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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 시설 및 연구용 원자로 해체 시 해체 공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해체 공정의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애니메이션 설계를 위해 해체 시설 및  

구조물과 해체 장비의 모델링이 완료되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대상물의 방사능 분포도를 

위치별, 준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3 차원으로 나타내었다. 해체 일정과 해체 폐기물량 그리고 

해체 비용을 모사하기 위해 각 정보들에 대한 평가식과 가중치 값을 도출하였다. 연구로 1 호기 

Thermal column 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한 해체 공정절차 시각화와 단위 해체 공정 

시나리오를 수행한 결과 애니메이션의 경우 해체 현장과 동일하게 모델링 되어 현장 작업자들이 

해체 공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나리오 별 해체 소요시간과 

폐기물량 그리고 해체 비용의 경우 정상적으로 모사가 수행됨으로써 단위 해체 공정에 대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초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시스템은 해체 관리자, 

해체 시스템 분석가, 해체 현장 감독과 해체 작업자들의 중요한 협업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 론 

서울 공릉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를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0 년 11 월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해체 활동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1].  

원자력 시설의 해체 활동은 해체 기획부터 해체된 폐
기물을 처분하기 까지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특
히 오랜 기간의 자료 부재로 인해 아직도 해체 시나

리오 기획과 절차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 2D 청사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의 해

체 활동은 작업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해체 작업 시
간을 지연시키며, 해체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하

게 된다.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나라들은 진보

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복잡한 해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의 해
체와 관련한 기술을 살펴보면 가압중수로 발전소 해
체 시 콘크리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2],  해체 
일정과 해체 폐기물 및 작업자 피폭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3, 4, 5], 해체 기획과 평가를 위한 엔지니어링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1312 

시스템[6], 해체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7] , 그
리고 3D CAD 를 활용한 기술 등이 있다[8, 9]. 최근에

는 애니메이션 기술[10, 11]이 원자로 시설 운영 및 유
지 보수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
가와 작업자의 거동을 연계한 3 차원 시뮬레이션 시스

템을 개발하여 원자력 시설의 제염 해체에 ALARA 
문제를 평가[12, 13]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스템은 원
자력 시설 중 핫셀 해체에 적용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해체 활동을 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성을 실
험한 사례가 있다[14]. 이들 시스템들은 주로 단일 구
조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정 정보들을 모
사하기 때문에 해체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저자

는 해체 작업자의 안전성과 해체 비용의 경제성을 평
가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애니메

이션 모듈과 시뮬레이션 모듈을 구축 한 후 연구로 1
호기 Thermal column 을 대상으로 해체 공정 시나리오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해체 공정 가시화 및 예비 평가 

 
가. Thermal Column 

 

원자로 수조 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Thermal 
column 은 수평과 수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알루미

늄 재질로 되어 있다. 수평 Thermal column 차폐문은 
두께가 1.6m 이며, 밀도가 3.5g/cm3인 고밀도 콘크리트

로써, 총 중량은 20 톤 정도이다. 이에 비해 수직 
thermal column 은 일반 재질의 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다. 방사선학적 상태는 대부분 알루미늄 및 고 순동

의 흑연으로 제작되어 원자로의 운전시 방사화 정도

는 높지 않으나 흑연 내 불순물로 인해 방사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공정 절차를 위한 애니메

이션과 시나리오 예비 평가를 위해 2004 년 1 월 19 일

부터 2004 년 12 월 30 일 동안의 해체 활동 자료를 검
토 분석한 결과 원자로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조물 중 방사화 정도가 높고, 해체 시간이 많이 소
요된 Thermal column 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로 시설 및 
Thermal column 의 애니

메이션 설계는 
AutoCAD 와 3DS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방사능

에 조사된 Thermal 
column 의 3 차원 분포도는 Thermal column 표면과 주
위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데이터와 방사선 차폐체 선
량 평가에 사용되는 일점선원(point kernel) 방정식으로

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EON script 프로그

램으로 분포도를 가시화 시켰다. 
아래 왼쪽 그림은 Thermal column 과 thermalizing 

column 주위에서 측정한 방사능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들 값을 기초로 Thermal column 구조물을 800 개 
node 로 분할하여 결과를 가시화 시킨 방사능 분포도

를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나. 해체 시나리오 선정 및 평가식 도출 
 

플라즈마 아크와 니블러 장비를 채택하여 

플라즈마 공법을 사용한 시나리오 1 과 니블러 장비를 

사용한 시나리오 2 에 대하여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실험이 이루어졌다.  

 

▪ 해체 장비 모델링 

플라즈마 아크와 니블러에 대한 모델링은 3DS MA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이 이루어졌다. 

 

▪ 해체 공정 절차  

 

선정된 시나리오 1 과 시나리오 2 의 해체 공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수조수 배수 노심 분리 노심 

저장용기로 이송 Thermal column door 

open  Thermal column survey  Thermal 

column 흑연제거  Thermalizing column 

보랄시트 bolt 제거  Thermalizing column 

흑연제거 흑연 폐기물 수조 밖으로 이송 

플라즈마 장비 이용 Thermal column 세절  

플라즈마 장비 이용 Thermalizing column 

세절 폐기물 수납  

- 시나리오 2: 수조수 배수 노심 분리 노심 

저장용기로 이송 Thermal column door 

open  Thermal column survey  Thermal 

column 흑연제거  Thermal column 보랄시트 

bolt 제거  Thermalizing column 

흑연제거 흑연 폐기물 수조 밖으로 이송 

플라즈마 장비 이용 Thermal column 전단부 

절단 니블러 장비 이용 Thermal column 

세절  플라즈마 장비 이용 Thermalizing 

column 전면부 절단  니블러 장비 이용 

Thermalizing column 세절  폐기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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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체 절차에 따라 시나리오 별로 

해체활동이 이루어질 때 소요되는 해체 일정과 

발생되는 해체 폐기물량 그리고 해체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식을 수립하였다. 

 

▪ 해체 일정 

 

해체 작업 시간은 해체 작업별 산출 인력, 투입 

인원수, 해체 기본 단위 시간, 작업 회수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 해체 폐기물량 

 

절단된 폐기물의 밀도와 부피를 계산하며, 각 

폐기물의 부피를 합산하여 전체 폐기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전개하였다. 

 

 

 

 

▪ 해체 비용 

 

전체 해체 비용은 인건비(PE), 장비비(TE),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WE)의 합으로 계산된다. 

 

 

 

 

 

 

 
 
AMC 는 작업자의 평균 인력 단가를 의미하며, NOMi
는 해체 장비의 평균 투입 대수를 의미한다. 
 

3.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Thermal column 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별로 

해체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로 시설과 구조물, 해체 작업자 및 해체 장비를 

3 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원자력 시설 

내부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수동이나 원격으로 

해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된 시나리오에서 

단계별로 뷰포인트를 설정하여 해체 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체 절단과 

절단된 폐기물 이송 및 작업자의 이동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간섭은 EON 프로그램의 

collision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다음 그림은 시나리오 2 의 

애니메이션에서 설계된 노심절단과 Thermal column 

survey, 니블러 장비를 사용한 Thermal column 세절, 

그리고 폐기물의 저장용기 수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 해체 공정 절차에 맞게 

입력 데이터를 편성하였다. 가중치 값을 크게 

5 개(작업 위치, 방사능량, 절단 시 분진으로부터 

보호, 보호장비 착용, 휴식)로 구분하였으며, 2 개의 

시나리오에서 고려된 작업 범위는 전처리 작업과 

해체 작업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후처리 

작업으로 분류하여 여기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수를 

전처리 작업에 3 명, 해체 작업에 5 명 그리고 후처리 

작업에 2 명이 투입된다고 가정하였다. 플라즈마 아크 

공법을 사용한 시나리오 1 과 니블러 공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2 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해체 

일정과 해체 폐기물 그리고 해체 비용의 경우 

플라즈마 아크 장비를 사용한 시나리오 1 공법이 

thermal column 해체에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왼쪽 그림은 플라즈마 공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 두개의 시나리오를 

비교 평가한 결과를 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구용 원자로 1 호기 Thermal column 을 대상으로 

단위 해체 공정의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애니메이션 설계 결과 해체 시설물과 구조물, 해체 

장비 및 작업자 이동경로 등이 해체 현장과 동일하게 

모델링 되었으며, 해체 활동 시 발생되는 충돌과 

간섭효과 역시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설계되었다. 해체 작업자들이 원자로 안과 밖에서 

수동 및 원격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뷰 포인트를 설정한 결과 현장 작업자들이 

시나리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해체 현장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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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시뮬레이션을 결과는 플라즈마 아크를 

사용하는 시나리오 1 이 최적의 공정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컴퓨터 그래픽스를 응용한 해체 공정 최적화는 

가상의 해체 현장에서 수행되는 해체 활동을 

동일하게 시연해 봄과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체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의 결과는 다른 주요 

해체 기술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평가식과 가중치 값을 

다양한 해체 결과 데이터를 근간으로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모듈을 연계시켜 

해체 공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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