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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울진진 원원전전 55,,66호호기기 유유리리화화 설설비비의의 시시운운전전 방방향향과과 전전망망

박 용 집
(주)나일프랜트 기술연구소 소장

한전 광원전3,4호기발전소장

중국광동원전기술지원팀장

월성원전본부장(1996.1~1998.3) 정년퇴임

한전전력연구원신형로연구실수석연구원

(1998.3~2000.12)

한양대원자력공학과강사(2001~2005)

외교통상부KOICA 강사(원전사업관리)(2001~)

유리화설비개요

유리화란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들과 같은 유해한 물질들을 일반적

인 유리 구조에 가두어 환경에 누출

되지 않도록 구적으로 격리시키

는기술이다.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인 시멘트 고화나 폴리머 고화 기술

이 방사성 핵종들을 물리적으로 가

두어 두는 Encapsulation 기술인데

반해 유리화는 분자들 간에 상호 화

학적 결합을 이루도록 하는 In-

corporation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

다.

보통 유리 구조에 방사성 핵종인

Co, Cs 이 함유된 폐기물을 넣어 용

용시키면 이들 방사성 핵종들은 유

리 구조의 빈 공간에서 산소와 이온

결합(1150℃~1300℃)을 하므로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된

다. 

그러므로 유리화는 다른 기술에

비해 우수한 물리ㆍ화학적 내구성

을 보유하게 되며 또한 폐기물의 높

은 감용 효과(약1/25)도 얻을 수 있

다.

유리화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폐

기물 처리는 1950년대부터 전 세계

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부

터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는 환경

에 대한 관심 고조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화 기술을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에도 응용하기 위한 활

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본고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설비로서 국내 최초로 울진 원전 5.6호기에 도입되는 유리

화 설비(Ulchin Vitrification Facility: UVF)의 시공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

본방향과시운전이후향후전망에대하여고찰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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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화 기술의 용융은 가열 방식

및 처리 폐기물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울진 원

전 5. 6호기 유리화 설비에서는 최

대한 폐기물의 다양성과 처리 효과

를 증가 시키고자 전기 가열 방식

중에서 고주파 유도 전류(High

Frequency Generator) 방식과

Plasma Touch(1300℃) 방식을 겸

용하기로하 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종류와 성상, 성분이 다양하므로 폐

기물 용융시 생성되는 배기체도 종

류가 다양하여 고준위 폐기물 유리

화시보다 환경 규제물이 많이 배출

될수있다.

따라서 중ㆍ저준위 폐기물 유리

화는 고준위 폐기물 유리화에 적용

되는 기술을 응용하되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공정 등을 개선하여

배기체의 방사물 배출을 최소화 하

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 기관에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왔으며, 그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1994

년부터 개발한 유도 가열식 저온로

(Cold Crucible Melter : CCM)와

비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Plasma Touch 용융로(PTM) 및

배기체 처리 공정으로 구성된 중ㆍ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시설

을 개발하면서 1/25 이상의감용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존하는 처리

설비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결론을얻었다.  

그 후 48개월에 걸친 실증 설비

를 개발하여 상용 운전에 필요한 설

계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유

리화 상용시 설비 개념 설계를 수행

하 으며 실증 설비에 참여하 던

│울진 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의 시운전 방향과 전망│

<표 1> 폐기물별 처리 용량

<표 2> 유리화 설비 주요 성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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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프랑스 원천 기술 보유자),

Rotem Co./Hyundai Engineering

Co., Ltd.에서 본 설비 설계와 시공

을수행하 다

유리화설비설계기준

유리화 설비의 처리 대상 폐기물

의 종류와 처리 용량은 <표 1>과 같

으며 이들을 정해진 처리 용량으로

안정적 및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

어야한다.

용융화 고체는 방사성폐기물 인

도 규정 및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되

어야 하며, 배기 가스 처리 성능은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및 인

허가 요건 등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

되어야한다.<표 2>

ㅇ 규격.표준 및 규정(비안전 관

련계통에따른다)

- 울진 원전 5.6호기 General

Design Manual

- Regulatory Guide 1.26

- ANSI/ANS 51.1

- USNRC Regulatory Guide

1.143

- 한수원품질규정

시운전관리및프로그램

울진 원전 5, 6호기 유리화 설비

의 시운전 계획과 프로그램을 체계

적으로 명시하여 시운전 공정을 효

율성 있게 촉진하고 성능 인수 시험

을 공정 시한 내에 충실히 수행하여

차후 후속기에 설치될 수 있는 표준

모델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시운전 전체 공정 관리 계획은 <

그림 1>에표시되어있다.

1. 유리화 설비의 건설/시운전 계

약체계

●●● 논단

<표 3> 방사성 수지 및 물질 수지의 제염 계수

1) Phase Ⅰ/Ⅱ (계통인수/계통시험 2) Phase Ⅲ/Ⅳ (가동전시험/인수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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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운전주요프로그램

시운전 시험의 프로그램은 4단계

로 나누어서 업무 구분을 하되 설비

관리의 책임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

해야한다.

가. PhaseⅠ(시공부서) 

① 시공 완료 후 QS(Quality

Surveillance) 조직에서 시공 도면

(ISO.Draw.)과 시공 상태를 확인함

과 동시에 인수/인계 서류(T/O

Package)를 준비한 후 시운전 부서

와합동으로현장실사

② 시 운 전 부 서 에 서 T/O

Package 인수 후 계통 세정, 수압

시험 등 단위 기기 시험을 하면서

Punch items 수집

나. Phase Ⅱ(시운전부서)

36개 개별 계통(Sub-System)

기능 시험을 상온 및 고온 상태에서

설계 운전값을 확인하고 연관 계통

과 연동 시험을 수행하면서 Punch

items 수집

다. Phase Ⅲ(시운전부서) 

36개의 Sub-System의 실험과

관련 계통의 연계 시험 후 유리화

설비 전체적으로 설계 온도 및 압력

에서 운전 수치 및 계통의 안정도를

운전절차서의 유효성 및 운전 수치

점검을한다.

│울진 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의 시운전 방향과 전망│

<그림 1> 시운전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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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ase Ⅳ(유리화설비운전팀)

① 폐기물 전처리 설비에서부터

비방사성 및 방사성폐기물의 분쇄

및 유리화 조성체 등의 설계 비율로

투입하면서 저온 용융로에서 연소

및 용융 상태 저온 용융로 냉각 설

비의기능을점검

② 또한 1, 2차 배기체 처리 계통

으로 이송된 배기 가스의 처리 및

배관 냉각기의 온도 조절기능과 후

단 연소기 및 각종 필터의 성능 등

을 점검하여 유리화 설비의 전체적

인 성능의 설계치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한 후 설비의 상용 운전 준비

종료한다.

3. 시운전조직및인력

가. 시운전조직및시운전책임자

Phase I/II(계통 인계 인수/계통

시험) 단계와 PhaseIII/IV(가동전

시험. 인수 성능 시험)단계의 조직

은 1항과 같이 건설/시운전 계약 체

계도와 같으며, 단계별 투입 인력은

<그림 1> 시운전 주요 공정표와 같

다.

또한 시운전 책임자는 시운전 설

비의 운 및 관리를 책임지며 조직

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여 시운전

공정관리책임을갖는다.

나. 직원자격관리

①모든시험에관련된직원은시

운전 행정지침서의 교육 및 훈련 프

로그램에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 평

가에따라자격을부여한다.

② 자격 부여는 한수원 울진본부

품질관리규정 및 ANSI/ASME

NQA-1에준한다.

다. 시운전계통별책임자

(Test Engineer)

시운전 초기 즉 시공 부서로부터

인수/인계 서류(T/O Package)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시운전 종료 시

점까지 계통별 시험을 수행할 책임

자를 선정하여 다음 임무를 부여한

다.

●●● 논단

<그림 2> 시운전 단계별 주요 시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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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통 인수 전 T/0 Package 검

토 및 시공 부서와 계통의 현장 실

사를 하여 시공 결함 및 미결 항목

(Punch & Exception items)을 선

별한다.

②계통의사전시험범위를설정

하며 해당 기기 및 계통의 특성을

숙지한다.

③해당계통의시험공정과상세

공정Network를개발한다.

④ 해당 계통의 시험 절차서 작

성, 개정및발행을한다.

⑤ 시험 수행 전 초기 조건 및 시

험 수행 조직(운전 및 정비)을 구성

한다.

⑥시험후결과평가및자료수집

라. 시험관리평가조직

(Test working group)

① 시험 절차서 검토, 변경, 결과

검토등의기술적업무를담당한다.

②구성조직은기술지원그룹으

로 구성되며, 기계. 전기, 계장 설비

의 시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③시험의결과불만족사항의처

리, 방안을제시한다.

④ 계통의 안정, 운전/정비의 효

율성 성능 개선 등 설비의 개선 방

안을제시한다.

시운전문서개발

1. 시운전행정지침서개발

시운전을 위한 계통의 인수/인계

이후도 시공 부서와 시운전 부서는

설비의 시험 Punch 및 Exception

항목 보완 작업을 위해서 두 조직이

설비에 수시로 접근하므로 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의 절

차서가필요하다.

따라서설비의위해요인및시운

전 공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장

에 참여한 모든 계약자들이 인계/인

수한 설비에 필요한 접근을 위한 체

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 지침

서를준수해야한다.

2. 시운전절차서개발

유리화 설비의 시험 절차서 뿐만

아니라. 운전/비정상 절차서 정기

점검/정비 절차서들은 설계서에 입

각하여 유리화 설비의 특이한 운전

특성에 맞도록 시운전 공정에 맞도

록개발되어야한다.

가. 절차서준비

계통의 설계 사양서 설계 도면,

기기 제작자 공급 문서와 관련

Codes/Standards를 준비하여 시험

절차서 작성에 대비하고 시험 책임

자(Test Engineer)를 중심으로 작

성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은 포함

해야한다.

1.0 시험목적

2.0 판정조사

3.0 참고문헌

4.0 시험전요건

│울진 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의 시운전 방향과 전망│

<그림 3> 절차서 작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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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의및참고사항

6.0 시험장비

7.0 초기조건

8.0 시험절차및자료수집

9.0 계통복구

10. 첨부물

나. 절차서개발흐름도

시험 절차서 자료 준비, 작성, 검

토 및 승인 과정은 시험 관리 및 평

가팀(Test working Group)에서 수

행하며, 시험 수행의 논리성, 정확

성, 기술 점검 내용은 승인된 설계

서 및 도면에 따라서 확인되어야 한

다. <그림 3>과 같은 절차서 흐름도

에따라서작성한다.

최종 승인은 시운전 책임자

(Start-up Manager)의 서명이 있

어야 공식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한

다.

다. 울진 유리화 설비의 계통 및

시운전절차서종류

①단위기기시험(42종)

ㅇ 기계 분야(5종) ㅇ 계장 분야

(19종) ㅇ전기분야(18종)

② 계통 세정 및 기능 시험(36계

통, 57종)

③가동전시험(3종)

④비방사성성능시험(8종)

⑤방사성성능시험(4종)

3. 운 절차서개발

발전소 운전 절차서는 개별 계통

운전 및 설비 전체 기동/정지 절차

서와 비정상 운전 절차서, 정주기

점검 절차서 및 정비 절차서 등은

개별 계통 시험시 설계 개념과 시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가동 운전 시험

이전에 초안이 개발되고 가동 운전

시험시와 성능 시험시에 보완되어

서 TWG의 검토를 거쳐서 상용 운

전시에사용토록하여야한다.

시운전프로그램관리

1. 시험공정체계

시운전 정은 유리화 설비의 모든

시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림 4>와같이5단계로상

세히개발하여야한다.

가. Project Milestone Schedule

(Level Ⅰ)

설비 전체적 공정 계획으로 Bar-

Chart 로 표시되며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의 업무 경계선과 책임 부

서와공정일정이표시된Bar-Chart

형태이다.

나. Start-up Summary Sche-

dule  (Level Ⅱ)

Level I Schedule의 업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는

Bar-Chart 형태이다.

다. Start-up CPM Schedule

(Level Ⅲ)

계통별 시운전 순서 기간 업무의

한계 및 책임 부서 등을 Critical

Path에 의한 전산망으로 구성되어

서 시운전 전체 수행 항목이 표시되

며 이것은 시운전 계획 및 일정의

기준으로 상용 운전 시험시까지 유

지된다.

라. Milestone Control Schedule

(Level Ⅳ)

시운전 CPM 공정표로부터 주요

Milestone Event를 지원하기 위한

Bar-Chart로서 단위 수행 업무

Milestone의상세진행상황이표시

된다.

2. 시운전책임관할권경계

시운전 관련 계통(36 Sub-sys-

tem)의 인수/인계 시점부터 설비의

관할 책임은 시공 부서에서 시운전

●●● 논단

<그림 4> 시험 공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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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할권을

표시하는 설비상의 Tagging

System은 Green Tag 를 부착하며

계통의 시운전 및 가동전 시험이 끝

날 때까지 지속되며 가동전 시험이

종료되고 인수 성능 시험이 시작되

어 종료될 때까지 설비 관할권이 유

리화설비운 팀에 이관되므로 Blue

Tag를 부착하여 책임 소재를 구분

한다.

3. 설비의인계/인수

시공 부서로부터 시운전 우선 순

위별(CPM) Sub-system들이 시

운전 부서로 인계되기 위해서는 시

운전 행정 지침서에 따라서 관련 설

비의 모든 Document Package가

시운전 부서로 이관될 때까지 다음

과같은과정을따른다.

4. 인수/인계예외항목처리

시운전 공정의 순서에 따라 시공

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설비의

Document Package와 설비의 현장

시공 상태와 일치성 여부를 확인

(Walk Down)한 다음 시험을 수행

하는 향이 없거나 설비 시험 결과

판정에 절대적 향을 주지 않는 항

목이 있다면 그 설비는 시운전 부서

에서 인수하되 예외 항목(Ex-

ception and/or Punch items)으로

처리하되 완결되는 날짜를 반드시

명기하여야한다.

이 기한은 그 설비 최종 시험 이

전에 반드시 종결토록 하여야 하며

그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

시험수행

시운전 기간의 모든 업무는 시운

전 행정 지침서(Start-up Admi-

nistrative Manual)에 따라 수행된

다.

1. 시험시행

시운전 시험은 Test Engineer가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서 시행하며

운 조직은 기기의 적절한 운전과

안전에책임진다.

2. 시험사전요건

개별 기기 및 계통의 특이한 시험

요건은시험절차서에명시되어있으

며시험수행사전에확인해야한다.

사전 요건이 불만족시에는 시험

수행하는 시운전 책임자의 승인 후

제외시키되 Exception List에 기록

되어야한다.

3. 시험절차서개정

필요한 시험 절차서는 시험 요건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시험 변

경절차서에따라서검토되어야한다.

4. 설계변경

시험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설계

문제로 판명될 경우 설계 부서의 협

│울진 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의 시운전 방향과 전망│

<그림 5> 인수/인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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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받아 계통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모순 혹은 불일치

사항

나. 종사자 혹은 설비에 위해가

될수있는잠재적요인

다. 기기 혹은 계통이 설계 요건

및합격기준에미달할경우

라. 기기 또는 계통이 설계 범위

를 지속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설계 부서는 설비의 설계 변경이 필

요하다면 설계 문서는 변경 발행되

어야한다.

5. 설비의재시공변경및보수

시운전 기간 동안 확인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있는 현저한 재작업 항

목들은별도관리되어야한다.

1) 미완결혹은잘못된기기의시

공

2) 보수를이미한기기

3) 승인된설비개선항목

4) 추가시공항목등

상기 항목들은 승인된 행정 절차

서에 따라서 시공 조직 혹은 발전소

정비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

며 재작업무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

에는 업무 수행 후 관련 서류가 종

결되어야한다.

시험결과의검토및승인

기술 지원 그룹(Test Working

Group)은 개별 계통 시험, 가동전

시험 및 성능 시험 완료후 그 결과

를 설계 개념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고 시운전 책임자(Start-up

Manager)의승인을받아야한다.

유리화설비의향후전망

한국의 원전 설비 용량은 4개 원

전 부지에 20기로서 약 18GWe이

며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40%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성 면에 원전이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운전의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저준위 폐기물은 2007년

10월 현재 200l드럼으로 원전 4개

부지에 총 99,900드럼 용량의 저장

고에 약 75,000드럼이 중간 저장고

에저장되어있다.

지난 11월 경북 월성에 구 저

장고를 착공하 으나 방폐물은 되

도록 그 용량을 줄여서 저장하되 자

연 환경과는 완전히 격리 시킬 수

있는방법을모색하여야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방폐물

을 발전소에서 감용 처리하되 환경

에 향을 절대로 미치지 않는 방법

은 유리화 설비로서 울진 원전 5. 6

호기 설비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계

통의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며 원전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수

립하게될것으로확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시운전 프로그

램으로 본 설비의 성공적인 시운전

은 기존 원전, 후속기, 그리고 방폐

물 구 저장고에 지속적 설치 여부

를 결정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될 것

이다.

●●● 논단

<그림 6> Exception 항목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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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의 시운전 방향과 전망│

<그림 7> 울진 5,6호기 유리화 설비 주요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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