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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II)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종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량의 금속

성 방사성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준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재활용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 선진국에 진입한 이상 원전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 있으며, 특

히 연구로 1, 2호기와 우라늄변환공장으로부터도 다량의 금속성 방사성폐기

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대비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의 재활용은 각 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의 결정을 미루고는 있지만, 전력

시장의 민 화 등으로 원자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을 통한 처분비용 절감 등은 매우 시급하다. 부존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로부터 다량의 고철이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자력시설에 사용되는 금속류들은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재료

들로서 재활용 시 많은 경제적 이득도 예상되므로 이의 체계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주요 원자력선진국들의 방사성폐기물 규제 정책/기준을 방사성핵종에 따

라 검토하고, 방사선학적 제한이 없는 처분 또는 무제한적 재사용을 위한 물

질의 방출에 있어서 표면오염도 및 비방사능의 국제 규제 기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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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각국의 

재활용 기술/현황을 검토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연구로 1, 2호기 해체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의 양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법적 현황을 파악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금속폐기물을 용융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재활용/재사용함으로서 처분과 비교하여 수십%의 비용 이

득을 산출하고 있다.

Co-60(반감기 5.26년) 등의 장반감기 및 기타 단반감기 핵종 함유 방사

성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기준과 해외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장차 국내 원

자력시설 해체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규제 기준값

의 제안과 법제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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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The Study on the Recycle Scheme of the Metallic Radioactive Wastes(II)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large amount of metallic radioactive wastes is generated from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and a large portion of this material is only slightly 

contaminated. Therefore, the generated metallic radioactive wastes can be 

recycled in the public and nuclear industry by the appropriate technical 

procedure.

Particularly, a large amount of the metal has been imported in our case 

short of the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the metals used in the nuclear 

facilities are valuable ones with expectation of the economical profits when they 

are recyc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fundamental works on the 

recycling scheme of the metallic radioactive waste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Regulation policies and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 of some advanced 

countries are reviewed according to radioactive nuclides. Surface contamination 

and specific radioactivity of each country are understood in the aspects of 

material release for unrestricted reuse or disposal without radiological restriction.

In addition, the health and socio-environmental impacts by the release of 

metallic radioactive wastes are inspected and the recycle technology of each 

country for reducing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cost is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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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metallic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of KRR-1&2 is estimated and the legal status associated with recycling is 

investigate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It was understood that regulation criteria for material release varied with 

countries and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not setup. But, most advanced 

countries are continuously studying on the recycling of metallic wastes for the 

purpose of the reuse of resources and disposal cost reduction.

Practically, the advanced countries make a lot of cost profits compared with 

disposal as their metallic wastes are recycled and reused through technology like 

melting. The reasonabl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lso expected to be set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the aggressiv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IAEA and NEA toward recycling these wastes.

In our case, the recycl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radioactive 

nuclide with long half-life such as Cs-137(half-life: 30y) and Co-60(half-life: 

5.26y) including others,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nuclear fission or 

dismantling of nuclear facilities, are not yet established.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ecommend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regulatory criteria be carried out 

for the recycle and reuse of metallic wastes to be generated from the 

dismantling of domestic nuclear facil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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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전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원자력시설은 한계수명에 도달하게 되

고 궁극적으로 해체단계를 맞이한다. 이때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금속, 

콘크리트 등 종류도 다양하며 발생량 또한 방대하다. 실제로 OECD/NEA 자

료에 의하면, 향후 50년 동안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또는 

조각금속)의 양은 약 3,0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때 해체시 발

생하는 조각금속의 대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방사성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만약 이러한 조각금속을 모두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199

0∼1993년간의 미국 조각금속 가격 산정기준으로 볼 때, 100-1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도 연구로 1, 2호기의 경우 해체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은 구조재, 배관재 등을 포함하여 수십톤 이상이 될 것

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금속 폐기물은 적절한 제염처리만 한다면 다시 사

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사용 가능한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현재 전세계의 원자력시설 해

체시 발생될 조각금속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선정과 인허가는 강한 정치적 반대에 봉착해 왔고, 처분 관

련 비용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각금속을 처

분장에 처분해 버린 후, 또다시 채광하고 새로운 금속을 상업적으로 생산하

여 사용하기보다는 귀중한 자원의 절약과 처분비용 절감 차원에서, 처분/대

체 이외의 재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시 발생하는 조각금속의 재활용(Recycle)/재

사용(Reuse)에 관한 국제적인 정책 현황, 방출 요건, 보건/사회/환경적 향, 

그리고 기술 현황을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연구로 및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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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기준 

국제적인 규제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IAEA 및 EC 권고안을 각각 표 1 

∼ 표 3에 나타내었다. 우선, 표 1은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의 

개정안에서 제안된 면제기준과 IAEA's Safety Series No. 111-G-1-5의 

Clearance 권고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면제기준과 Unconditional clearance 

기준의 차이는 각 핵종에 따라 다르다. IAEA 방사능 농도 값은, 규제적 통

제하의 시설로부터 물질의 Unconditional clearance에 허용되는 기준이다. 표

면 오염도(Bq/cm2)에 대한 IAEA clearance 기준의 수치값은 비방사능

(Bq/g)에 대한 수치와 같다. 적절한 경우, 질량 및 표면 요건이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한다.(예: 금속대상물과 건물). 많은 물질에 대하여, Mass 농도 값(예: 

절연재와 같이 평평하지 못하거나 거친 표면을 가진 물질에 대하여) 만을 적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AEA의 Unconditional clearance 기준의 유도는 매립지 처분과 폐기물 

소각, 그리고 철 및 비철 금속과 콘크리트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계된 최

근 수년동안의 방사선학적 평가에 기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10μ

Sv/a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값들은 각 핵종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를 설정하

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범위로부터, 권고된 Clearance 준위는 가장 보수

적인 시나리오의 분석결과에 기초한다.

EC Basic Safety Standards(BSS)는 방사선 이온화의 위험에 대한 일반

주민과 작업자의 보건방호를 보증할 의도로 작성되었는데, 주로 ICRP 간행

물 No. 26과 No. 30에 기초한다. European treaty 31조에 따라, 전문가 집단

은 원자력시설의 해체시 발생하는 물질의 재활용에 대한 방사선학적 방호요

건에 대한 권고안을 1988년에 간행하 다. 방사선방호 No. 43은 원자력발전

소 해체시의 철 금속조각과 장비에 대한 Clearance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험과 새로운 분석에 의거하여, 전문가 집단은 원래 권고값

을 보완하고 그 값을 철 합금,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구리 그리고 구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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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포함하는 다른 물질로 확장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party)

를 소집키로 결정하 다.

이 자료에 포함된 권고값은 ICRP 간행물 60, EC Basic Safety 

Standards, 그리고 현재 간행되지 않은 채로 있는 최근의 몇몇 연구에 기초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근소하게 오염된 방사성 조각금속, 구성요소, 그리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장비들이 일반적인 공공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

가될 수 있다.

표 1. IAEA의 면제 및 해제 기준 권고치(Bq/g)

Nuclide

IAEA Basic 

Safety 

Standards 

exemption 

levels

IAEA 

recommended 

unconditional 

clearance levels

Nuclide

IAEA Basic 

Safety 

Standards 

exemption 

levels

IAEA 

recommended 

unconditional 

clearance levels

H
3

1,000,000 3,000 Ru
106

- 3

C
14

10,000 300 I
129

- 30

P
32

1,000 300 I
131

- 3

S
35

100,000 3,000 In
111

100 3

C
l36

10,000 300 I
123

100 30

Ca
45

- 3,000 I
125

1,000 30

Cr
51

- 30 Cs
137

10 0.3

Fe
55

10,000 300 Pm
147

10,000 3,000

Fe
59

10 3 Au
198

100 3

Co
57

100 30 Tl
201

100 30

Co
58

10 3 Ra+
226

10 0.3

Co
60

10 0.3 Pu
239

1 0.3

Ni
63

100,000 3,000 Am
241

1 0.3

Kr
85

100,000 - Ce
144

- 30

Sr
89

1,000 300 Pu
241

- 30

Sr+
90

100 3 Ir
192

- 3

Y
90

- 300 Po
210

- 3

Tc
99

10,000 300 Np
237

- 0.3

Cd
109

- 300 U
238

- 0.3

한편, ,EC 특별조사위원회의 규제해제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물질을 방

출하기 위한 2개의 뚜렷한 선택사항, 즉, 직접적인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및 

재사용에 따른 용융에 관한 것들이 나타나 있다. 직접 재사용에 대하여, EC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안한 규제해제 기준은 표면 오염에만 적용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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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ass specific과 Surface specific 기준(표 3)은 용융에 의해 재활용될 

물질에 대하여 적용된다. 표 5와 6에서는 철, 구리 또는 알루미늄에 대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조항들이 규제해제 기준의 사

용에 적용된다.  

- Mass specific 규제해제기준은 방출되는 금속의 단위 질량당 전체 방

사능이고 적절한 양의 금속의 평균값으로 의도된다.(즉, 수백 kg 이하

의 질량)

- Surface specific 해제 기준은 전체 표면 방사능농도, Fixed plus 

non-fixed, 그리고 적절한 면적에 대한 평균값으로 의도된다.(여기서, 

수백 cm2). 접근 불가능한 표면에 대하여, 표면 오염도의 정도가 합리

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표면방사능에 대한 규제해제 기준은 초과됨

이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EC 초안에 의하면, 경제적이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원자력산업내에

서의 재활용은 공공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규제해제에 비해 우선권을 가져

야 한다고 제안하 다. 더욱이, 제안된 규제해제기준은 규제해제 이전에 규

제적 통제하에서 용융되었던 금속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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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속 직접재사용에 대한 Nuclide specific clearance level의 EC제안값

Nuclide
Surface specific

(Bq/cm
2
)

Nuclide
Surface specific

(Bq/cm
2
)

H3 10,000 Cs137 10
C14 1,000 Pm147 1,000
Mn54 10 Sm151 1,000

Fe55 1,000 Eu152 1

Co60 1 Eu154 1
Ni59 10,000 U234 0.1
Ni63 1,000 U235 0.1
Zn65 10 U238 0.1
Sr90 1 Np237 0.1
Nb94 1 Pu238 0.1
Tc99 1,000 Pu239 0.1
Ru106 10 Pu240 0.1
Ag108m 1 Pu241 1
Ag110m 1 Am241 0.1
Sb125 10 Cm244 0.1
Cs134 1

표 3. 금속 재활용에 대한 Nuclide specific clearance level의 EC제안값

Nuclide
Mass specific

(Bq/g)

Surface specific

(Bq/cm
2
) Nuclide

Mass specific

(Bq/g)

Surface specific

(Bq/cm
2
)

H3 1,000 100,000 Cs134 0.1 10
C14 100 1,000 Cs137 1 100
Mn54 1 10 Pm147 1,000 1,000

Fe55 10,000 10,000 Sm151 10,000 1,000

Co60 1 10 Eu152 1 10
Ni59 10,000 10,000 Eu154 1 10
Ni63 1,000 1,000 U234 1 0.1
Zn65 1 100 U235 1 0.1
Sr90 10 1 U238 1 0.1
Nb94 1 10 Np237 1 0.1
Tc99 100 1,000 Pu238 1 0.1
Ru106 1 10 Pu239 1 0.1
Ag108m 1 10 Pu240 1 0.1
Ag110m 1 10 Am241 1 0.1
Sb125 10 100 Cm244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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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와 EC 계획은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일관적

인 국제 규제해제 표준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 

계획은 조건적인 해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수의 나라에도 적용된

다. 각 계획을 살펴보면, 포괄적이어서 즉각 수용될 만한 공통적인 방출기준

을 나타낼 만한 표준을 개발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출요건을 개발

하기 위한 현재의 국제적인 노력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AEA제안은 최소(De minimis) 방출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단, 그러한 요건이 어떤 맥락에서는 유용할 지라도, 유용하고 유효한 

재활용 기술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감추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 방출요건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불확정성과 불허용성에 대한 Safeguard

로서 보수적인 가정들을 통합하는 모델에 계속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게다가 모델은 종종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들의 보수화를 증대시키

는 등, 다른 모델들에 대한 기초로도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방사선학

적 위험은 물질과 관련된 비방사선학적 위험이나 관련 공정으로부터의 

위험보다 감소될 수 있다. 

- 방사성 금속, 비방사선학적 보건, 환경적, 그리고 물질의 처분/대체와 

관련된 사회 경제학적 위험은 재활용을 부인할 뿐만아니라 그 이상이

다.

- 측정과 최근의 모델링으로부터 얻어진 다량의 Data는 무조건적이고 조

건적인 방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모델

과 계산된 가정에 대한 신용은 의심스럽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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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금속성방사성폐기물 재활용/재사용 기술현황

재활용/재사용 기술력은 미래의 방출 기준과 요건의 개발 및 이행에 있

어서 종합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3가지 중요한 기술현황을 재

활용/재사용 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특성과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고찰하

다.

3.1 용융

용융은 방사성 조각금속을 제염, 특성화, 회복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며, 많

은 재활용/재사용 방안에 도움을 주는 구성요소이다. 불행하게도, 한정된 양

의 방사성 조각금속만이 용융할 수 있도록 방출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4개의 발전소가 산업적 규모로 오염 금속을 용융하기 시작하 다. 그림 1은 

연간 가공되는 물질에 기초하여 이러한 시설 각각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보

여준다.

그림 1.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용융 시설 성과

용융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감마 방출체인 Ce-1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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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염 효과를 가져온다. Ce-137이 금속으로부터 휘발되고 환기 필터에 

의해 수집된 먼지에 축적되므로, 그것은 거의 전부 용융 과정동안 제거된다. 

추가적으로, 우라늄과 다른 산화물은 슬랙 금속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고 따

라서, 알파 방출체의 양을 줄인다. Co-60과 다른 핵분열 생성물은 지배적으

로 남아 있는 핵종이다. 이러한 핵종이 상대적으로 단반감기(Co-60에 대하여 

5.3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Ce-137에 의하여 배제될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용융은 잔류 방사능이 괴의 전 부분에 걸쳐 균일하게되므로 또한 방사성

금속 특성화를 단순화하고 접근 불가능한 표면과 연관된 어려움을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용융은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요소들의 제염과 방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용융후에 괴속에  그대로 있

을지도 모를 방사성핵종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은 또한 용융전에 물질을 

제염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2 해체를 위한 제염 기술

3.2.1 목적 및 선정 요건

해체를 하려면 해체될 원자력시설과 연관된 비용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염기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오염을 제거함

으로서 원자력시설의 선량 준위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원자력시설에 접

근하기가 매우 쉽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로봇 혹은 조작기를 사용하

지 않는 대신 인간이 직접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해체 기술의 사용이 허용된

다. 유사하게, 제염을 함으로서, 생성된 폐기물이 더욱 준위가 낮고, 따라서, 

더욱 경제적으로 처분될 있도록 구성요소나 구조물의 오염 준위가 감소될 

수 있다. 사실, 제염은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폐기물로서 처분이 허용되는 준

위까지 오염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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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염기술이 원자력시설에 있어서의 유지보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동일한 기술이 또한 원자력시설과 구성요소를 

해체하는 활동에 성공적으로 채택되어왔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응용 분야에 

기초한 기술마다 다르다. 예컨대, 유지보수 분야에 응용되는 제염은, 그 목적

에서처럼, 구성요소를 궁극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파

괴적인 방법이 구성요소를 제염하기 위해 채택되어야 한다.

해체를 위한 제염 목적은 Clearance 준위를 얻기 위해 방사능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방사선학적 제한 없이 물질의 방출을 허용하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구조재의 얇은 

층을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해체 

활동에 요구되는 제염방법은 발전소 가용 수명동안 사용되는 방법보다 더욱 

Aggressive하다. 사실, 그러한 제염은 자주 Clearance 준위를 만족시키기 위

해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채택과정에서의 또 다른 기여 인자는 2차폐기물발생과 재사용, 제염될 물

질의 양, 측정과 확인을 위한 접근을 포함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제염으

로부터의 2차폐기물은 재사용 혹은 재활용될 수 있다. 유지보수 응용분야에

서 제한된 규모로 사용된 그러한 활동은 채택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폐기물의 양과 그에 부합하는 비용절감 잠재력은 대규모 해

체 과제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그러한 인자들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유사하게, 해체과정의 결과로서 생성된, 따라서 제염할만한 오염물질의 

양은, 자동화가 실제적으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이며 다루기 

힘든 기술 또는 현재의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는다.

산업은 현재 유지보수 응용분야에 있어서의 이용을 위한 기술로부터 원

자력시설 해체에 있어서의 이용을 위한 기술로 전개되면서,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낮은 방출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알맞은 기술의 효율에 관해 쓸모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유효한 방법과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Clearance 준위이하로 제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요구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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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준위까지 물질을 궁극적으로 제염하는 것이 목적인 이상, 제염은 빈번

하게 여러 단계로 이행된다. 

3.3 선택된 제염기술의 특성

3.3.1 Abrasive Blasting Systems

습식 및 건식 Abrasive blasting 시스템은 꽤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한 시스템은 높은 제염지수를 나타내는, 종래의 산업으로부터 기원이 된 

기계적 방법을 제공한다. 작동이 오래 계속될수록 더욱 파괴적이다. 그러나 

습식 시스템은 처리하기 힘들지도 모르는 먼지와 물방울의 혼합물을 생성한

다. 이때 물질 표면으로 오염이 들어가지 않도록(Hammering 효과) 주의하여

야 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Clearance 준위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종적으로, Abrasive blasting 기술은 균일하게 접근할 수 없는 복

잡한 표면에는 적합하지 않다. 

3.3.2 Aggressive chemical decontamination

 Aggressive chemical decontamination 기술도 또한 성공적으로 사용되

어 왔다. 이러한 기술은 50∼70℃ 이상의 산 용액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금속산화물막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요구되는 제염 준위는 필요한 만

큼 오랫동안 공정을 계속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데, 탱크 혹은 배관 벽이 

부식에 의하여 관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에서 사용할 때 그리고 배관 내외부 표면의 균일한 처리를 필

요로 할 때 적합하다. 그러나, Aggressive chemical decontamination은 반응

성 Chemical의 효율적인 재순환을 요구한다. 부산물의 재순환이 불충분하면  

처리하기 힘든 다량의 2차폐기물을 처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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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는 전해조의 Soaking 물질 또는 

구성요소, 또는 제염되는 물질의 표면위로 패드를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는

데, 구성요소로부터 금속산화물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해

질은 계속적으로 재순환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이러한 공정은 도체 표면에만 

적용될 수 있으나 매우 효과적이고 제염지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은 (1) 전해조(Soaking)의 크기, (2) 표면의 기학학적 

형상과 처리되는 역(패드)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 받는다. 결과적으로,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는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예: 배관, 

기타)의 산업적 제염에는 적용할 수 없다.

3.3.4 기타 제염 기술

초음파, 고압수 젯트 혹은 Steam spraying, thermal erosion, pastes, 

gels, foams 등을 포함한 기타 제염 기술도 또한 해체에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일부 기술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응용 절차나 일반 산업 혹은 대규모 

응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심화된 개발을 요구한다.

3.3.5 해체를 위한 제염과정의 개요

OECD/NEA 해체 협력프로그램은 해체 범위 내에서 제염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Task Group을 설립하 다. Task Group의 조사는 

선량 축소와 폐기물 재분류 또는 Clearance를 위한 제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금속 및 콘크리트 표면의 제염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 다. 이러한 

조사의 일부로서, Task Group은 상이한 제염 기술의 기술적 및 경제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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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체 과제 책임자들 사이에서 Survey를 수행하고 있다. 

표 4는 제염에 관련된 공정의 목록을 나타낸다. 폐시스템(예: 원자로 주순환

계 full system 제염)은 open 탱크에 적용가능한 제염공정((예: 해체 조각의 

제염)과는 구분된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표면 제염과 파쇄 공정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3.4 측정과 기구 사용

비방사능 혹은 표면 오염에 기초한 방출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

하여, 어떤 물질의 준위가 설정된 Clearance 준위값 이하이다는 것을 관계당

사자들이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

다. Task Group은 재활용/재사용 응용 측면에서 최첨단 기기가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 방사능 평가 방

법과 선정 요건을 조사하 다. 

장비와 물질에 있어서의 방사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기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제적인 제약사항들이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들은 측정코자 하는 물질의 기하학적 복잡성, 자연 

방사능의 향, 물질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충족될 요건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유용한 기기 들의 민감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 때문에, 기

준과 요건을 적절하게 개발하려면 측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Task Group은 동일한 물질을 여러번 측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잇따

르는 과정으로부터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제약사항들의 하나 이상이 몇몇 사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약간 

오염된 연료랙을 용융시키는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Belgoprocess는 32톤의 

스테인레스스틸에 있는 방사능 준위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측정이 부정확하

다는 것을 발견하 다. 괴의 용융후 측정과 결과적인 슬랙과 먼지의 결과로

서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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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해체를 위한 제염 과정의 개요

Metal decontamination
Closed 

Systems

Open 

Systems

CHEMICAL PROCESS

Oxidation process

 ․ODP/SODP

 ․Cerium/Sulfuric acid

 ․Cerium/Nitric acid

Oxidation-reduction process

 ․APCE/NPOX

 ․TURCO

 ․CORD

 ․CABDEREM, CANDECOM

 ․CONAP

 ․AP/NP+LOMI for PWR

 ․EMMA

LOMII for BWR

Phosphoric-acid based processes

Foams

Various reagents

 ․HNO3
 ․HNO3+HF

 ․HNO3/NaF

 ․HCl

 ․DECOHA

․
*

․

․

․

․

․

․

․

․

․

․

․

․

․

․

․

․

․

․

․

․

․

․

․

ELECTROCHEMICAL PROCESS

 ․Phosphoric-acid

 ․Nitric acid

 ․Nitric acid-Electrodeplating

 ․Sodium sulfate-ELDECON process

 ․Oxalic acid

 ․Citric Acid

 ․Sulfuric acid

 ․Other electrolytes

․

․

․

․

․

․

․

․

PHISICAL PROCESS

 ․Ultrasonic cleaning

 ․High-pressure water

 ․CO2 ice blasting

 ․Ice water

 ․Freon substitutes

 ․Abrasive wet

 ․Abrasive dry

 ․Grinding/Planing

․

․

․

․

․

․

․

․

․

COMBINED MECHAN/CHEM.PROCESSES

 ․Pastes+HP cleaning

 ․Foams/Gels/HP cleaning

 ․Vacuum cleaning(Dry/Wet)

․

․

․

*Decontamination technique applied for open or clos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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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제염 과정의 개요

Concrete Decontamination Surface Decontamination Concrete Demolition

․Kelly process ․
․Scabbling ․
․Sand blasting ․
․Wet abrasives ․
․Milling ․
․Explosives ․
․Microwaves ․
․Drill/Spalling ․
․Drill/Lime expansion ․
․Jack hammer ․

유사하게도, 스웨덴 방사선방호당국은 β,γ방출체로부터의 외부 오염에 

대한 준위를 40kBq/m2에서 10kBq/m2로 줄일 것을 제안하 다. Ringhals 원

자력발전소는 정상적인 운전 조건하에서 신뢰할만한 측정이 얻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전소 portal 모니터를 별도로 2번 시험

하 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그 시험 결과, 10kBq/m2 요건에 대한 확실한 

측정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3.5 결과

요약하면, 재활용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몇몇 국

가들은 제련 시설을 개발하 다. 광범위한 제염기술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특성화와 측정 기술이 제염을 확증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3가지 역

중, 특성화와 측정 기술은 치명적인 요소이다. 제안된 Clearance 준위의 일부

는 최첨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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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사례 연구

제 3장에서는 방사성 조각금속의 특성에 따라 제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 다. 적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의 

비용효율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과제가 수행되어왔거나 곧 수행될 것이다.  

표 6은 각 과제와 연관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그림 2는 종래

의 처분 방안을 이용하여 물질을 처분하는데 대한 원래 평가비용의 백분율

로서 이들 과제의 일부와 연관되어 평가된 비용절감효과를 보여준다.  잠재

적 절감 크기를 기초로, 두 제염 기술의 적용, Abrasive blasting과 용융이, 

특히 주목할만하다.

4.1 Abrasive blasting

재활용이 뒤따르는 Abrasive blasting이용의 적용성을 결정하기 위한  

Belgoprocess의 초기 실증 과제는 이 기술이 종래의 Supercompaction과 처

분에 비해 본질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었다. 그 기술이 입증한 

비용효율성에 기초하여, Belgoprocess는 309톤의 조각 금속을 제염하기 위해 

건식 Abrasive blasting 시스템을 산업적 규모로 자동화한 시설의 상대적인 

장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 다. 그 평가는 특히, 

Eurochemic 재처리 공장의 해체와 연관된 물질과 관련 비용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Belgoprocess 평가는 Abrasive blasting이 종래의 저준위폐기물 초고

압축과 처분보다 67%의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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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재활용/재사용/처분의 사례

No. Project Category Technology Status

1 BWR Preheater Free release/recycling Melting Completed

2 PHWR steam generator Free release/recycling Decon/melting
Completed(ingots 

stored for decay)

3 PWR steam generator Free release/recycling Decon/melting Study

4 Fuel racks SGHWR Free release/recycling
Decon/measurem

ent
Study

5 Fuel racks Belgoprocess Free release/recycling Melting
Completed(ingots 

stored for decay)

6
Aluminum heat 

exchangers
Free release/recycling Melting In progress

7
Driptray-reprocessing 

plant
Free release/recycling

Decon/measurem

ent
Completed

8
Reprocessing plant 

components
Free release/recycling

Decon/measurem

ent
Planned

9 Eurochemic pilot project
Free release 

/unrestricted disposal
Measurement Completed

10 Concrete from G3
Free release 

/unrestricted disposal

Measurement/cru

shing
Completed

11
Heads of prestressing 

cables-G3

Free release 

/unrestricted disposal
Measurement Completed

12 G1 scrap air circuit
Restricted release/ 

authorized disposal

Decon/measurem

ent
In progress

13 Contaminated soil
Restricted release/ 

authorized disposal
Measurement Completed

14 G2/G3 glasswool
Restricted release/ 

authorized disposal
Measurement Completed

15
Siloe reactor heat 

exchangers

Restricted release/ 

controlled recycling
Decon/melting

Completed(cast 

into shield 

blocks)

16 Nulear centre scrap
Restricted release/ 

controlled recycling
Decon/melting Completed

17 G2/G3 scrap
Restricted release/ 

controlled recycling
Decon/melting

Completed(ingots 

stored for reuse)

18
Rapsodie stainless steel 

primary circuit

Restricted release/ 

controlled recycling
Decon/melting

Completed(ingots 

stored for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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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정된 재활용 과제: 종래의 저준위폐기물 처분 방안에 대한 비용 

절감 백분율

4.2 용융

CEA는 PEGASE 원자로의 Loop를 용융하여 폐기물 저장용기를 생산하

도록 재사용하는 것이 종래의 저준위폐기물 처분보다 52%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 다. 이 52% 절감은 돈으로 약 1,067,000FF(1993)

에 해당된다.

4.3 결과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로부터 재활용 방안이 종래의 저준위폐기물 처분 

방안보다 상당한 비용절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검토된 과

제들로부터 평균 비용절감은 적용가능한 처분 비용의 47%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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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재활용 관련 국내 현황

국내적으로는 금속성방사성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방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방사성구역 내의 폐기물은 재활용/재사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의 각기 다른 자국 기준과 IAEA 등 국제기구의 

피폭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재활용 기준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연구로 1,2호기가 현재 해체활동 중에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금속

성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철금속이 약 13톤(1.54m3) 그리고 스테인레스스틸이 

약 60톤(40m3)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구로 1, 2호기 해체시에는 방

사선학적 위험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체처분 허용 기준값 이하로 

오염된 금속폐기물도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들 금속의 대

부분은 Co-60과 같은 γ방출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

라서 오염정도가 크지 않은 것들은,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제염, 용융과 같은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친 후 귀중한 자원으로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해체시 발생하는 Co-60 핵종을 함유한 폐

기물에 대한 재활용과 관련한 국내 법적 요건 및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학기술부 고시 2001-30호에 의하여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처분 절차서를 마련한 후 자체처분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7에서는 국내 자체처분 기준과 해외 금속 재

활용/재사용 방출 기준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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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자체처분 기준과 해외 금속 재활용/재사용 방출 기준 비교        

나라
표면오염도(β,γ)

(Bq/cm2)

비방사능

(방출체의 종류와 무관)

(Bq/g)

비고

독일 0.37 1.00

재활용/재사용

을 위한 방출 

요건

핀란드 0.40 -

벨기에 0.40 -

미국 0.83 -

스웨덴 4.00 0.10

국 - 0.40

우리나라

․H-3외 29종 및 반감기 100일 이하의 β,γ

방출핵종:100Bq/g

․기타 핵종: 개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이 10μSv/y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man-Sv/y 미만인 것이 입

증되는 농도

자체처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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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6.1 연구결과

 6.1.1 대표적인 해외 재활용/재사용 기술

       - 용융

         ․잔류 방사능이 금속괴의 전 부분에 걸쳐 균일하게되므로 방사성

금속 특성을 단순화하고 표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없다.

       - Abrasive Blasting

          ․높은 제염지수를 나타내지만 균일하게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표면에는 부적합하다.

       - Aggressive chemical decontamination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나 배관 내외부 표면의 균일한 처리를 필

요로 할 때 적합하다.

          ․반응성 Chemical의 효율적인 재순환이 불충분하면 다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한다. 

       -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도체 표면에만 적용될 수 있으나 제염지수가 매우 높다.

          ․전해조(Soaking)의 크기, 표면의 기학학적 형상과 처리되는 

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산업적 제염에는 적용하기 어

렵다.

 6.1.2 재활용/재사용의 경제적 효과

       - Belgoprocess는 방사성금속성폐기물을 Abrasive Blasting법을 이용

하여 재활용함으로서 초고압축과 처분 비용에 비해 67% 절감 효

과를 가져온다. 

       - CEA는 PEGASE 원자로의 loop를 용융하여 폐기물 저장용기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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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도록 재사용하는 것이 저준위폐기물 처분보다 52%의 비용절

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례연구의 검토 결과 평균적으로 47%의 비용절감효과를 발생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1.3 재활용 관련 국내 현황

    - 국내적으로는 금속성방사성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방출 

기준이 별도로 없으나 해외의 각기 다른 자국 기준과 IAEA 등 

국제기구의 피폭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재활용 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활용방안

    -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한다.

    - 법제화 후 우선적으로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에서 발생되는 금

속성폐기물의 재활용 실시가 가능하다.  

    - 원전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운 자의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을 유도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금속성폐기물 재활용으로 방사성폐기

물 처분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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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론

IAEA 및 EC 등 국제 기구들의 규제 면제/해제 또는 금속 재사용/재활용

에 관한 기준이 비방사능 및 표면 오염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서로 다른 피폭 시나리오에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방사능 및 표면

오염도 기준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값의 크기에 

있어서 동일 핵종의 경우 IAEA 및 EC 두 국제 기구가 비슷한 Order를 보

여 주고 있다. 

해외의 각기 다른 자국 기준과 IAEA 등 국제기구의 피폭 시나리오를 기

본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도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하는 다량의 

금속성방사성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

적인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3 -

참고문헌

1. OECD/NEA, Recycling and Reuse of Scrap Metals, Paris, 1996.

2. 정기정, 제19차 OECD/NEA 해체협력 프로그램 회의 참석보고서, 한국

원자력연구소, 2000.

3.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 폐로사업 해체계획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4. 정기정 외, 연구용 원자로 폐로사업,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5. 정기정 외, 연구용 원자로 폐로사업,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6. OECD/NEA, The NEA Co-operative Programme on 

Decommissioning, Paris, 1996.

7.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2001.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290/2002

제목 / 부제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신재인 (TRIGA 연구로 폐로사업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박진호, 정기정, 백삼태, 정운수, 박승국, 황두성, 이동규, 

김희령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3. 1

 페 이 지 23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금속폐기물을 용융 등

의 기술을 사용하여 재활용/재사용함으로서 처분과 비교하여 수십%의 비

용 이득을 산출하고 있다.

Co-60(반감기 5.26년) 등의 장반감기 및 기타 단반감기 핵종 함유 방

사성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기준과 해외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장차 국

내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규제 

기준값의 제안과 법제화가 요구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물질 방출, 규제 기준, 금속성폐기물, 처분, 재활용, 재사

용, 자체처분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290/2002

   Title / Subtitle 
The Study on the Recycle Scheme of the Metallic 

Radioactive Waste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J.I. Shin (TRIGA Research Reactor D&D Project Team)

  Researcher and 

    Department

J.H. Park, K.J. Jung, S.T. Paik, U.S. Chung, S.K. Park, 

D.S. Hwang, D.G. Lee, H.R. Kim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3. 1.

  Page     23p. Fig.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 e s e a r c 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It was understood that regulation criteria for material release varied with 
countries and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not setup. But, most advanced 
countries are continuously studying on the recycling of metallic wastes for 
the purpose of the reuse of resources and disposal cost reduction.
Practically, the advanced countries make a lot of cost profits compared 

with disposal as their metallic wastes are recycled and reused through 
technology like melting. The reasonabl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lso 
expected to be set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the aggressiv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IAEA and NEA toward recycling 
these wastes.
In our case, the recycl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radioactive nuclide with long half-life such as Cs-137(half-life: 30y) and 
Co-60(half-life: 5.26y) including others,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nuclear 
fission or dismantling of nuclear facilities, are not yet established.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ecommend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regulatory 
criteria be carried out for the recycle and reuse of metallic wastes to be 
generated from the dismantling of domestic nuclear facilities in the futur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egulation criteria, Material release, Metallic waste, 

Disposal, Recycle, Reuse, Self-disposal


	표제지
	제 1장 서  론
	제 2장 금속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기준
	제 3장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재활용/재사용 기술 현황
	3.1 용융
	3.2 해체를 위한 제염 기술
	3.3 선택된 제염기술의 특성
	3.4 측정과 기구 사용
	3.5 결과

	제 4장 사례 연구
	4.1 Abrasive blasting
	4.2 용융
	4.3 결과

	제 5장 재활용 관련 국내 현황
	제 6장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6.1 연구결과
	6.2 활용방안

	제 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