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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어 당사의 대응 방침을 밝혔으므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 등에서 정
화 처리한 물'을 'ALPS 처리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물을 아래의 용어로 정의합니다.
또한 탱크에 함유된 트리튬량에 대한 상세 조사 결과도 보고합니다.

1. ALPS 처리수의 정의에 대해

ALPS 처리수 등

스트론튬 처리수

ALPS 처리수 처리 도상수
고시 농도비
총계 1 미만

(출구 7핵종추정)※

고시 농도비
총계 1 이상

(출구 7핵종추정)
재이용 탱크 고시비 미평가

323,900 m3

(2020/12/31)
805,100 m3

(2020/12/31)
27,800 m3

(2020/12/31) -
1,156,800 m3 （2020/12/31）

1,235,550 m3 (2021/4/15) 20,221 m3

(2021/4/15)

1,255,771 m3 （2021/4/15）

※: 방출 전 샘플 탱크에서 62핵종+탄소 14를 측정하여 ALPS 처리수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는 다시 정화 처리를 실시.

1회/3개월 갱신(포털사이트)
1회/1주 갱신(체류수 저장 상황 등)



해수 이송 펌프
취수한 해수와 혼합하여
충분히 희석

샘플 탱크

구내 저류 탱크

2차 처리한 물

폐기물

처리수의 분석
ALPS 처리수 중의 트리튬, 62핵종(ALPS 제거 대상
핵 종 ) 및 탄소 14 의 방사 성 물질 농도 의
측정・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제삼자에
의한 측정이나 공개 등도 실시한다.

희석
대량의 해수(100배 이상)로
희석하므로 희석 후 방출수의
트리튬을 제외한 핵종의 고시
농도비 총계는 0.01 미만이 된다. 긴급

차단 밸브

2차 처리
필요에 따라 2차 처리를 실시하여
안전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도는지* 확인한다. *고시 농도비 총계 '1 미만'

트리튬 이외에서 고시 농도비
총계 '1 미만'

트리튬 이외에서 고시 농도비
총계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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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량
당 분 간 은 사 고 전 후 쿠 시 마
제 1 원 자 력 발 전 소 의 방 출 관 리
목표치인 연간 22조 베크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폐로 진척 등에 따라
적절히 재검토한다.

다핵종제
거설비
[ALPS]

2차 처리
설비

<해양 방출 설비의 개념도>

[참고] ALPS 처리수의 정의와 해양 방출 설비의 관계

스트론튬 처리수 ALPS 처리수 등 ALPS 처리수처리 도상수 ALPS 처리수

스트론튬
처리수 등

방출수의 트리튬 농도
방출수의 트리튬 농도는 1,500베크렐/리터
미만으로 하고, 방출 전의 트리튬 농도와 희석
수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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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구내 탱크의 트리튬 저장 상황(2021년 4월 1일 시점)

• 탱크 수 1047대 *1

• 탱크 저장 수량 약 125만m3 *2

– 트리튬 평균 농도 약 62만 베크렐/리터
– 트리튬 총량 약 780조 베크렐 [순수 트리튬수 환산: 약 15그램] 처 리 수

*1: ALPS 처리수 등, 스트론튬 처리수의 합계.
*2: 수위계 측정 하한치부터 탱크 바닥면까지의 물을 포함한 저장량.

2. 발전소 구내 탱크의 트리튬 저장 상황



4

3. 탱크 내 트리튬의 총량 평가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에
대해 2021년 4월 1일까지의 탱크 내 트리튬 총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ALPS 처리수 등 탱크(실측치)'는 2020년 12월 말까지 만수가 된 탱크군에 대해 방사능
농도 측정의 실측치 및 2021년 4월 1일까지의 감쇠를 고려한 것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추정치)'는 위를 제외한 탱크에 대해
2021년 1월의 담수화 장치 입구의 트리튬 농도(약 45만 베크렐/리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

탱크 실측 or 추정 저장량*1 트리튬량*1

ALPS 처리수 등 탱크(실측치) 실측 약 116만m3 약 737조 베크렐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
(추정치)*2

추정 약 10만m3 약 43조 베크렐*3

합계 약 125만m3 약 780조 베크렐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했으므로 합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측정 미실시 및 이송 중인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를 포함한다.
*3: 추정치이므로 향후 실측 결과에 따라 수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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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탱크 내 트리튬의 과거 총량 평가에서의 변경점

변경 내용 이번 제15회 소위원회
(2019/11/18)

감쇠 평가 시점 2021/4/1 2019/10/31

ALPS 처리수 등 탱크(실측치) 저장량 약 116만m3

(2020/12 만수)
약 83만m3

(2019/6 만수)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
(추정치)*1 농도

약 45만 베크렐/리터
（2021/1）

약 105만
베크렐/리터

(2019/4~9 평균)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
(추정치)*1 저장량

약 10만m3

(합계 – 실측)
약 34만m3

(합계 – 실측)

합계 저장량 약 125만m3

(2021/4/1 시점)
약 117만m3

（2019/10/31）

*1: 측정 미실시 및 이송 중인 ALPS 처리수 등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를 포함한다.

 2019년 당시에 비해 스트론튬 처리수의 처리가 진척되면서 탱크에 보관된 ALPS 처리수
등 탱크의 실측이 진행되었는데, 추정량이 약 34만m3에서 약 10만m3로 감소했고 추정
에 이용한 농도(약 105만 베크렐/리터)에 비해 실제 농도가 낮았기에, 트리튬 총량이 감
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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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탱크 내 트리튬의 과거 총량 평가에 대해

주:재게 자료에서 ALPS 처리수는 당시의 정의('다핵종제거설비 등에서 정화 처리한 물')에
따른다.

처리수 중에 함유된 트리튬 총량에 대해 제15회 소위원회 자료
(2019/11/18) 재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탱크(이하 'ALPS 
처리수 탱크')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탱크 내 트리튬 총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ALPS 처리수 탱크(실측치)'는 올해 6월 말까지 만수가 된 탱크군에 대해 방사능 농도

측정의 실측치 및 10월 31일까지의 감쇠를 고려한 것
 'ALPS 처리수 탱크 등(추정치)'은 위를 제외한 탱크에 대해 2019년 4월~9월의 처리 설비

출구의 평균 트리튬 농도(약 105만 베크렐/리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

*1: 측정 미실시 및 이송 중인 ALPS 처리수 탱크, 스트론튬 처리수 탱크를 포함한다.
*2: 추정치이므로 향후 실측 결과에 따라 수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저장 및 처분의 시간축에 관한 시산에서는 위의 합계를 반올림한 약 860조
베크렐을 기초로 한다.

탱크 수위 실측or추정 저장량 트리튬량

ALPS 처리수 등 탱크(실측치) 실측 약 83만m3 약 506조 베크렐

ALPS 처리수 등 탱크*1(추정치) 추정 약 34만m3 약 350조 베크렐*2

합계 약 117만m3 약 856조 베크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