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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pelkamp	NIS	해체	기술	및	경험

안녕하십니까? 저는 Christoph Mendyk
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Siempelkamp 해체기술 및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기를 해체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
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 조건과 접근
성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 그 다음에 기기활
성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구조, 그
리고 설치, 특히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직접 작업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부 해체계획이 필요
합니다. 절단기술과 절단도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구와 솔루션, 장비, 그리고 물류계획도 
필요합니다. 별도의 해체부서를 통해 여러 가지 전
략 및 방법론을 활용해서 절단이나 아니면 기계적, 
열적 절단 및 수중절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원자로 내부구조물,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다른 
1차 계통의 기기, 큰 기기에 대해서 해체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과
거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된 프로젝트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주요목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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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고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며 관련된 리스크는 최
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용기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제
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젝
트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 산업안전, 또 환경보호
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우
리는 맞춤화된 해체절차,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검증된 기술과 기준을 바탕으로 성공
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더
더기 없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 긴밀하
게 협력합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창조성을 통해서 

변화하는 요건과 조건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내부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기술과 상용기술을 바꿔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경
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적용시켜 리스크를 최소
화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분석, 시
뮬레이션 등 종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성능검
증도 진행을 합니다. 또한, 목업을 이용한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
던 것처럼 공정이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 구조개념을 갖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
를 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1]	VAK,	Kahl	N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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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가된 폐기물 용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기절단 계획과 포장개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에 운송규제라든가 최종처분규제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
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자력안전, 산업안전, 환경보호 관련해서 중요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과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드하우징 및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압유지
를 하고 있고, 또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사자 안전을 
도모하며 여러 가지 카메라를 활용한 관찰도 진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은 VAK Kahl에서 진행한 대규모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가동된 원전으
로서 또 최초 해체 프로젝트였습니다. 원자로 용기 
내부 구조물, 가압용기, 압력용기, 절단 해체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지규제 해제까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림 1]이 원자로 압력용기인데, 
Water jet 로봇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절단을 진행을 한 후 절단된 부분은 다
른 곳에서 이동을 시켜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Band 
saw를 이용해서 절단을 했습니다. 이 압력용기에
는 방사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가 들
어갈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가서 절단을 시작 할 때 혹은 밴드
를 교환을 해야 될 때 들어가서 작업을 확인을 합니
다. 그 다음에 칼 원전에서 나온 스팀 트랜스듀서가 
있는데, 벙커에서 밀리머실을 이용해서 수평절단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벽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튜브 번들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
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작업으로 앵글 그
라인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용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원격으
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
음에 절단용 토치를 이용해서 철 보강 구조물도 제
거를 했습니다. 큰 파이프, 기기, 파이프 등을 다 없
앤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굴착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제거한 이후에 격납용기를 개방을 했고, 수평절단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된 부분을 땅에다 놓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
서 모든 격납용기가 이렇게 해체가 될 수 있었습니
다.

다음에 독일의 다목적 연구로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자로 용기 상부헤드
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구조물과 압력용
기도 해체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압력용기 상부
헤드를 절단할 때 저희가 Band saw를 이용했는
데 여기 보시면 Infeed Table이라는 것을 사용했
고, 절단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다른 곳에 저장
했다가 절단을 더 세분화해서 폐기물 용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부헤드를 작업했습니
다. Upper Spacer가 상당히 두꺼워서 Band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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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해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 후에 포장을 했
고, 나머지는 내부구조물 절단을 하게 됩니다. 에너
지 체인으로 전원을 제공해가지고 이 용기 안에서 
내부구조물에 대한 절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 
2-1]은 플라즈마 절단, 그러니까 수중에서 로봇을 
활용한 것인데요, 감속제 탱크, 그 다음에 노심 구
조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시편 홀더튜브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플라즈마 절단방
식을 이용해서 절단을 했습니다. 여기 폴라브릿지 
마스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
었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도 이 로봇을 이용해서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차폐 부분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절단
뿐만 아니라 접촉식 금속아크절단을 활용했습니
다. 그래서 여기 열 차폐 공간에다가 적용을 했고, 
RBI 절단을 할 때 작업시간은 매우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BI를 절단 및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열재를 제거를 하는데, 용기
를 회전 지지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제

대로 고정시키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앵글 그라
인더가 원격으로 조종이 되는 것인데 앵글 그라인
더로 절단을 했고 작은 틈을 내어서 창을 내서 밸트
컴밸을 이용해서 절단된 것을 이동을 시켰고 오른
쪽에 보시다시피 200m짜리 드럼에 넣었습니다. 전
체 RPB 무게가 크레인 용량을 초과해서 플랜지를 
실린더 파트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Band saw로 절
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린더 형태의 파트를 회전 
지지링 위에 올리고, 이것을 올렸다가 다시 고정시
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플레임 커팅 시스템이 각 레
벨에 닿아서 이 실린더 파트를 다 절단하도록 하였
습니다. 헤드까지 다 내려가서 밴드소로 절단을 했
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KWW Würgassen([그림 3-1] 
참고)입니다. 2개의 증기건조기를 절단하는 프로젝
트였습니다. 선량과 오염문제로 증기건조기가 직
접 절단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
량도 크고 복잡한 구조고 또 얇은 판이었기 때문
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싱을 만들어
서 콘크리트로 일단 증기건조기를 채우고, 그 다음

[그림	2-1]	MZFR(Multi	Purpose	Research	Reacto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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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스팀드라이어를 케이싱 안에 넣고 튜브와 다
운홀더로 고정을 시키고 그라우트를 주입했습니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라우트를 주입합니다. 말
린 다음에 와이어소로 강화철강 콘크리트가 되고 
커팅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와이어 소(wire 

saw)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넣고 콘크리트 커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커팅한 콘
크리트를 이제 클리퍼로, 콘크리트에 맞춤형 원격
조정 클리퍼로 들어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육안검
사를 한 다음에 롤러컴베이어에 넣어서 이제 마지

[그림	2-2]	MZFR(Multi	Purpose	Research	Reacto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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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방사능 평가 육안점검 한 다음에 패키징을 
했습니다. 2개의 스팀 드라이어를 이런 식으로 절
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KKS Stade([그림 4] 참고)입니다. 스타
드(Stade)에서는 RPB 절단을 진행을 했는데, 커팅
플랜과 패킹플랜을 먼저 만들어서 수중에서 샘플
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다음에 최적화된 패
키징 플랜을 짤 수가 있었고, 안전한 30개의 용기
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PB 해체절단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서는 장비 설치 후 사용후연료 저장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정비부분을 차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갠트
리 크레인 등 장비가 다 설치된 로봇 등을 준비 했

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수조 바닥에 설치를 하는 회
전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우징에는 이중 잠금장
치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여기에 들어갈 때 용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내부에 있으면 일단 더블도어를 
잠그고 바깥쪽에 있는 절단로는 모두 바깥쪽에 남
도록 했습니다. 

초기조건은 제일 처음에 Shielding Chamber
가 있었고, 이것은 버라이트로 채워져 있었습니
다. 이에 실딩뱅크가 더해져 루프는 없어지고 파이
프만 남게 되었는데, 남은 파이프도 모두 절단을 
한 다음에, 이제 RPB는 172개의 파편으로 잘라지
게 됐고, 39개의 Konrad 용기와 그 다음에 59개의 
MOSAIK 타입의 Cast ion containers에 담겼습니

[그림	3-1]	Wurgassen	N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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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작업은 15개월이 걸렸고 전체 해체까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를 아래쪽으로부터 분리를 했
고, 여기에서도 다시 RPB 무게가 크레인 용량을 초
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임 커팅 시스템을 사
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파트가 절단부분으
로 다시 옮겨져서 작업을 했습니다. 

용기는 로봇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앵글 그라인
더와 Gripper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편들을 Gripper로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은 로봇을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표면을 측정하도
록 교육시켰습니다. Gripper를 통해서 더블도어 출
입문으로 넣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저희

한테 RPB 클로즈 헤드도 절단해달라고 해서 절단
했는데, 용기 안에 패키징을 할 때 바깥쪽 절단면은 
항상 바깥쪽에 안쪽 절단은 안쪽에 넣는 이런 자체 
차폐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징을 했습니
다. 

다음은 미국에 있는 자이언(ZION) 발전소 ([그림 
5-1], [그림 5-2] 참고)입니다. 여기는 쌍둥이 호기
인데, RPB와 RVI 절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C호스
라고 부르는 3세대 절단기 원주유압식 회전 절단기
를 [그림 5-1]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압식, 원주회
전 절단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VRS(Volume 
Reduction Station)이 있어서, 원형 투어 플레이트
를 헤드 위에 부착합니다. 빔 위에다가 놓고 돌려서 

[그림	3-2]	Wurgassen	N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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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ade	NPP	Project

모든 면에 닿을 수 있게 하여 절단 할 수 있도록 장
비를 사용했습니다. RVI를 절단했습니다. 컴퓨터 
모델인데, 그 Circular Saw를 크러스 빔에다 놓고 
이제 벌티카타워로 3D 모델링 그림을 만들었습니
다. 

RVI 해체절단이 완료되면 RPV를 진행 했는데, 
RPV는 17개 Segment로 나눠졌습니다. 전체 계획
부터 제작, 시작까지 18개월 걸렸습니다. 1호기 같
은 경우는 2개월, 2호기 같은 경우에도 2개월 진행
됐습니다. 스타트버스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
됐습니다. 절단에 한 10%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빠
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설비에 있는 목업은 Turnable Shielding 
Plate와 그리고 Sle cleaning Ventilation 같은 것들
이 있습니다. 실제 RPB가 있는 경우에 실링을 샌드
박스에서 제거를 하고 주변에 콘크리트 블록도 제
거를 하는 것들을 결국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도 이제 Wire saw로 절단했고 RPB Nozzle Cap으
로 차폐와 실링했습니다. 실제 절단해체로 가게 됐
는데, Load Bridge와 Strand jack system을 준비하
고 봉이 Strand jack에 고정이 되고 아래에서 위까
지 이제 Flame cutting system이 전체에 RPB를 절
단해체 하게 되고 Gripper가 이것을 리프팅 로드
로 들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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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ZION	N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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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ZION	NPP	Project

[그림	6]	추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또 다른 방식으로 내부에 캐비티는 캐비티 내에 
리프링 로드가 올립니다. RPB 벽 같은 경우에는 열
적절단을 했고, 절단된 것을 커서메이드 된 실링박
스 및 실링커버에 넣어서 이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
림 6]과 같습니다.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2020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