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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대외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기관별 통계 및 안전관리 가능을 종합적으로 도시하는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민주화와 국민의식 변화로 제고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O 관련 규제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원칙 실현 등과 

같은 안전규제 5대 원칙의 실현 

O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멈 구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선뢰도 및 이해 증진 

O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용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대외적 투명성 확보 및 협약관련 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IAEA 폐기물 안전협약 대비 및 대외적 투명성 제고) 

O 폐기물의 발생， 저장 및 처분 단계별 규제적용의 미비점 보완 -

종합적， 통합적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 

O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NS의 중장기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물관리 안전성 확보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Framework 제공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L 국내외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항목별 특성평가 

O 관련 시스템의 개발 목적 및 요건 



O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 계획 

o Data Source 취득방법 및 취득원 

(가존 운영중인 Data Base 시스템 등) 

O 수록되어 있는 정보내용 

O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 

O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대상 방사성폐기물 

O 정보분석 및 출력 체계 

2. 주요 입출력 자료의 종류， 구성， 범위， 우선순위 설정 

O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각종 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의 범위 

O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 및 범위 

O 주요 입력자료의 등급화 및 자료 수목도 작성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능력과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국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의 

생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시 

주요 자료를 제공 

O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O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공 

O 일반인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O 국가 정책수립시 기초자료 (정확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누적량 예측자료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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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in Korea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in Korea is developed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provide the framework for national regulation, and improve 

national competition and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This system can also provid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a statistical graphs and integrated data from various 

waste generators to meet increased public needs and interests.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as; 

o The five (5) principles (independence, openness, clearance, efficiency 

and reliance) of safety regulation can be realized. 

o Public understanding and reliance on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an be promoted by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o Ensure an openness within the intemational nuclear community and 

efficien t1y support intemational agreements among Contracting 

Parties by operating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 The system can compensate for the imperfections in safe regulation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related to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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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storage and disposal , and make it possible to holistic 

control. 

o Re-organize the basic framework of KINS ’ s intermediate and long 

term research organization and trends, regarding waste management 

policy is to integrate safe management and unit safe disposal. 

川 .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Benchmark study on similar data base system worldwide 

o Objective and basic requirements 

o Operation and maintenance plans 

o Data collection method and data source 

(from existing data base systems) 

o Data specifications 

o Structure of the data base system 

o Waste type to be served 

o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method 

2. Data specification with major input/output data 

o Information depth for waste generators, storage facilities and 

disposal facilities 

o Information to be contained 

o Input data hierarchy and data organization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can not only improve the capability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but also promote 

an openness with domestic and intemational constituents. This system 

can also be used to effectively plan and execute national policy on waste 

manage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country 

reports for the l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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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 Provide various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the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 Improve a efficiency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role by Govemment and K1NS 

。 Provide to waste generators an essential information to ensure its 

safety management on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 Inform the public on objective information and promote a reliance 

and openness within the public regarding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 Provide a basic data to develop its national policy (informing 

accurate generated/cumulative projection data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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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사업개요 

1. 개발목적 및 필요성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는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하며，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한다는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 

리시설의 운영시 까지 부지 내 저장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부지 내 저장능력의 증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반에 걸쳐 안전성의 확보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 처분부지의 확보를 추진하였으 

나 국내외적으로 방사성폐기불 처분에 대한 사회적 NIMBY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 

해 처분사업의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음과 발전소 부지의 폐기물 임시저 

장고의 저장능력은 누적된 폐기물로 인해 거의 포화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반에 있어 기본 페러다임 (paradigm)을 처분안전성 

확보에서 관리안전성확보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 

기물의 주요 발생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각 사업소별로 추가 저장고 확충I 초고 

압 압축 감용시설， 유리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 

별로 분산된 업무처리에 따른 통합된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폐기물의 발생/ 처 

리/ 저장/ 그리고 최종처분까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제시 및 지원을 위한 

정보능력의 통합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엄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국가주도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 대신 장반감기 핵종의 경우 장기 저장관리 개념 

(Long-term monitoring storage with retrievability)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및 

노르왜이 등 국가 사례를 볼 때 발생y 저장되는 폐기물의 통합 정보관리의 필요성 

은 증가되고 있으며f 이는 IAEA의 국가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폐기 

물 관리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국민 정보공개와 방사성폐기물 

안전에 있어 국가의 궁극적 책임 소지원칙이라는 체약국 의무사항의 준수에도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방대한 분량 

의 자료와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된 사무환경의 필 

요성이 Global화 된 네트워 기반의 정보유통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 

- 1 -



으며/ 외국의 대규모 정보검색시스댐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화 

기술이 확산되는 등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를 행하기 위한 주변환경이 급속하게 변 

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KINS-LAN의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환경 및 첨단 전산시스댐 환경이 구축 

되어 있으며/ 안전규제 정보화를 위한 업무 시스템개발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규제업무의 기반구축y 기초자료의 확보/ 대외 경쟁력과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부응하여 현재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기관별 통계 및 

안전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도시하는 통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사회민주화와 

국민의식 변화로 제고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에 부 

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은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및 세부 규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보 

요청에 대응한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정보의 능동적 공개와 안전성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향후 관련 중장기 연구 체계 

및 방향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통합정보시스댐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현재 국외 일부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댐 체계에 대한 심층평 

가 및 장단점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장점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적체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정보시스댐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 

성폐기물 관리분야， 시스템 분석 및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들이 종 

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정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부 

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결과물인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 

리 통합정보시스댐은 국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의 시스댐이 될 것이다. 

2. 사업 수행방법 및 내용 

가. 추진전략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최적화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템 체계에 대한 심층평가 및 장단점 분 

- 2 -



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댐의 장점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원에 대한 검토가 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원자 

력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업무를 

“정보흐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라는 차원으로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흐름 중 

심의 안전규제시스템y 국내외 유사 정보관리 시스템의 벤치마킹/ 위험도 규제기준을 

반영한 관리시스템 둥을 통하여 기존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유도하고/ 효율성이 

제고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통합관리시스댐의 주요 입출력 자료의 종 

류y 구성 I 범위， 운선순위 (priority)등의 설정을 통해 통합정보시스댐 체계를 분석하 

며/ 국내외 유사 시스템의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예상 가능한 여러 가지 통합 

정보시스댐 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여러 가지 통합정보시스댐 체계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론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통합정보시스템 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최적 통합정보시스댐은 그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모율화된 

Web 기반의 정보관리 GU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율화/ 유지 · 보수 편이 

성/ 수요에 따른 등급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통합정보시스템의 GUI 시스댐 구 

축은 시스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 Web 설계회사의 위탁업무로 수행한다. 

냐. 항목별 추진방안 

1) 국내외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항목별 특성평가 

O 관련 시스템의 개발 목적 및 요건 

O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 계획 

o Data Source 취득방법 및 취득원 

(기존 운영중인 Data Base 시스댐 둥) 

o 수록되어 있는 정보내용 

o 통합정보시스댐의 체계 

O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대상 방사성폐기물 

o 정 보분석 및 출 력 체 계 (Analysis and Visualization System) 

2) 주요 입 출력 자료의 종류， 구성/ 범 위/ 우선순위 (priority) 설정 

o 방사성폐기물 발생원y 각종 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의 범위 

O 통합정 보시 스댐 에 수록할 정 보의 종류 및 범 위 (Site Data, Waste 

and Media Data, Facility Data) 

q 
u 



o 주요 입력자료의 등급화 및 자료 수목도 작성 

3) 예상 가능한 통합관리시스댐 체계 도출 

o 정 보분석 및 출력 체 계 (Analysis and Visualization System) 

o System Architecture 개 발 

o 출력 보고서 종류 및 정보 수록 범위 

o 용도별 출력 보고서의 형식 

4) 최적 시스댐 체계 도출 

o 의사결정 방법론을 이용한 최적 시스템 체계 도출 

o 출력 보고서 종류 및 정보 수록 범위 확정 

o 출력 보고서 형식 확정 

5)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의 WEB 설계 

o System Architecture 보완 

O 최적 시스템 체계의 We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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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관련 DB 시스탱 특성평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방사성폐기물 정보시스템 체계에 대한 섬층평가 및 장단 

점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유도하고/ 효율성이 제고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국내외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댐 특성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 

사한다. 

o 관련 시스댐의 개발 목적 및 요건 

o 관련 시스댐의 운영/관리 계획 

o Data Source 취득방법 및 취득원 (기존 운영중인 Data Base 시스댐 등) 

o 수록되어 있는 정보내용 

o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 

o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대상 방사성폐기물 

o 정보분석 및 출력 체계 (Analysis and Visualization System) 

1. 해외 데이터베이스 시스댐 

해외에서 운영중인 주요 데이터베이스 시스댐과 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DOE의 CID (Central Internet Database) 사스댐 

미국 내 각 주에서 발생되는 저준위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I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부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 

로 추출하여 보고서 형태로 공급하는 시스댐으로， 현재 제3판 (release 3) 이 온라 

인 상에 공개되었으며/ 향후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미 국 DOE의 MIMS (Manifest Information Management Svstem)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된 폐기불에 대하여 폐기물 종류/ 핵종 별 농도r 처 

분장 별 처분이력 등을 기간 별로 정리하여 검색 · 출력할 수 있는 Web 기반 정 

보공개 시스템으로/ 향후 국내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운영될 

때 관련 통합정보 및 자료 공개방식 결정 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 
J 



미국 DOE의 Low-Track 프로그랩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불 이력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전산업력하 

통합정보시 

생성기록/ 처리기록y 반출기록， 용기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으로y 폐기물 

여 관리하도록 

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하 

관련 정보의 형식 q1 
:;>Ç 

미 국 ANL의 INSC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enter) DB 

각국의 원자로 (동력로I 연구로) 및 핵연료 주기시설 관련 정보를 비교적 

제공하고 있다. 통합정보시스댐 중 RWjSF 관리시설 

세부항목 선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전성y 신뢰성 

운영자료/정보교환 

교환/공유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 정보들을 

데이터빼이스 시스탱 

운영중인 각국의 

운영정보를 

!1:표 INPO 

원자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의 q1 
:;>Ç 원전의 든

 
모
 

있다.INPO 제공하고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데 이 터 베 이 스 시 스템 은 수십 

영되어 왔으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각종 Know-how가 보유하 

년 동안운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성을 

고 있으므로 향후 통합정보시스댐 구성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운영하고 있는 CID (Central Internet Database) 시스댐은 미국 내 에너지부 시설에 

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NGO를 비롯한 관련 기 

관에 원하는 정보별로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CID시스템의 경우 운영 경 

험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CID시스댐의 목적이 통합정보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미국 INPO의 경우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을 다년간 운영하여 DB 운영 

이용한 정보관리에 대한 많은 경험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DB를 

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벤치마킹은 CID시스템과 INPO 데이터베 

이스 시스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01 
:;>Ç 

가. CID 시스댐 

미국의 자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 Defense Co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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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989년 6월 



Inc, NRDC)와 다른 NGO단체들이 에너지부의 환경관리 및 무기 현대화 활동과 관 

련 된 환경 영 향평 가 (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EIS)를 실 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0년 

8월 양자간에 타협하여 두(2) 가지 PEIS 즉/ 첫 번째는 핵무기 제조공장에 미래의 

형상에 대한 PEIS와 환경복원 및 폐기물관리 (ERjWM) 프로그램에 대한 PEIS를 수 

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5년 들어 에너지부는 ERjWM PEIS의 역무범위를 수 

정하여 환경복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NRDC는 자신과 38 

개의 NGO단체를 대신하여 에너지부와 에너지부의 여러 책업자들을 상대로 다시 

법정에 제소하였다. 법정은 에너지부가 1990년도의 합의 내용인 부지복원 및 방사 

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 합의사항을 어 

겼으며/ 이는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와 

NRDC는 1998년 12윌 12일 법정에서 공식적인 화해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였다. 

NRDC와 에너지부가 맺은 PEIS 화해협정을 통해l 수십억 달라가 소요되는 에너 

지부의 핵무기 제조부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서에 명시되 

어 있는 에너지부의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에너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 

물/ 시설 및 오염물질 등에 대한 현재의 정보시스댐을 종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은 웹 기반 보고서 출력시 

스댐을 가지며 인터넷으로 일반인의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999년 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화해협정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운영하기 이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사 분석하 

고 각종 정보들을 종합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을 설계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6월 Central Intemet Database (CID) 시스템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운 

영 중에 있다. CID시스댐은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으로 수요자의 요건에 맞도록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동 시스템에서는 방사성폐기물y 비방사성 유해폐기물I 오염물질， 미국 에너지부 

에서 관리하는 원자력 관련 설비/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물질 함량 및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CID의 일반 셜계지침 

협정서에 따라 CID는 다음과 같은 일반 설계지침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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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o CID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o CID는 웹 기반의 보고서 출력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해 표준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O 보고서 출력기능을 이용하여 탐색과 질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컴퓨터를 이용하여 CID에 접속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인쇄된 보고서를 배포하여야한다. 

o CID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국내 · 외 다른 웹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CID의 압력자료 및 내용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여러 연구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 

며r 에너지부에서 별도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CID 시 

스템의 중간 점검 및 수탁자의 검토를 위해 1999년 10월 Prototype의 CID를 웹사이 

트에 올려 현재까지 3번의 개정을 거쳐 운영 중에 있다. 

CID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은 다음과 같다. 

O 환경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EM Corporate Database) 

환경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은 1998년 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에서 개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으로 환경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계획/ 예 

산， 성과측정 및 프로젝트 진도 등을 수집 관리한다. 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즉I 핵연료 형태， 핵연료 발생 원자로/ 

핵종 및 방사능 자료 등을 국립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National Spent Fuel 

Database)로부터 취득하는데/ 국립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INEEL 

(Idaho National Eng’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에서는 CID시스댐에 환경관리 활동의 결과 발생되는 방 

사성폐기물/ 오염물질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시 설 관리 시 스템 (Faciliti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FIMS) 

FIMS는 에너지부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미국의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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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급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의 계약 및 자연자원 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의 범위는 부지， 부지에 설치된 건물y 울타리/ 건물 부속불들이며， 이중 부 

지를 제외한 부분을 “시설”이라 부른다. FIMS는 또한 시설의 오염에 대한 정보 

를 비롯하여 건물 내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CID에서는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시설 내에 보 

관중인 방사성물질 및 현재 오염 상태에 대한 요약 정보를 FIMS로부터 접수한 

다. 따라서 FIMS는 오염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CID에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이 

된다. 

o 핵 물질 재 고 량 데 이 터 베 이 스 (Materials in Inventory (MIN) Database) 

MIN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핵물질이나l 방사성폐기물로는 지정되어 있 

지 않고/ 또한 핵무기위원회에서 국방 용도로 사용을 제외하지 않는 핵물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상한 핵물질을 관리하고 관련 보고서 (Taking Stock: A 

Look at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sed by Inventories frorn the 

Cold War Era, 1996)의 발행을 돕기 위해 1996년 에너지부에서 MIN Database 

를 개발하였다. 관련 보고서에는 핵물질과 비핵물질을 10개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저장량I 저장위치/ 화학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IN데이터베이스는 1996년 개발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래 추가의 개정 계 

획은 없으며， CID에서는 MIN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핵물 

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o 오 염 방지 데 이 터 베 이 스 (Pollution Prevention Database) 

동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발행되는 “폐기물 발생 및 오염방지 현황보고서 (Waste 

Gener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Progress Report)" 발행 을 지 원 한다. 오 염 

방지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과 오염방지실에서 주관 

한다. 오염방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적절한 오염방지 기술/ 경험 및 정책을 반영 

하여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방출을 줄이거나， 가능하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에너지부 산하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방사성f 유해폐기물 

및 오염물에 대한 정보를 CID에 제공한다. 

o 유해 물질 방출 재 고 량 데 이 터 베 이 스 (Toxic Release Inventory (TRI) Database) 

동 데이터베이스는 비상재해대책법에 따라 환경청 (EPA)으로 제출하는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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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에너지부 산하 각각 부지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요건 준수여부 

를 보이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에너지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상운 

영 및 사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공기중l 수중/ 및 대지로의 방출량이 기술되고 또 

한 부지내 · 외에서 관련 폐기물의 처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량이 기술 

되어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안전/건강실 (EH)에서 운영하고 었다. 

CID에서는 TRI로부터 환경청으로 보고되는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 

으며， 1993년부터 최신 보고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o 매장 초유라늄 폐기물 데이터베이스 (Buried Transuranic (TRU) Database) 

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장된 초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970년 이전에는 현재의 정의에 따르면 초우라늄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들을 

저준위폐기불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초우라늄 폐기물은 강화된 

처분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970년부터 저준위폐기불가 같은 방법으로 처분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저준위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천층처분장에 처분된 초 

우라늄 폐기물을 I매장된 초우라늄 폐기물’이라 정의한다. 

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 (EM)에서는 각 에너지부 산하 부지로부터 관련자료를 

바다 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I매장된 초우 

라늄 폐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CID에 제공하고 있다. 

4) CID에서 채공하는 정보 내용 및 출력 보고서의 형태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수 

집/ 정리하여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었다. 

o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o 유해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o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o 초우라늄 폐기물 

o 유해성 화학폐기물 

o 소외 및 소내 오염물질 

o 에너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o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o 유해물질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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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열화우라늄과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핵물질 저장 및 관리 

O 각각의 자료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부지/방사성폐기물의 위치 

- 방사성물질의 부피 또는 무게 

- 화학적 구성성분 

- 방사능 

-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 발생자 

- 폐기불 처분계획 및 운반 

- 현재 폐기물/오염물질의 부피 

- 발생 예상되는 폐기불/오염물질의 부피 

상기와 같은 각종 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CID 

에서 제공하는 출력보고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시 출력 보고서 lReadv-to-Read Reporls) 

수집된 자료를 요약한 예비보고서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높은 결과물로 각종 부지 

및 단지별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활동에 대한 높은 수준 

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PDF 형태로 제공함. 현재/ 에너지부에서는 약 13 

종류의 Ready-to-read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표준 보고서 lStandard Reports) 

미리 자료의 형태와 종류가 결정된 표준사양의 결과물로서 특정한 주/ 부지I 에 

너지 운영사무소 또는 에너지부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관리되는 폐기물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로서 현재 약 60종류의 표준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음. 

사용자 정 의 보고서 lad-hoc; User-Defined Reporls)) 

사용자가 필터와 분류방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집합에서 

필요한 자료만 골라서 보고서의 목차와 형태를 구성하는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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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5) 시스댐 

2.1-1을 통 그림 경로를 입출력 

각 경로별 

정보 설계개념과 

표시된 각각의 문자들은 

일반적인 CID 시스댐의 

있으며/그림에 저。 --특징을 나타내는 수
 
’ 볼

 
해 

Stakeholder 
Access 

챔
 

0 
-E 。

돕
 

도
 

I ;; ，빼이뼈l ii 
--센 Data See‘Sing i 

l! AppIications 

이해에 

.-_JJ 
{ 아 • ..，‘.5야’‘ce， ! , .. 、dN‘.rdear Energy I 

l __ 번?#m고 
Foeld 0 

Informatlon 

로 시스댐 

‘ Buried TRU data are not incorporated in the CID a5 01 Ihe publication 01 this document 

경로 CID 시스템의 일반적인 설계개념과 정보 업출력 2.1-1. 그림 

국영 운영중인 g 에너지부 현장/운영 사무실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에너지부 현장/본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에서 

수집하여 가지 정보를 

있는 다 

필요한 정보들은 

저장되나I 수개의 

제공한다. 이와 

CIDol 주요 정보가 

저장된다. PEIS협정에 따른 

Management) 법인의 데이터베이스에 

CID의 정보요건에 적절한 자료들을 

시스댐에서 선정된 자료들이 

(Environmental 

데이터베이스들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EM 

다른 

같이 

된다.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EM프로그램에서 

정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제공하나/ 이들 정 

(t PEIS화해협정에서 

관리된다.그러나r 일부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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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된 정보들은 전산망을 통해 추출되어 CID 시 

스댐으로 전송된다. 정보들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추출되며 최근 내용이 

반영된 정보를 선택하게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는 CID 

엠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정식 공개되기에 앞서 공개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보고서 출력 기능과 질의 

기능을 이용하여 CID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 PEIS협정에 의하면 에너지부에서는 CID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관련 웹 정 

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CID에서 관련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에너지부에서는 CID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적어도 

CID 정보가 개정되면 그리해야 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컴퓨터를 통해 CID에 

접근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CID Support Desk와 에너지부 정보담당자를 통 

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6) CID 업력 출력 및 자료요건 

가) CID 업력요건 

업력-01 : CID는 PEIS협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자료를 제공받는다. 

- 환경 관리 통합정 보 시 스템 (EM Corporate Database) 

- 시설자료관리시스템 (Faciliti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FIMS) 

- 핵 물질 재 고 량 데 이 터 베 이 스 (Material in Inventory Database MIN) 

- 오염 방지 데 이 터 베 이 스 (P이lution Prevention Database) 

- 유해물질 방출 재고량 데이터베이스 (Toxic Release Inventory : TRI) 

- 매장 초유라늄 폐기불 데이터베이스 (Buried TRU Database) 

입력 -02 : CID에서 취급하는 정보들은 기존 DOE 데이터베이스나 추후 개발될 

데이터베이스로 제한한다. 

입력 -03 : CID를 위해서 에너지부 현장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입력 -04 : 에너지부내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 및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자료는 EM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CID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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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05 : CID 정보자료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능한 전자매체를 통하여 

취합되며/ 전자매체의 이용이 여의치 않을 시， CID 공식 정보입력 표에 

기록하여 자료를 취합한다. 

입력-06 : 주기적으로 최소한 연간 단위로 CID 자료를 갱신한다. 

입력-07 : CID 자료 개정 시l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새로운 자료를 입력한다. 자료 

개정 시/ 기존 자료를 덮어쓰지 않아야 한다. 

입력 -08 : EM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및 오염물질r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비 방사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자료는 

제공치 않는다. 

입력 -09 : FIM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CID를 위해 에너지부 산하 오염설비들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입력 -10 : MIN 데이터베이스는 1996년에 조사한 여분의 핵분열물질 재고량 및 

기타 MIN 분류자료를 제공하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입력 -11 : 오염방지데이터베이스는 비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만 제공한다. 

입력 -12 : TRI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청에 보고된 자료를 CID에 제공한다. 

입력 -13 : 매장 초우랴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현재 에너지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장된 초유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력 -14 : CID에서는 PEIS협정에 명시된 상세한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나r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의 둥급 및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업력 -15 : 통제핵물질 비분류 정부I 운영 관련 대외비 자료 또는 내부용 초안 자료 

둥은 CID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업력-16 : 해군의 원자력추진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폐기물 및 시설자료는 

CID에서 취급치 않는다. 

입력 -17 : 상용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자료는 CID에서 취급치 

않는다. 

입력 -18 : CID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들은 일반 공개 전에 정보 제공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약 15일의 기간을 제공한다. 

입력 -19 : 자료이송 프로그램 실행 전에 자료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자동 

감지하여야 한다. 

입력-20 : 각 자료에 대한 최종 갱신 시기는 CID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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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ID 출력요건 

출력-01 : CID 출력형태는 즉시출력보고서/ 표준보고서y 사용자정의 보고서 

형식이어야 한다. 

출력 -02 : 사용자 그룹에서 서면요청으로 요청할 경우/ 에너지부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보고서로 출력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I 또한 이러한 

보고서들은 컴퓨터를 통해 CID에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03 : CID에서는 5-10 종류의 즉시출력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보고서들은 CID에서 PDF 파일형태만 미리 만들어야 한다. 

출력 -04 : PDF, HTML 등 파일형태로 20-30 종류의 표준보고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력 -05 : PDF, HTML 등 파일형태로 사용자정의보고서는 무제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력-06 : 사용자가 CID 구조 및 내용물을 전부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07 : CID는 표준 및 요약보고서 생산 횟수를 추적I 감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출력 -08 : 사용자정의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하여 각종 수요자가 원하는 자료의 

종류를 선택할 때r 선택된 자료의 구성요소 및 목록 생산 횟수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09 : 사이트 접속 사용자 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CID 자료요건 

자료-01 : 폐기물 형태 (고준위폐기물/ 초우랴늄폐기물/ 저준위폐기물 및 복합 

저준위폐기물 등 )에 따라 폐기불과 오염물질을 분류하여야 한다. 

자료-02 : 오염시설에 대한 정보에서는 시설 명칭 및 위치/ 현재의 상태 (운영중 

또는 대기중) 및 시설의 크기 (전용면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03 : 폐기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생성， 저장y 처리/ 처분되는 

에너지부 사이트와 폐기물 위치를 제공한다. 

자료-04 :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폐기불들을 형태별 분류하여 연간 발생량/ 미래 

발생 예측량/ 현재 저장량/ 신규 발생량I 처리된 폐기물량/ 처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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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05 :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추정량을 제공한다. 

자료-06 :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저장량 및 연간 신규 반입물량을 제공한다. 

자료-07 : 오염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시설의 전용면적/ 오염물질의 

특성(방사성물질l 화학오염물질 또는 복합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08 :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제관점 및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중요한 주요 화학성분을 나타내야 한다. 

자료-09 :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규제관점 및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중요한 핵종들에 대한 자료와 총 방사능 함유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10 : 각각의 폐기물 형태 별로/ 이들을 저장/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경로에 대한 정보 즉y 폐기물 저장/ 처리， 처분을 위해 이동되는 

경로자료 (위치 정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DOE 사이트 사이의/ 

DOE 사이트에서 상용 부지로의 폐기물 이송에 대하여 폐기물이 인수 및 

인도 부지I 폐기물 형태별로 연간 이송 물량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자료-11 : 폐기물/ 오염물질 및 사용후핵연료들에 대하여 발생자에 대한 정보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12 : 데 이 터 베 이 스는 source code 사용을 최 소화하고/ 코드 대 신 적 합한 

명칭을 사용한다. 

자료-13 : 다양한 정보 제공 (표준 및 요약보고서 생성 등)을 위한 자료보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CID 기능요건 

CID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웹 기반 

인터페이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CID 기능요건에서는 사용자 연계사항과 

보고서 생산에 필요한 기능적 특성들이 기술되어 있다. 

시스탱 전반 구조 

기능-01 : CID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홈페이지 

- “새소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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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소개” 폐이지 

- “ Site Map" 페 이 지 

- “추천사이 트 (Link)" 페 이 지 

- “관리자에게 (Feedback)" 페이지 

- “사용안내 (Getting Started)" 페 이 지 

- “용 어 안내 (Glossary)" 페 이 지 

- “도움말 (Help)" 페이지 

- “자료출력 (Report Builder)" 페이지 

- “ Summary Reports" 페 이 지 

- “ Standard Reports" 페 이 지 

- “ User-Defined Reports"-페 이 지 

기능-02 : 매 화면에는 다음 항목을 메뉴 표시줄에 나타내어야 한다. 

- “새소식” 페이지 

- “ DB 소개” 폐이지 

- “ Site Map" 페 이 지 

- “추천사이트 (Link)" 페이지 

- “관리자에게” 페이지 

- “사용안내” 페이지 

- “자료출력” 페이지 

기능-03 : 사용자 참조를 위해 매 화면에서 "용어안내” 및 “도움말”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각각 폐이지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능-04 : CID (이하 “계통”으로 칭함)는 최소 그래픽화면으로 구성되며/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래픽 화면을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념어갈 

수 있다. 

”새소식“ 패이지 

기능-05 : 인사말/ 웹사이트 및 PEIS협정 관련 새로운 소식을 나타낸다. 동 

페이지는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 나타나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웹 사이트에 추가된 최신 내용 

- 정보자료 최종 접수일자 (년/월/일로 표기) 

- 이송자료별/ 목록별 보고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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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06 : 적절한 자료출력을 위해 자료 화면선택 기능이 있는 합중국 문양의 

아이콘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07 : 웹사이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이 있어야 한다. 

”DB소개“ 패이지 

기능-08 :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PEIS협정， EM 프로그램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ite Map" 패 이 지 

기능-09 : 화변에 제시된 사이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나열하여야 하며/ 나열된 

정보 화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맹을 제공하여야 한다. 

”추천사이E“ 패이지 

기능-10 : CID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OE 현장-특성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천사이트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능-11 : 추천사이트에는 DOE 이외의 웹사이트 및 CID 정보 보완자료/ 기타 

유용한 정보 (관련 주제y 기구y 위험폐기물 등) 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12 : "추천사이트” 페이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DOE 

- 현장 특성 데이터베이스 

- 본사 데이터베이스 

-전자도서관 

- 현장특성 폐기물관리정보 

- 본사 폐기물관리정보 

- 환경보고서 

- 핵물질 정보 

Non-DOE 

- 수송정보 

- 환경청 정보 

- 원고 웹사이트 연결 

- 기타 관련 사이트 

기능-13 : 추천사이트에는 사이트 이름l 소유주， URL, 요약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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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능-14 : “추천사이트” 페이지에는 모든 Non-DOE 웹 페이지와 무관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리 자에 계 (Feedback)“ 패 이 지 

기능-15 : 사이트 내용/ 기능/ 현황 둥에 관한 사용자 질의를 가능토록 하며I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유용한 논평을 e-mail로 DOE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기능-16 : 11관리자에게”에서 이루어진 질의 및 응답을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안내” 패이지 

기능-17 :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이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용어 안내 (Glossarv)“ 패 이 지 

기능-18 : 최소한 다음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및 적용분야에 사용된 용어정의 프a츠료 --, --, 

- 폐기물형태 (저준위폐기물I 혼합저준위폐기물 등)에 대한 설명 

- 기타 폐기물형태(사용후핵연료， 오염시설/ 자재재고량 동)에 대한 설명 

- 두문자어 (acronym) 목록 

- 관리역무 설명 (폐기물발생/ 처리/ 처장 등) 

- 방사성핵종 및 유해물질의 단위 (질량체적y 방사능 등)， 변환표 설명 

기능-19 : 용어안내는 알파뱃 순으로 나열되며r 원하는 용어검색을 위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20 : 용어안내는 사용자가 현재 창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용어안내 창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패이지 

기능-21 도움말” 페이지는 다음 기능 (선택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도움말 색인에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항상 접근 가능 

- 사용자의 계통 운영 관련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 

정보(기술/운영지원 팀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동 접속정보 제공). 

- CID 자료요소 설명하는 자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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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22 : 도움말 기능에는 전문 숙어에 대한 해석기능 ( context-sensitive 

functionality)을 갖추어 야 한다. 

기능-23 : 도움말은 사용자 현재 창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도움말 창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료출력 (Report Builder)“ 꽤 이 지 

기능-24 : 다음 형태의 

특성에 대해 

보고서를 

충분히 

생성하여야 한다. 선택사항에서는 보고서의 

설명해야 한다. 

- 요약보고서 

- 표준보고서 

-사용자정의보고서 

보고서의 출력양식을 선택할 수 

사용자는 선택한 보고서의 

기능-25 : 보고서 형태를 선정한 뒤/ 사용자가 각 

있어야 한다. 출력양식 화면을 통해 

출력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출력양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 하이퍼 텍스트 표시 언어 (HTML) 

- PDF 

- 스프래드 시트 호환파일 

기능-26 :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 인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약보고서 (Summary Report)“ 패 이 지 

기능-27 : 메뉴틀에 이용 

요약보고서에는 

기능-28 : 요약보고서의 

보안장치를 

가능한 요약보고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자료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는 일반 사용자에 의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자료 

둔다. 

”표준보고서 (Standard Reports)“ 패 이 지 

기능-29 : 특정지역은 큰 맴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신속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지역이 선택되면/ 지역에 위치한 모든 DOE 현장을 포함하여 

상세한 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역-특성 

표준보고서나 현장 특성보고서를 실행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30 : 표준보고서에는 폐기물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특성에 따른 

들어r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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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폐기불 구분 자료가 

대한 상세한 정보 (Profile, 



프로필)에는 선택지역에 있는 폐기물들의 발생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 자료/ 오염시설 자료I 핵물질 재고량 자료/ 

유해물질 방출 재고량 자료/ 오염방지 관련 자료I 사용후핵연료 자료 등) 

표준(상세)보고서 

- 현장 프로필 : 선택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자료범주 프로필 : 선택범주(오염설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프로그램 프로필 : 선택 DOE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현장사무소 프로펼 : 선택된 DOE 현장/운영사무소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연간 프로펼 : 특정 연도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프로필 : 특정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지역 

기능-31 : 표준보고서에 대한 필터 (filter)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표준보고서 제목 : 하나만 선택 가능 

- 현장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가능 

- 자료범주 (자재재고량/ 방사성폐기물/ 오염설비) : 하나 혹은 다수/ 

가능 모두선택 

가능 - 현장사무실 : 하나 혹은 다수y 모두 선택 

- 연도 : 하나 혹은 다수I 모두 선택 가능 

」
τ
 

가
 

기능-32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시스템은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역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사용자정 의 보고서 (User-Defined Reporls)“ 패 이 지 

기능-33 : 사용자가 사용자정의보고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보고서를 구축할 수 있다. 

- 자료범주 선택 

- 칼럼선택 

- 자료기준션택 

- 분류기준 

- 자료집 합 (Data Aggregation) 

- 출력품의 

기능-34 : 사용자정의보고서 작성단계를 마친 뒤r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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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35 : 다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어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36 자료범주 선택“ 화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 핵물질 재고량 (MIN 데이터베이스) 

- 오염시설 (FIMS 데이터베이스) 

- 비방사성 유해물질 (폐기물발생보고서) 

- 유해물질 방출 재고량 (TRI 데이터베이스) 

- 방사성폐기물 (EM 데이터베이스) 

- 오염물질 (EM 데이터베이스) 

- 매장 초우라늄 폐기불 (매장 TRU 데이터베이스) 

기능-37 : 원하는 자료범주를 선택한 후r 관련 자료범주네 대한 “칼럼 선택” 

화면이 활성화된다. 계통은 전 단계화면에서 선택된 자료집합에 

해당하는 칼럼만 제공한다. 사용자정의보고서에 포함된 칼럼만 

선택하여야 한다. 

기능-38 : 각 자료범주 내에서/ 자료원에 대한 주요 기록을 나타내는 자료요소는 

자동으로 “칼럼선택”화면의 칼럼으로 선택된다. 다음은 자료원에 따른 

자료요소 정의목록이다. 

- MIN 데이터베이스 : 핵물질 ID 

- FIMS 데이터베이스 : 자산 일련번호 

- 폐기물발생보고서 : 현장 ID 

- TRI 데이터베이스 : 설비 이름 

- EM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 폐기물 코드 

- 매장 TRU 데이터베이스 : 현장 이름 

기능-39 : 사용자는 보고서에 나타난 칼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계통은 

사용자가 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y 자료가 선택된 순서대로 보고서를 

인쇄한다. 

기능-40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정해진 칼럼 수를 초과하면y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부적당한 형식생산 방지) 

기능-41 : 사용자가 최종보고서에 나타날 칼럼을 선택하면 11자료선택 기준“ 화면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선택한 칼럼은 화면에 나타나고 사용자는 다음을 

정의한다. 

- 유효값 목록에서 문자나 문자숫자를 포함한 칼럼에 대해，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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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사용될 특정수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 혹은 

다수의 엔트리를 선택할 수 었다. 

- 수치자료에 대해， 사용자는 부등호 (<,=,>) 연산자 및 수치를 근거로 

자료를 펼터링할 수 있다. 

기능-42: 사용자가 보고서에 포함될 자료기준을 선택하고 나면 , “분류기준” 

화면이 활성화된다. 분류기준 화변에는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5단계 

수준의 선택권이 나타난다. 분류 수준은 풀-다운 메뉴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각 분류단계에서 자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능-43 : If 칼럼”으로 수치를 선택하면l 이것은 자료 표에서 “단위”필드와 

상응하며/ “단위”필드는 자동으로 출력값으로 선택된다. 

기능-44 : 사용자가 보고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정의한 후/ “자료집합” 

화면은 활성화된다. 동 화면은 사용자가 다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한다. 

- 집합값 (합계 등)으로 보고되도록 선택된 칼럼 

- 자료계수/ 총합계/ 혹은 자료합+총합계로 구성된 필드여부 

- 상세자료나 요약문 포함여부 

기능-45: 총합이나 계수를 할 때/ 필드내에 자료형태가 지시된다. 수치자료만 

합계되며r 비수치자료 계수는 적절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기능-46: “자료집합” 화면에서 사용자는 상세자료/ 자료집합 혹은 상세자료 및 

자료집합이 출력시 나타나도록 선택한다. 

기능-47: “자료집합” 화면 후I 사용자는 “최적화 출력”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동 화면에서 사용자는 보고서이름/ 보고서형태 (HTML, PDP 등)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48 : 사용자가 의도한 정보가 보고서로 출력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f 

사용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기능-49 : 출력물에는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능-50 : 사용자가 글자체 및 수직/수평 출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51 : 계통은 사용자정의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를 그래프나 차트 (파이차트， 

히스토그램， 선그래프 등)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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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ID 기술요건 

CID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이 PEIS협정에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CID는 다양한 컴퓨터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러나 도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컴퓨터 기술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요건을 설정한다. 인터넷을 통해 CID에 

접속할 때 적용되는 기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01 : 클라이언트 워스테이션에 대한 최소 기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연결 ( 14.4 kbps 모템 이상) 

- 넷스크에프 네비게이터 3.0 이상， MS 인터넷 익스플로어 3.0 이상 

- 256 칼라지원 모니터 

- 자바스크립트 가능 

기술-02 : 보수 및 업그레이드 기간을 제외하고 1일 24시간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03 : 클라이언트 원스테이션의 추가 소프트혜어 설치 없이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04 :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읽기 전용으로 접속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05 : 브라우저 및 소프트웨어는 “쿠키”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06 : 브라우저는 프레임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07 : CID 서버 구성 및 운영절차는 웹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에너지부 EM실의 보안조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08 : 계통은 모니터 해상도 800 x 600 화소에서 운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09 : 계통은 장애자를 위한 웹 사이트 설계 정책 및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y 장애자에게 적합한 접속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10 : CID는 150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11 : 사용자 기술지원단은 CID 가동 후 첫 3개월 동안 업무시간 동안 CID 

사용자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12 : CID 가동 후 3개월 후의 사용자 지원은 E-mail 및 음성메일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E-mail이나 음성메일을 통해 수신된 질의는 메시지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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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CID 시스댐 구성 

CID의 구성은 그림 2.1-2와 같으며/ 최근 개발된 시스댐답게 기존의 클라이 

언트-서버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는 3계층 (3-tier) 모델로 구성되어 있 

으며 y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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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ID시 스템 구성도 

O 하드웨어 

듀얼 프로세서를 장착한 펜티엄 텔 컴퓨터 

o 웹서버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 서버 4.0 (서버 운영계통) 

-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정보서버 4.0 (웹서버 관리) 

- Allaire Cold Fusion 4.0 - 고급버 전 (웹 페 이 지 개 발) 

- Seagate 소프트웨어 크리스탈 리포트 7.0 (보고서 출력) 

o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서버 4.0 (서버 운영계통) 

- 오라클 8i (데이터베이스 관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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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내부에 놓고 외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아 변환과정을 거쳐 펼요한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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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1-5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각종 정보를 

관련 정보를 재 구성한 뒤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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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은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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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CID 보고서 선택화변 

나. INPO 데이터빼이스 시스댐 

13 

INPO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각국의 전력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료/정보 

를 교환/공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동 시스템은 1970년 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데 

이터베이스로 과거에는 메인 프레임 (IBM DB2)에서 운영하였으나y 최근에 기존의 

호스트-단말기 방식에서 웹 기반으로 다운사이정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웹 기반 전산시스댐을 구축함에 있어 그림 2.1-6과 같이 마이크로소 

프트사 제품으로 구축하였다는 것으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로 

하였는데 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를 사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유닉스 서버에 아파치로 많이 구축 

되는 것과 비교하면 홍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INPO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 

양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접수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신기술과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 

며 (그림 2.1-7 참조)， 최근의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VPN을 통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y 동 시스댐은 유틸리티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외부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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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관련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측면에서 회원들에게 허용된 정보만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안 분류표 (표 2.1-1 참조)를 사전에 선정하여 방화벽을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내부 운영정보 (ION)와 외부 공개정보를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연동시 

켜 시스댐을 구축하였다. 

EPIX Oota Entry an이 WANO EDE 011 the Web 

/ ‘ 
/ “ 

j ‘s “ 
‘ι" 、
、 / 

그림 2.1-6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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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INPO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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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기관별 취득 가능 정보 분류표 

접근범위 
국내 

공급사 
해외 

WANO DOE 
EPRI 

NRC 
회원사 회원사 jNEI 

Just-In-Time Operating Experience o o o o o 

SEE-IN Domestic Content o o o o o 

SEE-IN Intemational Content o o 

Licensee Event Reports o o O o o 

Events Database o o o o 

Event Database - Int’ 1 Content o o 

Prevent Events o o o o 

Prevent Events - Int’1 Content o o 

Consolidated Operating Experience 
o 

Packages 
o o o 

INPO Documents - General o o o o o 

INPO Documents - Limited o o o o o 

Nuc1ear Network o o o o o 

Nuc1ear Network - Int’1 Cont안lt o o 

Equipment and Performance 
o o o o o o 

Information Excange (EPIX) 

WANO o o o 

Strengths, Findings & Areas for 
o o 

Improvement 

Accreditation Experience Report o o o 

W ANO PI for US Plants o o o o 

Reverse Loaned Programs o o o o o 

Industry Ed. Scholarships & 

Fellowships 
o o o o o 

Utility Contact Directory o o 

INPO Contact Directory o o o o o 

Operations Exam Bank o o o 

Nuc1ear 맘ofessional Feedback Form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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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PO 데이터빼이스 시스댐 셜계 및 개발 

INPO에서는 다양한 수요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수요자들로부 

터 각종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의 개발을 요청받고 있다. 이와같은 역무를 INPOYl에 

IT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r 그림 2.1-8과 같이 개발 팀을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oftware Applicaticin Development Project Team Structure 

1 ~ ..... ",<>1 

팩] 

r----- ... -‘ 
?‘"!lI"~1 .....,.., 

’ 

그림 2.1-8 INPO 개발팀 조직도 (예시) 

INPO IT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웹 개발 절차서를 만들어 운영하므로써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1단계 : 목표절정 

사업자와 개발자가 공조를 통해 필요한 웹 시스댐의 설계， 적용 및 평가 등 전반적 

인 목표에 대해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 책염 그룹에서 검토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 타당성 조사/ 공정 설명서y 보안 범위설정 및 접속 시간 제약 등과 같은 요건 

규격서 

- 하드혜어 및 소프트혜어 사양을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기본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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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참여팀/ 최종 사용자， 단계별 목표 확인 방법 및 소요 인력 등을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 

2단계 : 관리책염 그룹의 검토 

1단계 역무를 통해 준비된 자료들을 책임있는 관리자들이 검토하여 프로그램 개발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이때 책임있는 관리자 그룹은 프로그램 개발 의뢰기관 및 

개발 수행기관의 책임있는 관리자로 구성된다. 관리자 그룹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배분 방안 등을 검토하고/ 단계별 목표 

달성 방안 둥을 재검토하여 승인한다. 

3단계 : 개밥 탐 구성 

시스댐 개발 의뢰기관 및 개발 수행기관에서 동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인력들을 

임명하며/ 각 팀별 역할과 업무협조 방안을 결정한다. 

4단계 : 웹 절계 

이 단계에서는 시스댐 개발을 위한 상세설계 역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 

단계 역무에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무들이 수행된다.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 설계 및 기기 구성 

-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시스템을 결정하고r 각 부분 시스댐 

사이의 연계 사향을 명시함. 

- 객체설정 (계통에 펼요한 모든 객체를 명시하고 문서화) 

- 소스코드 위치 지정 

- 프로그램에 적용될 일반 구성을 결정 

-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 

좋은 웹 사스댐은 프로그램에 정보의 입 · 출력이 쉬어야 하며r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철저한 보안 시스댐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여러 

가지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웹 설계 단 

계에서 관련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신 설계자료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단계 : 천잔프로그랙 구현 

동 시스댐에 적절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B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같은 법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한다.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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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소스코드 및 SQL 저장 절차 둥에는 안전성이 보장된 원 프로그랩을 이용하 

여야 한다. 

6단계 : 시험 및 와성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I 구현된 시스댐을 시험하여 결과물 

의 신뢰도를 높인다. 시험은 다음과 같이 단위시험 및 사업시험으로 분류된다. 

- 단위시험 : 사업진도에 따라 프로그램머가 수행 

- 사업시험 : 작동시 사용자에 의해 수행 

7단계 : 개발 완료 

개발된 시스템을 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시키며， 운영 초기 기술적인 지원 

을 실시한다. 

2)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댐 구성 

가)운영환경 

o LAN 

o Server : NT / 윈도우 2000 

o Access 

- Intemal : Ethemet Lan( Intranet ) 

- Extemal : RAS / Dialup Networking , VPN 

나) 응용 프로그랩 

o Web Browser Navigator 

o Word 

o Spread Sheet 

o Graph 

o Communication 

o Etc 

다) 개발환경 

o Visual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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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isual Interdev 

o Ms Access j MS SQL 

o ASPjVB Script 

z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스댐 

가.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NEMAq AR-26f96 (방사생혜기물 관련 DB 

현황) 

1996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인터넷 상에 공개된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서 유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종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나/ 단순히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한 것으로서 본 과 

제의 수행에 직접적인 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자력환경기술원， 중 - 저준위방사성혜가불 종합관리 시스탬 개발과채 

현재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자료처리와 이력관리 등의 업무가 매 

우 복잡하고 자료정리 및 통계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실무 

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있으며/ 방대한 자료 

의 축적과 관리를 위한 설비 및 환경이 미흡한 실정에 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체 

계 표준화 및 일원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고체방사성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까 

지의 전 과정을 추적하기 위 통합폐기불추적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스댐을 2단계 가정을 hd해 구축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은 시스댐 구축에 필요한 업무분석/ 구축환경 설정 및 요구분석 등을 위주로 수행 

되고 시스댐의 실제적인 구축을 위하여 수행되는 2단계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기 

반으로 시스템 설계I 프로그램 작성/ 통합시험 및 설치가 포함되며 2003년 중반에 

시스댐이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원자력환경기술원이 KDN의 인적지원을 

받아 19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관련사업을 수행하였다. 

종합관리 시스댐의 대상 폐기불 및 업무는 중 · 저준위 고체폐기물의 종합관리/ 원 

전 액체 및 기체폐기불 종합관리， RI폐기불 저장관리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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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조사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 전산화 해외현황 및 규제요건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원전별로 방사성폐기물관리 업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 

분석과 전산화대상업무를 도출하여 전산화표준화(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 및 상세 요구분석이 수행되었다. KEMIS (한전 정보공학 

방법론) CSM(클라이언트/서버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요구분석 업무를 수행하였 

다. 1단계에서 수행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2.2-1과 같다. 

그러나 동 시스댐에서 고려하는 대상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f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전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를 지원하기 위 

한 목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본 과제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1 1 단계 주요 수행내용 

1 구분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o 방사성폐기물관리 업무분석 

관리체계 o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데이타 조사/ 분석 

조사 및 분석 o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전산시스템 조사 

요구사항/ 
o 고체폐기물 드럼핵종분석 결과 File 변환 및 DB 로딩 방안 

o 임시저장고 저장현황 Display 방안 수립 
대외기관 

제공자료파악 
o 규제기관 또는 기타기관에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규제요건 및 o 국내 안전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해외 사례조사 o 국외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전산시스댐 조사 

o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 표준안 제시 

방사성폐기물 - 기체r 액체폐기물 배출관리 빛 집계관리 

관리체계 개선 - 고체폐기물 취급/처리/저장/집계관리 

및 표준화 o 고체폐기물 추적관리체계(Tracking system) 구축방안 수립 

o 경영정보 제공 방안 수립 

방사성폐기물 o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전산시스댐 모텔 작성 

종합관리 시스템 o 사업소와 본사간의 데이터 구성 방안 수립 

모텔링 o 대외기관 정보제공용 시 A댐 구축방안 수립 

시스댐 설계를 

위한 기초 및 o KEMIS 방법론에 따른 기초 및 상세요구분석서 작성 

상세 요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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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업출력 자료 평가 

통합관리시스댐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 시스댐에서 관리할 주요 입 

출력 자료의 종류y 구성/ 범위y 운선순위 (priority) 등을 설정하고 주요 입출력자료 

의 등급화 및 수목도를 작성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관련 법규와 방사성폐기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한국전력공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규제 관점 

에서와 운영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도출한다. 해외 유 

사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의 벤치마킹 결과를 참고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불 안전규제 

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그룹화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무를 수행한다. 

o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관련 법규조사 

O 한국전력공사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조사 

o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자료 정리 

o 통합정보시스댐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 및 범위 설정 

o 주요 업력자료의 둥급화 및 자료 수목도 작성 

1. 국내 방사성혜가물 안전규재 관련 법규조사 

오늘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는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란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안이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1997년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간의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경험을 반영하여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이하 “방사성폐기불안전협 

약”이라 함)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 

리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규제에 관한 국제동향은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기 

준의 제정이나 보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관리 지침을 시리즈로 

제정y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지침은 Safety Series III-F (1995)에 다음 9가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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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hum뻐 health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Protection of beyond national boarder 

•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 Burdens on future generation 

• National legal framework 

•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and management interdependencies 

• Safety of facilities 

우리 나라도 1998년 9월 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 

리대책」 을 의결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 

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신뢰 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 

진하되/ 투명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2008년에 완공하여 운영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2016년부터는 소외 중간저 

장시설을 완공하여 저장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발전의 완전한 자립추진 기반 구축 

가. 방사성폐가물관리 안전규재 관련 법령체채 

정부는 '99. 2. 28.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에 관한 법률 

적 정비를 하였다. 특히 정부 직제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총리령으로 운영되던 원자 

력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부 부령으로 개편하고y 과학기술부고시로 제정하였던 기 

술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를 부령으로 재편하는 등 하위법령의 체제를 전면 정 

비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결과를 반영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체계는 그림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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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법 허가기준 

• 

대통령령 원자력법시행령 법 위엄사항 

• 

원자력법 시행균칙 서식，절차 

.!J!- ~δ} 원자로시설둥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술기준 

방사성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술가준 

• 

과기부고시 | 과학기술부고시 세부 기술가준 

그렴 3.1-1 원자력 법령 채계 

1)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우리 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은 물론 원자력시설과 활동 전반에 대한 인 • 허가 등 규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성폐기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의 허가기준/ 기준준수 의무/ 처분제한/ 부지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별 내용 

은 표 3.1.-1와 같다. 

표 3.1-1 원자력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조항 제 목 주 요 내 용 

제77조 | 허가기준 。 폐기시설등의 위치 · 구조 · 설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채82조 | 기준 준수 의무 | 。 폐기시설등 건섣 · 운영자는 기술기준을 준수 

재83조 | 준용 
。 계량 및 방호규정 

。 부지 사전승인 

。 해양 투기 금지 

1 방사성폐기물의 | 。 폐기시설 등 건설 · 운영자 이외에는 처분 금지 
채84조~_~ ~~ .. - "1 

j 처분제한 | 。 자체 처분 절차 및 방법 규정 

。 방사성페기물 인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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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원자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그 동안 10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원 

자력법 개정에 따라 '99년. 8. 31 전면 개정하여 원자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주요 내용 

은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자체처분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법 조항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조항 

재221조의2 

채 221조의3 

채 목 

사용전검사 및 시기 

채223조 | 정기검사 

채227조 | 처분검사 

채228조의3 
자체처분의 절차 
t:!1 <11-닙} ^ 0 10l 

주 요 내 용 

。 사용전 검사에 대한 규정 및 검사대상별 시기 

-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착공시 

- 방사선차폐 등의 검사가 가능할 때 

。 폐기시설등의 설치 ·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 처분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 사항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는 처분검사를 받도록 규정 

。자체 처분에 관한 서류 

。자체 처분 기록 등 

3) 원자력법 시행균칙 (과가부령) 

원자력법 시행규칙은 그간 총리령으로 제정 · 운영되었으나 정부 직제 개편 

으로 2000. 5. 27. 과학기술부령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원자력법 및 동 법 시행령 위 

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제한치/ 자체처분 신고서식 등으로 상세 

한 내용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원자력법 시행규칙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1/2) 

조항 채 I-E1 주 요 내 용 

。 과기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 

채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개인 : 10μSv 

- 집단 1 man-S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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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원자력법 시행규칙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2/2) 

조항 채 목 주 요 내 용 

채87조 자체처분신고 
。 자체처분계획서(서식) 

。 자체처분 서류 작성방법 등 
“ -----------_ ........... . ........ __ .... ““ ...... __ ................. _-

。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업자에게 인도하는 제반사항 

방사성폐기물의 
- 방사성폐기물 종류 및 농도 

채88조 - 포장물의 구조적 건전성 
인도 

- 유리수 및 핵종의 침출 제한 

- 방사성폐기물의 표시 

4) 방사선 안전관리 둥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과가부령) 

IJ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원자력법 시행규칙과 함 

께 과학기술부령으로서 2000. 4. 18. 신규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과기부 고시로 규 

정하고 았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들과 원자력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동 과기부령에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시설 

등의 시설기준/ 성능기준I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각각 표 3.1-4, 표 3.1-5, 표 3.1-6 과 같다. 

표 3.1-4 과기부령 폐기시설 등의 시설기준 (위치/ 구조 및 설비) (1/2) 

조항 | 채 I-R1L 주 요 내 용 111 고 

채59조 I 천층처분시설의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인구， 

세부사항은 과기부 
기상， 주문， 지진 및 지질학적 특성 등 

고시로 정함 위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1 섬층처분시설의 I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섬층처분시설의 위 ! 세부사항은 과기부 
채60조 I~~.'-'-I 

1 위치 1 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 고시로 정함 

사요후핵연료 | 。 사용휴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인구， 인위 

채61조 | 중간저장시설의 | 적사건 지진 및 지질학적 특성 등 위치 

위치 } 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정 

재62조 l 환기설비 
。 폐기시설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환 

기능력， 공기정화장치 등 기술기준 규정 

- 39 -

세부사항은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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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과기부령 폐기시설 등의 시설기준 (위치 I 구조 및 설비) (2/2) 

조항 재 목 벼 고 주 요 내 용 

방사성불질에 
채63조| 

의한 오염방지 

。 폐기시설등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 

는 부분의 표변은 오염을 제거할 수 있 

어야 함 

。 방사성폐기물 저장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재64조 | 폐기물저장설비 I - 저장용량， 부식방지， 오염확산방지 등 

채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채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벼 

의
 

료
 
설
 
비
 

연
 
시
 
설
 

해
「
 자
。
 미숭

 

-
후
 져，
 

용
 
간
 
조
 

사
 
중
 
구
 

조
 

원
 

채
 

- 액체폐기물은 누설방지를위한 둑 설치 

。 중.저준위처분시설 설계 · 건설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술기준을 규정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의 구조 1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구조 빚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 방사선차폐능력 유지 

사용후핵연료 엄계를 효율적으로 방지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표 3.1-5 과기부령 폐기시설 등의 성능기준 (1/2) 

조항 채 목 벼 고 주 요 내 용 

채68조 | 폐기물처리설비 

구조물 · 계통 
쩨70조 1 

및 기기 

채π조 | 환기 및 배기 

쩨72조 | 화재방호시설 

채73조 1 감시 및 제어 

쩌74조 | 비상용전원장치 

재75조 1 배수 

。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에 관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 폐기시설동의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l 세부 사항은 과기 
성능은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 | 부 고시로 정함 

。환기 및 배기계통의 성능은 사고시에 

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 

。 화재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을 

허용한도 이내로 유지 

。 안전계통 및 기기는 사고시에 감시가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외부전원 차단시에도 안전계통 및 기기 

의 성능유지 

。 지표수나 지하수의 유입억제/ 홍수 • 하 

천범람 등 자영재해의 영향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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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과기부령 폐기시설 등의 성능기준 (2/2) 

조항 제 목 버 고 주 요 내 용 

재76조 | 방사선관리 

。 출입장소 기타 방사선관리를 특별히 필 

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율과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는 제한치 이내로 유지 

방사성물질 취급 1 。 방사성폐기물 저장 · 처리 · 처분능력이 
채77조 o 11 ~ ! 

및 처리능력 J 안전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것 이상일 것 

에
 

분
 

설
 

처
 

켜
 장
 
는
 

:! 

하
 저 
또
 

층
 
의
 
리
 

천
 
서
 
처
 

조
 

껴
 

채
 

심층처분시설에 

채80조 | 서의 저장 · 

처리 또는 처분 

세부사항은 과기 

부 고시로 정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 •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 

-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른 한도초과 } 세부사항은 과기부 

금지 | 고시로 정함 

- 위치와 경계를 표시/ 보전구역설치 

-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 초과금지 

- 시설 폐쇄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폐쇄 

후에도 사후관리 및 감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장에서의 저장 · 처리 ·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 

- 처분장소주위에 보전구역 설치 

- 방사능표지 부착 및 기록과 대조 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 

-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초과금지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표 3.1-6 과기부령 방사선폐기물의 폐기기준 

조항 제 목 버 고 주 요 내 용 

。 폐기시설등의 운영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 · 처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 

처분시설안에서 I -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재81조 F -, l.!... 'L-" I I 

의 저장 · 처리 | 자의 감독하에 수행y 방호장구 착용 

- 기체폐기물은 방사서울철의 농도를 

저하 시킨후 배기시설에서 배출 

- 액체폐기물의 배출 · 저장방법 등 규정 

제82조 | 품질보증 

세부사항은 과기부 

고시로 정함 

부
 

기
 

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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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꺼
‘
 

사
 
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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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고
 

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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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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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과기부장관 고시는 원자력법y 등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에서 

위엄되거나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등 기술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다. 특히 지난해 원자력법령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그 동안 고시에서 규정한 기 

술기준에 관한 사항들 일부는 상위법령 (시행령 I 부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전면적인 

개정 및 제정일 펼요하나y 현재까지 고시된 과기부 고시 중 방사성폐기불과 관계되 

는 고시들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방사성폐기물 관련 과기부 고시 현황 

구 분 가 : J-룰- 기 준 명 고시변호 비고 

。위치기준 96-9 

。 구조 및 설비 기준(설계 기준) 91-9 

중·저준위폐기물 O 소각기준 97-8 

천충처분시설 。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96-10 

。성능규정 96-11 

O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 97-19 

사용후핵연료 。위치기준 91-8 

중간저장시절 O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96-13 

。품질보증기준 92-17 

。 방사성물질 둥의 포장 및 운반 규정 96-38 

공동적용 。환경경영 평가서 작성지침 98-10 

。환경방사능 측정/감시지침 96-31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01-2 

나. 방사성혜기물 관리 안전규재 체재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에 대한 발생자의 일차적인 책임과 정부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은 설계자/ 공급자r 시공업자 또는 규제기관의 독립된 관련활동에 의 

하여 경감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및 제반 행위의 적합성을 확인 · 점검하고 국가적인 정책목표 및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안전성 확보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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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생팩기물관리 관련 기술기준의 분석 

본 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펼요한 원자력법령의 규제요건 중 세부기 

술기준을 과기부고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댐 구축의 

선행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원전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에 적용되는 과기부고시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다. 

o 제01-2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o 저1196-10호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o 제96-13호 (사용후핵 연료 인도규정) 

o 제96-38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o 제97-19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 

1) 방사선방호 둥에 관한 규정 (과기부고시 제01-2호) 

가)주요내용 

이 규정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y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1984년 과기처고시 제84-2호로 제정된 이래 2001년 6차 개정되어 제 2001-2호로 

고시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과 원전 운영에 필요한 선량한도/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에 펼요한 배출관리 기준 등의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하 

고 있어 방사선 관련 작업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3조(고준위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분류를 기준 규정 

·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 임신부 및 일반인에 대한 션량한도 적용 규정 

· 제5조(허용표면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제시 

· 제6조(배출관리기준) : 배기 및 배수중 방사성핵종 허용농도 

· 제7조(연간섭취한도) : 흡수 또는 경구 섭취량에 의한 연간 섭취한도 규정 

· 제8조(유도공기중 농도) : 유도 공기중 농도에 대한 기준 제시 

· 제12조(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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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차폐물의 설계기준) :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 

· 제14조(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 제15조(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 제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 :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경계의 

연간선량 규정 

· 제17조(보고서 식 등) 

· 부칙 : 종사자선량한도 경과조치f 선량한도 적용 시행기준일 명시 

나) 규정 적용의 고려사항 

상기 규정은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모든 방사선작업에 적용되는 방사션방 

호에 관한 규정으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댐과 연관해서 고려사항을 방사성 

폐기물 작업자의 선량한도와 방사성폐기물 포장체의 허용표면오염도에 관한 규정이 

다. 선량한도의 경우 모든 방사선작업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작업만 분류하여 관 

리할 수 없으며y 또한 그럴 펼요도 없으므로 선량한도 정보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 

리 시스템에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원전을 비롯한 방사성폐기 

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포장체의 표면오염도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필요시 규 

제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끽 방사성팩기물 인도규정 (과기처 고시 제%-10호) 

가) 주요내용 

본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발생시킨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 

물(사용후핵연료 제외)을 영구처분하기 위해 처분업자에게 인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4조(핵종별 농도의 제한 등) 

폐기물 종류 및 방사능농도에 의한 분류원칙/ 처분요건과 부합해야할 항목의 

규정 

o 제5조(폐기물의 형태) 

취급 및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형태에 관한 규정 

o 제6조(포장물의 조건) : 포장물 형태에 관한 규정 

o 제7조(침출율) : 고화폐기물의 핵종 침출 제한 규정 

o 제8조(유리수) : 포장물내 유리수 함유의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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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9조(부식) : 부식성물질에 관한 제한 및 포장조건 규정 

o 저1]10조(폭발성 물질)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물질 등의 제한과 방사분해/ 생물학적 및 화학적 반응 

에 의한 포장물의 건전성 저하 제한 규정 

o 저1111조(유해성 물질) 

유독성/ 부패성 및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제한과 킬레이트제 등의 

함유량 제한 규정 

o 저1112조(임계안전) : 임계안전 유지 규정 

O 저~13조(표면오염) 

표면오염에 대해 고시 제96-38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 

정” 적용 

O 제14조(선 량제 한) 

작업자피폭에 대해 고시 제01-2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규정” 적용 

o 저1]15조(포장물 표지) : 포장물 외부에 명시해야할 정보사항 

O 제16조(폐기물 운반) 

고시 제96-38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적용 

o 제17조(폐기물의 인도의뢰 신청) : 인도의뢰 신청 첨부 자료에 대한 규정 

o 제19조(처분업자의 지침서) 

처분업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작성 및 승인관련 규정이다. 

l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은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폐기물의 방 

사선학적 특성， 고화체 건전성/ 물리화학적 안전성/ 포장불 정보내용 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시설 부지선정 후 부지 및 시설설계특성 

따라 이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부인수지침이 개발되 

어야 한다. 

나) 규정 적용의 고려사항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원전운영 폐기물， 원전해체 폐기물y 방사 

성동위원소 폐기물로 분류할 수 었다. 원전운영폐기물은 잡고체폐기물/ 농축폐액/ 

폐수지 및 폐필터로 구분되며 원전해체 폐기물은 발전소 해체시 발생하는 설비y 구 

조물， 계통 등이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국내 RI 이용기관에서 발생하며 개봉 

선원， 밀봉선원 등으로 구분된다.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대부분은 원전운영 폐기물 

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도규정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은 원전운영 폐기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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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술하였다. 

o 방사선학적 특성과 고려 사항 

- 총 방사능 제한 

- 방사선량률 제한 

- 핵종 및 방사능 농도 제한 

o 고화체의 건전성 

- 열적영향 

- 방사선 조사 영향 

- 미생물 및 생물학적 영향 

- 압축 · 기계적 강도 및 중량제한 

o 불리화학적 안전성 

- 침출율 제한 

- 유리수 제한 

- 인화성 · 부식성 · 독성 · 반응성 물질제한 

- 폭발성 물질 및 압축성 기체의 제한 

- 킬레이트 및 착화합물 제한 

- 임계 안전성 

3) 방사성물질 둥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과가부 고시 제96-38호) 

본 규정은 금번 시행규칙(안)의 개정에 따라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을 반영하여 개정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과기부고시에 반영될 ST-1의 주요 

요건을 제시한다. 

가) 주요내용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규정은 1930년대 미국에서 방사성 

물질의 우편운송을 제한하는 법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IAEA의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을 자국의 규정 및 법 

규에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985 

년 IAEA Safety Series NO.6로 개 정 공포되 었고， 1996년 ICRP 60의 권고를 따르는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5T-1으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00년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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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체계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반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세부기술기준은 IAEA의 안전수송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1985년 과학 

기술처 고시 제85-8호로 고시하였고， 1996년 과학기술부 고시 제96-38호 “방사성 물 

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한 바 있다. 

원자력법령체계에서 별도 부령으로 제정예정인 방사선방호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 중 “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이 관련 기술기준이 되며 여기에서 

IP형， C형등의 개념을 도입하므로서 ST-1을 적용하고 있다. 제96-38호도 IAEA ST-1 

의 요건을 반영하여 개정예정이다. 본 절에서는 ST-1의 주요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 

련요건을 요약하면 표 3.1-8과 같다. 

항 목 

규정 사항 

방사성 물질 

종류 

포장물종류 

포장물 

일반요건 

표 3.1-8 IAEA No. ST-1 주요 요건 (1/2) 

- 일반원칙 

·방사선방어 

.사고대응 

.QA 

주 요 요 건 

- 방사능제한치 및 물질제한조건 

- 운반요건 및 통제관리 

- 포장 및 포장물 요건 

- 방사성물질 요건 

- 시험절차I 승인 

- 특수형/비특수형 

- LSA 물질 

- SCO 

-핵분열성물질 

-핵분열성포장물 

-면제포장물 

- IP형 포장물 

- A형 포장물 

- B형 [B(M), B(U)] 포장물 
- C형 포장물 

- 크기는 10cm 이상 

- 취급r 운반이 안전， 용이 

- 안전한 격납 

- 인양용 부착물의 안전설계 

- 표면제염이 용이 

- 밀폐장치의 안전성 고려 
- 재질y 부품의 적합성 고려 

- 밸브조작금지 및 위험물 운반시 안전장치 

- 47 -



표 3.1-8 IAEA No. ST-1 주요 요건 (2/2) 

항 목 ~ 요 요 건 

-면제포장물:천연우라늄y 감손우라늄/연토륨 
- IP형 포장물 : LSA 물질， SCO 

- A형 포장물 · = ET-/「‘ i 「iSl : A1미만 
방사성내용물 ·비특수형 : A2미만 

- B형jC형 포장물 ·: ET-까「‘늦엉1 : A1이상 
·비특수형 A2이상 

- 핵분열성포장물 : 핵분열성 물질 

허용 - α 선방출 : 0.4Bqjc며이하 
표면오염도 - a 선비방출 : 4Bqj cm'이하 

-비전용적재 · 표면 1m : 0.1mSv jhr이 하 
·표면 : 2mSvjhr이하 

허용 
·운반지수 10이하 

방사선량률 
- 전용적재 · 표면 : 10mSvjhr이 하 

-차 ?J: ·표변 : 2mSvjhr이하 
· 표면 2m : 0.1mSv jhr이 하 
·운전석 : 0.02mSvjhr이하 

허용 최고 정상압력 - B(U)형 jC형: 700kPa이하 

허용 표면온도 
- B형 jC형 ·전용적재 : 85 0

C 이하 

·비전용적재 : 50"C 이하 

정상수송조건 
- A형 포장물 ·내용물 유실이 없을 것 

-차폐능력상실: 20%이하 
시험 후 허용기준 

- B형 jC형 포장물 : 누설량: 10용'A2/hr이하 

가상사고조건 - B형 jC형 포장물 · 표면 1m 선 량률: 1이nSvjhr이 하 
시험 후 혀용기준 · 누설 량: A2jweek이 하 

- 외 압감소 : 60kPa 
- 살수시험 : 5cmjhr - 낙하시험 : 0.3-1.2m 

정상수송조건 
- 압축시험 :5배하중 또는 13kPax투영면적 

시험 
- 관통시 험 : 6kg- rp 3.2cm 봉 1m 낙하 
- 환경조건 .A형 jB(M)형: 38 0C 

.B(U)형 jC형: -40-38 0C 
·포장조건: -40-70 oC 

- 낙하시험 : 9m 
- 파열시험 rp 15cm-20cmL 환봉위 1m 낙하 
- 관통시 험 : 500kg-1m’ 9m 낙하 
- 화재시험 :8형: 800.C , 30min 

가상사고 조건 -침수시험 ·수심 15m, 8h 
시험 -사용후연료수송용기: 수심 200m, 1hr 

·핵분열성포장물: 누설발생하게 하여 0.9m, 8hr 
- C형 추가시험 ·파열시험 rp 20cm, 3m 

·화재시험: 8OO oC, 60min 
·충돌시험 : 90m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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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 적용의 고려사항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으로부터 처분자에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 

질 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특성을 갖게 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포장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포장물 마다 일반적으로 또는 특수하게 적용된 각종 포장요건을 문서로 관 

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AEA No. ST-l 주요 요건을 기준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포장불 특성자료 

- 포장물 종류 

- 포장불 규격 (크기/ 무게/ 재 질 등) 

- 포장물 사양 (인양용 부착물/ 밀폐장치/ 표면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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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생폐기물 자채처분둥에 관한 규정 (과기처 고시 제97-19호) 

가) 주요 내용 

본 규정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 

물의 자체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처분이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중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해당 원자력관계사 

업자가 소각 · 매립 또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내용은 다 

음과같다. 

· 제3조(허용기준 및 핵종별농도):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기준치 규정 

• 제4조(규제면제): 자체처분시 방사성물질 표지 및 표시의 제거등 

· 제5조(행위 제한): 자체처분 기준치 이상의 임의처분 제한 규정 

- 제6조(분리저장):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분리저장 규정 

· 제7조(자체처분 절차서): 자체처분 절차 수립 및 준수 규정 

· 제8조(자체처분신고): 자체처분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처분시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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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록의 비치): 자체처분 신고서 보존년한 명시 

• 저1110조(처분확인): 자체처분 행위 전반에 대한 검사 권한 근거 규정 

· 제11조(별도승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 규정 

· 제12조(권한의 위탁): 자체처분에 관한 권한 위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정 

(2) 규재면체의 적용 

자연환경 중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방출되는 전리방사선은 그 장치 및 시설과 함께 언체건강에 해를 주므로 이의 사용 

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 방사선방호에 대한 기본기준은 IAEA에서 IAEA-SS 

No.9에 기본안전기준(Basic Safety Standard: BSS)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변제에 포함되는 방사선원과 행위는 신고/ 등록 및 인허가 체계의 규제통제 

단계에서 규제가 변제된 활동상태로 전환하게 되므로 규제기관은 규제면제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규제면제된 물품을 인수자에게 이송할 때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허가신청 목적은 규제기관이 허가신청자의 이행절차와 방법이 규제변제조항 

에 적합하게 따르고 있음을 검토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허가신청을 하면 필요한 

경우 강조해야할 특별조항을 포함하도록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방사선방 

호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면제가 적절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재분석의 기본자료는 배출량보고서y 규제면제물질의 

비정상보고서， 적합한 환경시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사용후핵연료 언도규정 (과기처고시 채96-13호) 

가) 주요 내용 

본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이외의 장소에 있 

는 중간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된 부지 이외의 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중 

간저장하는 업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4조(기계적 건전성)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및 운반시 기계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요건 규정 

o 제5조(열적 영향) 

정사운전 및 사고시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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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되어야 하는 규정 

o 제6조(연소 및 조사이 력) 

저장시설 운영 및 핵물질보장조치에 필요한 연소도 및 조사이력 자료 제공 

에 대한 규정 

O 제7조(냉각) : 5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해야하는 규정 

o 제8조(핵임계안전) : 취급 및 운반시 핵임계사고가 나지 않도록 포장 

O 제9조(결함핵연료의 인도) : 결함핵연료에 인도에 대한 각종 규정 

o 제10조(선 량제 한) 

사용후핵연료 포장물의 표면선량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피폭선량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 

o 제11조(포장물 표지) 

사용후핵연료 포장물 표지는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스
 
’ 주

 
ι
 

o 제12조(운반용기의 제공) : 운반용기를 사전에 발생자에게 제공하는 규정 

o 제 13조(의무와 권한) : 발생자 및 저장업자의 각종 의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 

o 제14조(사용후핵연료 운반) : 사용후핵연료 적재 및 운반에 관한 규정 

o 제15조(인도의뢰 신청) : 인도의뢰시 펼요한 각종 정보제공 에 대한 규정 

o 제16조(인도) : 사용후핵연료 인도시 각종 자료에 대한 요건 

O 제 17조(긴급인도) : 긴급을 요하는 사용후핵연료 인도에 관한 규정 

o 제21조(핵물질보장조치 적용 및 보고) 

사용후핵연료 인도시 적용되는 국제 핵물질보장조치를 위한 정보 제공에 대 

한요건 

I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은 중간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기계적 건전성/ 연소도 및 조사이력 y 핵엄계 안전， 열적특성 및 핵 

물질보장조치 관련 정보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규정 적용의 고려사항 

사용후핵연료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물질이며/ 또한 많은 방사선과 열을 

발생하는 물질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는 많은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동 고시에서 

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명기하고 었다. 

o 크기， 무게 

O 조사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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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소도 

o 우라늄 함량 

O 붕괴열 

o 핵임계 안전과 관련된 포장물 자료 

이들 자료 중 연소도는 운반용기의 설계뿐 아니라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에도 영 

향을 미치므로 자료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2. 한국전력공사 방사성혜기물 관리절차 조사 

국내 방사성폐기물은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방사성 동위 

원소 이용분야와 핵연료 주기시설 및 기타 원자력 시설에서도 일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농도와 열 발생량에 따라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상태에 따라 기체/ 액체y 고체 폐기물로 분류된 

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및 보수 결과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폐기 

물들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I 이들 방사성폐기물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저감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운전 및 보수활동의 결파 발생되는 기체와 액체방 

사성폐기물은 관련 처리계통을 거쳐 방사능농도를 낮춘 후 환경으로 희석하여 배출 

하며 기체 및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발전소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고체방사 

성폐기물은 드럼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었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체/ 기체I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절차 및 관 

리되고 있는 주요 인자들을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관리형태별로 조사 분석하여 통합관리시스댐에서 관리할 주요 입출력 

자료의 종류/ 구성/ 범위/ 운선순위 (priority) 등을 설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가. 고채방사생팩가물 관리 

1) 방사성/벼방사생혜기물 분류 

가) 잡고채 방사성폐기물 

O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 분석 - 비오염으로 판정되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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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로 분류 (자체처분 대상) 

o 가연성 방사성폐기물은 면류/ 종이류/ 비닐류/ 목재류I 신발류/ 고무 

류 등 내용물별로 재분류 

o 비가연성 방사성폐기물은 철재류y 콘크리트류r 석고류I 유리류 등으 

로 재분류 

o 잡고체 방사성폐기물 분류시 폭발성I 발화성， 부식성물질 및 킬레이 

트제 등이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혼합유무를 확인하고 기록 

나)혜윤활유 

o 매 드럼별로 드럼의 상/ 중/ 하 부위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방사 

능 오염여부를 분석 기록 

o 비오염으로 판정되면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 (자체처분 대상) 

o 오염으로 판정되면 드럼포장 (자체 관리번호 부여) 

다)혜활성탄 

O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오염 여부 분석 기록 (단I 월성 : 삼중수소 

추가 분석) 

o 비오염/오염 : 폐윤활유 절차와 동일 

라) 증기발생기 취출수 탈염 폐수지 

o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분석 기록 (단y 월성 : 삼중수소를 

추가 분석) 

o 비오염/오염 : 폐윤활유 절차와 동일 

2) 방사성폐기물 드럼 

가) 드럼변호 부여 채계 

O 모든 방사성폐기물 포장불(드럼등)은 드럼번호를 부여한다. 

K2 2000 001 / B1 

(발전소명) (발생년도) (일련번호) (폐기물 종류) 

o 폐기물종류 : B:잡고처11 ， C:농축폐액， F:폐필터 y 폐수지:R， 동위원소:RI 

o 폐기물종류 1:고화， 2:비고화， 3:초고압압축 등 

- 드럼번호 부여시점이 드럼생성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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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체방사성폐가물 드럼생성가록부 기록 

포장완료 드럼은 표면오염도/ 드럼표변 및 1m (상/중，하) 방사선량률 

등을 측정하여 최대치를 드럼 표면 및 고체방사성폐기불 드럼생성 기 

록부에 기록 

3) 소내운반 

가) 운반 

O 소내 임시저장고로 운반할 드럼은 외관/ 도장상태/ 뚜껑 체결상태를 

육안 점검하며 드럼적재전 빈 차량의 방사선(능)을 측정하여 기록 

o 드럼 표변 및 1 m 이격 방사선량률 (상，중y하)을 측정하여 최대치를， 

표면오염도는 드럼 상/ 중/ 하/ 및 드럼밑변을 측정하여 고체 방사성 

폐기불 드럼 반출기록부에 기록 

o 차폐체 및 드럼깔판을 사용할 경우I 오염도 측정결과를 고체방사성 

폐기물드럼 반출기록부에 기록 

O 측정결과에 따라 해당 운반표지를 드럼표면 드럼생성변호 적요란 좌 

측 5cm지점에 부착하고 운반표지에 내용물y 내장 방사능량/ 운반지 

수 등을 기록하며 고체방사성 폐기물드럼 반출기록부에 기록 

o 운반차량에 드럼적재 완료 후 차량 표면， 1m 이격거리 및 운전석에 

서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고체방사성 폐기불드럼 반출기록부 및 

드럼적재차량의 방사선(능)측정표에 최대값을 기록 

o 운반 차량이 방사성폐기물드럼 임시저장고에 도착 즉시 운송 담당자 

는 반출기록부 사본 1부를 저장고관리 담당자에게 인계 

o 하차 완료 후 빈 차량(지게차 포함)에 대하여 차량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를 측정 기록 

o 드럼 운송과정의 입회자는 운반이 해당 절차서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입회/ 확인 

4) 염시저장 

가)저장 

o 저장고에 도착된 드럼에 대한 각종기록 (수량 및 종류/ 드럼번호/ 방 

사선량률r 표면오염도동)은 저장고 관리자에게 인계 (고체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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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드럼반출기록부 등) 

O 드럼 임시저장고 내부 드럼저장관리 

- 드럼은 저장고내 지역별 정해진 위치에 적재 

- 적재 완료 후 적재위치를 드럼적재 위치기록지에 기록 

- 드럼저장일자는 반출기록부 작성일자로 함 

- 적재완료 후 적재드럼 가장자리에서 최대방사선량률 및 

내부에 설치된 방사선표지판에 

오염도를 

검사하여 임시저장고 기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저장고내 드럼 적재/ 저장현황을 방사성폐기 

물 저장고관리 절차서의 양식에 따라 기록 

- 저장된 드럼은 각 구역별로 매분기별 드럼상태 및 적재상태를 점 

검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고관리 절차서 양식에 따라 기록 

O 드럼 임시저장고 방사선(능)측정 주기 

- 방사선량률 : 매일 

-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방사능 농도 : 1회/주 

- 방사선조건 평 가표(방사선 7-18) 

나)핵종분석 

o 핵종분석의뢰서 작성 

o 드럼 핵종분석 결과 

- 방사성폐기불드럼 핵종분석이력 

-핵종분석장치 측정결과와 선량률로 계산한 핵종별 농도가 병기될 

수 있도록 함 

- 핵종분석장치는 도입후 발생될 폐기물을 핵종분석 하는데 이용하 

고y 이전 발생폐기물은 NETEC이 개발한 결과와 EPRI에서 개발한 

Generic Scale Factor를 사용하여 핵 종농도를 구함. 

다) 초고압압축 

O 잡고체드럼은 초고압압축후 드럼번호 재부여 

o 뒷채움재 : 저분산성 물질로 채움 

라) 바코드 부착 

o 바코드 부착은 핵종분석후 부착하며l 잡고체드럼으로 초고압압축 시 

는 재포장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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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오염 고체폐기물 자체처분 

1) 시료채취 ql 흐Lλ} ^ '1.!.--, 

가) 시료의 채취 q .l J;!. λ4 
.A l.!--' 

채취한 시료는 시료봉지에 잘 포장하고 표변에 시료명y 시료채취 일시/ 

채취자성명을 기록하고 처분 시까지 보관 

나) 시료의 분석 (감마핵종 분석) 

O 분석결과는 Bqjg 단위로 통일 

o 폐활성탄(월성원전) : H-3 

2) 자체처분 신청 

가) 자체처분 신고서 

o 방사선관리부는 처분제한치 

작성하여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신고서를 

의뢰 본사에 자체처분신청 

- 자체처분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방사선량률 

-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 동의 종류별 수량/ 농도 

-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2차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폐기물의 수량 

o 수량 단위 : kg (200 Q 드럼 환산수량을 보조단위로 함) 

o 표변 방사선 량률 단위 : mSvjhr 

나)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 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o 핵종 및 핵종별 농도( 핵종 및 핵종별 처분제한농도 ) 

3) 자채처분 

가) 가연성 비방사성 폐기물 소각 

O 소각전 직접 측정법으로 오염도검사， 검사결과 기록 

O 소각로 운전 

o 소각후 소각재를 회수봉지 또는 용기에 넣어 보관창고에 보관 

o 시료를 채취후 표면에 채취일자/ 일련번호/ 채취자 성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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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마핵종 분석결과 기록 - 가연성 폐기물 소각재 오염검사표 

o 판정기준 미만이면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고 판정기준 이상이면 해당 

소각재를 방사성폐기물 드럼에 포장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저장 

나) 재활용 또는 매각/ 위탁 처리 결과 

o 모든 처리대상 물품의 처리결과는 기록유지 

4) 집계 질적관리 

가) 자체처분 신청 실적관리 

o 신청일 

o KINS 승인일 

O 신청내용 : 폐기물 종류/ 수량 

나) 자체처분 실적관리 

o 가연성 비방사성 폐기물 소각 실적 

- 폐기물 종류 

-소각처리량 

-소각재량 

o 재활용 또는 매각/ 위탁처리 실적 

- 폐기물 종류 

- 처리방법 

-처리량 

5) 개인/집단 선량평가 

개인 및 집단선량평가는 Excel 파일을 변환하여 전산화하며/ 소각후 영향 

에 대한 선량평가는 ODCM을 이용함. 

다. 방사성동위원소 혜가물 관리 

1) 폐기물 인수관리 

o 인도의뢰 (발생기관→기술원) : 인수의뢰서/ 폐기물 기록표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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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수계획통보(기술원 • 발생기관) 

2) 져장 재고량 관리 

o 드럼번호/ 인수일자y 발생기관/ 폐기불구분y 내용물/ 핵종별 농도 및 측정 

일자/ 총방사능/ 표면선량률， 표면오염도/ 저장위치 등 

o 저장고내 폐기물 저장 위치파악 

3) 혜기물 감용처리 및 재활용관리 

o 개봉선원 폐기물 (감용처리) : 소각r 압축/ 재포장 

드럼번호/ 인수일자/ 발생기관/ 폐기불구분/ 내용불/ 핵종별 농도 및 측정 

일자/ 총방사능/ 표면선량률/ 표면오염도/ 저장위치/ 처리방법 I 생성드럼 

변호/ 생성일자 등 

o 개봉선원 폐기물 (자체처분) 

용기변호， 핵종별 농도 및 측정일자/ 처리방법 및 일자/ 자체처분방법 및 

일자 

O 밀봉선원 폐기물 (재활용) 

용기번호/ 인수일자/ 발생기관/ 핵종/ 구입시 방사능/ 폐기시 방사능/ 폐기일 

자r 현재방사능/ 재사용기관/ 재사용일자 등 

4) 폐기선원 추적관리 

o 개봉선원 / 밀봉선원 구분 

O 수입/생산에서 폐기까지 

o 선원취득관리/ 사용이력관리 분야와 연계 : 취득기관I KINS 

5) 폐기물 관리현황 

o 검색/통계/그래프 기능 

- 폐기물현황 (폐기물구분， 폐기물상태， 기관별y 핵종별 등) 

- 저장고 내 총 방사능계산 

- 각 드럼별 방사능 및 선량률 계산 등 

o 내·외부 기관 보고현황 기능 : 관련법의 보고양식 출력가능 

- 58 -



라. 액채방사성팩기물 관리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업무 형태는 허가배출관리와 비허가 (연속) 배출관리로 

구분되며/ 허가배출은 배출탱크 배출관련 업무로 방사선관리부의 허가사항이고/ 비 

허가 배출은 연속배출로 방사선관리부 허가와 관계없이 발전부에서 운영 관리한다. 

1) 배출관리 

배출관리 업무는 발전부r 방사선관리부 및 화학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른 

액체방사성폐기물 배출관련 업무로서 방사선관리부의 허가를 득하고 배출운전 수행 

해야 한다. 

o 배출허가 신청 (발전부) 

o 시료 채취 분석 및 계산 (방사선관리부I 화학부) 

- 시료 채취 (전감마배출체/ 옥소/ 삼중수소) 

- 방사능 분석 (핵종별 방사능농도) 

- 화학 분석 (화학부) 

o 배출허가 (방사선관리부) 

- 배출가능여부 검토 

불활성기체의 총방사능농도 제한치 

불활성기체의 이외의 농도 제한치 

제한구역외부(경계)에서 유효선량 및 인체 장기 둥가선량 제한치 

-배출허가 

- 배출불허시 배·출불가사유 통보 

o 배출운전 (발전부) 

o 배출평가 (방사선관리부) 

- 총배출량 

- 총희석수량 

-총배출방사능량 

2) 집계관랴 

액체방사성폐기불 배출에 따른 방사선관리부 고유 업무로서 연속배출 또는 비허 

- 59 -



가배출이 

의거하여 

포함되며 배출에 따라 FSAR 및 운기침의 핵종 그룹별 주기 분석계획에 

주기별로 시료분석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종합관리한다. 

가) 월간 집계 

o 배출관리 방사능량 집계: 매 배출시 마다 배출방사능량 집계 

- 허가번호y 허가일자 

- 배출핵종별 방사능농도 

-배출량 

- 배출핵종별 방사능량 

-희석수량 

o 주기 분석결과 방사능량 집계 

- 전감마배출체r 옥소는 주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배출 핵종별 

방사능량 집계 

- 용존기체/ 삼중수소/ 전알파는 월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배출 

핵종별 방사능량 집계 (중수로는 배출관리부분의 삼중수소를 

월간집계) 

- Sr-89, Sr-90은 분기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배출 방사능량을 해당 

월에 집계 

O 전체 배출방사능량 집계 

-배출총방사능량 

-배출평균농도 

-배출최대농도 

- 방사성물질 배출량 

-희석평균농도 

-희석수량 

나) 분기 집계 

윌간집계내용을 분기간 누적하고 Sr-89, Sr-90 분석결과를 추가하여 

기 배출 방사능량 집계 

다) 년간 집계 (배출관리 부분 포함) 

분기 집계내용을 연간 누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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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제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체방사성폐기물관리업무 형태는 허가배출관리와 비허가 (연속) 배출관리로 

구분되며/ 허가배출은 배출탱크 배출관련 업무로 방사선관리부의 허가사항이고/ 비 

허가 배출은 연속배출로 방사선관리부 허가와 관계없이 발전부에서 운영 관리한다. 

1) 배출관리 

배출관리 업무는 발전부와 방사선관리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른 기체방사성 

폐기불 배출관련 업무로서 방사선관리부의 허가를 득하고 배출운전 수행해야 한다. 

가) 격납용기 배출 

O 배출허가신청 (발전부) 

O 시료채취/ 분석 및 계산 (방사선관리부) 

- 시료채취 (불활성기체/ 옥소/ 미립자I 삼중수소) 

- 시료분석 (핵종별 방사능농도 및 그룹별 방사능농도) 

- 배출조건 검토 

O 배출허가 결정 및 통보 (방사선관리부) 

o 배출(발전부) 

- 배출운전 및 점검사항 기록 

- 배출 허가서와 운전기록지를 방사선관리부에 제출 

o 배출평가(방사선관리부) 

-배출기체량 

- 배출핵종별 방사능량 

- 최대 배출율 

- 총 배출 방사능량 

나) 기체붕괴탱크 배출 : 고리 1발I 울진1발 

O 배출허가신청 (발전부) 

O 시료채취/ 분석y 계산 (방사선관리부) 

- 해당 탱크의 가스시료 채취 

- 감마핵종 분석기로 감마방사능 농도 분석 

- 분석결과 계산 

o 배출허가 (방사선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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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방사능농도y 배출구 최대 방사능농도 

- 허용배출율/ 허용배출시간 등 확인 

O 배출 (발전부) 

-배출운전 

- 배출 허가서와 운전 기록지를 방사선관리부에 제출 

o 배출평가 (방사선관리부) 

- 핵종별 배출 방사능량 

- 총 배출 방사능량 

연속배출 또는 비 

수행되나/ 방사선관 

주기분석계획에 의거하여 

2) 집계관리 

기체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따른 방사선관리부 고유 업무로서 

방사선관리부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배출 운전이 

운기침의 핵종그룹별 

허가배출은 

주기 

종합적을 관리한다. 

q .l 
;:><: 

별로 시료분석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리부는 배출에 따라 FSAR 

가)경수로 

o 월간 집계 

- 배출관리(격납용기/ 붕괴탱크)부분 방사능량 집계 

- 불활성기체 q .l .Àl-~~‘ /、7" 'u o ,J.:. 
- 옥소 및 미립자 

- 전알파 

- Sr-89, Sr-90 

- 전체 배출방사능량 집계 

핵종별 월간 누적 방사능량 

그룹별 월간 누적 배출 방사능량 

출
 
종
 

배
 
핵
 

· 핵종 그룹별 월간 평균 배출율 

· 월간 배출 총 방사능량 

· 월간 배출 평균 방사능농도 

· 월간 배출 최대 방사능농도 

· 월간 방사성물질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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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개월)간 

분기 배출 방사능량 집계 

내용을 

o 분기집계 

월간집계 

가하여 

O 연간집계 

누적하고 Sr-89, Sr-90분석결과를 

분기집계내용을 연간 누적하여 연간 배출 방사능량 집계 

나)중수로 

O 기체방사능 배출량 집계 

미립자/ 옥소y 불활성기체/ 삼중수소 시료채취 분석결과 이용 

-배출기간 

- Stack 유량 : 최종계수， 최초계수/ 설유량 

- 삼중수소 시료유량 : 최종계수y 최초계수/ 실유량 

- 유량비율 : 미립자 및 옥소방사능y 삼중수소 

- 방사능 배출량 : 미립자/ 옥소/ 삼중수소/ 희유기체 

- 희유기체 일일 배출량 계산 

- 발전소 운전목표 배출한계치 (일일DEL의 1 %)에 대한 비율 

o 월간집계 

:;%. ,. 

미립자/ 옥소/ 불활성기체/ 삼중수소， C-14 방사능 배출량 평가결과를 

월간단위로 집계 

- 배출 핵종별 월간 누적 방사능량 

- 핵종 그룹별 월간 누적 배출 방사능량 

- 핵종 그룹별 월간 평균 배출율 

- 월간 배출 총 방사능량 

- 월간 배출 평균 방사능농도 

- 월간 배출 최대 방사능농도 

- 월간 방사성물질 배출량 

o 분기집계 

윌간집계내용을 분기 (3개월)간 누적하여 분기 배출 방사능량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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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간집계 

분기집계 내용을 연간 누적하여 연간 배출 방사능량 집계 

3. 통합정보시스댐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 및 범위 설정 

“1.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관련 법규조사”와 “ 2. 한국전력공사 방사성폐기 

물 관리절차 조사”를 통해 규제 관점에서와 운영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 자료의 종류를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별로 분류하여 도출한 

다. 

가.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중요 자료 

1)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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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화체의 건전성 

-열적영향 

- 방사선 조사 영향 

- 미생물 및 생물학적 영향 

- 압축 · 기계적 강도 및 중량제한 

o 방사성폐기물 물리 · 화학적 안전성 

- 침출율 제한 

- 유리수 제한 

- 인화성 · 부식성 · 독성 · 반응성 물질제한 

- 폭발성 물질 및 압축성 기체의 제한 

- 킬레이트 및 착화합물 제한 

- 임계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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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포장물 특성자료 

- 포장물 종류 

- 포장물 규격 (크기/ 무게/ 재질 등) 

- 포장물 사양 (인양용 부착물r 밀폐장치I 표면 설계 등) 

o 포장물 방사선 자료 

- 방사성폐기물 종류 

- 표면 오염도 

- 표면 및 이격 방사선량율 

- 운반지수 

2) 한전의 방사생혜기물 운영관리 관련 절차 

O 방사성폐기불 포장용기 

- 일련번호 

- 포장용기 종류 

- 총 중량 및 체적 

-저장장소 

발생량 o 고체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종류 (잡고체/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형태 (압축성/ 비압축성) - 방사성폐기물 

O 방사성 유출물 방출량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 ODCM 자료 

나. 사용후핵 연료 안전 관리 관련 중요 자료 

1)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쩨 관련 법규 

o 사용후핵연료 물리적 특성 자료 

- 초기농축도 

- 사용후핵연료 결함 여부 

- 65 -



o 방사학적 및 열적 자료 

- 조사이력 

-연소도 

- 우라늄 함량 

- 붕괴열 

o 운반용기 자료 

- 운반용기 종류 

- 운반용기 규격 (크기I 무게/ 재질 등) 

- 운반용기 사양 (인양용 부착물/ 밀폐장치/ 표면 설계 등) 

- 핵임계 안전과 관련된 포장물 자료 

o 운반용기 방사선 자료 

- 방사성폐기불 종류 

- 표면 오염도 

- 표면 및 이격 방사선량율 

- 운반지수 

2) 한전의 사용후핵연료 운영관리 관련 절차 

o 사용후핵 연료 고유자료 

- 발생년월일 

-일련번호 

- 크기I 무게 

-저장장소 

o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 원전 형태별 (가압경수로/ 가압중수로) 

- 핵연료 종류별 

4. 주요 입력자료의 등급화 및 자료 수목도 작성 

해외 유사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의 벤치마킹 결과를 참고하고 국내 방사성폐기불 

안전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그룹화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또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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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기물 발생원/ 각종 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의 범위를 설정한다. 

가. 발생원 및 각종 저장시섣 구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시스템에서는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 

불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결과 발생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l 원자력 산업시설의 

산업활동 결과 발생되는 RI폐기불 및 핵연료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저준위방사성폐 

기불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보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하나로를 운 

영 중인 원자력연구소이다. 

1) 중 • 저준위방사성혜기물 발생원 및 저장시설 

가) 원전 운영 결과 발생되는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o 한국전력공사 고리 1 발전소 

- 고리 1,2,3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고리 2 발전소 

- 고리 4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영광 1 발전소 

- 영광 1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영광 2 발전소 

- 영광 2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월성 1 발전소 

- 월성 1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월성 2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울진 1 발전소 

- 울진 1 임시저장고 

o 한국전력공사 울진 2 발전소 

- 울진 2 임시저장고 

나)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불 

o 한국핵연료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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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RI 폐기물 

O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술원 

2) 사용후핵연료 발생원 및 저장시설 

가) 원전 운영 결과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o 한국전력공사 고리 1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고리 2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영광 1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영광 2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월성 1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월성 2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울진 1 발전소 

o 한국전력공사 울진 1 발전소 

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운영 결과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o 한국원자력연구소 

나. 중 • 져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댐 

1) 발생원 자료 

O 방사성폐기물계통 설계자료 

-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주요기기 설계자료/ 용량/ 재질/ 온도l 압력 등) 

-기체방사성폐기불계통 

-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 (저장시설별 설계자료 layout, 설계 사진 등) 

o 폐기물용기별 방사성폐기물 특성자료 (1) 

- 발생일 

- 일련번호 

- 용기 종류 

- 폐기물 종류 (잡고체/ 농축폐액/ 폐필터f 폐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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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형태 (압축성， 비압축성) - 고화， 비고하/ 초고압압축 

- 총 중량 (폐기물+용기) 

- 폐기물 체적 

- 저장장소 (고리 1저장고/ 고리4저장고 등) 

o 폐기물용기별 방사성폐기물 특성자료 (11) 

- 방사능 농도 (핵종별/ 총방사능 농도) 및 측정일 

- 유해성물질 함유량 (유독성물질/ 부패성물질， 전염성 물질， 

킬레이트제) 

- 열발생량 및 측정일 

- 표면 빛 이격 (1m)선량 및 측정일 

- 표면오염도 및 측정일 

- 유리수 함량 

- 고화체인 경우 고화체요건 (압축력/ 침출율 등) 

- 발연성 물질 함유 여부 

o 기체/액체유출물 및 방사능 방출량 자료 (한전 연차보고서 기준) 

o ODCM 자료 

2) 중 • 져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정보 

o 운반용기 특성 

- 규격자료 (크기/ 재질/ 무게 등) 

- 기 타 (인 양장치l 결속장치 자료) 

o 운반 실적자료 

- 기간별 운반된 폐기물용기 목록 (폐기물 종류별I 폐기물 형태별) 

- 운반용기별 표면선량/ 표면오염도 (운반시) 

- 운반용기별 폐기물용기 적재정보 (운반시) 

- 운반지수 (운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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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가물 처분 

O 외국 처분시설 자료 

-일반사항 

·위치 

· 처분방식 

· 처분용량 

·운영자 정보 

- 처분시설 설계자료 

· 처분시설 주요 설비 및 재원 (처분용기 포함) 

·주요 운영 절차 

· 처분시설 개념도 

O 폐기물용기 처분자료 

- 폐기불용기별 특성자료 및 측정일시 (처분명세서 자료 등) 

- 처분용기별 폐기물용기 적재정보 

- 처분용기 처분위치 및 처분일시 

o 처분시설 환경감시 자료 

- 환경감시 시설현황 

- 환경감시 자료 

· 시료별 (공기중， 지하수중) 

·분기별 

.위치별 

- ODCM자료 

O 외 국 규제 기 관 Home-page Link 

나. 사용후헥연료 안전관리 정보시스댐 

1) 발생원 자료 

o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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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저장설비 설계자료 (저장능력/ 저장대 등) 

- 핵연료 설계자료 (핵연료 종류별) 

O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자료 

- 연간 발생량 

- 누적 저장 자료 

o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 

- 발생년월일 

- 일련번호 

- 초기농축도 

-연소도 

- 조사이력 

- 우라늄 함량 

- 열발생률 및 측정일 

- 사용후핵연료 결함 여부 

2) 사용후핵연료 운반 

o 운반용기 (Cask) 및 저 장용기 (Canister) 특성 

- 운반용기 특성자료 

(제조원 및 규격변호/ 재원I 재질I 무게 y 열출력/ 용량r 인양장치/ 결속 

장치 자료) 

- 저장용기 특성자료 

(제조원 및 규격번호/ 재원/ 재질l 무게I 열출력/ 용량 둥) 

o 운반 실적자료 

- 기간별 사용후핵연료 운반목록 

- 운반용기별 표면선량/ 표면오염도 

- 운반용기별 사용후핵연료 적재정보 

- 운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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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o 외국 중간저장시설 자료 

-일반사항 

·위치 

· 저장방식 

·총 저장용량 

·상업운전 일시 

·운영자 정보 

- 중간저장시설 설계자료 

· 중간저장시설 주요 설비 및 재원 

·주요 운영 절차 

·중간저장시설 개념도 

O 중간저장 사용후핵연료 기술자료 

-일련번호 

- 발생원 

- 사용후핵연료별 특성 자료 (형태/ 연소도y 초기농축도l 냉각기간 등) 

- 사용후핵연료 저장위치 및 저장일시 

- 사용후핵연료 결함 유무 

o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환경감시 자료 

- 환경감시 시설현황 

- 환경감시 자료 

· 시료별 (공기중， 지하수중) 

.분기별 

·위치별 

- ODCM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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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1. 기채방사성폐가불 처리계통 

가. 기능 및 셜계기준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원전 운전 중 탈기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방사선 준위가 높은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지연y 방사 붕괴시킨 뒤 방출 

하며 y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o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방사능을 띄고 있거나촉윤 방사능을 띨 가능 

성이 있는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한다. 주로 수소 및 질소가 함 

유되어 있는 방사성기체는 기체감쇠탱크 또는 저압/실온에서 운전되는 활성 

탄 지연대를 통해 지연 처리되며 Xe에 대해서 45일 이상 지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활성탄 지연대에서 지연 처리된 방사성 기체는 고효율 입자여과기 및 방사선 

감시기를 거쳐 방사성폐기물건물 배기구에서 건물내 다른 배기공기에 의해 

희석된 후 대기로 방출된다.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관리 및 감시는 10 

CFR 50 부록 A의 일 반설 계 기준 60, 64를 따른다. 

o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방사성기체의 방출을 제한함으로서 원전 내 제 

한구역과 비제한 구역에서의 개인 피폭 및 방사능 방출에 관한 10 CFR 50, 

부록 I의 ALARA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된다. 

o 정상운전 기간r 기기 기능상실 기간 및 설계기준 원전연료누설 운전기간동안 

과학기술부 고시 2000-2의 방사성핵종 농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방사성핵종 농도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처리 용량， 다중성/ 및 융통성을 갖 

도록한다. 

o 기체방사성폐기불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격납건물 격리밸브 및 연결배관을 

제외하고 내진등급 11 또는 III, 비-lE 전력등급/ 품질그룹 D로 설계되며， 규제 

지침서 1.143에 따라 설계y 제작 및 시험된다. 

나. 계통 설명 

고리 1호기와 2호기 및 울진 1，2호기는 방사성기체 감쇠탱크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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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모든 호기는 활성탄 지연대를 이용하여 방사성기체를 지연 처리하고 있다. 각 

원전별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주요 설계내용을 비교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원전별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구 분 주처리셜비 습기조절법 Motive Force 

고리 1호기 기체감쇄탱크 냉각기 및 습분분리기 기체압축기 

고리 2호기 기체감쇄탱크 냉각기 및 습분분리기 기체압축기 

고리 3&4호기 
계통내 압력차이 

영광 1&2호기 
활성탄지연대 냉각기 및 습분분리기 (붕산회수저장탱크 

기체는 압축기 이용) 

울진 1&2호기 기체감쇄탱크 복수기 계통내 압력차이 
-‘ l 

월성 1&2호기 
활성탄지연대 제습설비 계통내 압력차이 

월성 3&4호기 

영광 3&4호기 
활성탄지연대 냉각기 및 습분분리기 계통내 압력차이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활성탄지연대 냉각기 및 습분분리기 계통내 압력차이 

울진 5&6호기 

1) 고라 1호기 

기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고리 1호기 보조건물에 설치되며/ 탈기체 처 

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저장， 방사 붕괴시 

킨 뒤 방출한다.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폐기기체압축기(2대)를 이용하여 4대의 기체감쇠탱크 (설 

계용량 : 550 ft3j 대)에 압축 · 저장되며/ 저장된 기체는 각종 탱크의 상층기체로 재 

사용되거나 방사능을 충분히 감쇠 시킨 후 방사능 감기계통을 거쳐 대기로 방출된 

다.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선 준위가 감지되면 폐기체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 

도록 연동되어 있다. 고리 1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 

다. 

2) 고리 2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고리 2호기 보조건물 내에 설치되며， 탈기 

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저장l 방사 

붕괴시킨 뒤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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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폐기기체압축기(2대)를 이용하여 6대의 기체감쇠탱 

크 (설계용량 : 600 ft3j 대)에 압축 · 저장되며I 저장된 기체는 각종 탱크의 상층기체 

로 재사용되거나 방사능을 충분히 감쇠 시킨 후 방사능 감기계통을 거쳐 대기로 방 

출된다.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선 준위가 감지되면 폐기체 격리밸브가 자동 폐 

쇄되도록 연동되어 있다. 고리 2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공정도는 다음 

과같다. 

3) 고리 3&4호기 (영광 1&2호기) 

기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고리 3&4호기 공용으로 공용 방사성폐기물건 

물 내에 설치되며/ 탈기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지연/ 방사 붕괴시킨 뒤 방출한다.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1대의 수집 모관l 각각 1대의 서지탱크와 모관배수 

탱크， 각 100%용량을 가진 2기의 제습계열， 4대의 활성탄 지연대 및 1대의 폐기체 

고효율 입자여과기와 자동 질소희석 기능을 갖춘 폐기체 분석기 등으로 구성된다. 

각 제습계열은 1대의 전단 입자여과기， 1대의 폐기체 건조기 및 1대의 활성탄 보호 

대로 구성되어 있다. 활성탄 지연대는 방사성 Kr 및 Xe 원자들을 흡착하여 이들 

핵종의 방사능 붕괴를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탄 지연대를 통 

과한 폐기체는 고효율 입자여과기 및 방사선 감시기를 거쳐 방출된다. 방사선 감시 

기에서 고방사선 준위가 감지되면 활성탄 지연대 방출관의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 

도록 설계되어 었다. 

고리 3&4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4) 월성 1&2호기 (월성 3&4호기) 

월성 1&2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폐기체 처리계통r 건물 배기 

계통 및 중수증기 회수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I 각각의 계통들로부터 처리된 폐 

기체는 중수승급탑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 공용 방출굴뚝을 통해 환경으 

로 방출된다. 

월성 1&2호기에서 발생되는 주요 폐기체는 서비스건물 지하에 설치된 공용 폐기 

체 처리설비에서 활성탄 지연대를 이용하여 불활성기체를 지연 감쇄 처리한 뒤 공 

용 방출구를 통해 대기로 방출한다. 이때 습분제거장치를 이용하여 폐김체 내에 함 

유된 습분을 제거하며 동시에 산화된 삼중수소를 제거한다. 

원자로계통에서 누출되는 중수는 고가의 제품이므로 이를 회수하기 건조기계통을 

이용하며I 회수된 중수는 승급된 후 다시 원자로계통에 이용된다. 중수증기 회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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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통은 공기로부터 중수를 제거해서 중수를 수집하는 여러 층의 홉착제로 이루 

어져 있다. 동 계통의 흡착제는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수는 중수세정계통으로 이송되어 세정된 뒤 승급기에서 품질을 승급하고 최종적 

으로 원자로 중수계통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때 모든 처리 기체는 동일한 배출구를 통해 대기로 방출되며I 방출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선 준위가 감지되면 폐기체 격리밸브가 자동 닫히도록 연 

동되어 있다. 윌성 1&2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5) 울진 1&2호기 

기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울진 1&2호기 공용으로 보조건물 내에 설치 

되며/ 탈기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저 

장/ 방사 붕괴시킨 뒤 방출한다. 

기체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에서는 수소기체를 함유하고 있는 고방사성기체폐기물 

을 폐기기체압축기(2대)를 이용하여 6대의 기체감쇠탱크 (설계용량 : 600 ft3j 대)에 

압축 · 저장되며/ 저장된 기체는 각종 탱크의 상층기체로 재사용되거나 방사능을 충 

분히 감쇠 시킨 후 방사능 감기계통을 거쳐 대기로 방출된다. 기타 건물 배기기체 

는 각각의 건물에 설치된 건물환기계통을 통해 처리된 뒤 방사선 방사선 감시계통 

을 통해 대기로 방출된다. 이때 모든 처리 기체는 동일한 배출구를 통해 대기로 방 

출되며 y 방출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션 준위가 감지되면 폐기체 격 

리밸브가 자동 닫히도록 연동되어 있다. 울진 1&2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6)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기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영광 5&6호기 공용으로 공용 방사성폐기물건 

물 내에 설치되며/ 탈기체 처리기기로부터 배기되는 고준위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지연/ 방사 붕괴시킨 뒤 방출한다.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1대의 수집 모관， 1대의 배관배수탱크/ 각 100%용 

량을 가진 2기의 제습계열， 4대의 활성탄 지연대 및 1대의 폐기체 고효율 업자여과 

기와 자동 질소희석 기능을 갖춘 폐기체 분석기 등으로 구성된다. 각 제습계열은 

1대의 전단 입자여과기， 1대의 폐기체 건조기 및 1대의 활성탄 보호대로 구성되어 

있다. 활성탄 지연대는 방사성 Kr 및 Xe 원자들을 홉착하여 이들 핵종의 방사능 

붕괴를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탄 지연대를 통과한 폐기체는 

고효율 업자여과기 및 방사선 감시기를 거쳐 방출된다.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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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준위가 감지되면 활성탄 지연대 방출관의 격리밸브가 자동 폐쇄되도록 설계되어 

었다. 영광 5&6호기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2.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가. 기능 및 셜계기준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기간동안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폐액 혹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있는 폐액을 수집하여 처리한 

후 소외로 방출하는 기능을 하며/ 동 계통의 주요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o 

O 

o 

o 

O 

o 

O 

예상 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방사성폐액을 수집y 처 

리한다. 

정상운전 기간， 기기 기능상실 기간 및 설계기준 원전연료누설 운전기간동안 

과학기술부 고시 2000-2의 방사성핵종 농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1- '- /'-.그~O 
l효 τT""i!:" .::=-

로 방사성핵종 농도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처리 용량y 다중성/ 및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10 CFR 50, 부록 I의 설계목표 범위 내에서 방사성 

시 ALARA 지침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물질 방출 관리 l:!1 l:IJ~ ^ 。능훈 

본 계통은 계통 기능의 수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규제 

지침서 1.21에 따라 발전소 액체 유출물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lO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60 및 64 요건을 만족한다.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되는 고체 폐기물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한다.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내진범주 III, 비-lE 전기등급r 품질 

동급 D로 설계되며 규제 지침서 1.143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한다. 

나. 계통 절명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하고 었으며， 각 원전별 

면 표 4.1-2와 같다. 

처리하기 위해 모든 원전에서 폐액증발기-이온교환기를 

액체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의 주요 설계내용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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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원전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1/4) 

원 전 설계내용 

폐액증발기 강제순환 방식 (1 대， 15 gpm) 

이온교환기 혼합상 탈염기 

여과기 폐기형 차트리지 형태 

1. 고방사능 폐액 
- 기기배수 탱크 
- 격납건물 배수조 
- 원자로냉각재 배수탱크 
- 보조건물 배수조 

고리 1 호기 액체폐기물 구분 
- 화학폐액 배수조 

2. 저방사능 폐액 
- 바닥배수 -‘ ‘ 
- 가기배수 (비원자로 등급) 
- 세탁 및 인체 제염배수 
- 기타 비원자로 등급 폐액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폐수지 이송 방식 
붕소재순환계통 및 화학및체적제어계통 폐 
수지는 계통내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이송 

폐액증발기 미 적용 

이온교환기 
양이온y 음이온/ 혼합상r 선택성이온교환기 
적용 (30 gpm) 

여과기 재사용 세척용 여과기 

1. 재순환 배수 
- 기기배수 
- 밸브 누출수 
- 펌표밀봉 누출수 및 탱크 념침수 

고리 2 호기 - 기타 원자로 등급수 

액체폐기물 구분 
2. 폐기용 배수 

- 바닥배수 
- 기기배수 (비원자로 등급) 
- 세탁수 및 인체 제염수 
- 기타 버원자로 등급수 
- 폐수지 관련 이송수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폐수지 이송 방식 계통내 압력 차이로 폐수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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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원전별 액체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2/4) 

원 전 설계내용 

폐액증발기 강제순환 방식 (2대， 30 gpm) 

이온교환기 혼합상 탈염기 및 폐기형 흡착대 

여과기 폐기형 카트리지 형태 

1. 고용존 고형물 폐액 
- 격납건물 배수조 
- 보조건물 배수조 
- 폐기물건물 배수조 
- 시료채취 배수 
- 응축수탈염기 재생폐액 

고리 3&4 호기 
액체폐기물 구분 2. 저용존 고형물 폐액 

영광 1&2 호기 - 응축수탈염기 재갱폐앨 
- 터빈건물 배수조 
- 폐수지 이송폐액 

3. 화학폐액 
- 화학실험실 폐액 
- 제염 배수조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폐수지 이송 방식 폐수지 이송펌효를 이용하여 폐수지 이송 

폐액증발기 강제순환 방식 (1 대， 15 gpm) 

이옹교환기 
양이온y 음이온/ 혼합상， 선택성이온교환기 
적용 (30 gpm) 

여과기 폐기형 카트리지 형태 

1. 공정 배수 
- 일차냉각수 배수 
- 탈염기/ 여과기 배수 
- 기타 원자로 등급수 

2. 바닥 배수 
울진 1&2 호기 - 재생 불가능 배수 

액체폐기물 구분 - 각 건물 바닥 배수조 

3. 화학 유출물 
- 제염실， 실험실 배수 
- 시료채취실 배수 

4. 서비스 유출물 
- 세탁수 및 인체 제염수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폐수지 이송 방식 계통내 압력 차이로 폐수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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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원전별 액체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3/4) 

원 전 설계내용 

폐액증발기 강제순환 방식 (2대， 30 gpm) 

이온교환기 혼합상 탈염기 및 폐기형 홉착대 

여과기 폐기형 카트리지 형태 

1. 고용존 고형물 폐액 
- 격납건물 배수조 
- 보조건물 배수조 
- 폐기물건물 배수조 
- 시료채취 배수 
- 응축수탈염기 재생폐액 

영광 3&4 호기 
액체폐기물 구분 2. 저용존 고형물 폐액 

울진 3&4 호기 - 응축수탈염기 재생폐액 
- 터빈건물 배수조-‘ “ 

- 폐수지 이송폐액 

3. 화학폐액 
- 제염설y 실험실 배수 
- 시료채취실 배수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기계적 혼합기 이용 

보조건물 폐수지는 계통내 압력 차이를 이 
폐수지 이송 방식 용/ 방사성폐기물 건물 폐수지는 이송펌표를 

이용하여 폐수지 이송 

폐액증발기 미 적용 

이온교환기 
양이온/ 음이온/ 혼합상I 선택성이온교환기 
적용 (30 gpm) 

여과기 원심분리설비 이용 

1. 고용존 고형물 폐액 
- 격납건물 배수조 
- 보조건물 배수조 
- 폐기물건물 배수조 
- 시료채취 배수 
- 응축수탈염기 재생폐액 

영광 5&6 호기 
울진 5&6 호기 액체폐기물 구분 2. 저용존 고형물 폐액 

- 응축수탈염기 재생폐액 
- 터빈건물 배수조 
- 폐수지 이송폐액 

3. 화학폐액 
- 제염실/ 실험실 배수 
- 사료채취실 배수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보조건물 폐수지는 계통내 압력 차이를 이 
폐수지 이송 방식 용/ 방사성폐기물 건물 폐수지는 이송펌효를 

이용하여 폐수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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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원전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4/4) 

원 전 설계내용 

폐액증발기 미 적용 

혼합상 탈염 기 (고정 형) 
이온교환기 활성탄 탈염기 (이동형) 

혼합상 탈염기 (이동형) 

여과기 
폐기형 카트리지 형태 (고정형) 
마이크로 필터 칼럼 (이동형) 

1. 저준위 방사성폐액 
- 세탁수 및 사워수 
- 실험실 배수 
- 서비스 건물 바닥배수 

월성 1&2 호기 2. 방사성폐액 
- 실험실 및 서비슨죄뚫바닥배수 

월성 3&4 호기 액체폐기불 구분 - 승급기 건물 바닥배수 
- 제염세너 및 고무류 세탁수 

3. 특수 방사성폐액 
- 원자로건물 배수 
- 중수관리지역 배수 
- 폐수지 저장지역 배수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배수 

탱크 내용물 혼합방식 계통수 재순환 혼합방식 

폐수지 이송 방식 계통내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폐수지 이송 

1) 고리 1호가 

모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세탁및샤워탱크/ 바닥배수탱크 및 폐액저장탱크 

에 수집한 뒤 시료 분석후 방사능농도가 방출 제한치 이하일 경우/ 직접 희석방출 

하고 방출 제한치 이상일 경우 폐액저장탱크로 이송한 뒤 폐액증발기 (1대 I 15 

gpm)를 통해 정화 처리한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폐액증발기 응축 

수저장탱크로 회수한 뒤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 및 수질을 측정한 다음 방출 제한치 

이하이면 희석방출 시킨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농축폐액은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2) 고려 2호가 

고리 2호기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 

전 기간동안 발생되는 방사성폐액 혹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액 (이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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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폐액이라고함)을 수집하여 처리한 후 소외로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 

운전 중 발생되는 액체방사물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세탁 및 온수샤워저장탱크(1대/ 

설계용량 : 37.8 m3
), 바닥배수저장탱크(1대/ 설계용량 : 37.8 m\ 그리고 폐액저장탱 

크(1대 l 설계용량 37.8 m3)에 이송/저장된다. 세탁 및 온수샤워저장탱크에 저장된 

방사성폐액은 방사능농도를 측정한 후 방출제한치 미만일 경우 방사능감시기를 통 

해 직접 희석 방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각 저장탱크에 있는 방사성폐액은 

선택성이온교환설비 (1식， 30 gpm)를 이용하여 정화 처리한다. 선택성이온교환설비 

에서 정화 처리된 폐액은 응축수저장탱크로 이송된 뒤 정화폐액의 방사능 농도 및 

수질을 측정한 다음 방출 제한치 이하이면 희석방출 시킨다. 

3) 고리 3&4호기 (영 광 1&2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고리 3&4호가 공용으로 설치， 운영되며/ 양호기 

로부터 발생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처리한다. 모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고용 

존고형불폐액탱크 (2대/ 각각 30,OOOgal), 저용존고형물폐액탱크(1대， 30,OOOgal) 및 

화학폐액배수탱크 (2대 y 각각 3，OOOgal)에 수집한 뒤/ 고용존고형물 폐액은 폐액증발 

기 (2대， 30 gpm)를 통해 정화 처리한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폐액 

감시탱크(2대)로 회수한 뒤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 및 수질을 측정한 다음 재사용 요 

건에 적합한 경우 원전 용수로 재사용하거나/ 희석방출 시킨다. 이송되어 처리된다. 

저용존고형물폐액과 화학배수폐액은 시료채취 후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이용하여 

처리후 폐액감시탱크로 이송한다. 그러나/ 이들 폐액의 방사능농도가 높을 경우/ 고 

용존고형물폐액과 같이 폐액증발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농축폐액은 고체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으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동 계통에서 처리된 모든 방사성폐액은 폐액감시탱크에 수집되며/ 시료분석 후 

방출제한치 이하일 경우 환경으로 방출하며/ 방출시 방출 폐액내 방사능을 지속적 

으로 감시하게 된다. 

4) 월성 1&2호가 (윌성 3&4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서비스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5개의 콘크리 

트 저장탱크(각각 50 m3)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2대의 탱크에는 방사성폐액이 

저장되며， 3대의 탱크에는 저준위 방사성폐액이 저장된다. 원자로건물에서 발생되는 

특수방사성폐액은 방사성폐액 저장탱크로 이송된다. 방사능 준위가 높아 처리없이 

환겨으로 방출하기 어려운 방사성폐액은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이동식 설비를 적용하여 방사성폐액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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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있다. 처리된 폐액은 액체유출물 감시기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5) 울진 1&2호기 

울진 1，2호기 액체방사물계통(TEU)은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 

발생되는 재사용 불가능한 방사성폐액을 수집， 저장/ 처리한 후 소외로 방출한다. 

방사성폐액은 특성에 따라 공정배수， 바닥배수I 세척배수 및 화학배수 등의 4가지로 

분류되어 수집되며/ 처리개략도는 그림3-8과 같다. 공정배수의 유입원은 수지 세척 

수 및 1차측 누수y 세척배수들로서 공정배수탱크(2대 y 용량 : 35 m3j대)에 수집되며/ 

바닥배수의 유입원은 바닥으로 배수되어 탈기된 원자로맹각수y 각종 계통배수/ 그외 

증기 응축수 및 공기 중 수분 응축수들로서 바닥배수탱크(4대/ 용량 : 20 m3j대)에 

수집/ 저장된다. 세척배수는 샤워수 및 세탁수로서 보통 직접 폐액방출계통(TER)으 

로 방출되나/ 방사능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바닥배수탱크에 수집되어 처리된다. 화학 

배수는 원자로보충수계통(REA)과 1차측기기냉각수계통(RRI)에서 발생되며y 방사능 

농도가 방출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정배수탱크에 수집된다. 공정배수탱크와 

바닥배수탱크에 수집된 방사성폐액은 폐액증발기 또는 선택성이온교환설비를 이용 

하여 처리한 뒤 감시탱크(2대/ 용량 : 35 m3j대)로 이송하여 방사능농도가 방출제한 

치 보다 낮으면 소외로 방출한다 

6)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액체방사성폐기불계통은 영광 3&4호기 공용으로 설치/ 운영되며/ 양호기 

로부터 발생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처리한다. 모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고용 

존고형물폐액탱크 (2대， 각각 18,000gal), 저용존고형물폐액탱크(2대/ 각각 18,000gal) 

및 화학폐액배수탱크 (2대/ 각각 9，000gal)에 수집한 뒤/ 고용존고형물 폐액은 폐액 

증발기 (2대， 30 gpm)를 통해 정화 처리한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폐액감시탱크(2대y 각각 9，OOOgal)로 회수한 뒤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 및 수질을 측 

정한 다음 재사용 요건에 적합한 경우 원전 용수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회수탱크(1 

대， 18，000gal)로 이송한다. 그러나， 수질요건이 만족치 않을 경우 방출탱크(1대/ 

18，000gal)를 통해 환경으로 희석방출 시킨다. 저용폰고형물폐액과 화학배수폐액은 

시료채취 후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이용하여 처리후 폐액감시탱크로 이송한다. 그 

러나/ 이들 폐액의 방사능농도가 높을 경우/ 고용존고형물폐액과 같이 폐액증발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농축폐액은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 

통으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동 계통에서 처리된 모든 방사성폐액은 폐액감시탱크에 수집되며I 시료분석 결과 

- 83 -



와 용수계통의 요건에 따라 회수탱크 또는 방출탱크로 이송되는데/ 방출탱크로 이 

송된 폐액은 다시 한번 시료분석을 수행한 뒤 방출제한치 이하일 경우 환경으로 방 

출한다. 이때 방출되는 폐액내 방사능을 유출볼감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끼 영 광 5&6호가 (울진 5&6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영광 3&4호기 공용으로 설치I 운영되며/ 양호기 

로부터 발생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처리한다.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은 영광 

3&4호기 공용으로 설치/ 운영되며/ 양호기로부터 발생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처리한다. 모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고용존고형불폐액탱크 (2대/ 각각 18,OOOgal), 저 

용존고형물폐액탱크(2대/ 각각 18,OOOgal) 및 화학폐액배수탱크 (2대 y 각각 9,OOOgal) 

에 수집한 뒤/ 고용존고형물 폐액은 원심분리기 (2식/ 각각 60gprn)와 선택성이온교 

환설비 (2식， 각각 60gprn)으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원심분리기 처리된 폐액은 주입 

탱크로 이송되며 원심분리 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탈수된 슬러지는 폐기물 드럼 (55 

갤론)으로 포장하여 방사성 폐기물 건물내 폐기물드럼 임시저장구역으로 이송된다. 

주입탱크에 수집된 폐액은 탈염기 계통에서 방사성 이온들을 제거한 뒤 감시탱크로 

이송되며/ 감시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선준위를 측정한후 순환수 배수로를 

통하여 방출하거나 주입탱크로 재순환하여 재 처리한다. 방출시/ 방출 폐액내 방사 

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저용존고형물폐액과 화학배수 폐액은 원심분리기로 처리하거나 또는 고 용존고형 

물 폐액과 같은 처리경로로 처리한다. 

3.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라계통 

가. 기능 및 설계기준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원전의 정상운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탈수처리 및 포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포장된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내 임시 

저장고 또는 영구처분장으로 이송하기 전에 방사성 폐기물 건물내에 일정기간 저장 

된다.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고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탈염기로부터 발생된 폐수지를 저장 및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수지는 방사능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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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o 

o 

괴를 

후 

위해 장기간 (10년) 저장하며， 방사능 준위가 낮은 폐수지는 탈수 처리 

처분에 적합한 용기를 이용하여 포장한다. 또한/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계 

통의 원심분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드럼을 방사성 폐기불 건물내 폐기물 

저장구역으로 이동하여 저장할 수 있는 가능을 갖도록 한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 

및 정화계통l 방사성세탁계통 등에서 발생된 기사용 여과기 카트리지를 저장 

및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포장 및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 천조각y 오염된 의류r 장갑/ 신발덮개 등과 같은 방사성 건조 폐기물을 

압축 및 포장하며/오염된 금속물질과 소형공구 

고체 폐기물 등을 포장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t:!J 
^ 기기부품 같은 비압축성 

증기발생기취출 탈염기 수지와 응축수정화 탈염기 수지가 오염되는 경우/ 이 

를 저장 및 처분하기 위한 탈수처리 및 포장 설비를 갖춘다. 

저장 및 수송에 적합하도록 건조 폐기물의 부피를 감용하기 위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고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은 규제 지침서 8.8 및 8.10에 명시된 ALARA 지침 

에 따라 설계한다. 

고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인도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형태는 국내 방사성 폐기물 

고체 방사성 폐기물 계통의 기기 

급/ 품질 그룹 D로 설계되며 

및 배관 등은 내진등급 III, 비-lE 전기등 

규제지침서 1.14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한 

다. 

나. 계통 절명 

원전에서는 고체 방사성폐기불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용설비 

를 적용하고 있으며I 원전별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주요 설계내용을 비교하 

면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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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원전별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주요 설계내용 

구 1 tri 패기물종류 감용처랴 현황 팩기물 용기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포장 DOT-17H 드럼 

농축폐액 원격 파라핀 고정화 및 포장 DOT-17H 드럼 

고리1호기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펼터 탈수후포장 
콘크리트 차폐 
DOT-17H 드럼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DOT-17H 드럼 

고리2호기 
농축폐액 현재는 발생치 않음.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필터 탈수후 포장 DOT-17H 드럼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 D@T-17H 드럼 

고리 3&4 호기 농축폐액 원격 파라핀 고정화 및 포장 DOT-17H 드럼 

영광 1&2 호기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필터 탈수후포장 DOT-17H 드럼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DOT-17H 드럼 

농축폐액 원격 파라핀 고정화 및 포장 DOT-17H 드럼 
울진 1&2 호기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펼터 탈수후포장 DOT-1까f 드럼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DOT-17H 드럼 

월성 1&2 호기 
농축폐액 발생치 않음. 

월성 3&4 호기 폐수지 콘크리트 볼트에 장기저장 고건전성용기 (50f비 

폐펼터 탈수후포장 
여러 종류의 콘크리트 
차폐 탄소강 용기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DOT-1까f 드럼 

영광 3&4 호기 농축폐액 원격 파라핀 고정화 및 포장 DOT-17H 드럼 

울진 3&4 호기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필터 탈수 후포장 DOT-17H 드럼 

잡기재 표준압축기를 이용한 압축 포장 DOT-17H 드럼 

영광 5&6 호기 농축폐액 발생치 않음. 

울진 5&6 호기 폐수지 원격 건조처리 및 포장 고건전성용기 (50fe) 

폐필터 탈수 후포장 DOT-17H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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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라 1 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발전소 정상 운전 및 과도 운전 시 발생하 

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저장 및 처분에 적합하도록 수집/ 처리/ 포장하고 포장된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내 임시 저장고 또는 영구 처분장으로 이송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저장 기능을 갖는 계통으로서y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지r 농축폐액r 폐필터 등과 기타 잡고체 둥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고체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통은 다음과 같은 부계통으로 구성된다. 

o 건조 폐기물 처리 부계통 

운전이나 보수중에 발생되는 건조 폐기물에서 방사성 건조 폐기불과 청정 

쓰레기를 분리한다. 분리된 방사성 건조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압축기와 비 

닐 폐기물 압축기에 의해 감용처리되며/ 청정 쓰레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o 여과기 취급 부계통 

여과기 차트리지를 그 본체로 부터 분리하여 방사성 폐기물 건물의 고체 폐 

기물 처리 지역으로 운반한다. 여과기 차트리지를 여과기 본체에서 분리하 

여 포장하기 위해서 본 계통은 여과기 취급 캐스크， 작업용 차폐 플러그/ 여 

과기 취급 장비/ 캐스크/드럼 운반기 등으로 구성된다. 

o 수지 전달 부계통 

각 공정 계통의 흡착대 및 탈염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지를 제거하여 저장하 

며y 미사용 수지를 각 탈염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O 농축폐액 건조처리 부계통 

폐액증발기에서 발생되는 농축폐액을 원격 조작 방식으로 건조처리하여 파 

라핀으로 고정화 시킨 뒤 DOT-l7H 드럼으로 원격 포장한다. 따라서 건조처 

리 본체와 원격 포장설비 및 관련 계장설비 둥으로 구성되어 았다. 

O 폐수지 건조 처리 부계통 

본 계통은 수지 전달 부계통 또는 폐수지 장기 저장 부계통에서 이송된 폐 

수지를 탈수 및 건조 처리하여I 고건전성 용기에 포장한다. 

2) 고랴 2 호가 

고리 1호기 고체방사성폐기불 처리설비와 유사하나y 고리 2호기에서는 농 

축폐액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리2호기에는 농축폐액건조처리 부계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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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리 3&4 호기 (영광 1&2 호기) 

고리 1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유사하나， 수지전달계통의 경우 

보조건물 수지전달 부계통과 방사성폐기물-건물 수지전달 부계통으로 구분되어 있 

다. 

4) 월성 1&2호기 (윌생 3&4호기) 

고리 1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유사하나/ 월성원전에서는 폐액 

증발기를 사용치 않으므로 농축폐액이 발생하지 않으며r 따라서 월성원전에는 농축 

폐액건조처리 부계통이 없다. 또한 폐수지를 대형 콘크리트 볼트에 장기간 저장하 

므로 폐수지건조처리 부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울진 1&2호기 

고리 1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유사하다. 

6) 영 광 3&4호기 (울진 3&4호기) 

고리 3&4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유사하나I 필요시 농축페액 

및 폐수지 등을 고형화 처리할 수 있는 시벤트고형화 부계통이 있다. 

η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영광 3&4호기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유사하나/ 영광 5&6호기에 

서는 농축폐액이 발생치 않으므로 영광 3，4호기와 비교할 때 농축폐액건조처리 부 

계통이 없으며， 시멘트고형화 부계통이 없다. 반면에 폐수지를 장기 저장하는 폐수 

지 장기저장 부계통이 있다. 

o 폐수지 장기 저장 부게통 

본 계통은 수지 전달 부계통에서 이송된 폐수지를 장기간 저장하여 충분히 

방사능 붕괴 시키기 위해/ 폐수지 장기 저장 탱크와 관련 배관 및 계측 설비 

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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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전의 사용후핵연관리 저장설비 

1. 원전연료 집합채 기술사양 및 섣계채원 

가. 기술사양 

모든 원전연료 집합체는 골격체 (Skeleton)와 연료봉 (Fuel Rod)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골격 체 는 상하단고정 체 (Top and Bottom Nozzle), 안내 관 (Guide 

Thimble) 및 계측관(Instrumentation Tube) , 지지격자 (Grid Assembly)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14x14 Type 원전연료 집합체는 1797H 의 연료봉， 16개의 안내관，.... 1개의 계측관， 2개 

의 인코넬 상，하부 지지격자 (Top Grid, Bottom Grid) 및 5개의 지르칼로이 중간지 

지격자 (Mid Grid)를 사용한다. 

16x16 Type 원전연료 집합체는 2357H 의 연료봉， 20개의 안내관， 1개의 계측관， 2 

개의 인코델 상I하부 지지격자 및 6개의 인코넬 중간지지격자를 사용한다. 

17x17 Type 원전연료 집합체는 264개의 연료봉， 24개의 안내관， 1개의 계측관， 2 

개의 인코넬 상I하부 지지격자와 6개의 지르칼로이 중간지지격자/ 그리고 3개의 지 

르칼로이 혼합지지격자 (IFM Grid)를 사용한다. 

1) 원전연료 집합제 특정 

o 원전연료 집합체가 구조적으로 견고하다. 

o 연료봉이 Bowing 또는 Fretting 될 위험이 적다. 

O 원전연료의 장전 및 인출시에 지지격자가 파손될 위험이 적다. 

2) 원전연료 집합체 주요 부품 

가) 연료봉 (Fuel Rod) 

연료봉은 소결제 (Pellet) ， 피복관(Fuel Tube), 양단에 있는 봉단마개(End 

Plug) 와 압축스프링 (Plenum Spr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결체는 U02 분말을 성형 압분한 후에 약 일십점사(10써 gm/cc의 밀도로 고온 

소결하여 만든다. 피복관의 재질은 Improved Zircaloy-4 이며I 중성자 흡수 단면적 

이 작고 핵적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압축스프링은 사(4)배의 소결체의 무게에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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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반 및 취급시에 소결체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 

다. 연료봉 양단의 봉단마개는 가압저항용접법(RPW)에 의하여 피복관과 용접되며/ 

외형은 원통 꼭지형으로서 연료봉을 원전연료 집합체에 삽입 및 인출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상，하단 고정 체 (TopjBottorn Nozzle) 

상단 고정 체 는 패 드 (Pad), 고정 틀 σop Plate), 두름판 (Enclosure), 상 

부유로판 (Adapter Plate), 스프링 덮개 (Spring Clarnp) 및 홀드다운 스프링 (Hold 

down Spr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드-고정틀-두름판-상부유로판은 서로 용접 

되고/ 흘드다운 스프링과 스프링덮개는 상부유로판에 나사 (Screw)로 체결되어 있 

다. 

원전연료집합체는 4조의 홀드다운 스프링을 사용하며， 14x14 Type 용 홀드다운 

스프링은 2개의 판스프링 (Leaf Spring)이 1조가 되고， 16x16 Type 및 17x17 Type 

용 홀드다운 스프링은 3개의 판스프링이 1조가 된다. 

하단 고정체는 14x14 Type 및 16x16 Type의 경우 하부유로판 (Bottorn Nozzle 

Top Plate)과 다리 (Leg)로 구성되고， 17x17 Type의 경우에는 여기에 스커트판 

(Skirt Plate)이 추가되어 있으며y 이들은 서로 용접되어 있다. 14x14 Type 및 17x17 

Type 용 하부유로판은 이물질 여과 (Debris Filter) 개념을 적용하여 이물질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안내 관 (Guide Thirnble) 및 계 측관 (Instrurnentation Tube) 

안내관의 재질은 Irnproved Zircaloy-4 이며， 안내관상부 (Guide 

Thirnble Upper Part)와 충격흡수관 (Dashpot Tube)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격흡수 

관은 안내관상부 보다 직경은 작고 두께는 동일하며/ 상부안내관에는 4개의 유로용 

구멍 (Flow Hole)이 뚫려 있다. 

계 측관의 재 질은 Irnproved Zircaloy-4 이 며/ 기 존의 계 측기 (Instrurnentation 

Probe)와 기계적 양립성을 갖는다. 

라) 지 지 격 자 (Grid Assernbly) 

지지격자의 재질은 14x14 Type 및 17x17 Type의 경우 상I하부 지지격 

자에는 인코넬을I 나머지 지지격자에는 지르칼로이를 사용하며， 16x16 Type의 경우 

에는 모두 인코넬만 사용한다. 

14x14 Type 및 16x16 Type 용 지지격자에는 혼합날개 (Mixing Vane)가 외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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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Outside Strap)에만 존재하는 상，하부 지지격자와 혼합날개가 모든 지지격자판 

(Grid Strap)에 존재하는 중간지지격자로서 2종류가 있으며， 17x17 Type의 경우에는 

중간지지격자 사이에 혼합지지격자가 추가되어 3종류의 지지격자가 있다. 

각 격자( cell)에는 4개의 딩플 (Dimple)과 2개 지지격자 스프링 (Grid Spring)이 있 

으며， 이들 총 6개의 접촉점으로 연료봉을 지지한다. 

지지격자 스프링과 담플은 지지격자판을 스댐핑 (Stamping)하여 만들어지고/ 구조적 

강도가 높으며/ 또한 연료봉의 삽입시에 표면 손상이 적도록 되어 있다. 

마) 각 부품의 결합 

안내 관 상부와 상단 고정 체 의 결합은 14x14 Type 및 17x17 Type의 경 

우 안내 관과 노즐 인써트 (Nozzle Insert)가 벌지 조인트 (Bulge Joint)로써 상단 고 

정체의 상부 유로판에 연결되고 체결관 (Lock Tube)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16x16 

Type의 경우에는 안내관과 별지 조인트로 연결된 안내관 슬리브 (Guide Thimble 

Sleeve)가 상단 고정체의 상부 유로판에 용접되어 있다. 

안내관과 중간지지격자는 지지격자 슬리브(Grid Sleeve)를 이용하여 벌지조인트로 

연결된다. 하단 고정체와 안내관은 안내관 봉단마개 (Guide Thimble End Plug), 

인써트 (Insert) 및 안내관 체결나사 (Guide Thimble Screw)를 이용하여 결합된다. 

인써트는 하부 지지격자 (Bottom Grid Strap)와 점용접 (Spot Welding)되고/ 안내관 

봉단마개와 인써트 및 하단 고정체는 안내관 체결나사에 의하여 연결된다. 

바)호환성 

이상의 개괄적인 설계사양을 갖는 원전연료 집합체는 기존의 한전에서 

사용 및 보유하고 있는 원전연료 및 원전연료 취급기구/ 비원전연료 노심부품I 원자 

로 내장물들과 호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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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산 원전연료 설계 재원 

17x17 

항 f-E1 
14x14 16x16 고리 3,4 
(고리 1) (고리 2) 영광 1,2 

울진 1,2 

< FUEL ROD > 

Fuel Material U02 U02 U02 

Clad Material lmproved Improved Improved 
Zry-4 Zry-4 Zry-4 

Outside Diameter(mm) 10.16 9.50 9.50 

Inside Diameter(mm) 8.93 8.36 8.36 

Clad Thickness, Mean/Min. (mm) 0.617/0.572 0.572TO.5Z5 0.572/0.526 

Diametral Gap ( μ m) 178 165 165 

Plenum Length (mm) 184.84 163.96 185.17 

Plenum Volume (cc) 10.36 8.03 9.06 

Pellet Diameter, Enriched/Natural (mm) 8.75 8.19 8.19/8.19 

Pellet Length, Enriched/Natural (mm) 10.49 9.83 9.83/10.16 

Pellet Weight, Enriched/Natural (gm) 6.49 5.31 5.31/5.54 

Geometric Density, Enriched/Natural (gm/ cc) 10.4 10.4 10.4/10.4 

Density of UOι Enriched/Natural (% TD) 95 :t 1.5 95 :t 1.5 95 :t 1.5 
/95 :t 1.5 

Active Length of Fuel (mm) 3657.6 3657.6 3657.6 
(Enriched/Natural) (3352.8/304.8) 

No. of Pellets per Rod, Enriched/Natural 349 372 341/30 

Total Weight of Fuel Rod (kg) 2.745 2.390 2.395 

- Weight of U02 (kg) 2.262 1.975 1.976 
(Enriched / N a tural) (1.810/0.166) 

- Weight of Zircaloy (kg) 0.474 0.408 0.410 

- Weight of Stainless Steel (kg) 0.010 0.008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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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전연료 설계 제원 (계속) 

17x17 

항 .5'-
14x14 16x16 고리 3,4 

--, (고리 1) (고리 2) 영광 1,2 
울진 1,2 

< FUEL ASSEMBL Y > 

No. of Fuel Rod per F / A 179 235 264 

Rod Array 14x14 16x16 17x17 

Assembly Pitch (mm) 198.20 198.20 215.04 

Fuel Rod Pitch (mm) 14.12 12.32 12.60 

No of Spacer Grid per F / A, 2 lnc./ 8 Inc. 2 Inc./ 
Inconel / Zircaloy / Zircaloy-IFM 5 Zry 6 Zry/3 IFM -- -

Length of F/ A (mm) 4063 4058 4063 

Envelope Dimension of F / A (mm) 197.1 197.2 214.0 

Total Weight of F/ A (kg) 519.5 588.8 663.1 

- Weight of Uranium per F/ A (kg) 355.9 407.9 458.6 

- Weight of U02 per F/ A (kg) 404.8 464.1 521 .7 

- Weight of Zircaloy per F/ A (kg) 98.8 104.5 124.4 

- Weight of Stainless Steel per F/ A (kg) 13.6 14.1 14.6 

- Weight of Inconel per F/ A (kg) 2.2 6.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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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원전연료 집합제 관련 설계 제원 

단위 mm 

17x17 

항 E-1ι 
14x14 16x16 고리 3,4 
(고리 1) (고리 2) 영광 1,2 

울진 1,2 

FUEL ASSEMBLY 
• Length 4062.7 4058.0 4063.4 

Pitch 198.20 198.20 215.04 
. Side Length 

- Top Nozzle 196.62 196.62 213.46 
- Grid Assembly, Top & Bot. 197.08 197.18 214.02 
- Grid Assembly, Mid 197.00 197.18 213.82 
- Bottom Nozzle 197.13 197.13 213.97 

FUEL ROD 
~ 

“ 
• Rod Length 3868.0 3844.5 3865.9 
• Active Length 3657.6 3657.6 3657.6 
. Pitch 14.12 12.32 12.60 
.O.D. '1' 10.160 '1' 9.500 '1' 9.500 

I.D ψ 8.926 '1' 8.357 '1' 8.357 
• Number 179 235 264 

GUIDE THIMBLE 
. O .D., Above Dashpot '1' 13.36 '1' 11.96 '1' 12.04 
• I.D., Above Dashpot '1' 12.50 '1' 11.05 '1' 11 .23 
• O.D., Below Dashpot '1' 12.23 '1' 10.67 '1' 10.92 
. I.D., Below Dashpot '1' 11.34 '1' 9.73 '1' 10.08 
. Wall Thickness (Min.) 0.3734 0.3988 0.3480 

Flow Holes 4 x '1' 2.31 4 x '1' 2.31 4 x '1' 2.31 
• Number 16 20 24 

INSTRUMENTATION TUBE 
. O.D. (Mean/Nom.) '1' 10.13110.19 '1' 11.96112.01 '1' 12.04/12.09 
• I.D. (Mean/Nom.) '1' 8.9418.89 '1' 11.05/11.00 '1' 11 .23111.18 
. Number 1 1 1 

SPACER GRID 
. No. of Grid Assemblies 
- Top/Bottom Grid 2 Inc 2 Inc. 2 Inc. 
- Mid Grid 5 Zry 6 Inc. 6 Zry 
- IFM Grid 3 Zry 

• Inner Grid Strap Height 
- Top/Bottom Grid 38.66 33.58 38.66 
- Mid Grid 57.15 33.58 38.10 
- IFM Grid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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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설계 제원 비교 

1) 14x14 Type 

항 목 (14x14 Type) 

FUEL ASSEMBLY 
• Length, mm 
. Pitch, mm 
. F / A Envelope, mm 
. Total Weight, kg 
. Uranium/U02 Weight, kg 

FUEL ROD 
. Number 
• Rod Length, mm 
. Active Length, mm 
. Pitch, mm 
. O.D., mm 
. I.D., mm 
. Thickness, mm (Mean/Min.) 
. Diametral Gap, 11m 
. Plenum Length, mm 
. Plenum Volume, cc 
. Pellet Dia., mm 
• Pellet Length, mm 

GUIDE THIMBLE 
Number 

. Above Dashpot 
- O.D., mm 
- I.D., mm 

. Below Dashpot 
- O.D., mm 
- I.D., mm 
Flow Holes 

INSTRUMENT A T10N TUBE 
• Number 
. O.D., mm (Mean/Nom.) 
• I.D., mm (Mean/Nom.) 

SPACER GRID 
• No. of Grid Ass’y, Material 
- Top/Bottom Grid 
- Mid Grid 

• Inner 5trap Height, w/o Vane 
- Top/Bottom Grid, mm 
- Mid Grid, mm 

JDFA 

4058 
198.20 
197.5 
571.17 

381.84/433.18 

179 
3852 
3658 
14.12 

rp 10.75 
rp 9.30 

0.725/0.650 
190 
168 
8.5 
9.11 
11.0 

16 

rp 13.70 
rp 12.83 

rp 13.70 
ψ11.32 

4 x rp 3.3 

1 

rp 10.75/ -
ψ 9.30/ -

2 Inc. 

5 Zry 

38.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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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4056.6 
198.20 
197.2 

KNFC 

4062.7 
198.20 
197.1 

비 고 

WH update 
(4062 꺼 

519.5 IEst. Weight 
355.9/404.8 IEst. Weight 

179 
3857.0 
3657.6 
14.12 

rp 10.160 
ψ 8.926 

0.617/0.572 
178 

190.73 

8.748 
12.9 

16 

rp 13.36 
rp12.50 

rp 12.23 
rp 11.34 

4 x rp 2.31 

179 
3868.0 
3657.6 
14.12 

rp 10.160 
ψ 8.926 

0.617/0.572 
178 

184.84 
10.36 
8.748 
10.49 

16 

rp13.36 
rp 12.50 

rp 12.23 
rp 11.34 

4 x rp 2.31 

1 1 
rp 10.13/10.19 I rp 10.13/10.19 

rp 8.94/8.89 I rp 8.94/8.89 

2 Inc. 

5 Zry 

38.66 
57.15 

2 Inc 
5 Zry 

38.66 
57.15 

WH update 
(3868.0) 

봉단마개 변경 

WH update 
(10.49) 



2) 16x16 Type 

항 .Q.. (16x16 Type) JOFA 
. 

WH KNFC 
... 

벼 -. .il 

FUEL ASSEκ1BLY 
. Length, mm 4058 4058.0 4058.0 
• Pitch, mm 198.20 198.20 198.20 
. F 1 A Envelope, nun 197.2 197.2 197.2 
. Total Weight, kg 584.58 594 588.8 Est. Weight 
• Uranium/U02 Weight, kgU 391.621444.27 410.731 - 407.91464 .1 Est. Weight 

FUEL ROD 
• Number 235 235 235 
. Rod Length, mm 3847 3844.5 3844.5 
. Active Length, mm 3658 3657.6 3657.6 
• Pitch, mm 12.32 12.32 12.32 
.0.0., mm q> 9.50 rp 9.500 rp 9.500 
• 1.0., mm rp 8.22 rp 8.357 q> 8 .357 
. Thickness, mm (Mean/Min.) 0.64/0.57 0.572/0 .526 0&721-6.526 
. Oiametral Gap, jlm 170 165 165 
• Plenum Length, mm 166 167.64 163.96 봉단마개 변경 
. Plenum Volume, cc 6.5 8.03 ” 
. Pellet Oia., mm 8.05 8.192 8.192 
. Pellet Length, mm 10.0 9.83 9.83 

GUIDE THIMBLE 
• Number 20 20 20 
. Above Oashpot 

- 0.0., mm rp 11.96 ψ11.96 rp 11.96 
- 1.0., mm rp 11.05 q> 11.05 q> 11.05 

. Below Oashpot 
- 0.0., mm rp 11.96 rp 10.67 rp 10.67 
- 1.0., mm rp 9.73 q> 9.73 rp 9.73 

• Flow Holes, mm 4 x rp 3.0 4 x rp 2.31 4 x rp 2.31 

INSTRUMENT A TION TUBE 
• Number 1 1 1 
. 0 .0., mm (Mean/Nom.) q> 11.961 - rp 11.96112.01 rp 11.96/12.01 
• 1.0., mm (Mean/Nom.) rp 11.051 - rp 11.05111.00 rp 11.05/11.00 

SPACER GRID 
. No. of Grid Ass’y, Material 
- Top/Bottom Grid 2 Inc. 2 Inc. 2 Inc. 
- Mid Grid 6Inc. 6 Inc. 6 Inc. 

• Inner Strap Height, w/o Vane 
- Top/Bottom Grid, mm 38.0 33.58 33.58 
- Mid Grid, mm 38.0 33.58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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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x17 Type 

항 목 (17x17 Type) 비 고 JOFA WH KNFC 

FUEL ASSEMBL Y 
• Length, mm 
. Pitch, mm 
• F / A Envelope, mm 
. Total Weight, kg 
• Uranium/U02 Weight, kg 

4058 
215.04 
214.0 
660.17 

439.94/499.09 

4063.4 
215.04 
214.0 

461.4/ -

4063.4 
215.04 
214.0 
663.1 IEst. Weight 

458.6/521.7 IEst. Weight 

FUEL ROD 
. Number 
• Rod Length, mm 

• Active Leng상1， mm 
• Pitch, mm 
• O.D., mm 
• I.D., mm 
. Thickness, mm (Mean/Min.) 
. Diametral Gap, llm 
. Plenum Length, mm 
• Plenum Volume, cc 
. Pellet Dia., mm 
. Pellet Len양h， mm 

(Enriched/Natural) 

264 
3847 
3658 
12.60 
op 9.50 

op 8.22 
0.64/0.57 

170 
166 
6.5 
8.05 

10.0/None 

264 
3865.9 
3657.6 
12.60 

op 9.500 

op 8.357 

0.572/0.526 
165 

188.98 

8.192 
9.83/11.73 

264 
3865.9 
3657.6 
12.60 

op 9.500 
op t5.357 

0.572/0.526 
165 

185.1 7 
9.06 

8.192 
9.83/11.73 

봉단마개 변경 

GUIDE THIMBLE 
. Number 
• Above Dashpot 

- O.D., mm 
- I.D., mm 

• Below Dashpot 
- O.D., mm 
- I.D., mm 
Flow Holes 

24 

op 12.24 
op 11.40 

op 12.24 
op 10.08 

4 x op 3.0 

24 

op 12.04 
op 11.23 

op 10.92 
op 10.08 

4 x op2 .31 

24 

op 12.04 
ψ11.23 

op 10.92 
op 10.08 

4 x op 2.31 

INSTRUMENTATION TUBE 
• Number 
. O.D., mm (Mean/Nom.) 
• I.D., mm (Mean/Nom.) 

1 

op 12.24/ -
op 11.40/ -

mm 

mA 
”μ
 
nu 

-
m쩨
 찌
 

”μ
 
n ￠

 

￠
·
 

mw 

mm 

u 
n 

1 

찌
 찌
 

꺼μ
 
n ￠

 
￠
 

SPACER GRID 
. No. of Grid Ass’y, Marerial 
- Top / Bottom Grid 
- Mid Grid 
- IFM Grid 

. Inner Strap Height, w/o Vane 
- Top / Bottom Grid, mm 
- Mid Grid, mm 
- IFM Grid, mm 

2 Inc. 
6 Zry 
None 

38.0 
45.0 

None 

2 Inc. 
6 Zry 
3 Zηr 

38.66 
38.10 
12.07 

2 Inc. 
6 Zry 
3 Zry 

38.66 
38.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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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표준형 원전 핵연료 

CE형 즉/ 한국표준형 원전에 사용하는 원전연료는 16x16 형태의 한국표준 

형 원전연료집합체이다. 영광 3，4호기 y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까지는 한국표준형 

국내 

연료를 쓰고/ 울진 5，6호기부터는 Guardian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 연료는 하 

단의 인코넬 1번 지지격자를 이물질에 대한 포획능력이 향상된 Guardian 지지격자 

연료로써 특성은 기존연료와 동일하다. Guardian은 2000년 초반부터 사 만 추가된 

용할 계획으로 그 이후에는 전부 Guardian 연료를 사용한다. 

표준연료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One Core : 1777~ 

핵연료 집합체 구성 

- 연료봉 : 2367~ 

O 

o 

- 계측관 (중앙) : 1개 (연료봉 4개의 자리 차지) 

- 안내관 :4개 (1개당 연료봉 4개의 자리차지) 

- 지지격자 117~ (최하단 1번 인코넬 지지격자， 2번부터 최상단 11번 지르칼 

로이 지지격자) 

- 상단 및 하단 고정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흘다운 스프링 

랴
。
 

주
 
。

- 우라늄 : 1,073 파운드 

- 지르칼로이 : 299.3, 스테 인레스강 : 53.3, 인코넬 : 12.9 

- 알루미늄 : 1.3 등 총 1439.9파운드임. 

o 

도
 

-
죽
 

노
 
j 

연료의 농축도는 최대 5%이나 통상은 4.1% 정도이고， U235의 농축도와 가돌리 

니아 흡수봉을 적절히 배치한 5가지 형태이다. 이는 안내관 및 계측관이 연료봉 

의 4개의 면적을 차지하므로 감속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나가므로 출력이 많이 

생성되니까 그 주위의 연료봉의 농축도를 낮추거나/ 가돌리니아 (중성자 흡수재 

O 

첨두출력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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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스햄 구성 방안 

1. 기본 방향 

가. 햄 기반 (Web-based) 전산환경 구축 

본 시스댐의 기본 기능이 정보 공개 및 공유에 있으므로 본 기능에 충실한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의 폐쇄적인 환경 

을 지양하고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이용한 웹기반 전산환경으로 구축한다. 

나. 가운영 및 개발 예정인 데이터뼈아스와 연계 

이미 운영중이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인 관련 DB와의 연계 (link)가 필수적인 

만큼 시스댐을 표준화하여 외부 DB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 (Open 

Architecture)로 구축한다. 

다.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생 

본 시스댐의 기본자료는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외부로부터 자료에 대한 접 

근이 용이하도록 구성하며 또한I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l 즉 그래픽과 

동화상l 음성 등 멀티미디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라. 다양한 관련정보 째공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검색자료/ 통계자료는 물론 이와 연관된 용어와 법 

령등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마. 최선 정보기술 접목 

최신 정보기술/ 즉 웹캠 (Web Cam), 휴대폰I PDA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시 

스댐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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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안 및 백업 

본 시스댐은 외부 DB와의 연계는 물론 내부 사내 인트라넷과 연동되어 운 

영되므로 자료의 보안과 백업에 유의하여 개발 구축한다. 

2. 추진 전략 

가. 해외 선진 시스댐의 경혐과 기술 반영 

DOE의 CID 경우 자료의 외부 공개와 외부 정보제공자 DB를 연계하여 정보 

를 수집r 처리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특 

히 CID시스템의 시스댐 구성과 연계방법 I 운영방법/ 데이터 구조 등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 었다.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경우 오랜 기간 운영을 통해/ 많은 경험과 좋은 개 

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웹 기반으로 다운사이징하면서 최신 IT 기술을 많 

이 접목하였고 정보 보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국내 적용시 시스템 구성방안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 운영자료를 일정한 양식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MS Access를 이용한 자료 양식)을 이용하여 원전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토 

록 되어 었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CID시스댐 

과 INPO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선진 기법과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스댐을 선정하였다. 

나. 정보 내용 조사 

o 컨텐츠 내용 조사 및 범위 조정 

- 발생원 자료 

-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자료 

- 방사성폐기물 처분자료 등 

o 네 비 게 이 션 스트 럭 쳐 (Navigation Structures) 정 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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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페이지 

- DB소개 폐이지 

- “ Site Map" 페 이 지 

“추천사이트 (Link)" 페이지 등 

o 입력 및 출력 데이타 분석 

-폐기물 범주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 

- 저장시설의 명칭 및 위치I 현재의 상태 (운영중 또는 대기중) 및 시설의 

사양 

- 폐기물의 형태 (방사성폐기불， RI 폐기물 등)별 방사성폐기물의 생성， 

저장/ 처리I 처분되는 사이트와 폐기물 현재 위치 

- 폐기물 형태별 연간 발생량y 현재 저장량y 매년 신규 발생량 등 

-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원자력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 

기체 유출물에 대한 정보 

다. 구현 방법 선정 

o 하드혜어 구성 

- 확장성y 유연성/ 연계성이 뛰어난 개방형 시스댐 구조 채택 

- 웹 기반 구축에 적합한 분산 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 관련사간 자료공유를 원할히 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댐의 

및 표준 통신체계 

o 소프트웨어 구성 

- 웹기반 개발도구 선정( 인터데브，ASP， 자바스크립트 등)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MS SQL 또는 오라클 ) 

라. 운영 방법 정의 

O 관련기관 DB와 연계를 통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o 주기적으로 데이터 획득 및 수동입력 처리 

o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운영 

o 외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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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O 개발 조직 구성 

o 개발범위 선정 

o 추진 일정 

o 소요 예산 

3. 기본 설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계목적에 따라 동 데의터벤이스 시스템은 다 

음과 같은 설계지침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일반 지침 

o 동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o 동 시스댐은 웹 기반의 보고서 출력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해 표준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o 보고서 출력기능을 이용하여 탐색과 질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 시스탱에 접속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변 인쇄된 보고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o 동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국내 · 외 다른 웹 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시스댐 구성 

o 시스댐은 KINS 내에 통합정보 DB를 구축하며/ 정보 제공자 (한국전력공사/ 

한국핵연료주식회사 등)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림 6.2-1과 

같이 구성한다. ( 실시간 또는 DB 변환 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 ) 

O 일반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KINS 홈페이지에 접속(웹서버)하여 정보를 

검색l 출력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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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네트워크 
\ 

\ 

흩꿇 

통합정보DB 

KINS 웰서버 KINS네트워크 

/! \、
일반사용자 

그림 6.2-1 데이터베이스 시스댐 운영체계 

o 하드혜어는 서버급 퍼스널컴퓨터를 사용한다. 

- 인텔호환 펜티엄 III 866MHz 듀얼 프로세서 

- 20 기가바이트 HDD 이상 

- 512 메가바이트 RAM 이상 

O 소프트웨어는 향후 확장성과 표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사양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 웹서버 : IIS 5.0 이상 

- 운영체계 : 한글 윈도우 2000 서버 

- 개발도구 : 인터데브 또는 프론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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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언어 : ASP와 비주얼베이직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 

- 데이터베이스 : MS SQL 또는 오라클 

면라우져 

(암스플로러/ 
비스케잉) 

나. 업출력 

o 입력 

요건 

요건 

어플리케이션서버 

A8P 
JAVA 

1185.0 

데이타베이즈서버 

MS SQL 
Oracle _ 

그림 6.2-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도 

입력-01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시스댐 (이후 “시스댐”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들로 부터 기본적인 정보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다. 

-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술원 

- 한국핵연료주식회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입력-02 : 정보자료는 가능한 전자매체를 통하여 취합되며/ 전자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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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식 정보입력 표에 기록하여 서면 

자료를 취합한다. 

갱신한다. 입력 -03 : 주기적으로 최소한 연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04 : 자료 개정 시/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새로운 자료를 

자료 개정 시， 기존 자료를 덮어쓰지 않아야 한다. 

입력한다. 

입력-05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소외로 방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입력 -06 : 한국전력공사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RI폐기물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업력-07 :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서는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소외로 

방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입력 -08 :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운영결과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소외로 방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입력-09 : 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자료를 조사 동 시스템에 올린다. 

입력-10 : 각종 회사 대외비 및 지적소유권 관련 자료 자료 또는 내부 

검토용 초안 자료 등은 동 시스템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입력 -11 : 국방 관련 원자력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폐기물 및 

시설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취급치 않는다. 

업력-12 :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들은 일반 공개 전에 정보 

제공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약 15일의 

기간을 제공한다. 

입력 -13 : 자료이송 프로그램 실행 전에 자료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자동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14 : 각 자료에 대한 최종 갱신 시기는 동 시스템 운영자가 결정한다. 

o 출력요건 

출력-01 : 동 시스템의 출력형식은 즉시출력보고서r 표준보고서/ 사용자정의 

보고서 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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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02 : 사용자 그룹에서 서면요청으로 요청할 경우/ 동 시스댐 담당자는 

관련 보고서를 보고서로 출력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y 또한 

이러한 보고서들은 컴퓨터를 통해 동 시스댐에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03 : 동 시스템에서는 여러 종류의 즉시출력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I 이들 보고서들은 PDP 파일형태로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출력 -04 : PDF, HTML 등 파일형태로 여러 종류의 표준보고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력-05 : PDF, HTML 등 파일형태로 사용자정의보고서는 무제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력 -06 :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동 시스댐의 주요 구조 및 내용물을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07 : 동 시스댐은 여러 종류의 보고서들이 출력되는 횟수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08 : 사용자정의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자료종류를 선택할 때f 선택된 자료의 구성요소 및 목록 생산 

횟수 등을 추적I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09 : 사이트 접속 사용자 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데이터 요건 

자료-01 : 폐기물 범주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자료-02 :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대한 정보에는 시설 명칭 및 위치/ 현재의 

상태 (운영중 또는 대기중) 및 시설의 사양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03 : 폐기물의 형태 (방사성폐기물， RI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생성/ 저장y 처리/ 처분되는 사이트와 폐기물 현재 

위치를 제공한다. 

자료-04 :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r 폐기물들을 형태별 분류하여 연간 발생량/ 

현재 저장량/ 매년 신규 발생량y 처리된 폐기물량/ 처분된 폐기물량 

제공한다. 등에 대한 정보를 

자료-05 :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저장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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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자료-06 :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용면적/ 시설에서 

처리 또는 저장되는 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07 :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규제관점 및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중요한 핵종들에 대한 자료와 총방사능 함유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08 : 각각의 폐기물 형태 별로/ 이들이 배치되기 위해 이동되는 경로에 

대한 정보 즉/ 폐기물 저장r 처리/ 처분을 위해 이동되는 경로자료 

(위치 정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09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들에 대하여 발생자에 대한 정보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10 : 다양한 정보 제공 (표준 및 요약보고서 생성 등)을 위한 자료보기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11 :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원자력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기능 요건 

동 시스댐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인터페이스 접속이 가능토록 개발하여야 한다. 본 절은 사용자 연계사항 및 보고서 

생성에 필요한 기능요건 및 특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시스탱 천반 구조 

기능-01 : 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홈페이지 

- “새소식” 페이지 

- “DB소개” 폐이지 

- “ Site Map" 페 이 지 

- “추천사이트 (Link)" 페이지 

- “관리자에게 (Feedback)" 페이지 

- “사용안내 (Getting Started)" 페 이 지 

- “용어안내 (Glossary)" 페이지 

- “도웅말 (Help)" 페이지 

- 107 -



- “자료출력 (Report Builder)" 페이지 

- “ Summary Reports" 페 이 지 

- “ Standard Reports" 페 이 지 

- “ User-Defined Reports" 페 이 지 

냐소식뿔편 

, 펄i콕둡크험1 

막값표1 나7판엠:ì 
Link ì 

r주길edb야ι 굉----팍꽃학흉표1 

! 자륨효때 J I카 표흔보뇨서 1 

그림 6.2-3 네비게이션 스트럭쳐 

기능-02 : 매 화면에는 다음 항목을 메뉴 표시줄에 나타내어야 한다. 

- “새소식” 페이지 

- “ DB 소개” 폐이지 

- “ Site Map" 페 이 지 

- “추천사이 트 (Link)" 페 이 지 

- “관리자에게” 페이지 

- “사용안내” 페이지 

- “자료출력” 페이지 

기능-03 : 사용자 참조를 위해 매 화면에서 ”용어안내” 및 “도움말”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각각 폐이지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능-04 : 동 시스템에서는 수요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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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화변으로 구성되며/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래픽 화면을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새소식“ 패이지 

기능-05 : 인사말/ 웹사이트 및 시스댐 관련 새로운 소식을 나타낸다. 동 페이지는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 나타나며y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웹 사이트에 추가된 최신 내용 

- 정보자료 최종 접수일자 (년/윌/일로 표기) 

- 이송자료별I 목록별 보고서 기간 

기능-06 : 적절한 자료출력을 위해 자료 화면선택 

아이콘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이 있는 적당한 문양의 

기능-07 : 웹사이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이 있어야 한다. 

”DB소개" 패이지 

기능-08 :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프로그램 및 기타 관리 

”Site Map" 패 이 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시스댐의 목적/ 방사성폐기물 

사항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09 : 화변에 제시된 사이트의 기능을 

정보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웹 사이트 

나열하여야 하며/ 나열된 

랩을 제공하여야 한다. 

”추천사이트“ 페이지 

기능-10 : 동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l 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추천사이트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능-11 : 추천사이트에는 해외 주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웹 사이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13 : 추천사이트에는 사이트 이름l 소유주， URL, 요약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 자에 게 (Feedback)“ 패 이 지 

기능-15 : 사이트 내용I 기능/ 현황 등에 관한 사용자 질의를 가능토록 하며/ 

시스댐을 사용한 결과 유용한 논평을 e-rnail로 동 시스템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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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기능-16 : “관리자에게”에서 이루어진 질의 및 응답을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얀내“ 패이지 

기능-17 :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이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용어 안내 (Glossarv)“ 패 이 지 

기능-18 : 최소한 다음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및 적용분야에 사용된 용어정의 프a츠료 -. -. 

- 폐기물형태 (중 · 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설명 

- 두문자어 (acronyrn) 목록 

- 관리역무 설명 (폐기물발생r 처리 I 처장 등) 

- 방사성핵종 등의 단위 (질량체적， 방사능 등)， 변환표 설명 

기능-19 : 용어안내는 알파뱃 순으로 나열되며/ 원하는 용어검색을 위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20 : 용어안내는 사용자가 현재 창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용어안내 창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도웅말“ 패이지 

기능-21 11도움말” 페이지는 다음 기능 (선택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도웅말 색언에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항상 접근 가능 

- 사용자의 계통 운영 관련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 

정보(기술/운영지원 팀 전화번호 및 e-rnail 주소 등 접속정보 제공). 

- 동 시스댐의 자료요소 설명하는 자료사전 

기능-22 : 도움말 기능에는 전문 숙어에 대한 해석기능 (context공ensitive 

functionality)을 갖추어 야 한다. 

기능-23 : 도움말은 사용자 현재 창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도움말 창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료출력 (Report Builder)“ 패 이 지 

기능-24 : 다음 형태의 보고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선택사항에서는 보고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110 -



- 요약보고서 

- 표준보고서 

-사용자정의보고서 

기능-25 : 보고서 형태를 선정한 뒤/ 사용자가 각 보고서의 출력양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양식 화면을 통해 사용자는 선택한 보고서의 

출력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출력양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 하이퍼 텍스트 표시 언어 (HTML) 

- PDF 

- 스프래드 시트 호환파일 

기능-26 :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요약보고서 (Summarv Report)“ 패 이 지 

기능-27 : 메뉴틀에 이용 가능한 요약보고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요약보고서에는 자료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28 : 요약보고서의 자료는 일반 사용자에 의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자료 

보안장치를 둔다. 

”표준보고서 (Standard Reports)" 패 이 지 

기능-29 : 특정지역(사업소)은 큰 뱀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신속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지역이 선택되면l 지역에 위치한 모든 원자력 시설 

현장을 포함하여 상세한 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30 : 표준보고서에는 폐기물 특성에 따른 상세한 폐기물 구분 자료가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Profile， 

프로필)에는 선택지역에 있는 폐기물들의 발생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상세)보고서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 현장 프로필 : 선택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자료범주 프로필 : 선택범주(방사성폐기물y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현장사무소 프로필 : 선택된 주요 원자력 시설 대한 모든 자료 제공 

- 연간 프로펼 : 특정 연도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기능-31 : 표준보고서에 대한 필터 (filter)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표준보고서 제목 : 하나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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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가능 

- 자료범주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 하나 혹은 모두 선택 

능
 

가
 

- 주요 원자력시설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가능 

- 연도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가능 

- 지역 : 하나 혹은 다수/ 모두 선택 가능 

기능-32 : 동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변 시스댐은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정 의 보고서 (User-Defined Reports)“ 패 이 지 

기능-33 : 사용자가 사용자정의보고서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보고서를 구축할 수 있다. 

- 자료범주 선택 

- 칼럼선택 

- 자료기준선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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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34 : 사용자정의보고서 작성단계를 마친 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35 : 다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어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36 자료범주 선택“ 화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기능-37 : 원하는 자료범주를 선택한 후I 관련 자료범주네 대한 “칼럼 선택” 

화면이 활성화된다. 계통은 전 단계화면에서 선택된 자료집합에 

해당하는 칼럼만 제공한다. 사용자정의보고서에 포함된 칼럼만 

선택하여야 한다. 

기능-38 : 각 자료범주 내에서/ 자료원에 대한 주요 기록을 나타내는 

자료요소(폐기물별 코드)는 자동으로 “칼럼선택”화변의 칼럼으로 

선택된다. 

기능-39 : 사용자는 보고서에 나타난 칼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계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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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료가 선택된 순서대로 보고서를 

인쇄한다. 

기능-40 : 시스댐은 사용자가 정해진 칼럼 수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부적당한 형식생산 방지) 

기능-41 : 사용자가 최종보고서에 나타날 칼럼을 선택하면/’자료선택 기준“ 화면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선택한 칼럼은 화변에 나타나고 사용자는 다음을 

정의한다. 

- 유효값 목록에서 문자나 문자숫자를 포함한 칼럼에 대해/ 사용자는 

보고서에 사용될 특정수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 혹은 

다수의 엔트리를 선택할 수 있다. 

- 수치자료에 대해/ 사용자는 부등호 (<,=,>) 연산자 및 수치를 근거로 

자료를 필터할 수 있다. 

기능-42 : 사용자가 보고서에 포함될 자료기준을 선택하고 나변 / “분류기준" 

화면이 활성화된다. 분류기준 화변에는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3-4단계 

수준의 선택권이 나타난다. 분류 수준은 풀-다운 메뉴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각 분류단계에서 자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능-43 : “칼럼”으로 수치를 선택하면/ 이것은 자료표에서 “단위”필드와 상응하며/ 

“단위”필드는 자동으로 출력 값으로 선택된다. 

기능-44 : 사용자가 보고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정의한 후/ “자료집합” 

화면은 활성화된다. 동 화면은 사용자가 다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한다 

- 집합값 (합계등)으로 보고되도록 선택된 칼럼 

- 자료계수/ 총합계/ 혹은 자료합+총합계로 구성된 펼드여부 

- 상세자료나 요약문 포함여부 

기능-45 : 총합이나 계수를 할 때， 펼드내에 자료형태가 지시된다. 수치자료만 

합계되며， 비수치자료 계수는 적절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기능-46 : 11자료집합” 화면에서 사용자는 상세자료/ 자료집합 혹은 상세자료 및 

자료집합이 출력시 나타나도록 선택한다. 

기능-47: “자료집합” 화면 후I 사용자는 “최적화 출력”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동 화면에서 사용자는 보고서이름/ 보고서형태 (HTML, PDP 등)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48 : 사용자가 의도한 정보가 보고서로 출력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사용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113 -



기능-49 : 출력물에는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능-50 : 사용자가 글자체 및 수직/수평 출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51 : 계통은 사용자정의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를 그래프나 차트 (파이차트/ 

히스토그램/ 션그래프 등)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마. 기술 요건 

데이터베이스 시스댐은 다양한 컴퓨터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러나 동 시스댐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컴퓨터 장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요건을 

설정한다. 인터넷을 통해 동 시스댐에 접속할 때 적용되는 기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01 : 클라이언트 원스테이션에 대한 최소 기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연결 ( 56 kbps 모템 이상) 

- 넷스크에프 네비게이터 4.0 이상I MS 인터넷 익스플로어 5.0 이상 

- 16비트 칼라 지원 모니터 

- 자바스크립트 가능 

기술-02 : 보수 및 업그레이드 기간을 제외하고 1일 24시간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03 : 클라이언트 원스테이션의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04 :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읽기 전용으로 접속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05 : 브라우저 및 소프트웨어는 “쿠키”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06 : 브라우저는 프레임 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07 : 서브 형상 및 운전절차는 웹 하드왜어 및 소프트왜어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08 : 계통은 모니터 해상도 800 x 600 화소에서 운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09 : 계통은 동시에 150명의 사용자 접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술-10 : 사용자 기술지원단은 동 시스댐 가동 후 첫 3개월 동안 동부 업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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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11 : 시스댐 가동 후 3개월 후의 사용자 지원은 E-mail 및 음성메일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E-mail이나 음성메일을 통해 수신된 질의는 메시지 수신 후 

24시간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안견관리시스멈 방문을 
환영할니다 온 시스델은 방샤성며|기를 
발영자로부터 기온적인 정보자료를 받 
아 인터넷을 흥해 제공하는 데이타베이 
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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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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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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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자료실 화면 

그림 6.2-8 자료실 관계법령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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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Site link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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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능력과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또한 향후 국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의 생성/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시스댐 구축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기술적 측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불 및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에 필수적 

인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요구 계층에 제공함으로 

써 국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의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보관리 시스댐 기술의 확보 및 응용 

o 경저1 ， 산업적 측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안 

전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증되어야 

할 안전성 관련 현안에 대한 사전대비 가능 

관련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며 효율성 제고 

관련 연구개발 방향의 제시 

o 활용방안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시 주요 

자료를 제공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공 

일반인에 대하여 필요한 개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국가 정책수립시 기초자료 (정확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 예측자료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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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KINS/HR~401 

제목/부제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연구수행기관 과제명 
과제명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및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선영호 

연구자 및 부서명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KINS 발행일 2001년 3월 

페이지 119 p. 도 표 유 ( 0 ), 무 ( 크 기 21.0 x 29.7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0 ), 비공개( 보고서 종류 중간보고서 

연구수행기관| KOPEC 계약번호 

초록 (200단어 내외)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 

초자료를 확보하며， 대외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기 

관별 통계 및 안전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도시하는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민주화 

와 국민의식 변화로 제고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 관련 규제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원칙 실 

현 등과 같은 안전규제 5대 원칙의 실현，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 A 템 구축 

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이해 증진，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시 A 템 운용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대외적 투명성 확보 및 협약관련 대응 

체계의 효율성 제고 (IAEA 폐기물 안전협약 대비 및 대외적 투명성 제고)， 폐기물의 발생， 저 

장 및 처분 단계별 규제적용의 미비점 보완 - 종합적， 통합적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 및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NS의 중장기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물관리 안전성 확보체계로의 전환 

을 위한 기본 Framework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개발에서는 1단계로 국내외 관련 시 A 

템에 대한 항목별 특성평가， 주요 엽출력 자료의 종류， 구성， 범위， 우선순위 설정 역무를 수행 

하였다. 

주제명키워드(10단어 내외u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통합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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