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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시설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해체 상 시설의 성격을 조사하고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해체 상 원자력시설의 특성자료 조사 결과는 해체 페기물의 양을 측하

고, 해체 사업의 비용 산정에 크게 활용이 된다. 이를 목 으로 해체사업 상 시설의 특성

자료를 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해체시설 특성 리시스템, DEFACS (DEcommissioning 

FAcility Characterization DB System)를 개발하 다.

1.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 원자로 1,2호기  우라

늄 변환시설을 국내에서 최 로 해체완료 하 으며 해체

사업을 통해 나온 경험 자료와 정보는 해체사업 리시스

템 (DECOMMIS, Decommissioning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리 해오고 있다. 이는 해체 작업 과정

의 인력소요, 작업 결과  방사선 안 리 자료와 동시

에 폐기물의 발생, 처리  포장 등의 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  처리 과정에 한 

이해 증 뿐만 아니라 폐기물 리가 좀 더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하지

만 DECOMMIS는 해체사업시행 도 에 개발되어 제염해

체 작업 활동, 폐기물 리, 오염검사  오염도 정보 등

을 축  리 하고 있지만 해체 상 시설에 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체 상 원자력시설의 특성자료

를 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해체시설 특성 리시

스템, DEFACS (DEcommissioning FAcility 

Characterization DB system)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따로 시설 특성 정보를 수집해 시설에 한 정보를 

리한다.

2. 본론

  

  DEFACS는 해체 상 시설의 시설코드, 형태, 재질, 규

격 등에 한 코드 리 시스템과 시설특성 입력시스템, 시

설특성 가공출력Ⅰ, 시설특성 가공출력Ⅱ, 방사선학  가

공출력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DEFACS는 해체시설에 해 건물  건물 내 시설을 

구조물의 성격에 맞게 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화 

하 다. 상 시설의 규격, 재질, 수량, 비 ,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며 모든 분류는 코드화 하여 입력 

처리한다. 입력 값에 한 상 시설의 결과 값은 형태에 

따른 연산식을 용하며 상 코드는 하 코드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림 1) DEFACS 기능구조도

2.1 항목선정  코드 리 시스템

  해체 상 시설의 항목을 분류하고 group화 하 다. 시

설의 특성, 규모, 계통  시설의 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시설  구조물에 코드를 부여하고 리하 다. 기 

해체된 연구용 원자로 1,2호기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자료를 참조하여 형태, 재질, 규격 등의 항목을 분리하고 

코드화한다. UF4 시험제조시설과 북한의 연구용 원자로시

설에 한 항목 분리  코드화도 포함된다. 형태, 재질, 

규격 코드는 기 해체된 시설의 특성을 분류해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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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설특성 가공출력Ⅰ

분류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용 원자로 : 연구용 원자로, 동 원소생산시설 

등 해체 상 특성 시설물, 계통, 구조물, 시설물, 핫셀, 실

험실, 유틸리티,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장창고

  나. 우라늄 변환시설 : 층별, 실별, 계통별 주요 구조물, 

건물, 탱크, 펌 , 배  

  다. UF4 제조시설 : reactor, final production tank, 

sludge setting tank, mixer, frame structure, 건물, 

cyclone, scrubber 

  라. 북한 연구용 원자로 :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공 장

치, 냉각시스템, 폐기물처리  장시설, 기타 부속시설

  

(그림 2) 항목분류  코드 리

2.2 시설특성 입력시스템

  시설특성 입력시스템은 코드화를 통해 분류된 해체 상

시설에 한 특성들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입력정보는 

해체 상 시설의 시설구분, 형태, 재질, 비 , 수량, 규격

(가로, 세로, 높이, 직경, 두께, 길이)과 DECOMMIS 시설

코드와 WBS 코드 등이다.

  DECOMMIS 시설코드는 추후 개발될 해체작업 생산성 

산출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요 항목이다. 해체 활동 

에 발생한 모든 자료들은 DECOMMIS에 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과 재 입력하는 시설특성 입력 값들과

의 비교되고 도출된 값들이 해체작업 생산성 산출시스템

과 해체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 구 될 정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시설특성 입력시스템

2.3 방사선학 특성 입력시스템

 시설의 형태, 재질, 비 , 수량, 규격뿐만 아니라 표면 오

염도를 선량 값으로 입력 장해서 방사선학  자료로도 

활용한다. 구역별 오염도 넓이, 두께를 입력하면 형태에 

따라 부피 값을 자동 계산 한다 시설의 방사선학  특성

자료는 특히 해체 상 시설의 해체폐기물의 양을 측하

는데 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한 이에 따른 해체사업의 

비용 산정  측에도 용된다.   

(그림 4) 시설 방사선학 특성 입력 시스템

2.4 시설특성 가공출력Ⅰ

  시설특성 입력시스템에서 입력한 시설특성 자료를 형태

별 연산 처리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가공출력 창에 나타

낸다. 그 결과 값은 시설의 특성에 한 면 , 부피, 비 , 

길이, 무게, 재질 등으로 자동 분류되어 표 되고 해당시

설의 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의 분류별 면 , 

부피, 무게 값이 합산되어 표 된다. 이 게 출력된 자료

들은 엑셀 일로 장할 수 있어 다시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2.5 시설특성 가공출력Ⅱ

  가공출력Ⅰ에서는 한 시설의 특성자료를 가공 출력하여 

면 , 부피, 무게  해당 분류에 한 합산 값을 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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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가공출력Ⅱ에서는 선택된 여러 시설의 면 , 부피, 

무게 값을 시설특성에 맞게 연산된 값으로 각각 표 하며 

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단계에 맞는 합산값을 표 한다. 가

공출력Ⅱ도 Ⅰ과 마찬가지로 출력된 화면을 엑셀 일로 

장하여 재가공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 시설특성 가공출력Ⅱ

2.6 방사선학 특성 가공출력

  시설특성 입력시스템의 오염특성 입력에서 장된 오염

도와 공간선량값이 연산 처리되어 그 결과를 출력 창에 

나타낸다. 결과값은 천정, 바닥, 벽 등에 한 세부 오염도 

면 과 부피, 비 , 무게, 재질 등의 특성 등이며 , , 

소, 세분류별 오염도와 공간 선량값 합계도 출력된다. 출

력된 화면은 엑셀 일로 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결론

 

(그림 8)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념

  상기 그림 8.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체 시설특성 리시스템(DEFACS)은 해체 사

업에 필요한 상 시설의 특성을 입력하고 리하기 해 

개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1,2호기, 우라늄 

변환시설, UF4 제조시험시설과 북한 연구용 원자로 시설

을 상으로 하 다. 시설의 특성을 입력하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의 요구 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

된 시스템과 도출된 자료들은 재 수행 인 해체작업 

생산성 산출 시스템  해체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른 해체 계획 시설의 특성 악

에도 활용 될 것이다. 한 이미 개발되어 수행 인 

DECOMMIS와 함께 해체사업 반에 결쳐 활용할 수 있

는 정보를 도출할 것이다. 도출된 정보  자료들은 평가

되고 가공되어 추후 타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설계의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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