

Remarks

β

α
β

αMax.
Valu

M in.
Valu

3022 23

β

β
α
β
α

β
α

20 218 9 10 13 16 17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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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변환 시설 주간 공기오염도(2004년 12월), 단 : Bq/㎥

1st week 2nd week 3rd week 4th week 5th week

02-Dec 08-Dec 17-Dec 23-Dec 30-Dec

0.06 0.07 <MDA 0.07 <MDA 0.07

<MDA 0.03 <MDA 0.05 <MDA 0.04

0.07 0.38 0.03 0.06 0.33 0.17

0.04 0.21 <MDA 0.06 0.18 0.12

0.06 0.05 <MDA 0.06 <MDA 0.06

0.03 0.03 <MDA 0.03 <MDA 0.03

<MDA 0.10 <MDA 0.08 <MDA 0.09

<MDA 0.06 <MDA 0.10 <MDA 0.08

0.06 0.05 0.03 0.06 0.33 0.06

0.03 0.03 <MDA 0.03 0.18 0.03

0.07 0.38 0.03 0.08 0.33 0.17

0.04 0.21 <MDA 0.10 0.18 0.12β

Remarks

α

β

α
Max.
Value

Min.
Value

β

α

β

α

β

α

β

Average

  ※ Measuring MDA
      α : 0.027 Bq/㎥
      β : 0.013 Bq/㎥

Date

Meas.Point

1

2

3

4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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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공사 비

본격 인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사  비로서 세부 리  각종 작업

차서 작성, 작업자 교육, 시설환기계통설치, 방사선방호 련 출입 리구역 

확립, 화재경보  방호 설비 설치,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등의 사  

비공사와 시설 내 재 인 각종 잡자재의 정리 작업  시설 내부와 설

비의 사  비 제염을 실시하 다.

가. 각종 계획서  차서 작성

- 사업 리 차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용역에 용할 사업 리 차서의 작성  

리에 한 일반 사항, 조직의 운 , 월간진도보고, 인력투입, 기성고 리, 

교육훈련 등의 사업 리, 사업문서 리, 공정 리 등에 한 차를 기술하

다. (사업 리 차서 (UP-101, Rev.0) 참조)

- 산업안 리계획서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하여 우라늄변환시설 제염해체 공사의 일반, 노무

작업, 방사선 리, 방사성폐기물처리, 보건물리, 리구역제염  작업용품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한 세부 인 안 리계획을 기술하 다. (산업

안 리계획서 (US-101, Rev.0) 참조)

- 방사선 리 차서

원자력 계법규, 해체계획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안 리규정

에 근거하고 있는 선량한도에 의거하여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에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의 결정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확률  장해의 발생을 용인할 수 있는 수 까지 낮게 제한함으로

써 피폭으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존하고, 안 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리구역 출입 리,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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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ALARA 검토  수행, 방사선/능 측정, 방사선 작업 리, 반출입 물품

리, 방사선 장해방어, 방사선 방호교육과 호흡 방호장비 사용 리에 한 

차를 기술하 다. (방사선 리 차서 (UR-101～110, Rev.0) 참조)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

원자력 련 법령의 요건을 사업 련 조직원들이 수할 수 있도록 계획

서와 차서를 작성하 다. 품질보증계획서는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 리, 

구매서류 리, 지시서/ 차서  도면, 서류 리, 구매품목  용역의 리, 

품목의 식별  리, 공정 리, 검사, 시험 리, 측정  시험장비의 리, 

취 / 장  운송, 검사/시험  운 황, 부 합사항의 리, 시정조치, 품

질보증기록과 감사와 련된 냉용이 기술되어 있다. 품질보증 차서에는 품

질보증계획서의 작성  리, 품질보증 차서의 작성  리, 교육  훈

련, 서류 리, 품질검사, 품질검사자 자격부여, 측정  시험기기의 리, 부

합사항의 리, 시정  방조치와 품질보증기록 리에 한 내용을 기

술하 다. (품질보증계획서 (URQAM, Rev.0), 품질보증 차서 (URQAP, 

Rev.0) 참조)

- KILN실 해체 작업 차서

본 작업 차는 우라늄변환시설의 1층 Kiln실(구역번호 6107) 내의 설비, 

배 , 덕트 등의 시설을 해체하고 방사성폐기물 임시 장소로 사용하기 해 

외부 과 시설 내부 제염을 한 차를 기술하 다. 우라늄변환시설의 1

층 Kiln실(구역번호 6107)에는 Stirred Bed Reactor (이하 SBR, 263-26)

가 서쪽 벽면, 강화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SBR은 Hydrofluoric 

Acid 건조기체를 Kiln으로 순환시켜 UF4 - UO2F2를 UF4로 변환시키는 

설비이다.  SBR 본체는 롤러 베어링, 드라이버, 쉘, 가열장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KILN실 해체 (6107) 해체 작업 차서 (UD-101, Rev.0) 참조)

나. 작업자 교육

해체공사 시 작업자의 안  등을 한 교육은 표 2.4.6의 교육 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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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 부서

/강사
제        목 상 정일  방법 시간 장 소

1
품질보증

담당자

 품질보증교육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

사업

참여자

‘04. 

9.16
강의 1시간

장

사무

실

2

장소

장

 는

안

담당자

 일반교육

 -산업안 보건법

 -작업공정의 유해, 험

 -보호구  안 장치 취 ,사용

 -안 사고사례  산업재해 방 책

 -근로자건강증진  산업간호

 -안 보건 표지

 -물질안 보건자료

작업자
매주

1회
강의

0.5시

간

이상

장

사무

실

3

산업

안

담당자

 특별교육

 -용  는 용단작업

 -운반 는하역기계 사용작업

 -고소작업

 -방사선작업

 -맨홀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특별

작업자
작업 강의

16시

간

이상

장

사무

실

4

산업

안

담당자

 신규 투입자 교육

 -산업안 보건법

 -당해설비, 기계  기구의 안 작업방법

 -근로자건강증진  산업 호

 -물질안 보건자료

신규

투입자

신규 

투입시
강의

8시간

이상

장

사무

실

5

산업

안

담당자

 작업 변경시 교육

 -작업변경 내용

 -당해 작업의 안 수칙

 -당해 작업의 련 차

 -당해 설비의 안 취  방법

작업자
작업 

변경후
강의

2시간

이상

장

사무

실

6

산업

안

담당자

 작업  교육

 -당해 작업의 안  수칙

 -당해 작업의 련 차

 -당해 작업의 주의 사항

작업자 매일 강의
10분

이상

장

사무

실

7
방사선 

리

 방사선 작업신규 종사자 교육

 -방사선작업신규 종사자에 하여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사선

신규

종사자

최

1회
강의

20시

간

이상

탁 

교육

장

8
방사선 

리

 정기교육 (방사선 방호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하여 법정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매년 강의 6시간

탁 

교육

장

9

방사선 

리

담당자

 방사선 작업 투입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하기에앞서 최  

  투입  교육을 받아야 한다

투입자
최

1회
강의

4시간

이수

장

사무

실

표 2.4.6 작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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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 비공사

(1) 환기설비

기존 환기실의 환기설비 해체  철거한 후 환기설비를 설치하 으며 그

림 2.4.4에 나타내었다. ADU 시설의 덕트는 기존 설비를 계속 이용하고 

AUC 시설은 덕트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 다. 환기방식은 One Through 

Type이고 여과기 집합체의 기는 용하지 않고 배기는 사 여과기/ 간여

과기/HEPA 필터로 이루어져있다. 환기 횟수는 시간당 2 ～ 3회 기 으로 

공  풍량은 20,000 m3/hr 이며 정압은 150 mmAq 이다.

그림 2.4.4.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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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구역 리 정비

변환시설 제염  해체시 작업자 출입 리를 하여 시설내부로 출입하

게 되는 출입시설을 그림 2.4.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비하 다. 시설 내

부로 들어가는 공장과 작업자 출입실과의 동선을 구분하여 작업자 출입구역

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하 고 리구역 내에 AID와 연계하여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 으며 이를 그림 2.4.5에 나타내었다.

그림 2.4.5. 출입 리구역

(3) 화재경보계통  방호설비 검

화재경보계통  방호설비는 변환시설 건물 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부 천장에는 열 감지기,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수동 발신기 세트, 소화   분말소화기 등이 설치되어있다. 한 

건물 동쪽 편 잔디밭에는 옥외소화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한 화재감

지기, 수동 발신기 세트, 수신반 등의 화재경보계통, 소화기  소화 의 소

화설비계통  피난유도등을 검하 으며 불량설비는 량교체하고 단선된 

회로는 선로를 보수하여 화재안 을 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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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해체상황 제1차 확인 검 결과 권고 사항인 크 인의 기능 검  시험 

실시 권고에 따라 천정 크 인 일 설치 라켓의 용 부에 하여 자분탐

상시험을 실시(그림 2.4.6)하여 용 부에 한 용 결함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분탐상시험은 3톤의 부하시험  후에 실시하

으며, 시험 시 모재 상 에서 표면 크랙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용 부와 무

한 스 일 크랙으로 단되었다.

그림 2.4.6.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5) 잡자재 정리

변환시설은 오랜 기간 휴지상태로 기본 인 시설 유지와 리만 하여왔

기 때문에 시설 내에는 가동  사용하 던 부자재  기타 잡자재가 산재

해 있는 상태로 시설의 해체공사  이를 정리하여 제염 가능한 상은 제

염하고 폐기물은 분류하여 폐기물 드럼에 장해야만 한다. 그림 2.4.7 ～ 9

는 이들 작업을 나타낸 그림으로 재 분류 후 이들의 물량을 악 에 있

다. 한편 시설은 장기간의 휴지로 우라늄 화합물이 함유된 먼지로  설비 

 시설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본격 인 해체공사에 앞서 공사 시 작

업자의 내부 피폭 방지  오염물의 확산을 막기 하여 사  청소 작업 (그

림 2.4.10)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표 2.4.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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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시설 내부 정리 작업 /후

그림 2.4.8. 내부 방사성폐기물 분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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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시설 내 잡자재 해체  분류

그림 2.4.10. 시설 내 설비표면 비제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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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시설 내 설비  바닥 표면 비제염  후의 오염도

     격     실 공간선량률  알파표면 오염도 [Bq/m2] 알파표면 오염도[Bq/m2]
 [mSv/hr]           콘크리트

    바닥     벽면 바닥 벽면
1층 Kiln실 9.70E-04 2.73E+02 3.67E+03 - 4.93E+02 1.22E+04 4.93E+02 1.27E+02 2.54E+03 8.06E+01
  [6107] 7.17E+02 4.92E+03   <MDA 1.24E+02 1.80E+02 7.75E+01

9.97E+02   <MDA 3.44E+03 7.44E+01
  <MDA 7.44E+01
  <MDA

1층 용매추출실 2.70E-03 2.17E+04 9.70E+03 262-013 4.47E+03 2.68E+03   <MDA 1.30E+02 5.27E+02 1.09E+02
    [6114] 262-0135 1.78E+03 2.17E+03   <MDA 8.53E+02 5.74E+02 9.92E+01

262-0017 2.28E+03 2.84E+03 4.52E+03 2.08E+03 2.88E+02 8.99E+01
4.75E+03 2.70E+02
1.50E+03 1.19E+03

우라늄회수실 7.00E-04 1.46E+03 1.09E+03 V-603   <MDA 4.58E+03   <MDA 4.43E+02 4.50E+02 7.44E+01
[5101&5205] TK-602 2.69E+02 2.00E+03   <MDA 8.00E+02 5.74E+02 7.75E+01

V-601   <MDA 4.93E+02   <MDA 2.88E+02 2.20E+02 7.44E+01
  <MDA 3.81E+02 2.26E+02 8.06E+01
  <MDA   <MDA 2.08E+02 8.37E+01

  <MDA 4.09E+02
  <MDA 9.30E+01
  <MDA 9.61E+01

1차예비제염후(직접법)

알파표면 오염도[Bq/m2]

기기
콘크리트

제염전(해체계획서) 1차 예비제염후(간접법)

     기 기    콘크리트 기기번호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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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기술 개발

가. 속폐기물 제염장치 설계  제작

변환시설은 우라늄 화합물을 다루었던 시설이며, 시설 내 공정설비 부

분은 속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속표면에는 우라늄 물질로 오염되

어 있다. 일반 으로 속표면에 흡착된 우라늄(VI) 물질은 물에 의한 단순

세척 는 물리  단순제염 등의 수단으로 부분이 제거되지만 완 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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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 한 완 제염을 해서는 화학제염제를 이용[13-15]하거나 기화학

 제염 수단[16]을 이용한다. 그동안 화학제염방법을 이용하여 오염 속을 

바탕 값 수 으로 제염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해연마에 의한 속표면 제염

방법을 실증하 다. 따라서 년에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기 로 하여 다음

과 같은 화학제염장치를 제작하 다.

(1) 음  화학제염 장치

음 화학제염장치의 구성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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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온도조 기  타이머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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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과장치: 내산성 순환펌  

- 사용 원: 25KW, 3P, 220V

- JIG: 2식, SUS316, L600 × W900 × H400 

(2) 해제염 장치

해제염장치의 구성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12 참조).

- 사용 원: AC 220 V, 단상

- 사용 해액: 질산나트륨수용액

- Base Plate: SUS-304, L 2000 × W 4000 × H 170 (4t)

- 해제염 Tank: SUS-304, L 500 × W 400 × H 700 (2t)



- 261 -

그림 2.4.11. 음 화학제염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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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해제염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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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극선, Sonicator(1500W, 40khz), Thermocouple, Level meter

- 침  Tank(2EA): SUS-304, L 400 × W 400 × H 900 (2t)

- 슬러지보  Tank: SUS-304, L 800 × W 400 × H 300 (2t)

- Main control panel

나.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

우라늄 변환시설에서는 농축시키지 않은 천연우라늄(Natural Uranium)

만을 취 하 기 때문에 핵반응과는 련이 없으므로 인공 방사성동 원소

에 의한 오염은 없으며, 우라늄이나 우라늄의 딸핵종에 의한 오염만이 존재

한다. 폐기물의 종류를 별하기 해서는 제염이후의 시설물에 한 우라늄

의 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한 건물의 제염을 확인하기 하여서도 우라늄

의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 미량의 우라늄 농도측정은 주로 알 분 으로 이

루어지며, 알 분 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의 화학  분리를 거친 

후 알 스펙트럼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경비, 그리고 시간이 소

요된다. 변환시설의 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시료는 양이 매우 많으므로, 모든 

시료에 하여 알 분 으로 우라늄의 농도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비교  취 방법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라늄 농도의 측정 방법에는 U-238의 질량을 가진 원소의 양을 측정하

는 방법, U-238이나 U-235의 핵종에서 방출하는 알 선을 측정하는 방법, 

U-235나 U-238의 딸핵종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U-235나 U-238의 핵반응에서 생성된 핵종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

는 방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장단 을 검토한 결과로 

U-235나 U-238의 딸핵종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직  측정하는 방법이 가

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변환시설과 같이 구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천연우라늄에 한 농도 측정에 이용한 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측정 가

능성과 신뢰도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렴하게 우라늄의 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감마분 의 측정방법

을 개발하고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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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분  측 법의 타당성 실험을 해서 변환시설 내의 각종 공정(그림 

2.4.13 참조)에 사용된 철재의 제염 후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제거에 따

른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 다. 앞으로 측정할 시료에 하여 제염 수행과 동

시에 오염을 측정함으로서 시료의 기오염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하고, 제

염방법에 따른 제염율의 악방법을 제시하며, 시료의 측정에서 발견되는 문

제 을 개선하는 데 목 이 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① 시료를 공정별로 채취하여 감마선 측정용기(450 cc marinelli 비이

커)에 충 하기 용이하게 단한다. 시료의 양을 측정시 모든 시료

가 동일한 기하학  구조를 갖도록 용기에 가득 채우므로 시료의 

단된 모양과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② 비된 시료의 감마선을 측정하여 농도를 분석한다. 감마분석에서는 

시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다. 

③ 시료의 제염처리를 수행한다.

④ 제염용액의 일부를 취해 알 분석용 시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알

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방사능 농도는 제염용액으로 용출된 오염

물질의 양으로 제염처리 후에 시료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차이로 

나타난다.

⑤ 제염된 시료를 감마선 측정용기에 충진 시켜 감마선을 측정하여 오

염농도를 분석한다. 오염농도가 충분히 낮아져 더 이상의 제염효과

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의 ③과 ④를 수행하여 감마선의 오염

도를 분석한다. 

(1) 시료채취

우라늄 변환시설의 Plant시료는 그림 2.4.13의 공정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채취하 다. 우선 변환시설 내부 Plant의 1층과 2층의 공정인 

용해, 여과, 용매추출, ADU, AUC, 폐기물의 6개 공정에 해 각 공정별로 

오염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6개  지 을 선정하여 각 지 에서 3개씩 도

합 18개의 시료를 채취하 으며 표 2.4.8에 시료채취 지 을 숫자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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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4.14로부터 그림 2.4.17에는 시료를 채취하기 의 구조물 모

양을 표 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료채취를 마친 후 450mL marinelli 비이

커에 넣을 수 있도록 시료를 2kg 정도 가공하여 가공한 시료를 450mL 

marinelli 비이커에 넣고 감마 분석을 수행하 다. 감마분석을 마친 시료를 

10%의 질산용액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처리한 후 용액을 모두 회수하여 

당량의 용액을 취하여 알 분석을 시행하 고 시편은 건조한 후 다시 

marinelli 비이커에 넣어 2차 감마 시료로 사용하 다. 감마 분석을 마친 시

편은 1차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용액을 회수하여 2차 알  시료로 

하 고 시편은 다시 건조하여 3차 감마시료로 하 다. 알  분석은 시료채취

량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만 감마 분석은 시료의 양이 많을수록 계측 하한

치인 MDA를 낮출 수 있어 감마 분석에는 되도록 많은 시료의 양이 요구되

나 시료의 양이 많으면 처리의 어려움이 수반되며 알  분석을 한 시료

의 양이 많아진다. 때문에 표 시료 용액으로 충분한 실험을 거친 결과 

MDA값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최소한의 시료양인 2kg정도의 시료 양으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 알 분석

10% 질산용액으로 회수된 시료를 비이커에 5mL 정도 취하여 Tracer 

용액으로 U-232 용액(2 dpm/g 정도) 1g 정도를 첨가하여 비이커를 Hot 

Plate에 올려놓고 시료 용액을 모두 건고 하 다. 건고된 시료에 왕수를 넣

어 건고한 후 건고된 시료에 과산화수소수 1mL 정도를 첨가하여 다시 건고 

시킨 다음 발연질산 20mL를 넣고 유리시계 시를 덥고 시료를 2시간 정도 

방치하 다. 2시간정도 방치한 시료의 유리시계 시를 열어 시료를 건고 하

여 발연질산을 한번 더 처리한 후 시료를 완  건고 시켰다. 건고 된 시료에 

질산을 넣어 2번 반복하여 건고 시킨 후 시료를 질산에 녹여 우라늄을 분리

하 다. 우라늄이 분리된 시료를 스테인 스 착 에 기 착 하 다. 

착된 착 을 α-Spectrometer로 10-2Torr이하의 진공상태에서 100,000  

이상 계측하 다. 알 분석에 의한 우라늄 농도 측정결과를 표 2.4.9와 

2.4.10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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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분석

표 시료의 측정결과에서 감마선 측정기는 REGE Detector를 사용하고, 

시료의 무게는 최소한 1 kg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는 Standard Coaxial Germanium Detector를 사용하여 측정방법의 문제

을 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REGE Detector를 사용하여 문제 을 확인하고 

해결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으로 사용하기로 하 다. 

시료는 450cc marinelli 비이커에 충진하여 모든 시료가 동일한 기하학 인 

조건에서 측정이 되도록 하 으며, 무게는 1.5 ～ 2.5kg의 범 에 있었다. 

철의 도가 약 8 g/cc이고 용기의 체 이 450 cc 라면 용기를 채웠을 때

의 무게가 4 kg이 되지만 단된 시료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여 약 2 kg의 

시료가 충진에 사용된다.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료의 방사능 강도에 따

라 10,000  내지 80,000 로 하 다. 즉 시료의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만 측정하여도 오염핵종과 농도를 악할 수 있지만 제염되어 오

염핵종이 없는 경우에 감마선 방출체의 핵종과 농도를 악하기 해서는 

측정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KAERI에서 새로 구입한 측정기를 이용하여 

오염한도 이상의 오염만 악하기 해서는 약 20,000  정도의 측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감마선 방출체의 핵종과 농도를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피크의 분석을 하게 수행하여 피크면 의 편차를 이고, 정확

한 측정효율 곡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본 인 피크분석과 측정효율의 측정

법은 참고문헌[16] “규제면제이하 폐기물 처분을 한 시료채취, 핵종분석 

 차에 한 연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 할 

핵종에서 방출하는 감마선 에 지가 매우 낮으며, 방출강도가 낮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100 keV 이하의 낮은 에 지에 한 측정효율을 보

완하기 하여 농도가 확인된 AUC 선원을 이용하 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핵종을 이용하여 측정효율을 구하 기 때문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앞의 시료채취에서 언 한 18개의 

시료에 한 감마선 측정은 오염농도가 충분히 낮아져 더 이상의 제염효과

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 졌다. 

1단계 : 시료를 제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라늄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 분석의 결과와 비교한다. 제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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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오염도가 비교  높고 감마선 피크의 분석이 용이하며, 피

크분석의 문제 을 악하기 용이하다. 

2단계 : 1차의 오염제거를 수행하 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아

지므로 측정하한치(MDA)의 단자료를 얻을 수 있다. 측정하한

치는 측정기의 특성과 감마 스펙트럼, 그리고 감마선의 에 지

에 따라 변화된다.

3단계 : 2단계 측정에서 발견된 문제 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하여 2차 이상의 제염된 시료를 측정한다.

1단계 감마선의 측정결과를 표 2.4.11에 요약하 다. 1단계의 감마선 

측정결과에서는 각 핵종별 는 에 지에 따른 방사능 농도가 분석결과에

서 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Th-234와 Pa-234m는 평형상태

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한 농도를 보여야 하며, 농축을 안한 우라늄시료

에서 U-235는 U-238의 0.72%의 농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상과의 차

이를 검토한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시료의 자체흡수에 기인함이 발견되었

다. 낮은 에 지의 감마선 측정에서 시료의 자체흡수에 한 보정이 요

하기 때문에 시료의 제작에서 자체흡수에 의한 효과가 무시될 수 있을 정

도로 시료의 두께를 1.5 cm 이하로 얇게 하 으나 100 keV이하의 낮은 

감마선에 하여서는 자체흡수에 한 보정이 필요하 다. 2단계 감마선

의 측정결과를 표 2.4.12에 요약하 다. 2단계의 감마선 측정결과에서 발

견된 특이사항은 반 으로 방사능의 농도가 낮다는 것과 일부 시료에서 

Pa-231과 Th-230의 핵종이 측되는 것이었다. 이들 핵종의 존재여부

를 확인하기 하여 1단계의 스펙트럼을 재검하여 보니 1단계에서도 

측되지만 우라늄 오염에 의한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한 이들 핵종이 

환경시료나 우라늄 시료의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핵종분석을 

한 library에서 락되어 있었으므로 확인되지 못하 다. Pa-231이나 

Th-230의 핵종을 해석하기 해서는 표 2.4.13과 같은 핵종별 감마선의 

에 지와 방출분율을 library에 추가시켜야 한다. Pa-231이 측정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U-235의 붕괴에서 생성된 Th-231이 

속표면과 반응하여 화학  흡착이 발생하지만 Th-231의 반감기가 짧

기 때문에 모두 Pa-231로 환되어 되므로 U-235의 방사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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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능이 측된다. 한 Th-230은 U-234의 붕괴

에서 생성된 Th-230의 화학  흡착에 의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U-238의 붕괴에서 생성된 Th-234와 Pa-234m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

에 모두 U-234로 변환되어 효과를 볼 수 없다. 구평형을 이루고 있

는 자연 의 우라늄이나 AUC에서는 Pa-231과 Th-230의 방사선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변환시설의 일부시료에서 이들과 같

은 핵종이 검출되는 것은 특수한 핵종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스테인 스강

과 반응하여 흡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흡착이 일어나는 

핵종과 조건에 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 기 때문에 원인 규

명이 어렵다. 앞으로 변환시설과 같이 자연 우라늄만을 취 하는 시설에서도 

우라늄 딸핵종 흡착에 한 기구(mechanism)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염과정에서 흡착된 딸핵종들의 제염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3단계 감마선의 측정결과를 표 2.4.14에 요약하 다. 3단계 감마선 측정은 

2단계 측정에서 발견된 핵종에 하여 집 으로 검토하 다. 2차 오염제

거 이후에 Pa-231과 Th-230의 양은 어들었지만 피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Pa-231과 Th-230은 우라늄에 비해 제염속도가 느리기 때문

에 2차 오염제거 이후에 우라늄의 오염도가 매우 낮아지지만 Pa-231과 

Th-230의 농도 감소는 매우 기 때문이다. 반 으로 2단계의 측정결과

에 비해 특이한 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다. 감마분석과 알 분석의 측정값의 

비교를 그림 2.4.18에서 보여주고 있다. 알 분석에 사용된 방사선의 농도는 

용액으로 추출된 양으로 가정하 으므로 이와 비교하기 하여 사용된 감마

선의 농도는  단계의 측정값과  단계의 측정값과의 차이를 사용하 다.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의 시료가 감마분석과 알 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부는 알 분석에 의한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일부는 감마분석에 의한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18의 1단계

(1step)의 알  농도는 알 의 1차 측정결과이며, 감마 농도는 2차 측정결과와 

1차 측정결과의 차이와 비교하고 있다. 1 단계의 알 와 감마선에 의한 농도가 

체 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콘크리트의 측정결과에 비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나

는 시료들이 있었다. 콘크리트의 측정에서는 시료 내에 오염물질이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으므로 편차가 은 반면에 철재시료에서는 오염물질의 분포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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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으므로 오염물질의 치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시료에

서 오염된 부 는 부분 이 나 탱크의 내부이며 모든 치에서 균일하

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용기에 충 하는 경우에 따라 오염부 와 측정기 사

이의 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용출된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액

내의 오염농도는 모두 균일하다. 오염이 많이 되어있는 부 가 측정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측정기와의 사이에 많은 양의 철재가 존재하여 차폐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마선의 측정결과가 방사능의 농도를 과소평가 할 

수 있으며, 반 의 경우에는 과 평가 할 수 있다. 즉 알 분석에 의한 측정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감마분석 시에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시료의 외

각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감마선의 자체흡수에 한 보정

은 오염이  시료에 균일하게 되어 분포되어 있는 경우로 가정하 으므로 

오염이 시료의 외각에만 있는 경우는 50% 정도 낮게 측할 수 있다. 반면

에 감마분석에 의한 측정값이 높은 경우는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시료의 내

각에 부착되어 있거나 용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용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감마분석 값을 1차와 2차

의 차이를 사용하 기 때문에 우라늄 오염의 치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

다. 그림 2.4.18의 2단계(2step)의 알  농도는 표 2.4.9의 2차 측정결과이

며, 감마 농도 1단계의 비교와 동일하게 2단계의 측정값과 3단계 측정값의 

차이를 사용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료의 감마분석 측정값

이 알 분석보다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감마분석에 의한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언 한 우라늄 오염의 치 는 주 방사선

(background, X-ray)의 방해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료의 우라늄 오염을 과 평가 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오염의 

확산을 제어하기 한 폐기물의 오염도를 단하기 한 평가자료로서 보수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면에서는 감마분석에 의한 농도측정법의 사용에 문

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장시료의 측정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감마분석법을 이용하여 오염을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

하며, 0.004 Bq/g 이하의 오염까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 감마분석이 알 분석에 비해 오염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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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Pa-234m, Th-230, Pa-231의 핵종이 측되면 오염된 것이다.

   - Th-234, U-235의 핵종은 농도에 따라 오염을 단해야 한다.

   - U-계열의 Pb-210, Pb-214, Bi-214  Th-계열의 Tl-208, 

Pb-212, Bi-212, Ac-228 등은 오염보다 재질 내에 함유된 우라

늄과 토륨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 오염도가 낮은 경우에 감마분석 결과는 보수성이 매우 크다.

시료 시료무게(g) 시료 시료무게(g)

용해 1 2164.5 ADU1 2264.4

용해 2 2252.1 ADU2 1518.3

용해 3 1708.3 용매1 1374.2

AUC1 2066.5 용매2 1675.4

AUC2 2382.7 용매3 1422.5

AUC3 2057.0 용매4 1136.6

여과 1 1980.4 폐기물1 2686.8

여과 2 2215.6 폐기물2 2378.7

여과 3 1636.3 폐기물3 1771.4

표 2.4.8. 우라늄 농도 측정을 한 시료의 채취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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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U-238 U-235 U-234

용해1
100.

60 
± 2.61 4.48 ± 0.17 

107.

70 
± 2.79 

용해2
157.

00 
± 4.30 7.36 ± 0.26 

154.

80 
± 4.24 

용해3
786.

80 
± 32.10 

29.8

2 
± 1.36 

755.

10 
± 30.80 

AUC1
133.

70 
± 3.44 6.87 ± 0.21 

130.

90 
± 3.37 

AUC2
375.

50 
± 28.50 

13.8

0 
± 1.91 

353.

60 
± 27.00 

AUC3
443.

10 
± 25.40 

14.9

0 
± 2.24 

463.

70 
± 37.00 

여과1
63.1

0 
± 3.98 2.77 ± 0.29 

66.9

0 
± 2.70 

여과2
107.

90 
± 6.50 4.24 ± 0.37 

104.

30 
± 4.09 

여과3
30.6

0 
± 2.96 1.36 ± 0.28 

33.1

0 
± 1.99 

ADU1
59.1

0 
± 1.83 2.36 ± 0.11 

59.1

0 
± 1.83 

ADU2
151.

30 
± 4.64 5.87 ± 0.29 

149.

20 
± 4.57 

용매1
129.

60 
± 15.30 1.77 ± 1.08 

218.

20 
± 23.90 

용매2
180.

20 
± 16.10 9.38 ± 1.87 

194.

10 
± 17.20 

용매3
36.5

0 
± 4.12 1.44 ± 0.56 

37.5

0 
± 4.22 

용매4
157.

70 
± 14.90 6.49 ± 1.83 

190.

10 
± 17.50 

폐기물1
399.

30 
± 9.06 

16.9

0 
± 0.54 

383.

00 
± 8.70 

폐기물2 1.23 ± 0.15 0.13 ± 0.05 1.27 ± 0.16 

폐기물3 6.67 ± 0.34 0.34 ± 0.05 7.72 ± 0.38 

표 2.4.9. 알 분 에 의한 1차 우라늄 농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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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U-238 U-235 U-234

용해1 0.11 ± 0.02 
0.0

3 
± 0.01 

0.1

1 
± 0.02 

용해2 9.44 ± 0.29 
0.3

7 
± 0.04 

10.

94 
± 0.32 

용해3 0.86 ± 0.09 
0.0

3 
± 0.02 

1.0

4 
± 0.10 

AUC1 1.04 ± 0.05 
0.0

6 
± 0.01 

0.8

8 
± 0.05 

AUC2 0.35 ± 0.04 
0.0

3 
± 0.01 

0.4

3 
± 0.05 

AUC3 0.26 ± 0.03 
0.0

1 
± 0.01 

0.3

2 
± 0.03 

여과1 0.23 ± 0.02 
0.0

2 
± 0.01 

2.5

8 
± 0.09 

여과2 0.35 ± 0.03 
0.0

2 
± 0.01 

0.3

6 
± 0.03 

여과3 0.09 ± 0.02 
0.0

0 
± 0.00 

0.1

2 
± 0.02 

ADU1 0.08 ± 0.01 
0.0

2 
± 0.01 

2.1

4 
± 0.08 

ADU2 0.04 ± 0.01 
0.0

0 
± 0.00 

1.2

2 
± 0.06 

용매1 0.19 ± 0.03 
0.0

0 
± 0.01 

0.2

6 
± 0.03 

용매2 0.79 ± 0.05 
0.0

5 
± 0.01 

0.9

2 
± 0.06 

용매3 0.18 ± 0.01 
0.0

1 
± 0.00 

0.1

9 
± 0.01 

용매4 1.44 ± 0.21 
0.0

6 
± 0.04 

1.1

3 
± 0.17 

폐기물1 1.22 ± 0.05 
0.0

6 
± 0.01 

1.3

4 
± 0.05 

폐기물2 0.10 ± 0.02 
0.0

1 
± 0.01 

0.1

2 
± 0.02 

폐기물3 0.18 ± 0.02 
0.0

1 
± 0.00 

0.1

7 
± 0.02 

표 2.4.10. 알 분 에 의한 2차 우라늄 농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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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치 용해1 용해2 용해3

U-23

8

농  

도

평균 374.59±48.71 348.17±45.97 602.02±70.51

최 449.28±127.30 420.67±106.82 689.25±176.79

핵종

별

농  

도

Th-234 409.86±59.34 420.67±60.26 528.31±72.80

Pa-234m 449.28±127.30 306.54±106.8 689.25±176.79

U-235 264.62±40.31 317.30±63.05 588.50±90.51

Pb-214 - - -

Bi-214 - - 0.06±0.93

Pb-210 - - -

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 (1/6)

(Unit ; Bq/kg)

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2/6)

(Unit ; Bq/kg)

시료 치 AUC1 AUC2 AUC3

U-23

8

농  

도

평균 79.00±13.19 273.83±35.03 401.07±51.81

최 97.59±33.38 307.83±93.39 498.77±136.77

핵종

별

농  

도

Th-234 50.26±13.23 210.61±30.45 279.68±38.87

Pa-234m 97.59±33.38 307.83±93.39 498.77±136.77

U-235 89.16±16.61 303.07±37.36 424.77±62.75

Pb-214 - - -

Bi-214 0.00±0.00 - 1.48±0.54

Pb-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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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3/6)

(Unit ; Bq/kg)

시료 치 여과1 여과2 여과3

U-23

8

농  

도

평균 68.87±12.67 142.83±21.88 25.53±17.10

최 78.24±33.44 185.09±54.76 312.43±32.43

핵종

별

농  

도

Th-234 54.00±12.14 113.55±25.39 15.64±32.43

Pa-234m 74.38±33.44 185.09±54.76 0.00±0.00

U-235 78.24±13.39 129.84±25.76 31.43±10.88

Pb-214 - - -

Bi-214 - - -

Pb-210 - - -

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4/6)

(Unit ; Bq/kg)

시료 치 ADU1 ADU2 용매1

U-23

8

농  

도

평균 45.97±10.82 651.82±76.51 147.89±31.87

최 55.08±27.14 952.66±203.35 154.38±86.28

핵종

별

농  

도

Th-234 29.30±11.16 952.66±95.26 140.94±28.11

Pa-234m 55.08±27.14 748.81±203.35 148.36±86.28

U-235 53.53±13.87 254.01±47.53 154.38±30.14

Pb-214 - - 0.96±0.56

Bi-214 0.00±0.00 0.57±0.72 1.60±0.77

Pb-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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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5/6)

(Unit ; Bq/kg)

시료 치 용매2 용매3 용매4

U-23

8

농  

도

평균 179.56±20.06 58.87±13.85 155.82±17.05

최 200.54±37.17 81.33±30.55 194.62±64.46

핵종

별

농  

도

Th-234 96.28±10.53 81.33±19.39 117.02±21.28

Pa-234m 200.54±37.17 39.71±30.55 9.53±64.46

U-235 158.58±15.09 55.56±20.44 194.62±26.65

Pb-214 0.09±0.03 - 1.49±0.79

Bi-214 0.01±0.03 - 1.72±0.73

Pb-210 - - -

표 2.4.11. 감마선의 1차 측정결과(6/6)

(Unit ; Bq/kg)

시료 치 페기물1 폐기물2 폐기물3

U-23

8

농  

도

평균 463.05±41.24 5.95±0.93 7.45±2.53

최 493.12±103.24 8.35±1.56 10.92±6.03

핵종

별

농  

도

Th-234 493.12±46.39 8.35±1.56 8.32±3.50

Pa-234m 451.27±103.24 0.00±0.00 3.11±6.03

U-235 444.77±49.33 3.56±1.02 10.92±3.02

Pb-214 1.23±0.48 0.03±0.01 0.00±0.00

Bi-214 0.45±0.23 0.00±0.00 0.00±0.00

Pb-210 - - 1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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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치 용해1 용해2 용해3

U-238

농  도

평균 14.94±3.19 97.48±11.34 19.36±4.28

최 23.05±6.10 135.68±30.81 23.07±10.86

핵종별

농  도

Th-234 7.08±4.78 135.68±13.23 23.07±5.57

Pa-234m 14.67±5.59 116.94±30.81 21.59±10.86

238.EQ.235 23.05±6.10 39.83±5.73 13.42±4.03

U-235 1.02±0.27 1.76±0.25 0.59±0.18

Pa-231 ? 41.65±3.07 -

Pb-214 1.68±0.23 〈   0.18

Bi-214 1.41±0.38 〈   0.21 〈   0.19

Pb-210 - - -

Tl-208 - - 〈   0.55

Pb-212 0.27±0.08 〈   0.14 -

Ac-228 0.77±0.36 - -

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1/6)

(Unit ; Bq/kg)

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2/6) 

(Unit ; Bq/kg)

시료 치 AUC1 AUC2 AUC3

U-238

농  도

평균 10.91±2.27 11.02±2.19 11.66±2.26

최 13.57±5.23 23.10±5.16 20.66±6.01

핵종별

농  도

Th-234 10.03±3.82 8.15±3.00 9.64±3.04

Pa-234m 13.57±5.23 23.10±5.16 20.55±6.01

238.EQ.235 9.12±2.15 1.83±2.75 4.68±0.72

U-235 0.40±0.09 0.08±0.12 0.21±0.03

Pa-231 ? - - -

Pb-214 〈   0.10 〈   0.08 〈   0.07

Bi-214 〈   0.12 0.13±0.01 0.08±0.41

Pb-210 - - -

Tl-208 〈   0.13 〈   0.11 〈   0.09

Pb-212 〈   0.08 〈   0.06 〈   0.05

Ac-228 - - 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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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3/6) 

(Unit ; Bq/kg)

시료 치 여과1 여과2 여과3

U-238

농  도

평균 8.56±2.65 9.21±1.55 5.33±3.46

최 13.60±5.46 13.19±3.85 8.34±8.34

핵종별

농  도

Th-234 5.65±5.27 10.35±2.25 3.07±5.41

Pa-234m 13.60±5.46 13.19±3.85  〈  8.34±8.34

238.EQ.235 6.44±2.41 4.10±1.36 4.58±3.02

U-235 0.29±0.11 0.18±0.06 0.20±0.13

Pa-231 ? - - -

Pb-214 〈   0.09 〈   0.09 〈   0.11

Bi-214 〈   0.09 〈   0.09 〈   0.10

Pb-210 - - -

Tl-208 〈   0.31 〈   0.10 〈   0.13

Pb-212 〈   0.07 〈   0.06 〈   0.10

Ac-228 - - -

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4/6) 

(Unit ; Bq/kg)

시료 치 ADU1 ADU2 용매1

U-238

농  도

평균 7.76±2.41 17.03±3.21 9.77±2.92

최 14.59±5.84 23.51±7.61 12.34±7.33

핵종별

농  도

Th-234 4.33±3.47 23.51±4.72 11.14±3.65

Pa-234m 14.59±5.84 22.52±7.61 5.82±7.33

238.EQ.235 4.37±2.51 5.05±3.56 12.34±3.09

U-235 0.19±0.11 0.22±0.16 0.55±0.14

Pa-231 ? - - -

Pb-214 〈   0.13 〈   0.16 〈   0.13

Bi-214 〈   0.16 〈   0.16 〈   0.14

Pb-210 - - -

Tl-208 0.12±0.17 - 〈   0.20

Pb-212 〈   0.10 〈   0.10 〈   0.11

Ac-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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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5/6) 

(Unit ; Bq/kg)

시료 치 용매2 용매3 용매4

U-238

농  도

평균 13.70±2.70 8.55±3.08 34.71±5.96

최 19.60±6.83 10.98±8.37 58.82±15.80

핵종별

농  도

Th-234 12.54±3.44 10.98±2.90 24.04±7.80

Pa-234m 19.60±6.83  〈  8.37±8.37 58.82±15.80

238.EQ.235 8.95±2.68 6.31±2.58 21.29±3.10

U-235 0.40±0.12 0.28±0.11 0.94±0.14

Pa-231 ? - - -

Pb-214 〈   0.10 〈   0.12 〈   0.24

Bi-214 〈   0.11 〈   0.13 〈   0.23

Pb-210 - - -

Tl-208 〈   0.16 〈   0.16 〈   1.09

Pb-212 〈   0.09 〈   5.32 〈   0.22

Ac-228 - 〈   0.19 -

표 2.4.12. 감마선의 2차 측정결과(6/6) 

(Unit ; Bq/kg)

시료 치 페기물1 폐기물2 폐기물3

U-238

농  도

평균 9.34±1.59 3.13±1.49 2.80±2.27

최 12.16±3.93 5.34±3.00 3.05±5.52

핵종별

농  도

Th-234 7.97±2.14 1.61±2.82 3.05±2.84

Pa-234m 12.16±3.93 5.34±3.00 2.54±5.52

238.EQ.235 7.90±1.63 2.44±1.75 2.81±2.81

U-235 0.35±0.07 0.11±0.08 〈   0.12

Pa-231 ? - - -

Pb-214 0.38±0.10 〈   0.07 〈   0.13

Bi-214 0.41±0.15 〈   0.08 0.17±0.21

Pb-210 - - 0.09±0.10

Tl-208 〈   0.09 〈   0.10 -

Pb-212 〈   0.05 〈   0.05 0.09±0.10

Ac-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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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31 Th-230

에 지 감마분율 에 지 감마분율

12.70 0.360000 12.30 0.086000 

16.50 0.003100 67.67 0.003800 

19.00 0.003700 85.43 0.000043 

25.51 0.001170 88.47 0.000070 

27.36 0.103000 100.00 0.000032 

29.96 0.001090 143.87 0.000490 

38.19 0.001600 186.05 0.000088 

44.15 0.000650 253.73 0.000111 

46.35 0.002230 253.80 0.000008 

52.73 0.000850 

54.60 0.000770 

63.65 0.000500 

77.34 0.000730 

87.67 0.007700 

90.88 0.012600 

96.84 0.000950 

102.00 0.005800 

255.77 0.001120 

260.19 0.001880 

273.14 0.000600 

277.32 0.000690 

283.69 0.017000 

300.07 0.024700 

302.65 0.028800 

312.92 0.001020 

330.06 0.014000 

340.74 0.001810 

354.46 0.001000 

357.12 0.001750 

379.30 0.000500 

표 2.4.13.  Pa-231과 Th-230의 감마선 방출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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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치 용해1 용해2 용해3

U-238

농  도

평균 6.01±4.09 54.98±12.11 19.81±12.68

최 9.41±8.61 79.03±33.35 37.44±37.44

핵종별

농  도

Th-234  〈  0.19±7.71 79.03±12.95 8.16±4.58

Pa-234m  〈  8.42±8.61 59.40±33.35  〈  37.44±37.44

238.EQ.235 9.41±4.14 26.51±6.41 13.83±4.88

U-235 0.42±0.18 1.17±0.28 0.61±0.22

Pa-231 36.83±6.92 - -

Th-230 365.47±99.04  〈  42.92±73.16 184.09±47.29

Pb-214 0.88±0.28 - -

Bi-214 0.93±0.28  〈  0.00±0.00  〈  0.00±0.00

Pb-210 - -  〈  4.04±6.10

Tl-208  〈  0.05±0.25 - -

Pb-212  〈  0.06±0.15 - -

Ac-228 - - -

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1/6) 

(Unit ; Bq/kg)

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2/6) 

(Unit ; Bq/kg)

시료 치 AUC1 AUC2 AUC3

U-238

농  도

평균 10.96±4.20 4.62±1.54 6.67±1.84

최 16.32±12.04 8.00±3.92 14.61±4.63

핵종별

농  도

Th-234 9.06±2.83 3.02±2.19  〈  1.83±2.73

Pa-234m  〈  16.327±12.04 8.00±3.92 14.61±4.63

238.EQ.235 7.50±2.40 2.84±1.06 3.57±1.24

U-235 0.33±0.11 0.13±0.05 0.16±0.05

Pa-231 - - -

Th-230 47.47±19.05  〈  11.95±15.47  〈  9.09±22.92

Pb-214 0.59±0.29  〈  0.00±0.00  〈  0.01±0.13

Bi-214 0.40±0.26  〈  0.00±0.00  〈  0.00±0.00

Pb-210  〈  0.00±0.00  〈  0.12±0.29  〈  1.03±3.72

Tl-208 -  〈  0.00±0.00  〈  0.00±0.00

Pb-212  〈  0.00±0.00  〈  0.00±0.00  〈  0.00±0.00

Ac-228 - - -



- 281 -

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3/6) 

(Unit ; Bq/kg)

시료 치 여과1 여과2 여과3

U-238

농  도

평균 4.46±1.87 4.10±1.47 11.71±8.43

최 7.84±4.85 4.96±3.40 25.00±25.00

핵종별

농  도

Th-234  〈  1.35±2.50  〈  2.63±2.60  〈  1.72±1.72

Pa-234m 7.84±4.85  〈  4.96±3.40  〈  25.00±25.00

238.EQ.235 4.20±1.34 4.71±1.11 8.39±3.46

U-235 0.19±0.06 0.21±0.05 0.37±0.15

Pa-231 - - -

Th-230  〈  12.25±24.31  〈  0.00±0.00  〈  0.00±0.00

Pb-214  〈  0.00±0.00  〈  0.01±0.11 0.31±0.14

Bi-214  〈  0.00±0.00  〈  0.00±0.00 0.23±0.14

Pb-210 - -  〈  0.00±0.00

Tl-208  〈  0.00±0.00  〈  0.00±0.00  〈  0.17±0.14

Pb-212  〈  0.00±0.00  〈  0.02±0.05  〈  0.00±0.00

Ac-228 - - -

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4/6) 

(Unit ; Bq/kg)

시료 치 ADU1 ADU2 용매1

U-238

농  도

평균 3.56±3.39 7.37±5.62 2.63±2.31

최 6.66±9.61 10.92±16.05 3.62±5.58

핵종별

농  도

Th-234  〈  0.27±1.47 10.92±4.38  〈  0.95±3.70

Pa-234m  〈  6.66±9.61  〈  4.44±16.05  〈  3.31±5.58

238.EQ.235 3.74±3.01 6.77±2.74 3.62±1.77

U-235 0.17±0.13 0.30±0.12 0.16±0.08

Pa-231 - - -

Th-230  〈  10.13±15.59 78.96±24.50 81.42±34.75

Pb-214 0.35 0.21 0.50±0.27  〈  0.07±0.12

Bi-214 0.51±0.23 1.10±0.43  〈  0.08±0.13

Pb-210  〈  0.00±0.00  〈  0.00±0.00  〈  2.83±5.27

Tl-208 - 0.53±0.40  〈  0.04±0.16

Pb-212  〈  0.00±0.00  〈  0.00±0.00  〈  0.00±0.00

Ac-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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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5/6) 

(Unit ; Bq/kg)

시료 치 용매2 용매3 용매4

U-238

농  도

평균 7.94±1.68 20.22±6.66 22.14±4.42

최 10.78±4.53 45.47±19.41 29.19±11.50

핵종별

농  도

Th-234 8.87±1.74 2.41±2.31 8.51±5.48

Pa-234m 10.78±4.53 45.47±19.41 29.19±11.50

238.EQ.235 4.16±1.41 12.77±4.16 28.73±3.73

U-235 0.18±0.06 0.56±0.18 1.27±0.17

Pa-231 - - -

Th-230  〈  2.18±23.92  〈  0.00±0.00  〈  43.59±48.88

Pb-214  〈  0.17±0.31  〈  0.29±0.14  〈  0.12±0.18

Bi-214  〈  0.00±0.00  〈  0.30±0.16  〈  0.08±0.18

Pb-210 -  〈  0.00±0.00 -

Tl-208  〈  0.00±0.00  〈  0.25±0.18  〈  0.06±0.20

Pb-212  〈  0.00±0.00  〈  0.01±0.10  〈  0.04±0.12

Ac-228 - - -

표 2.4.14. 감마선의 3차 측정결과(6/6) 

(Unit ; Bq/kg)

시료 치 폐기물1 폐기물2 폐기물3

U-238

농  도

평균 4.77±1.32 3.18±1.03 4.74±2.77

최 6.91±3.14 4.87±2.90 8.14±8.14

핵종별

농  도

Th-234  〈  1.81±2.13  〈  1.73±0.30  〈  2.43±1.25

Pa-234m 6.91±3.14 4.87±2.90  〈  8.14±8.14

238.EQ.235 5.59±1.12 2.94±1.04

U-235 0.25±0.05 0.13±0.05 0.16±0.05

Pa-231 - - -

Th-230  〈  1.73±20.06  〈  0.00±0.00  〈  26.47±23.21

Pb-214 0.22±0.07  〈  0.00±0.00  〈  0.00±0.00

Bi-214 0.19±0.08 - 0.35±0.36

Pb-210  〈  1.34±2.67  〈  0.37±2.97 -

Tl-208  〈  0.00±0.00  〈  0.05±0.10  〈  0.00±0.00

Pb-212 0.04±0.05  〈  0.00±0.00  〈  0.01±0.07

Ac-228  〈  0.13±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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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변환시설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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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용해공정의 시료채취 지   한곳의 구조물 모양 

그림 2.4.15. 여과공정의 시료채취 지   한곳의 구조물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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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용매추출공정의 시료채취 지   한곳의 구조물 모양

그림 2.4.17. 폐기물 처리공정의 시료채취 지   한곳의 구조물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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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8. 제염단계에 따라 알 분석법과 감마분석법에 의해 측정

된우라늄 농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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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군슬러지 처리

변환시설 해체 시 변환시설 운  에 발생한 라군에 장되어 있는 우

라늄 슬러지에 한 처리는 매우 요한 업무 의 하나이다. 라군에 있는 

슬러지에 한 처리 목표는 슬러지 부피를 감소시켜 해체비용을 감시킴은 

물론 우라늄을 포함하는 모든 성분을 최종 처분 는 고체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화학  형태로 환시키는 것이다. 라군에 장 인 슬러지는 여러 

가지 단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혼합물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기 시

설 제염 액체폐기물  조업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폐기물 등의 

혼합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슬러지는 재 수분

이 거의 모두 증발하고 그 주성분이 NH4NO3, NaNO3, Ca(NO3)2  CaCO3

로 구성되어있는 우라늄 함유 폐기물이다[17].

라군 슬러지의 특성과 개발되고 있는 공정 기술을 기 로 하여 두 가지 

슬러지 처리 공정(열분해공정, 용해-여과공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두 

가지 처리 공정 에서, 단순 열분해공정에서는 라군 1 바닥층의 열분해 시 

foaming 상이 발생하여 1 g의 시료가 약 300 ml까지 팽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성된 기포는 매우 안정화 되어 glass rod로 어주어도 깨어져 분

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열분해 공정의 장치제작에 문제

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으며 용해-여과공정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용해-여과공정은 슬러지를 물로 희석 용해하여 분리

된 여과액과 filter cake를 개별 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순 열분해 공정

에 비하여 안정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산염의 용해를 해 

첨가되어야 하는 물의 양은 슬러지 양의 약 1.5배 정도가 사용되며, 여과액 

 질산염의 열분해뿐만 아니라 물의 증발에 막 한 양의 에 지가 요구된

다. 따라서 단순 열분해공정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단순 열분해공정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화  공정을 통해 발생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한 가스처리설비의 설계변수 수집 등에 하여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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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군 슬러지 단순 열분해 공정 평가

라군에 장된 슬러지 각 층의 비율과 슬러지 내에 포함된 성분은 표 

2.4.1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분은 거의 증발한 상태이며 3개의 층 , 최

상층(L1U, L2U)은 용액상태, 간층(L1B, L2B)은 결정상이며 바닥층(L1B, 

L2B)은 미세입자의 deposit형태로 나타나있다. 가동 기 시설 제염 액체폐

기물  조업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폐기물 등의 혼합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성분은 NH4NO3, NaNO3, 

Ca(NO3)2, CaCO3로 구성되어 있다. 

Lagoon 1 Lagoon 2

upper middle bottom upper middle bottom

height, cm 7 7 23 2 15 12

volume, m3 28 28 92 7.2 54 43.2

wt % 19.62 17.16 63.21 15.38 47.19 37.42

NH4NO3, % 61.86 68.81 53.04 79.84 90.31 20.17

Ca(NO3)2, % 2.07 0.30 9.53 1.77 0.93 18.94

CaCO3, % - - - 0.00 0.00 38.11

NaNO3, % 28.43 25.30 17.98 13.82 0.31 3.14

표 2.4.15. 라군 각 층  구성성분의 비율

라군 슬러지의 열분해 특성을 조사한 결과 두 단계의 온도 별로 분해되

며, 첫 번째 분해는 250 ℃ 주변에서 분해되고 두 번째는 500 ℃에서 750 

℃ 역에서 분해가 일어난다. 온에서의 분해는 약 250 ℃부터 NH4NO3

이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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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4NO3 = N2O + 2H2O

두 번째 단계는 Ca(NO3)2, NaNO3  CaCO3의 분해가 일어난다. 먼  

Ca(NO3)2가 500 ℃에서 다음과 같은 분해기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Ca(NO3)2 = CaO + 2NO2 + 1/2O2

NaNO3는 600℃에서 다음과 같은 두단계의 반응을 거쳐 분해된다

[19,20].

NaNO3 = NaNO2 + 1/2O2

2NaNO2 = Na2O + NO + NO2

마지막으로 CaCO3는 750 ℃에서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CaCO3 = CaO + CO2

실제 라군의 처리공정 평가를 해 라군 각층의 시료를 혼합하지 않고 

개별 으로 분해를 실시하여 열분해 시 시료의 형상을 찰하고, 분해 종결 

후 잔류물의 안정성을 평가하 다. 이 의 연구[21]에서 슬러지 각 층의 열

분해를 온단계(450 ℃까지)와 고온단계(800 ℃까지)의 두 단계에 걸쳐 실

시하 으며, 이 때 시료의 형상을 요약하면 표 2.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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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단계(450℃까지) 고온단계(800℃까지)

L1U

200℃까지 서서히 부피감소

300℃까지 계속 가스발생

노랑-검은색-무색으로 변화

체가 용액상태

검은입자 침강되어 있음

700℃부터 비등

L1M
120℃에서 용융시작

200℃에서 다량의 가스 발생

체가 용액상태

갈색입자 침강되어 있음

L1B
140℃부터 가스 발생

다량의 foam 발생

체가 하나의 덩어리

약간의 부피팽창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

L2U

약 200℃까지 부피 감소

300℃까지 계속 가스발생

노랑-갈색-무색으로 변화

700℃부터 비등

L2M
120℃에서 용융

200℃에서 다량의 가스 발생

기에는 액상

700℃부터 완  건조상태

L2B 140℃부터 가스발생

600℃에서 1차 가스발생

고체형상 유지후 다량의 가스

800℃에서 다시 가스발생

표 2.4.16. 열분해 동안 슬러지의 물리  형상 변화

열분해 과정에서 각 층의 슬러지에 일어나는 상은 각 라군의 같은 층

에서는 유사하지만 라군 1에서는 NH4NO3의 성분이 상 으로 많아 분해반

응이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 특히 L1B의 경우 입자상의 물질과 발생되는 가

스의 향으로 인해 다량의 foam이 형성되어 부피가 팽창되는 상이 나타

났다. 이 경우 실제 처리공정에서 반응기 부피가 커져야하는 문제 을 가지

게 된다. L1B의 열분해에서 형성되는 foam은 NH4NO3의 분해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입자상 물질의 피막을 쉽게 뚫지 못하고 기상태로 배출되지 못하

여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라군 1 바닥층의 시료를 

vacuum filtration 과정을 통해 질산염을 최 한 제거하고 남은 슬러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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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 발생되는 가스의 양을 최소한으로 하여 열분해 시 foaming 상을 

일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실험하 다.

그림 2.4.19에는 L1B의 슬러지를 여과하지 않고 직  온 열분해를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온 열분해는 NH4NO3의 분해온도와 폭발

험성 등을 고려하여 300℃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a)의 분해  슬러지는 

300 ℃ 열분해 과정 에서 NH4NO3의 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스가 입자 성

분의 피막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여 내부에서 foaming 상이 발생되어 부피

가 팽창하게 되고 NH4NO3가 모두 분해된 뒤 b)에 보이는 것처럼 종결되었

다. 그러나 L1B 슬러지의 여과과정을 통해 슬러지 내의 질산염들을 제거한 

뒤 온 열분해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부피 팽창을 찰할 수 없

었다. 그림 2.4.20에 이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L1B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 Buchner type 여과기에서 질산염을 제거한 뒤 열분해를 실

시하 을 때에는 그림 2.4.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별다른 부피 팽창을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L1B 슬러지의 열분해는 열분해를 실시하기  슬러

지의 여과를 통해 고체 성분과 질산염을 분리하고, 분리된 고체 슬러지만 개

별 으로 열분해를 실시한다면 foaming 상에 의해 부피가 격히 증가하

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여과에서 발생한 여과액

인 액체 상태의 질산염은 라군 1 상층 혹은 간층의 열분해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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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해

b) 분

해후

그림 2.4.19. 라군 1 바닥층 슬러지의 단순 온 열분해

a ) 

여과

b ) 

여과후

c ) 

분해

d ) 

분해후

그림 2.4.20. 라군 1 바닥층 슬러지의 여과 후 온 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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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 열분해 분해온도 결정

라군 슬러지의 온 열분해를 실시하는 정 온도를 선택하기 하여 

250, 300, 350 ℃에서 22 g의 L1U를 열분해하면서 분해속도를 측정하

다. 그림 2.4.21에는 실험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실험은 muffle furnace

에서 각 온도까지 분당 10 ℃의 온도로 승온시키고, 각 온도에 도달한 뒤부

터는 그 온도를 유지하 다. 질량감소의 측정은 0.2 g의 정확도를 보이는 

CAS 사의 MWⅡ-3000 loadcell과 NT-501 indicator를 연결하고 on-line

으로 그 값을 받아 기록하 다. Furnace에서 열분해 시 발생하는 가스의 배

출을 해 vacuum pump를 장착하 으며 배출된 가스는 두 개의 water 

trap을 통과시킨 뒤 배출되도록 하 다.

그림 2.4.21. 슬러지 열분해 장치

L1U의 온 열분해 결과를 그림 2.4.22에 도시하 다. 슬러지의 온 분

해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50 ℃의 경우 25분 후 250 ℃에 도달한 

뒤에도 질량감소가 느리게 진행되어 약 60분이 경과되어야 반응이 종료됨을 

알 수 있었다. 한 250 ℃에서는 L1B와 비슷하게 L1U에서도 foaming 

상이 찰되었는데, 이는 슬러지 에 포함되어있는 NaNO3의 향으로 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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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NaNO3의 융 은 약 308 ℃로 알려져 있으며, 250 ℃의 분해온도에서 

용융상태이긴 하지만 고 도의 paste 형태를 보이는 NaNO3의 층을 

NH4NO3 분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워 내부에서 foam을 형성하게 되

는 것으로 상되었다. 분해온도가 300 ℃ 이상에서는 foaming 상이 상당

히 어드는 것으로도 이와 같은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응의 온도가 증가할 수록 분해 반응이 종결되는 시간은 단축되고 있으

나 300 ℃와 350 ℃에서 분해한 결과를 볼때 NH4NO3의 험성에 비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단되었으며, NaNO3의 존재로 인한 foaming 

상도 발생하지 않는 300 ℃에서 온 분해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2.4.22. 온도에 따른 L1U 온 열분해 효율

(3) Loadcell을 이용한 슬러지의 분해기구 분석

50 g의 슬러지 각층 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furnace에서 열분해 하 다. 

열분해를 실시하는 분해온도는 다음 그림 2.4.23과 같다. 온 분해를 실시

하는 300 ℃까지 분당 10 ℃의 속도로 승온한 뒤, 300 ℃에서 NH4NO3가 완

히 분해될 수 있도록 20분간의 정체시간을 둔다. 그 뒤 역시 10 ℃/min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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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승온시켜 900 ℃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질량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모든 

열분해 반응이 종료되었다고 단될 때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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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3. 슬러지 열분해 반응의 분해 온도

라군 1 각 층의 슬러지를 열분해한 결과를 그림 2.4.24에 나타내었다. 

L1U, L1B, L1M 모두 50 g을 분해하 으며 시간에 따른 온도 역시 함께 

도시하 다. L1U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분해가 개시되는 시간이 다른 

층에 비해 짧으며 NH4NO3의 함량도 높으므로 온 분해에서 가장 많은 질

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모든 층의 슬러지가 300 ℃에서 20분 정체되는 동안 

부분의 NH4NO3가 분해 완료되었고 NaNO3와 Ca(NO3)2는 약 600 ℃ 

역에서부터 분해가 겹쳐져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5에 나타낸 

L1U와 L1M의 NH4NO3의 비율은 각각 62, 69 wt%로 나타났지만 열분해에 

의한 결과를 살펴볼 때, L1U의 NH4NO3 비율이 약 25 wt%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칼리 속 산화물이 비교  온에서 기화하는 상[22]을 보인다

고 알려져 있으며, 그림에서 L1M의 분해곡선이 120분 이후에 꾸 히 질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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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L1M에는 상 으로 NaNO3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라군 1 각층 슬러지의 열분해 후 잔류물의 질량, 잔류율, 

도를 표 2.4.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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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라군 1 각층의 열분해 시 질량변화

mass 잔류율(wt%)
real density

(g/cm3)

L1U 2.8 5.6 3.6

L1M 5.2 10.4 2.7

L1B 13.6 27.2 3.7

표 2.4.17. 라군 1 열분해 잔류물의 질량, 잔류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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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 2 슬러지의 열분해 결과를 그림 2.4.25에 도시하 다. 바닥층 L2B

의 경우 NH4NO3의 비율이 다른 층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으며, 간층인 

L2M은 거의 부분이 NH4NO3임을 알 수 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L2U

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L2M을 비교할 때, 온 분해과정에서 차이를 보

다. 이는 L1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NH4NO3의 분해에 의한 질량감소

가 두 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이다. 이는 약 200 ～ 300 ℃ 사이의 비교  

낮은 온도에서와 300 ℃에 도달한 이후의 온도에서 주로 분해되는 매커니즘

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고체 상태인 L2M의 경우에는 300 ℃에 

도달하는 동안 가해진 열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의 상 이에 사용되어 300 

℃ 이하 온도에서의 열분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특히 L2M은 그 자체가 NH4NO3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NH4NO3의 함량

이 높아서 분해 후 남은 잔류물은 1 wt%에도 미치지 못했다. 라군 2 각층 

슬러지의 열분해 후 잔류물의 질량, 잔류율, 도를 표 2.4.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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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5. 라군 2 각층의 열분해 시 질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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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잔류율(wt%)
real density

(g/cm3)

L2U 3.2 6.4 2.7

L2M 0.2 0.4 2.6

L2B 16.4 32.8 2.5

표 2.4.18. 라군 2 열분해 잔류물의 질량, 잔류율, 도

슬러지의 분해 기구에 한 평가를 통해 라군 1, 라군 2 슬러지의 각 층 

모두 와 같은 온도 조건에서 작업한다면 약 3시간의 분해시간이면 완 히 

분해가 가능할 것이다. 온과 고온 분해를 개별 으로 운 한다면 분해온도

인 300 ℃와 900 ℃에서 각각 30분과 100분 이내에 분해반응이 종결될 것

으로 단된다.

(4) 열분해 잔류물의 안정화 평가

라군 1과 라군 2 각 층 슬러지의 열분해 후 안정성 평가를 해 

TG/DTA 분석과 XRD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각각 그림 2.4.26과 

2.4.27에 나타내었다. 라군 1 슬러지의 경우 시료의 복잡성으로 인해 특히 

다양한 열분해 생성물이 검출되었다. L1M과 L1B의 경우 TG/DTA 분석을 

통해서는 모두 900℃의 열분해 이후에 안정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L1U의 TG/DTA 분석결과의 경우 400 ℃와 600 ℃의 두 단계에 

걸쳐 약 9 wt%의 질량감소를 보 다. 라군 슬러지에 포함된 Ca 성분은 열

분해를 통해 CaO로 환되며 이 게 환된 CaO는 공기 에서 수분과 결

합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O + H2O = Ca(OH)2

따라서 L1U에서 보이는 질량 감소는 열분해 생성물인 CaO가 공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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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어 Ca(OH)2로 환된 양이 TG/DTA분석을 통해서 재 분해되는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슬러지 내에 포함된 U은 Ca과 결합된 형태로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U은 Na과 결합되어 안정한 형태로 열분

해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라군 2 슬러지의 열분해 잔류물의 경우 

역시 CaO의 생성과 Ca(OH)2로의 환에 의해 발생되는 질량감소 패턴을 보

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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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그림 2.4.26. 라군 1 각 층 슬러지 열분해 후 TG/DTA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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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그림 2.4.27. 라군 2 각 층 슬러지 열분해 후 TG/DTA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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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의 주 구성물질인 NaNO3는 열분해를 통해 Na2O로 환되며, 이는 

수분과 결합하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바닥층의 기타 미량 

속원소와 함께 열분해 반응 후 안정화 경향을 보이는 L1B, L2B, 그리고 생

성되는 잔류물 양이 매우 어 다른 층의 열분해 잔류물과 함께 처리가 가

능할 것으로 단되는 L2M 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Na2O의 생성을 첨가제를 사용하여 안정화 시키는 공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NaNO3는 Al2O3, SiO2 등과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안정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NO3 + Al2O3 = Na2O․Al2O3 + 2NO2 + 1/2O2

NaNO3 + 2SiO2 = Na2O․2SiO2 + 2NO2 + 1/2O2

이 들 첨가제 에서 SiO2는 NaNO3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 필요하게 

되고, 반응 후 반응용기의 벽에 단단히 부착되는 상을 보여 실제 공정에 

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Al2O3를 첨가한 슬러지 열분해 

잔류물의 안정화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그림 2.4.28에는 L1U 슬러지에 Al2O3를 첨가한 뒤 열분해를 실시한 경

우 감소되는 질량을 도시하 다. Al2O3를 첨가하는 경우에도 50g의 슬러지

를 열분해하 으며 첨가된 Al2O3는 반응  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Al2O3의 질량은 고려치 않고 나타낸 그림이다. Al2O3를 첨가하지 않고 열분

해하는 경우나 첨가한 경우를 비교할 때, 반응속도에 아주 작은 차이를 보

지만 이는 오차범  이내의 값이라고 단되어지고, 반응이 종결된 후 잔류

하는 양도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따라서 첨가되는 Al2O3가 반응 속도나 반

응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슬러지 각층에 

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으나 L1U의 실험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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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8. L1U+Al2O3 열분해 시 질량변화

Al2O3를 첨가하여 열분해를 실시한 시료의 안정화를 검증하기 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2.4.29에 나타내었다. 실제 처리

공정에서 첨가제를 첨가해야할 것으로 단되는 L1U, L1M, L2U 3개의 층 

슬러지에 NaNO3의 당량비에 맞추어 Al2O3를 첨가한 뒤 900 ℃ 까지의 열

분해를 실시하 고, 그 잔류물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

볼 때 불안정한 물질인 Na2O는 모두 Na2O․Al2O3로 환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라군 2 시료인 L2U에서는 Na 화합물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안정한 화

합물의 형태로 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라군에 장 인 모든 시료

는 라군 해체작업을 실시하면 각 층에 따라 단순 열분해에 의해서, 혹은 첨

가제를 첨가한 뒤 열분해에 의해서 부피를 감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

기보  시 안정한 화합물로 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04 -

a) L1U + Al2O3 열분해 

잔류물

b) L1M + Al2O3 열분해 

잔류물

c) L2U + Al2O3 열분해 

잔류물
그림 2.4.29. 첨가제 첨가 후 열분해 

잔류물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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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분해 생성가스의 처리

라군 슬러지의 실제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환경 규제에 합하

도록 처리한 후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라군에 장되어있는 주성분이 

질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질산염이고, 이들 질산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되

는 질소 산화물의 처리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라군 슬러지

의 열분해 시 온도에 따라 생성되는 가스의 종류와 양에 한 정보를 확보

하여 실제 처리공정에서의 가스처리 설비를 운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실험실  평가로서 라군 각 층의 슬러지 1 g을 열분해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의 양을 3 l/min으로 희석하여 측정하 다. 실험에는 그림 

2.4.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MIDAC I-4001 FTIR spectrometer 가스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NO, NO2, N2O, NH3를 측정하고 Eurotron사의 

Flue gas analyser MK-II와 암모니아 분석 키트를 이용하여 FTIR에서 측

정된 값을 보정하 다. 

그림 2.4.30. 슬러지 열분해 생성가스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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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4.31. 라군 1 각 층 슬러지의 열분해 

생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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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그림 2.4.32. 라군 2 각 층 슬러지의 열분해 

생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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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 슬러지 각 층의 시료 1 g을 열분해 하 으며, 그림 2.4.31과 

2.4.32에 이때 생성된 가스의 양을 시간에 따라 도시하 다. 반응이 진행되

는 온도에 따라 각 질산염이 분해되는 반응기구가 다양하며, 이들 다양한 분

해기구가 서로 첩되어 상당히 복잡한 가스 발생을 보이고 있었다. 반응 

기의 낮은 온도에서 NH4NO3가 분해되며, 특히 기에는 NH3와 NO의 발생

이 두드러지고 곧바로 N2O와 NO2의 발생이 나타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타 다른 질산염들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NO와 NO2의 생성량

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L2B 슬러지의 경우 가장 높은 

NOx 생성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라군 2 바닥층의 가스 생

성량을 기 으로 라군 슬러지 열분해 생성가스 처리설비를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슬러지 열분해 발생가스의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기 하여 bench test

를 실시하 다. SCR(selected catalytic reduction) system을 이용하는 

매 반응기에서 NOx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 가스처리설비에 사용되는 매는 

V2O5-Al2O3, V2O5-SiO2-TiO2, Pt, WO3-TiO2, Fe2O3-TiO2, CuO-TiO2, 

CuO-Al2O3가 담지되어 있으며 NOx 제거를 한 매로서 우수성이 입증되

어있다. 실험을 한 반응기 system은 다음 그림 2.4.33에 개략 으로 나타

내었다. 이 의 lab. scale 실험에서는 음압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었으나, 

bench test에서는 양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며 생성가스를 200 l/min으로 

희석하 다. Furnace에서 생성되는 가스는 main blower에 이어지는 시스템

으로 주입되고 이는 산화 매와 SCR 매층을 통해 산화된 후 NOx가 제

거되는 공정이다. 이때 매반응에 NH3가 필요하며, 이는 산화 매층 이후

에 주입되게 된다. 산화 매층을 통과하면서 산화된 생성 가스는 NH3와의 

매반응을 통해 질소와 물로 배출된다. 매층의 온도는 300℃로 유지하여 

반응을 진행시켰다.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law gas, 산화 매층을 통과한 

지 , 마지막으로 SCR 매층을 통과한 지 에서의 가스농도를 측정하 으

며, 측정되는 치는 그림 2.4.33에서 각각 Ⓐ, Ⓑ, 그리고 Ⓒ로 나타낸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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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3. 슬러지 열분해 발생 가스처리를 한 bench 

test system

슬러지를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가스의 평가를 해 이 의 lab. test를 

통해 표성을 보이는 L1U, L2M, L2B의 3가지 층의 슬러지에 해 bench 

test를 실시하 다. 각 슬러지의 50 g을 열분해하 으며, 체 인 공기흐름

의 양은 200 l/mindm로 희석하 고, 이  12 l/min의 양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이 에 사용한 furnace를 동일하게 사용하 으며 열분해 온도 

역시 그림 2.4.23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300 ℃까지 10 ℃/min의 속도

로 승온, 300 ℃에서 20분간 정체, 이후 900 ℃까지 10 ℃/min의 속도로 

승온하 다.

그림 2.4.34에는 L1U 슬러지의 열분해 시 발생되는 각 지 의 가스농도

를 도시하 다. a)의 열분해 생성가스농도를 보면, NH4NO3가 열분해되면서 

기에 NO, NH3, N2O, NO2가 온 분해 시 발생되며 고온 분해과정으로 

진행되면서 NO와 NO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분해과정에서는 

N2O와 NH3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들 N2O와 NH3는 NH4NO3의 분해 

시에만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b)에는 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가스들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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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매층을 통과한 뒤의 가스농도를 나타내었는데, NH3 량과 N2O의 일부

가 NO나 NO2로 산화되어 이들 가스의 농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c)에

는 SCR 매를 통과하고 기 으로 배출될 가스의 농도를 나타내었는데, 

여기에는 NH3를 매반응에 이용하게 되므로 SCR 매층 단에서 NH3를 

주입해 주었고,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기 부터 NH3의 농도가 일정량 보이

고 있었으며, 반응이 진행되어 가스가 발생함에 따라 매반응에 사용된 양

만큼 NH3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2O는 SCR 매를 통해 완

히 없애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온 분해 시 미반응된 NOx는 NH3을 

당량으로 주입하면 완 히 반응되어 기 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그림 2.4.35.에는 L2M 슬러지의 열분해 시 발생되는 가스 처리에 따른 

농도변화를 도시하 다. L2M 슬러지는 라군 슬러지  NH4NO3의 함량이 

가장 높은 슬러지로 온 분해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양이 최 일 것으로 

단되는 슬러지이다. a)의 열분해 발생가스를 보면 온 분해 기에 NH3, 

N2O, NO, NO2의 발생량을 보이다가 온 분해가 진행되면서 NO와 NO2의 

양이 격히 증가하여 약 55분에서 최 의 피크를 보 다. 이 후 고온 분해

로 진행되면서 약 600 ℃ 부근인 80분에서 최  농도의 NO가 발생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산화 매층을 통과한 이후의 가스농도인 b)를 보면 NH3는 

모두 산화되어 NOx의 형태로 환되었고 NH3를 주입하면서 SCR 매반응

을 진행시킨 c)의 그림에서처럼 N2O를 제외한 모든 NOx는 제거되었다. 산

화 매를 거치지 않고 NH3의 주입없이 직  SCR 매반응만의 NOx의 제

거효율을 측정해 보았고 이를 그림 d)에 나타내었다. 온 분해반응에서 발

생하는 N2O는 역시 SCR 매에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온 

분해 역에서 발생되는 NOx의 양은 감소하기는 했지만 NH3의 부족으로 인

해 SCR 매에 의한 제거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해 NOx가 배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슬러지의 열분해 반응에서 발생하는 NOx의 제거를 

해서는 산화 매를 통과하여 질소화합물을 산화시키고 NH3를 주입하면서 

SCR 매반응을 통해야만 환경규제에 합한 배출가스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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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w gas

b) after oxidation

c) after SCR

그림 2.4.34. L1U 열분해 시 각 지 의 가스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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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fter a) law gas

c) after SCR d) after SCR without 

그림 2.4.35. L2M 열분해 시 각 지 의 가스 농도

그림 2.4.36에는 L2B 열분해에 따른 발생가스의 처리를 한 실험 결과

를 나타내었다. L2B는 lab. test를 통해 최고피크의 NOx 발생을 보 으므로 

가스처리설비의 설계에서 목표 가스 최고농도의 값을 보일 것으로 단되었

다. a)에서 보이듯이 역시 실험한 다른층의 슬러지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의 

NOx 농도를 보 다. 소량의 NH4NO3를 포함하고 있지만 온 분해과정에서 

N2O 가스의 발생은 검출되지 않았다. NH3의 산화과정을 통해 NO와 NO2의 

농도가 증가했음을 b)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으며, NH3를 주입하면서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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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응을 진행시킨뒤 약 90분(700 ℃)에서 최고값을 보 던 NOx가 모두 

제거되지 못하고 약 300 ppm 씩 배출되는 것을 그림 c)에 나타내었다. 

bench test를 통해 발생되는 NOx의 농도를 측정하 고 산화 매반응 이후

에 당한 양의 NH3를 주입하면서 SCR 매층을 통과하면 NOx가 제거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처리공정에서의 슬

러지 처리량에 따른 가스 처리설비를 설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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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w gas

c) before SCR

b) before oxidation

그림 2.4.36. L2B 열분해 시 각 지 의 가스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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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한국 력기술

주식회사와 해체공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 다. 변환시설 내 방사선 

리는 정기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법  기  값 이하

로 유지되고 있다.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시설환기계통 설치,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화재경보계통  ,방호설비 검, 방사선 측정장비 설치, 

출입 리구역 확립 등의 사  비공사를 완료하 다. 본격 인 시설의 해체

에 앞서 시설 내 산재한 잡자재 정리와 설비  시설 내부 사  제염 작업

을 수행하 다. 한 해체공사를 한 세부 리  각종 작업 차서를 작성

하 으며, 시설의 해체 순서에 따라 실제 해체작업을 시작하 다.

속폐기물의 제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  화학제염장치와 해연

마 제염장치를 제작하 다. 우라늄오염 방사선/능 측정 시 감마분석법을 이

용하여 오염을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며, 0.04 Bq/g 이하의 

오염까지 충분히 측정할 수 있으며, 오염도가 낮은 경우에 감마분석 결과는 

보수성이 매우 크다. 라군슬러지는 단순열분해 처리 공정을 채택하여 효율

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처리 후 폐기물은 약 75% 이상 감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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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건의사항

여러 가지 미숙한 가운데서도, 본 해체사업  가장 힘들고 험성 높은 

원자로2호기의 성공 인 해체는 앞으로 잔류시설의 해체에 해서는 큰 어

려움이 없을 것으로 상된다. 연구로1회기의 운 시간은 연구로2호기에 비

해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원자로와 주변의 기기들의 방사화정도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본격 인 해체공사 착수 에 thermal 

column 내부와 빔포트 내부를 통하여 원자로와 빔포트의 방사능 를 측

정한 후 합한 작업방법과 장비를 비하여야 하겠다.

년도에 수행한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해체작업으로는 10개의 빔포트 

제거작업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00 mm 직경, 최  약 3.5 m 깊이의 수

평작업을 시도하 으며, thermal column 내의 방사화된 흑연블록들도 모두 

원격으로 제거하여 용기에 포장하 다. 흑연블록은 장기 연구과제로 처리▪

처분과 련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특히 thermal column과 빔포트 

단부의 단은 라스마 아크토치로 단함으로서 환기계통의 HEHA 필터

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단 시 발생된 연기가 필터를 막히게 하는 주

원인이었다.

년에 장 작업에 총 23,828 man-hour가 투입되었으며, 이 에는 

작업자 외에도 방사선안 리요원, 폐기물 리  품질 리요원도 포함된 

인력이다. 해체공사 장 검으로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으로부터 총 4회에 

걸친 수검을 받았으나, 특별히 지 되거나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

다.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한국 력기술

주식회사와 해체공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 다. 변환시설 내 방사선 

리는 정기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법  기  값 이하

로 유지되고 있다.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시설환기계통 설치, 천정크 인 

검  하 시험, 화재경보계통  ,방호설비 검, 방사선 측정장비 설치, 

출입 리구역 확립 등의 사  비공사를 완료하 다. 본격 인 시설의 해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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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설 내 산재한 잡자재 정리와 설비  시설 내부 사  제염 작업을 수

행하 다. 한 해체공사를 한 세부 리  각종 작업 차서를 작성하 으

며, 시설의 해체 순서에 따라 실제 해체작업을 시작하 다. 속폐기물의 제

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  화학제염장치와 해연마 제염장치를 제작

하 다. 우라늄오염 방사선/능 측정 시 감마분석법을 이용하여 오염을 신속

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며, 0.04 Bq/g 이하의 오염까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라군슬러지는 단순열분해 처리 공정을 채택하여 효율 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처리 후 폐기물은 약 75% 이상 감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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