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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국내▪외 동향평가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명이 다한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 사업 

분야 중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은 시설마다 갖

고 있는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적 측면의 연구를 해 두

는 것이 경제적 측면 및 작업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

자력시설 해체사업은 작업자가 직접 방사성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차폐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필수 요소

이며,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저감화 

기술개발, 장비개발, 포장 용기 개발, 폐기물 규제면제 수준 설정연구 들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서 자칫 국내에서 해체와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 대한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국내의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김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북한 뿐 아니라 동남아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 등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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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프랑스, 국, 벨기에 및 독일, 북한을 포

함한 아시아 국가 등의 원자력 시설 해체 현황을 분석하 으며, 해체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현황을 파악하 다.  또한 연구로 1.2호기 해체, 변환

시설 해체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원자력시설 수명과 해체결

정의 주요인자 현황을 파악하 고,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 해체 정책

방향을 분석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국․내외의 해체관련 현황과 원자력 관련 시설의 운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향후 해체의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으며, 연구용원자로 해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의 축적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실지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

어 외국의 사례를 들어 초기 비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서 이미 수행하는 것처럼 기술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우리의 다양한 기술

을 하나로 집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

시아 각국과의 항시적인 연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S U M M A R Y

Ⅰ. Title

Study on the state-of-the-arts technologies and policy trends fo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of the nuclear 

facilities is now one of the biggest projects among the nuclear ones in 

the world. The nuclear facilities have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so 

making preparations about technical research in advance is very 

important in economic side and worker's protection side. Especially, 

because workers have a high possibility to contact radioactive material 

directly, automation technologies and shielding technologies for 

worker's protection as well as a system development which can 

perform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work efficiently are 

necessary to fulfill th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The waste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equipment development, container development, and 

the study re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evel of the release 

regulation for radioactive waste are also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status of the 

nuclear facilities and to estimate them so that expecting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 tremendous economical loss of the nuclear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market, due to not understand 

the situ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the 

practical uses of  the accumulated experience to decommissioning 

facilities in North Korea as well as in East Asia countries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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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In order to study the policy direction related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in Korea, the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status and the required cost evaluation status of U.S., France, U.K., 

Belgium, German and North Korea including Asia countries are 

estimated. Also the nuclear facility life time, the main factor of th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decision, and domestic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status such as KRR-1&2 

decommissioning, nuclear conversion facility and related research 

development status were analyzed. A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olicy directions about the domestic nuclear facility 

and aborad ones were also analyze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information for domestic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status and abroad one and operation status of the nuclear facilities can 

be a guidance in preparation for making an important basis to 

participate in a nuclear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The experience and technologies accumulated through the KRR-1&2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project seem to be the starting 

point to carry out. 

The initial cost can also be estimated in following foreign cases. It 

seems to better perform the project in concentrating our various 

technologies at one than to disperse them, and we also nee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Asia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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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수명이 다한 원자력시설을 해체하는 사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 관련 사

업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은 각 시설이 

갖는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사전에 다양한 연구를 해 두

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은 작업자가 직접 방사성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

발, 차폐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필수 요소이며,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

한 저감화 기술개발, 장비개발, 포장 용기 개발, 폐기물 규제면제 수준 설정연구 

들도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은 원자력시설 건설과 달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해체 비용 또한 건설비의 20∼30%로 막대하게 소요되며, 극한 상황에서

의 작업자 보호 및 작업 용이성을 위하여 개발하는 자동화 장비, 해체장비 등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해체와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 대한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국내의 원자력

시설 해체 시장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김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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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국내에서는 2001년 하반기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로 1, 2호기 해체 

사업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

한 국내‧외 동향 평가 및 정책방향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 적은 아직 없

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상용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해체한 경험이 있으며, 프랑

스, 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도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발전용 원자로 등 

다양한 원자력시설을 해체하 거나 해체 중으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체대상 시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해체 관련 모든 

기술을 터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해체 경험을 토대로 

인력양성, 관련 기술개발, 자료의 체계적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관, 현장 재현기술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시설 해체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해체대상 

시설이 소규모인 관계로 기술습득을 위한 참여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해체 사

업 참여 산업체도 아직까지는 소규모 해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술습득의 기회가 매우 낮은 것

이 현실이다.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은 원자력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

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업이며, 작업자가 방사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원자력 분야 업무 중에서는 가장 심리적

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소규모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해체만을 위한 기

술 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기술을 확보하고 찾

아가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 의외로 많은 시장 확보도 가능한 것이 현실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용 원자로와 유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연구용 원자로 해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번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해체과정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 이 역시 미래의 시장을 염두에 두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해체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수행될 것에 대비하여 이 정책과제 수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의 원자력시설 폐

쇄 조치 및 해체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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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본 해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절대 필요한 바 2

차 년도에는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수 해체 장비 개발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개발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체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능력을 배양해 두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시설 해체 

사업은 최소한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를 모두 해외에 의존

할 경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

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연적이며, 또한 기술력을 확보하려

면 국내외의 해체동향 파악 및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을 사전연구를 통해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먼저 기술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유한 산업체가 배출

되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시장을 찾아나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떤 형태로든 2007 2008년 무렵에는 국내외 원자력 시설 해체 사업

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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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국외 원자력시설 해체 동향 및 정책분석 평가

1.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 현황

가. 세계 원자력시설 해체 현황

(1) 배경[1]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인식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방사성물질을 

직․간접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방사성물질의 사용은 원

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형태나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

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거나 다루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같이 매우 크고 복잡한 시설에서부터 대학 연구실이나 병원 진료실과 같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등 크기와 복잡성 면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현재 원자력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

면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원자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과 상관없이 언젠가는 현재 사용하는 원자

력관련 시설들은 궁극적으로 수명이 다하여 가동이 중단될 것이며, 가동이 중단 

되었을 때는 즉시 해체작업을 수행하거나 장기간 폐관리나 차폐관리를 통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반드시 해체작업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구상에는 가동이 중단되어 해체를 해야 하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 현재 수

천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중 몇몇 시설은 현재 해체작업

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자력산업계는 이미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원자력관련 

시설을 해체해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은 이미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AEA에서는 해체 작업을 하는데 있어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 시설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 시설을 소유한 소유주와 해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사

용할 수 있게끔 지난 25년 동안  안전성과 관련 표준안과 기술적인 견해를 개발

하여 발표하 으며, 이 표준안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2-5].  현재 

이 문헌들은 IAEA 및 해당 당사국 등에 미래에 일어나는 해체작업을 지원하거

나 주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 작업은 해체공정에서 현세대가 원자력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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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에 대한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내포

하고 있다.  또한 이 문헌들은 전 세계에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들 보고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재 간행물 형태로 되어 있어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를 조합해서 얻은 것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해체 전략

해체 행위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거나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

가 요구되었던 시설을 전체 또는 일부분을 철거 또는 제거하도록 승인된 행정적 

행위와 , 기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IAEA에서 정의하 다.  따라서 

해체행위의 출발은 방사성물질을 사용했던 시설이 완전히 가동중단 되어 실질적

인 철거행위가 일어났을 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행위를 하기 위한 

개념설계의 단계도 해체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체행위의 최종 목적은 방사성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규제를 받던 상황에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대

상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모든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방

사성물질을 사용했던 부지를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의 녹색상태로 환원하는 것까

지 포함한다.  몇 년 동안 IAEA에서는 다양한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 다.  과거에는 단계를 나타내는 방

식 중의 하나가 해체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단순 구분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부터는 IAEA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즉시 철거(immediate dismantling), 철거연기(deferred dismantling)와 매몰

(entombment)의 3단계로 해체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몇 개 국가에서는 

해체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있어 IAEA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을 사용

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IAEA에서 정의한 방식은 모든 시설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정치적 이유, 안전 요구조건, 그 지방의 상태나 재정적인 

고려 등 때문에 부적절할 수 도 있다.

- 즉시 철거 : 시설로부터 모든 방사성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며, 예정된 부지에 저장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이송하는 것을 포함

한다.

- 철거 연기(차폐관리와 폐관리로 나타냄) : 본격적인 철거 과정이 시작되

기 전을 의미하며, 차폐 또는 폐관리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방사선붕괴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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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록 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방사능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매몰 : 당초의 건물을 그대로 두거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량하

여 건물 자체를 완전 폐하여 방사화된 물질을 구 고정화시키는 상태를 의미

한다.

(3) 원자력시설 현황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건설되

었거나 건설 중인 지구상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500기 이상이 건설되었으며, 이 

중 400기 이상이 현재도 가동 중에 있으며, 건설 중에 있는 시설도 상당수가 된

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을 표 2.1에 나타냈다.

표 2.1  상용 원자력발전소 현황

Operating 446

Under construction 45

Shut down or undergoing decommissioning 107

Decommissioned 14

(기준년도 2003년 8월)

연구용원자로는 교육, 동위원소 생산, 시료의 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되어 왔으며, 표 2.2에는 IAEA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연

구용 원자로 현황이며, 표 2.3과 2.4에 핵연료주기관련 시설 현황과 입자가속기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2.2  연구용원자로 현황

Operating 287

Under construction 8

Shut down or undergoing decommissioning 214

Decommissioned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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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핵주기시설 현황

Operating
Under

Construction

Shut down
or being

decommissioned
Decommissioned

Uranium milling 294 8 231 149

Uranium conversion/
 recovery

29 1 14 2

Uranium enrichment 21 2 7 5

Fuel fabrication/heavy
 water production

66 5 27 23

Fuel reprocessing 13 3 18 13

표 2.4 입자가속기 현황

Operating 406

Under construction 9

Shut down or undergoing decommissioning 5

Decommissioned 1

(4) 해체비용 평가

(가) 일반원칙(IAEA)

해체비용의 산정은 아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 시설의 규모와 복잡성

- 선택된 해체 전략(즉, 즉시 철거, 철거연기와 매몰)

- 해체작업을 하는 산업체 조직(해체를 수행하는 산업체의 기술에 대한 성숙도

와 경험이 풍부한 계약업체의 선정 여부)

- 일반적인 노동조건(즉, 노동자의 임금, 국내기술과 수입기술의 적절한 선정 여

부)

- 일반적인 기술조건(즉, 규제관련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과 처분 시설, 해체분야에 대한 과거의 실적 유무 등과 같은 기반시

설의 유무 등)

- 사용된 방사성물질의 형태와 량( 봉 선원이나 분말 등)

- 감시와 조정에 대한 법적 규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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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변수 때문에 특정 시설의 해체를 위한 비용은 2-3가지 요인에 따

라 변할 수 있다.  같은 시설일지라도 시설의 특성 변화에 따라 관련 비용은 매

우 크게 변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

기 시설 등에 대한 개략적인 해체 평균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평균비용보다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해체를 추진하는 전략에 따라 

어떤 시설은 평균 해체 비용보다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한 적게 소용될 수 

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추정한 해체비용에 대한 값은 결코 특정 시설에 대한 정확한 

값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에서 부채와 관련 

있는 시설을 해체 하는데 있어 개략적인 비용을 예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런 개략적이고 일반적 비용 평가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예산의 규모를 예상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정확한 비용 산정은 별도로 수행

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재검토해서 다른 여러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비용을  평가

하고자 한다면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각종 조건을 세 하게 분

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시설에 대한 가동중단과 해체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잠재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다양한 원자력 

시설의 해체비용을 평가한 값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원자력 시설의 각 형태에 

따른 해체 비용의 전형적인 값을 나타낸 비용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해체 

비용을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원자력시설의 운전기간과 해체 수행 시간에 따라 산정된 평가 비용은 해

체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수행분야에 있었던 전문가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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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여러 시설에 대한 해체 비용

Facility type

Estimated

decommissioning cost

(US $ 106 in 2003)

Operation
period
(a)

Time to
decommission

(a)

Power reactors 350 40
10, after a 5 year 
transition period

Research reactors 1/MW 40 3

Critical assemblies 0.050 40 1

Fuel cycle facilities

 Uranium milling 0.800 25 1

 Uranium conversion/
  recovery 150 30 3

 Uranium enrichment 600 30 10

 Fuel fabrication 250 30 2

 Fuel reprocessing 800 30 15

Industrial facilities 0.200 20 1

Research facilities

 Particle accelerator 0.100 40 1

 Medical facilities 0.050 20 <1

 Laboratories 0.050 20 1

(나) OECD/NEA 해체비용 산정[6]

해체비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OECD/NEA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

다.

- 원자로의 형태와 크기

- 부지내의 원자로의 개수

- 발전소 가동 연혁

- 가정된 폐기물의 양

비용 산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물로서 냉각하는 거의 모든 

원자로에 있어 해체비용은 USD 500/kWe로 내외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체냉각로

의 경우 USD 2.500/kWe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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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Decommissioning cost expressed in US dollars per installed 

electric power($US/kWe)

Reactor type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PWR 320 195

VVER 330 110

CANDU 360 70

BWR 420 100

GCR >2,500 -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총 해체비용의 20%에서 40%를 점유하며 다음으

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철거와 폐기물 처리와 처분 비용으로 이 또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안전과 조사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약 10%

를 차지하며, 부지 정화, 프로젝트 운 비용 등은 전체 해체 비용의 5%를 초과

하지 않는다.

표 2.7 Decommissioning cost elements

Cost element % of the total cost

Dismantling 25 - 35

Waste processing & disposal 17 - 43

Security, Survey, maintenance 8 - 13

Project management, site support 5 - 24

Site cleanup and landscaping 5 - 13

(다) 벨기에서의 해체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

서부 유럽 최초의 PWR 원자로인 BR3의 해체에 참여하고 있는 벨기에의 원

자력연구센터인 SCK▪CEN에서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큰 범주로

서 해체비용 산정하기 위해 고려하 다.

-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철거, 제염, 폐기물 포장, 이송과 처분 등 직접적인 작업과 관련한   비용

- 관리, 일상적인 유지보수, 안전과 관련한 작업 등, 보험과 세금 등 시간과 

관련된 비용

- 해체와 철거에 필요한 장비 확보, 워크샵, 종사자에 대한 훈련 등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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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된 비용

위에서 언급한 4개의 범주에는 각각 6개의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 작업 종사자의 임금과 수당 등의 직접 경비 등을 포함하는 노동 생산비용

- 프로젝트 외적으로 들어가는 하도급 비용 등의 용역비용

- 해체 공구, 방호복, 전기, 열, 전화 물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

-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임차, 단가 방법론 내에서의 임대차 비용 등의 투자

비용

- 해체기술에 의해서 발생된 폐기물에 의한 2차 폐기물

- 완전하지 못한 설계나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비용, 시장상황의 변화, 장

비나 공구의 파손, 날씨와 기타 상황 등에 의한 장비나 공급물의 지연 등

으로 발생하는 임시지출 등

비용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Ctask/comp. = CLab. + CServ. + CExp. + CInvest. + CSec.Waste + CConting

여기서, CLab = TN.δ.HROT.(1 + OC)/η

    COtherCost = TN.δ.HRs    (in case of time dependent cost) or,

                = TN.δ.HRs    (in case of volume dependent cost)

        COtherCost = Q.UCQ

        TN : Duration of the intervention in normal conditions

        δ : Coefficient(generally >1) accounting for the difficulty

        HROT : Hourly rate of the specific intervention team(IT)

        OC : Overhead cost

        η : Ratio between the effective working hours and the total       

           working hours

        HRS : Hourly rate of the specific service

        Q : Quantity

        UCQ : Unit cost for a specific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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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벨기에[7]

(1) 현황

벨기에의 해체 프로그램은 1987년 이래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해체 프로그

램의 시작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구개발로부터 시작하여, 규모가 작

은 실증시설에 실지적으로 철거와 제염과 관련한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을 연구▪개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성능 비교와 이에 따른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

금까지 해체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은 이와 관련 있는 산업체가 수행하 다.

벨기에서 광범위한 입장에서 해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EUROCHEMIC 재처리 공장에 대한 해체와 관련하여 개념설계를 하기 시

작한 1987년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재처리 공장은 처음에는 유럽연합 13개국에

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전하 으나 최종적으로 가동이 중단 된 이후에는  벨기에 

정부만이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고, 해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책임

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방사성폐기물과 핵분열성 물질에 대한 정부 

대리인인 ONDRAF/NIRAS의 자회사 형태인 방사성폐기물관리와 시설물의 해체

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회사인 BELGOPROCESS는 방사성물질을 다루었던 공장

의 가동으로 인하여 오염된 시설을 완전히 제염하고, 해체▪철거까지 오염된 부

지를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기 이전의 상태인 녹색지대로 환원시킬 수 있는 요소 

기술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방사성물질을 저장했던 건물 내에 있는 오염된 공정

장비의 철거와 건물 구조물의 해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 다.

이후에 이 때 개발된 철거와 해체와 관련된 기술은 실제 해체작업에서 시행

오차를 줄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입자로 심하게 오염된 시

설 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의복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하 고, 이에 따라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을 개발하는데 일조 하 다.  

이 밖에도 금속을 해체하기 위한 건식 연마제 제염 장치를 BELGOPROCESS 부

지에서 개발하 을 뿐만 아니라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 설비는 1996년 중반 이

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오염된 콘

크리트 표면을 반자동으로 얇게 벗게 내는 기술도 개발하 다.  EUROCHEMIC 

재처리 건물에 있는 총 106개의 hot-cell 중 35개 cell은 2002년 말경에 완전히 

철거되었고, 15개 셀은 비어 있으며, 46개 셀은 철거 중에 있다.

서구 유럽 최초의 PWR 원자로 던 BR3의 해체는 원자력연구센터인 SCK▪

CEN에서 1989년부터 시작하 다.  10.5 MWe로 비교적 적은 출력을 가진 BR3

는 1962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1987년 완전 가동중지 되었다.  1989년 BR3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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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3차 5개년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럽

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까지 발전소 1차 계통에 대한 화

학제염, 고방사능을 띈 원자로의 원격 해체를 위한 기술과 장비의 선택 및 시험, 

또한 모든 내부 구조물 철거 등 3개의 주요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철거는 2000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오염된 계통

과 콘크리트의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발전소의 1차 계통과 2차 및 3차 계통의 

대부분을 철거하 다.  이 과정 중에 필요한 제염 및 해체장치를 개발하 다.

2002년 사용후핵연료는 건식 임시 저장 용기인 Castor BR3에 담겨져 

BELGOPROESS로 이송되었다.

BR3가 있는 Mol의 SCK.▪CEN 부지 내에 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물리, 화

학 및 생물학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여러 개의 건물은 1995년부터 1996년까

지 제염작업이 완료되어 이 건물들은 현재 Flemish 연구소에서 원자력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BELGOPROCESS는 SCK▪CEN내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했던 부지에 대한 해체와 복원작업을 시작하 으며, 나머지 작업들도 1998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많은 곳이 방사성물질을 사용하기 이전상태인 녹색상태로 환경

이 복원되었다.

(2) 해체의 정치적 목적

2001년 7월 20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 및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벨기에 황실의 령으로 제정된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작업자를 보호하

고 방사성물질을 사용했던 시설을 해체작업 등을 통하여 원자력규제시설로부터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률화된 방사능농도 이하로 줄여 줄 것을 원자

력 규제 등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대리기관FANC(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와 방사성폐기물관리 대리기관인 ONDRAF/NIRA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gency 등에게 요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은 가능한 한 조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종 처분, 재순환이나 재사용을 하

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대한 적절한 처리 목적치 등을 알

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 법률안은 주요 원자력시설을 해체하도록 허가해 주었던 

당초 정했던 최종 목표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사용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체관련 규제 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 제

거의 적절한 목표치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향평가분석보고서가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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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적용할 때는 ONDRAF/NIRAS의 권고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유럽공동체 내의 서로 다른 나라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의정서 37조 조항을 적

용받는 경우에는 FANC는 해체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가 나기 전에 유럽위

원회의 권고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체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은 해체 허가서에 따라 사용자나 해체사업자 중에

서 누구나 제안하면 되는 선택사항으로 일반적인 해체폐기물의 처분의 과정은  

유럽위원회의 지도안을 근거로 한 일반 규제 법률에 첨부되어 있다.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물질과 폐기물을 처분하려는 자는 일반적인 처분 방법

인 재사용, 재순환, 소각 및 매립장 처분 방법 외에 별도의 처분 방식을 제안해

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분 규제정도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다.  처분을 하려는 자는 규제면제와 같은 정도의 방사능 범주에 들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 주어야 하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일반규제 법률에  따라 일을 

시행하는 FANC는 이를 판단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해체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계속 적용되어져야 

한다.  원자력 시설을 운전 하고 나서 남은 유물인 장비, 구조물 및 다양한 계통

들은 운전 중에 있었을 때 적용받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규제 등과 관련된 조직은 해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는다.  규

제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안전성, 방사선 방호, 폐기물 발생과 처리 등등이다.  

규제의 우선순위는 필요한 유지보수, 사건에 대한 우려감의 발생과 주의 사항들

이 변함에 따라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제염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할 수 있다.

해체에 따른 전략은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벨기에서 7개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소요한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인 

발전소에 대한 해체 전략을 지금까지 내 놓지 않고 있으며,  사실 2015년 전에는 

실질적인 가동중단에 대한 계획이 반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평가와 재정적인 준비는 해체와 관련한 접근 방식이 비용측면으로 볼 때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기초로 상당액의 기금을 

산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

즉각적인 철거가 벨기에 정부와 전력생산자가 마련한 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원자력 부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정책으로 선택되어 졌다.  그 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전적 조건들이 만

족할 만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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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전략의 선택은 시설의 사용자의 책무에 달려있다.  적당한 전략의 평가

는 사용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이 된다.  이 같은 전략은 해체와 관련

한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의 사고를 포함한다.

(3) 사회와 환경적 향

2015년까지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최종 가동중단이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사회적, 환경적인 논란이 지금까지는 존재치 않고 있다.

해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은 그 대상물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채용된 

원자력 부지 상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가동상태에서 해체상태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고용에 대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노동력은 이후 해체가 진행될 때 뿐 만 아니라 예비 단계에서도 가능

한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체해야 한다.

(4) 주요조직과 역할

해체 작업과 폐기물관리의 안전성을 포함하는 방사능방호와 안전성에 대한 

규제 조직의 기능은 1994년 4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원자력조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행기관(FANC, 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에 책임이 주어졌

다.  FANC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갖는 정부 대행기관이다.

이 대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방사능 방호, 원자력 안전과 물리적 방호에 관한 법령과 규제 준비

- 과학적, 기술적인 평가 추적과 방사선방호, 원자력안전과 물리적 방호의 정

치적 책임이 있는 관료에게 새로운 규제 법령 제출과 현 규제 법령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법령 제안

- 규제법령 이행과 집행

- 규제법령을 따르도록 지도

대행기관은 방사선방호와 원자력 안전과 관련 있는 외무부와 비상사태 대처

와 관련 있는 내무부에 과학적,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더불어 대행기관은 방사

선방호와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가지

고 있다.

해체와 관련한 승인사항은 다음의 3곳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보건물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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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보건물리국을 관장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Association Vincotte Nucleaire(AVN)이나 Controlatom과 인가된 조사기관

- 원자력조정과 관련된 연방 대행기관인 FANC

방사성폐기물과 핵분열성 농축 물질을 위한 정부 대행기관인 

ONDRAF/NIRAS는 1980년 8월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ONDRAF/ 

NIRAS의 역할은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방사성폐기물과 핵분열성농축 물질의 안

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1991년 1월 입법부에 의해서 ONDRAF/NIRAS에게 해체 분야에 관한 책임 

또한 임명받았다.  ONDRAF/NIRAS는 자국 내의 원자력 시설에서 일어나는 작

업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나 기타 요구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양식은 작업자

나 시설 소유자와 ONDRAF/NIRAS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해체 분야에 있어서 IAEA 의 안전요구조건과 조언에 따라 해체작업을 

초기, 수행 중 및 최종 해체작업을 계획하는 것은 지금은 일반적인 작업으로 분

류된다.

1978년 벨기에 정부는 EUROCHEMIC 재처리 공장의 소유주가 된 반면 연구

센타 SCK▪CEN의 폐기물 처리부지의 소유주는 ONDRAF/ NIRAS로 넘어갔다.

벨기에 정부와 전기 생산자는 두 부지의 해체작업 등을 1990년 11월 

ONDRAF/NIRAS에 위임하 으며, ONDRAF/NIRAS는 자회사인 BELGO 

-PROCESS에 작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유사하게 벨기에 정부는 1991년 3월 원자력연구센터 SCK▪CEN의 남은 부

지에 대한 해체 등의 사업을 ONDRAF/NIRAS가 수행하도록 위임하 으며, 사업

의 수행은 연구센터에 재위임 되었다.

(5) 자금제공 절차

2003년 중반 7개의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안과 이 발전

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조항은 

ONDRAF/NIRAS가 참여하여 특별히 만든 감시위원회에 의해서의 공식적인 권

고사항을 근거로 한 Synatom에 의해서 취급될 수 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

은 발전소 가동기간인 40년 동안 자금의 축적을 보장하여 해체 프로그램과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해체사업과 사용후핵

연료 관리에 대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벨기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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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기 값에 포함시켰다.

상용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기타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를 위한 재원관련 조

항은 1991년 법과 황실 령으로 규정하 으며, 1997년 국가 대행기관인 

ONDRAF/NIRAS의 임무와 관련 있는 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ONDRAF/NIRAS는 방사선동위원소에 의해서 오염된 원자력 시설과 부지의 소

유주와 사용자가 정한 조항이 만족 한가 등에 대해서 이를 조정해야만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와 관련한 충분한 조항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해야 할 법률

적인 책임은 여전히 소유주나 사용자에게 남아 있다.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는 ONDRAF/NIRAS의 권고사항

을 기초해서 필요한 행위를 취하도록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강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평가와 기구에 대한 조항은 사용자에 의해서 분석되고 국가 

목록 조사서 범위 내에서 요약되며, 해체계획서 내에서 ONDRAF/NIRAS에게 제

출하게 된다.  매년 필요한 경제와 관련된 예산 조항 뿐 아니라 해체와 관련된 

예산도 매 5년마다 재평가 되어진다.

(6) 해체기술과 조사

(가) 핵연료재처리와 폐기물 저장과 처리시설

철거와 제염에 관련된 기술은 EUROCHEMIC 재처리 공장 시설과 벨기에 원

자력연구센타인 SCK▪CEN의 폐기물처리 부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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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urochemic 재처리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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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공장의 해체는 각 cell에 있는 장비의 오염 제거, cell 벽과 천장 마루

의 제염, 공기조화 계통의 철거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 작업은 단순 공구와 손

으로 하는 작업과 특별한 경우 방호복을 착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자동화된 

공구와 자동위치추적 시스템도 적용된다.

BELGOPROCES 해체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된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 해체행위는 오염 확산 예방, 재순환과 재사용 방식 선택,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강조되어 수행되었다.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원자력과 비원자력산업계가 협력하여 사

용하 다.

- 해체행위는 시설의 방사성물질의 특성을 취급해야 한다.

금속을 철거하기 위해 프라즈마-아크 절단 방법이 사용되었다.  파이프는 무

선조정에 의한 공압 절단기를 사용한 반면 주철 차폐 는 습식과 건식의 방법으

로 유압 브레이드 톱을 사용하여 절단하 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절단과 제염은 직접 손으로 하거나 전기력과 유압에 의해

서 조정되는 로봇을 사용하 으며, 오염이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깊이 진행되었

을 때 제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소형 전

기▪유압 햄머 장치가 사용되었다.  Cell 입구는 다이아몬드-케이블 절단 공구를 

사용하여 만들고 확장하 다.

이전에는 오염의 깊이가 심하지 않은 콘크리트 벽의 제염에는 상용으로 사용

되는 3개, 5개, 7개의 헤드를 가진 공압 scabbler를 사용하 다.  공압에 의해서 

작동되는 공구는 scabbler 헤드 주위에 발생된 먼지를 뽑아내기 위한 장치가 부

착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자의 운전조건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scabbler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다.

평평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diamond tipped rotary head를 사용한 

shaving machines은 효율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Floor shaver와 diamond wall 

shaver는 커다란 콘크리트 표면을 제염하기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이 공구의 사용

으로 2차 폐기물이 30% 이상 감소하 고, 효율에 잇어서도 3배의 증가가 있었

다.  진동 때문에 작업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작업은 줄어들었다.  두 개의 

적은 무게를 가진 shaving 공구가 손으로 작동되는 scabbler를 대신해서 개발되

었다.  평평한 hand-shaver는 디스크 표면에 다이아몬드 톱니바퀴를 붙인 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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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디스크를 사용하 으며, 먼지를 흡입하는 장치를 부착하 다.  Corner 

shaver는 모서리 모양의 디스크를 사용하 다.  두 장비 모두 손으로 작업하기에 

충분한 작은 진동을 나타냈으며, 일반적인 scabbler로 손으로 작업했을 때 작업

속도가 1.5m
2
/h으로 4에서 6 m

2
/h로 향상되었다.

콘크리트 표면 제염에서 나오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절단 공구 표면에서 

먼지와 작은 파편 조각을 포집하기 위해서 원격조작이나 수동으로 동작하는 

shaver를 만들었다.  scabbler와 작은 계통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설비의 용량은 500 m
3
/h이다.  

큰 scabbler나 shaving 공구는 2,500 m
3
/h 이상의 용량을 가진 집진설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집진장치는 커다란 콘크리트 입자를 포집하기 위한 사이클

론, 프리 필터, HEPA 필터와 진공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여 집진효율과 가동시간

을 연장하 다.

18미터 이상의 높이를 갖는 cell로부터 안전하고, 인간공학적으로 공정장비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플랫폼을 사용하 으며, 건식 연마 브래스팅이 1996년 

BELGOPROCESS의 중앙 제염 하부구조물에 설치하여 오염된 금속 폐기물을 제

염하 다.

원자력 시설을 해체할 때 작업자가 원활히 ⍺-입자로 오염된 지역을 제염하

게 하기 위해 호흡할 수 있고, 냉각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을 개

발하 다.

(나) 연구와 실증로

아래의 방법론과 기술이 SCK▪CEN 부지에 있는 BR3 PWR 실증로를 철거

하는 동안 개발되고, 시험되고, 적용되었다.

1차 계통의 제염은 원자로가 가동중단 되고 연료가 제거된 후 처음 수행되어

지는 작업이며,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 스팀 발생기와 가압용기 그리고 정화계통

을 포함한다.  처음 제염의 목적은 낮거나 방사화 되지 않은 구성품 근처의 방사

능 농도를 줄이고, 이후에 절단작업을 할 때 표면오염 물질의 전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다.  CORD의 제염공정을 세 번 수행 하므로써 1차 계통의 방사능 농

도를 90% 이상인 2 TBq를 제거할 수 있었다.  열 차폐체를 철거하기 위해 프라

즈마-아크 시스템, Electric Discharge Machining(EDM)과 Mechanical Sawing 

공정을 모두 적용하여 비교를 수행하 다.  모든 철거와 절단 작업은 방사선 방

어를 목적으로 원격과 수중에서 수행하 다.  발생된 폐기물, 농도의 증가와 작

업시간 등을 고 고려할 때 mechanical sawing 방법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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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두 세트의 원자로 내

부 모두를 절단할 때 0.3 man-Sv 이하가 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수중에서 원격으로 수행되는 Electric Machining, milling cutter, band 

sawing, circular sawing, hydraulic shears, pipe cutter, hydraulic and pneumatic 

unbolter, hacksaw 등등 의 공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실지 고방사능 상태

에 있는 물질 절단하고 제염하는데 사용되었고, 비교되었다.  제염의 목적은 매

우 적은 잠재 방사능 농도를 나타내는 비 방사화된 금속 구조물을 절단 한 후 

비방사능폐기물로 인도하고 재사용하기 위함도 하나이다.  MEDOC(for Metal 

Decontamination by Oxidation using Cerium)이라 불리는 세륨 공정이 절단된 

조각을 제염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세륨은 사용액 수용액으로부터 전기화학적으

로 회수되고 재  생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2차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공정이 

1999년 산업체와 공동으로 산업화게 되었고, 지금은 일상적인 운전하고 있다.

금속 구조물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Sand blasting, CO2 blast, detergent 

hand washing, Cerium pastes and gels, grinding 등등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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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lasting 작업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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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제염과 철거를 위해 diamond drilling, diamond wire 

cutting, diamond circuir sawing 등과 같은 여러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Explosive blasting과 원격으로 조작되는 jack hammer 등도 시험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제염에는 shaving, scabbling, jack hammer와 dismond wire 

cutting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원자로 1차 냉각계통과 같은 오염 계통의 철거에는 band sawing, circular 

sawing, pipe cutter, hydraulic shears, nibbler, grinder, hack saw, dry cutting 

saw, oxyacetylen torch와 plasma torch 등 산업계에서 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를 위해 VISIPLAN 3D ALARA라 불리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 다.

(7)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 해체 물질 관리의 원칙

IAEA 안전요구조건의 원칙 일곱 번인 “방사성폐기물 발생은 가급적 최소로 

유지한다.”은 해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가정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물질 관리 과정은 아래를 필수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 차폐체, 탱크 등은 가능하면 재사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용융하여 재사

용.

- 원자력분야에서 재순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

설에 대한 정책이 일시적 중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 철저한 제염과 비원자력분야에 재순환.

- 남은 물질을 가급적 방사성폐기물로 되지 않게 하는 노력

2000년 전체 해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방사성페기물이 얼마나 발생되었나 

하는 물질관리 경로의 결과를 고려한 원자력 시설의 부채 청산과 관련 있다.

원자력부지 내의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전체 물질의 양 335,000톤에서

- 95%인 319,600톤은 제염 등을 통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고

- 15,500톤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이중 98%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며, 2%는 중준위와 고준위폐기물이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부산물은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폐기물

과 같은 방식으로 ONDRAF/NIRAS에 인계되며, 자회사인 BELGOPROCE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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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촤종 처분에 대한 해결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소각, super-compaction과 고

화 등의 과정을 거쳐 저장 되어진다.  처분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해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다.

(나) 방사성폐기물 등의 제염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처음에 제염은 단지 표면의 오염을 추적하는 것에 한정하 으며, 2번 방사선

방호 관리자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이 수행된다.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

물 등의 물질이 존재하는 한 공인된 조사기관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며, 제

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처음 측정한 후 3달 후에 다시 측정을 수행하여 두 측정

값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에 따라 여러 측정 방법이 적용될 필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 여러 측정 절차들이 채택

되었다.

시설 내에 있는 물질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 따라 표면오염 측정, 덩어리 형

태의 물질 측정, 드럼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의 측정 등 4개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특히 해체 전에 평가 상태가 중요한 점은 시설과 시설 내에 있는 물질  들과 

관련 있는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에 오염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시설과 구조물의 제염 후 장비와 구조물

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떠한 제염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시설의 수명동안 어떤 일

이 일어났는지 등을 포함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모아져야 하며, 철저히 

연구되어져야 한다.

2001년 7월 황실 령으로 발효된 규제 관련 법령으로 인해 해체에서 발생한 

모든 물질은 설령 이 물질들이 일반적인 제염정도에 그친다하더라도 제거나 재

순환에 있어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 부지 제염의 실질적인 절차

SCK▪CEN 부지 상의 몇몇 시설들은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비 원자력

연구센터로 변했다.  새로운 사용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장비는 철거되었

고, 건물은 제염되었다.

SCK▪CEN의 승인된 검사조직인(AVN) 보건물리 담당부서에서는 벨기에 아

래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한 규제관련 법률에 따라 제염 등을 실시하 다.

- β-γ에 대한 표면 오염 : 0.4 Bq/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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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에 대한 표면 오염 : 0.04 Bq/cm
2

- 건물 내의 대표 시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의 잔류 농도는 비원자력 부지에 

있는 건물의 농도의 정도가 같아야 한다.

SCK▪CEN과 승인된 검사조직에서는 처음 해체를 시작할 때부터 최종단계

까지 방사능농도를 분석하고,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을 정의했다. 즉, 

- 전체 벽과 마루 표면의 감시

- 벽이나 마루의 제염폐액의 방사학적 분석

- 선택된 코어 시료의 측정

이 같은 측정과 해석의결과가 위에 언급된 한계치 미만일 때 보건물리 담당 

부서에서는 무제한 재사용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고, 승인된 검사조직체에 승인

사항을 제출한다.

(라) 연구용원자로 철거에서 발생한 중▪고준위 폐기물 부산물

SCK▪CEN BR3부지 내에서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작업에

서 발생한 중준위 및 고준방사성폐기물 부산물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8  The High and Medium Solid Waster Arising From BR3

Kinds Substance

Primary Waste

Massive metallic parts such as reactor internals, reactor 

pressure vessel, primary pumps, reservoirs, valves, 

structure material,....

Super-compactable metallic wastes from the same 

sources as above and others such as e.g. electrical 

cables, light supports, contaminated instrumentation....

Secondary Waste

Ion exchange resins from the water cleaning systems of 

the storage well pool and from special operation 

(decontamination of primary loop,....),

Cartridge Filters from the purification of the storage pool 

and from the local system installed for the purification of 

the water during the underwater cutting operations,

Swarf, dross, chips from the underwater cutting 

operations

Sludge produced during the concrete by diamond cable, 

saw or coring using water as cooling medium for the 

diamond tips

폐기물처리의 관점으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중준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40

이온교환수지와 원자로 내부와 RPV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폐기물이 주

요하다.

원자로 1차 계통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이온교환수지

는 특별히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Doel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되어 있

는 액체폐기물 처리시설의 옮겨져 시멘트고화 처리한다.  고화된 수지는 400-1 

overpack을 가진 드럼에 담겨져 BELGOPROCESS 저장고로 운반된다.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1차 폐기물과 2차 폐기물은 BR3 시설 내에 구멍 

뚫린 바스켓에 담겨져 수중에서 저장되며, 그 후 400-1 overpack에 적재되어 특

별히 제작된 BU(F) 캐스크에 담겨져 BELGOPROCESS로 이송된다.

BR3 부지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적재는 수중에서 이뤄지나 BELGOPROCESS

에서 적재는 건식저장으로 이뤄진다.  400-1 드럼에 적재된 바스켓은 최종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기 위해 시멘트 고화처리 한다.

2000년에 28톤인 원자로 압력용기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되었고, 아래와 

같은 경로에 따라 처리하 다.

처리된 400-1은 벨기에에 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 BELGOPROCESS에 저장

되며, 2002년 BR3의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 용기인 CASTOR BR3에 담겨져 

BELGOPROCESS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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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벨기에의 해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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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  일[8]

(1) 현황

독일에서는 표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18개의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

로를 구히 가동중단 하 다.  이 중 Niederaichbach에 있는 KKN과 

Grosswelzheim에 있는 HDR은 해체가 완료되어 완전 철거되어 발전소가 있었던 

부지는 자연의 녹색지대로 회복하여 현재는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다.

Lingen에 있는 KWL과 Hamm-Uentrop에 있는 THTR-300은 Safe 

Enclosure(SE) 상태로 있으며, 다른 14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녹색지대로 환원시키

기 위해 해체가 진행 중에 있다.  672 MW 용량의 Stade 원자력발전소는 2003년 

9월에 가동 중단되어 즉시 해체하기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또한 32개의 연구로가 구히 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며, 이 중 21개 연구로는 

해체작업이 끝나 구히 철거되었으며, 3개의 연구로는 폐관리 상태로 있으며, 

나머지 8개의 연구로는 철거를 위해서 해체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핵연료를 제조하거나 재처리를 했던 핵연료주기 시설인 

10개의 시설은 구히 가동 중단되어 그 중 5개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나머지는 

해체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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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Decommissioning of NPPs and Prototype Reactor

NPP
Type of 

Reactor

Electr.

Power

(MWe)

First

Criticality

Shut 

Down

Decommissioning

start/end

1 KNK II FBR 21 10.10.1977 23.08.1991 26.08.1993

2 MZFR PWR(D2O) 57 29.09.1965 03.05.1984 17.11.1987

3 Gundremmingen-A BWR 250 14.08.1966 13.01.1977 26.05.1983

4 VAK BWR 16 13.11.1960 25.11.1985 05.05.1988

5
HDR

Groβwelzheim
BWR 25 14.10.1969 20.04.1971

16.02.1983/

15.10.1998

6 Niederaichbach HWGCR 106 17.12.1972 31.07.1974
21.10.1975/

17.08.1995

7 Rheinsberg WWER 70 11.03.1966 01.06.1990 28.04.1995

8 Greifswald-1 WWER 440 03.12.1973 18.12.1990 30.06.1995

9 Greifswald-2 WWER 440 03.12.1974 14.02.1990 30.06.1995

10 Greifswald-3 WWER 440 06.10.1977 28.02.1990 30.06.1995

11 Greifswald-4 WWER 440 22.07.1979 02.06.1990 30.06.1995

12 Greifswald-5 WWER 440 26.03.1989 30.11.1989 30.06.1995

13 AVR Julich HTGR 15 26.08.1966 31.12.1988 09.03.1994

14 THTR-300 HTGR 308 13.09.1983 29.09.1988
22.10.1993/

10.1997 in SE

15 Wurgassen BWR 670 22.10.1971 26.08.1994 14.04.1997

16 Lingen BWR 252 31.01.1968 05.01.1977
21.11.1985/

30.03.1988 in SE

17 Muhlheim-Karlich PWR 1302 01.03.1986 12.06.2001 16.07.2004

18 stade PWR 672 08.01.1972 14.11.2003

Application for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filed on 23.07.2001

SE=Safe Enclosure   FBR=Fast breeder Reactor   PWR=Pressurised 

Water Reactor    BWR=Boiling Water Reactor   HWGCR=Heavy 

Water moderated Gas Cooled Reactor   WWER=Water cooled Water 

moderated Reactor   HTGR=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44

그림 2.4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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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Decommissioning of Fuel Cycle Facilities

Facilities Operation Time Status

WAK Karlsruhe, Reprocessing 1971 1990 HLW-Disposal

AMOR I/II Rossendorf, Mo-99 1961 1990 Dismantling

Hot Cells(SIEMENS), 용도 불명 1967 1989 Dismantling

KRT, Fuel Production 1966 1993 Terminated

HANAU, Fuel Production 1969 1995 Dismantling

HANAU, Mox Processing 1970 1991 Dismantling

(2) 정책 및 전략

독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전력회사와 합의하 다.  

단계적 폐쇄의 상세한 일정 등은 2002년 4월에 배포된 원자력법령 수정안에 잘 

나타나 있다.  각 원자로의 남은 가동시간은 명목상의 가동기간을 32년으로 하

을 때 계산되는 잔류 전력량으로 결정될 것이다.  원자력발소 간의 남은 전력생

산량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는 점차 폐쇄될 것이

며, 동시에 철거될 것이다.

독일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인 녹색지대로 환원하기 위해 즉시 철거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들을 사

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고 사회적 현상과 비용 등을 고려하는 원자력사용자의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독일에

서 이용할 수 있을 때 까지 원자력관련 시설의 철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  즉시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폐관리나 차폐관리 후 이어서 해체할 것이냐 

하는 해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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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Operation German Nuclear Power Plants and Residual 

Electricity Generation as of 1 Hanuary(Annex 3, Atomic Energy Act)

NPP
Type of 

Reactor

Gross EL. 

Power

(MWe)

Residual EL.

Generation

(TWh)

Calculated

Operational

Period

Obrigheim(KWO) PWR 357 8,7 2005

Biblis A(KWB A) PWR 1225 62,0 2008

Neckarwestheim-1(GKN 1) PWR 840 57,4 2009

Biblis B(KWB B) PWR 1300 81,5 2009

Brunsbuttel BWR 806 47,7 2009

Isar-1(KKI 1) BWR 912 78,4 2011

Unterweser(KKU) PWR 1410 118,0 2012

Philippsburg-1(KKP 1) BWR 926 87,1 2011

Grafenrheinfeld(KKG) PWR 1345 150,0 2014

Krummel BWR 1316 158,2 2016

Gundremmingen B(KRB B) BWR 1344 160,9 2016

Gundremmingen C(KRB C) BWR 1344 168,4 2016

Grohnde(KWG) PWR 1430 200,9 2017

Philippsburg-2(KKP 2) PWR 1458 198,6 2017

Brokdorf(KBR) PWR 1440 217,9 2019

Isar-2(KKI 2) PWR 1475 231,1 2020

Emsland(KKE) PWR 1400 230,1 2020

Neckarwestheim-2(GKN 2) PWR 1365 236,0 2021

(3) 해체 조직

원자력법은 독일 내에서 원자력관련 시설의 해체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력 관

련 규제 행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에 독일 내에서 원자력 시

설을 해체를 결정, 시행하고 규제하는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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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articipants in Nuclear Licensing and Supervisory 

Procedure fo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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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원자력관련 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설

명과 더불어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 일반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자료와 시설 또는 계통에 대한 설명,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주의사항, 책임자의 지식과 임무, 해체 중 필요한 운전전문가의 지식 종

류 및 반  방안, 안전기준, 법령에 의한 건설 자료, 규제해제 및 재사용, 처분을 

구분하는 방사성 잔류물 및 폐기물의 관리방안, 환경 향평가보고서 및 기타 환

경에 미치는 향에 관한 자료 등 첨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

독일의 폐기물관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사

용하거나 재순환 시켜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원자력시설 중 

극히 일부만이 방사성물질과 접촉하여 오염되었거나 방사성핵종으로 인해 방사

화되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오염된 많은 양은 제염하여 규제해제 등

이 범위 등에 들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표 2.12에 독일에서의 폐기물 분류와 방출 등에 관련한 기준치를 나타내었다.

표 2.12   Release Criteria of Radioactive Waste in Germany

규제면제 종류 페기물의 종류 조건 1 조건 2

Unrestricted

release

표면오염 일반고체

10 μSv/y

4

일반고체 5

발생량 1톤 이상 건축자재 6

지표면 7

재사용하려고 하는 건물 8

Restricted

release

일반고체

없음

9

Demolition 하려고 하는 건물 10

재사용하려는 금속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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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9]

(1) 현황

국은 1세대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적 목적으로 쓰 던 원자력시설을 처리하

는 과정 중에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을 정화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이 걸림과 동시에 원자력 시설을 완전 철거 하는 데에는 수십억의 파

운드가 소요된다.

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원자력해체 전문기관 NDA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를 만들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NDA는 국에

서 원자력 시설의 해체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

관이다.  표 2.13에 국에서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나타내었다.

(2) 전략

원자력발전소나 기타 원자력관련 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조직은 제안서를 제

출할 때 국가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국의 해체에 대한 국가 정책은 1995년 

Government White Cm 2919에서 최초 결정되었다.  이것은 최근 국정부에 의

해서 개정되었으며, 국 내에서 원자력산업 시설의 지침서로 개발되었다.  이 

개정된 지침서에는 “해체의 목적은 작업자와 대중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 하고, 

규제 하에 있는 많은 부지를 줄이기 위해 진취적인 태도로 위험시설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에서의 해체행위의 실제는 시설의 특별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대개 1단계(Stage 1) 해체작업은 가동중단과 동시에 수행된다.  해체 

그 이후의 단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으로 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다.

- 국민, 작업자와 환경에 가로 놓인 잠재적 위험성

- 폐기물의 재활용과 경험 있는 직원들의 이용 가능성

- 필요한 경우 해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공사

기간

- 설비를 위한 경제적인 비용

- 지속적인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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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UKAEA Decommissioning Progress

Facility Description Status

PFR Prototype Fast Reactor

Undergoing Stage 1 decommissioning. Defuelling 

complete. Plant for removal and management of waste 

sodium coolant in operation

DFR Experimental Fast Reactor
Undergoing Stage 1. Coolant destruction plant ready 

for commissioning

D8550 Pu handling building Stage 2 complete

DMTR Material test reactor Stage 2 complete

D1204 MTR reprocessing plant POCO well advanced

DIDO,BEPO

& PLUTO
Experimental reactor Stage 2 decommissioning complete 1996

GLEEP Experimental reactor Stage 3 decommissioning complete 2004

LIDO Swimming pool reactor Stage 3 decommissioning complete 1995

B220
Radiochemistry laboratory and

radioactive handling facilities

Redundant laboratory areas shielded cells cleared.  

Over 150 standard glove boxes decommissioned. Large 

installed glove boxes and pressurised suit areas 

decommissioned.

B351 Chemical engineering facility Stage 3 decommissioning completed 1998

WAGR
Prototype for advanced gas-cooled 

reactor

Stage 1 complete. Stage 2/3 decommissioning in 

progress

Piles 1&2
Air-cooled graphite moderated pile 

reactor

Stage 1 complete. Pile 1 undergoing Stage 

decommissioning.

SGHWR
Prototype heavy-water moderated 

and light water cooled reactor
Decommissioned to Stage 1 1997. Held under C&M

DRAGON &

ZEBRA
Experimental reactors Stage 1 complete-reactor and fuel stores under C&M

NESTOR and 

DIMPLE
Low power experimental reactors Stage 3 decommissioning completed 2000

A52 Alpha materials laboratory Stage 3 decommissioning complete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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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British Nuclear Group Decommissioning Progress

Facility Description Status

B29 Fuel storage pond Undergoing POCO

B30
magnox storage pond & 

decanning facility
Undergoing POCO

B31 Setting tanks Undergoing POCO

B38 Wet 

Silos

Stores mixture of fuel 

cladding and miscellaneous 

beta gamma wastes

Stored waste being retrieved.

B203 Pu recovery plant Undergoing dismantling

B204 Head end pkant Undergoing POCO/Initial decommissioning

B209
Various Pu treatment & 

finishing plant

Several lines fully decommissioned. 

Various parts undergoing dismantling.

B212 Caesium extraction plant Undergoing dismantling

B277 PFR fuel extraction plant Undergoing dismantling

Berkeley Magnox reactor x 2 Undergoing Stage 2 decommissioning

Hinkley Point Magnox reactor x 2 Stage 1 defuelling in progress

Hunterston A Magnox reactor x 2 Undergoing Stage 2 decommissioning

Trawsfynnyd Magnox reactor x 2 Undergoing Stage 2 decommissioning

Bradwell Magnox reactor x 2 Stage 1 defuelling in progress

Calder Hall Magnox reactor x 4 Pre-defuelling modification in progress

국의 상용원자로 사용자들은 불필요한 원자로의 해체를 위한 마지막 단계

를 연기하려고 하고 있다.  핵연료와 대부분의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 시설 

외부에 생물체 차폐장치를 두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봉할 것이다.  

Magnox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외부의 압력관과 스팀발생기는 안전하게 

저장되어 진다.  원자로는 최종 철거하고 부지를 깨끗이 하기 전에 100년 이상 

동안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도록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  이 상태는 차폐관리 

즉, Safestore로 명명한다. 

Safestore의 속 내용물은 적절한 노심의 완전한 격납을 통해 물리, 화학적으

로 안정해야 하며,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최종 

철거를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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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Windscale Advanced Gas-Cool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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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대부분 원자력 시설을 해체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정부에 책임 

있다.  NDA는 국정부로부터 직접 예산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에너지세는 

NDA의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 부지를 원상복귀 시키는 예산을 지원하는 원자

력시설해체기금계좌로 알려진 Nuclear Decommissioning Funding 

Account(NDFA)를 민간과 분리된 회계법인으로 설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민 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분리된 예산은 해체뿐만 아니라 이때 발생한 폐

기물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해체를 위한 책임소재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생한 부채

에 대해서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할 몫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4) 해체기술과 검사

(가) 해체기술

해체에 관련된 기술은 잘 발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염과 철거에 대한 넓

은 범위의 기술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술들은 복잡한 원격조작 

기술을 포함한다.

제염기술은 다음을 포함한다.

- 표면에 남은 찌꺼기에 대해서 걸레로 문지르거나, 부스러기를 모으거나 

진공의 방법을 동원하여 간단하게 청소하는 특별한 인력이 필요 없는 작업

- 방사능에 오염된 표면을 화학적인 방법이나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표면

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오염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 제거하는 깊이가 결정된

다.

- 콘크리트 표면을 scabbler를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납 벽돌의 표면을 갈아 

내는 것과 같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표면을 제거하는 방법

철거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왕복을 이용한 다양한 공구와 원형 톱, 드릴과 공압을 이용한 절단장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절단작업

- 산소-아세틸렌과 플라즈마-아크를 이용한 절단 작업

- 압착방법을 이용한 절단

- 일반적인 방법과 폭발에 의한 파괴

철거작업의 특성은 오염의 특성과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파괴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시설을 제염할 수 있으나 오염의 

정도가 심할 경우 원격조작 장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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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cale에 있는 화재가 난 Pile 1과 Dounreay에 있는 중준위 폐기물 동굴

로부터 폐기물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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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omentum Separators and Spark Arr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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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HSE/NII는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모든 단계를 통해서 허가된 규제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검사한다.  발전소의 현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상태에서 해체를 결정한 후 이를 시행하

는 초기단계에서의 검사 형태와 해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기간 동안의 검사

의 형태는 운전기간 중에 실시하는 검사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HSE/NII에 

의해서 적용되었던 검사의 총괄적인 양은 해체하는 동안 발전소로부터 사람에게 

가해지는 위험성이 줄어들므로 해서 줄어들게 된다.

환경관련 정부기관도 규제상의 책임과 관련되어 인가된 부지에 설치된 원자

력시설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환경관련 정부기관과 HSE/NII 사

이에는 접한 관계에 있다.

부지 주위에 망을 쳐서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간 동안 규제시스템은  남은 

발전소 시설물, 각종 계통과 구조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폐관리 또는 차폐관

리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 등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인허가 관련 사항들은 안전유지 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운전상태에 있는 기록

들을 포함하여 유지된다면 방사성 물질의 조사부터 시작하는 미래의 해체행위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 폐기물관리

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한다.



57

표 2.15   Categories of Radioactive Waste

Categories Detail

Very low level

Waste(VLLW)

Wastes which can be disposed of with ordinary refuse, 

each 0.1 cubic meter(m
3
) of material containing less than 

400 kBq of beta/gamma activity or single items 

containing less than 40 kBq

Low level wastes

(LLW)

Containing radioactive materials other than those suitable 

for disposal with ordinary refuse, but not exceeding 4 

GBq/te of alpha or 12 GBq/te of beta/gamma activity - 

most such wastes can be accepted for authorized 

disposal at Drigg.

Intermediate level

wastes(ILW)

Wastes with radioactivity levels exceeding the upper 

boundaries for ILW, but which do not need heating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sign of storage or disposal 

facilities.

High level wastes

(HLW)

Wastes in which the temperature may rise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their radioactivity, so this factor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signing storage or disposal 

facilities.

대개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입▪반출이 허

락된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규제면제 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을 철저히 분류한

다.  부지 내에 있는 물질의 재사용은 NII에서 승인된 인허가 법령에 따른다.

국에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장이 

있다.  유일한 국가 저장시설은 국 원자력그룹에서 운 하고 있는 Cumbria 

Drigg에 있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다.

1997년 3월 국의 환경과 관련된 주장관은 Sellafield 근처에 있는  지하 암

반 부지에 UK Nirex Ltd에서 연구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요청해 왔으나 이

를 거부하 다.  그와 같은 실험실은 자칫 중준위폐기물과 장수명 저준위폐기물 

처분에 관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결정

은 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재검토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하 다.

국 정부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행정부는 모든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에 대

한 국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  2001

년 9월 국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에서 고체 방사성폐기물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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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개선된 정책 제안”이라는 전문가협의회의 보고서를 발간하 다.  일

반대중들과의 협의 기간은 2002년 3월까지도 계속되었다.  2002년 7월 국 정부

는 협의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조직체인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것을 발표

하 다.  이 위원회에서는 고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비교

하여 검토▪평가할 것이며, 대중과 환경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

결책을 행정부에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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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저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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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위원회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대조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처분의 방법을 재검토하는 활동을 하

고 있다.

국의 산업계는 저준위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LLW 처분장이나 

Drigg에 처분하고 있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준위폐기물을 포함한 중준위

폐기물은 국가에서 운 하는 처분장에 처분하지 않고, 부지 내에서 처리하거나 

저장하고 있다.

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은 최소가 되게 해야 하며, 방

출되는 폐기물은 규정된 방사능 농도 한계치 미만이어야 한다.  예상되는 비평가 

그룹의 방사선 선량은 경제▪사회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적은 양을 제시

할 것이다.

정부 대리인은 방출은 2000년 6월의 보고서 초안에 따라 2001-2020년 까지 

방사성폐기물 방출을 위한 국의 정책은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고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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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  본[10]

(1) 현황

일본은 2003년 9월 기준으로 52개의 상업용원자력 발전소와 10개의 연구용 

원자로, 다수의 핵연료 제조시설 및 핵주기 시설을 운 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다는 원자력을 늦게 시작하

고 원자력 발전소의 기간 연장의 연구도 많아 해체를 하고 있는 시설들은 많지 

않으나 운전이 25년 이상 된 발전소도 표 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기나 있어 

앞으로 큰 해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표 2.17에는 일본에서 

해체되었거나 해체중인 원자로 시설들을 나타냈다.

표 2.16  25년 이상 운전되고 있는 상용발전소 현황

Name Type
Capacity

(MWe)

First 

Operation

Operaion 

Year

Tokai Magnox 166 Jul. 1966 32

Tsurga(1) BWR 357 Mar. 1970 31

Mihama(1) PWR 340 Nov. 1970 31

Fukushima(1) BWR 460 Mar. 1971 30

Mihama(2) PWR 500 Jul. 1972 29

Shimane(1) BWR 460 Mar. 1974 27

Fukushima(2) BWR 784 Jul. 1974 27

Takahama(1) PWR 826 Nov. 1974 27

Genkai(1) PWR 559 Oct. 1975 26

Takahama(2) PWR 826 Nov. 1975 26

Fukushima(3) PWR 784 Mar. 197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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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해체가 대상 원자력시설

Name
Reactor 

type
capacity, MW operation status

JPDR, JAERI BWR 12.5 63-76 해체 완료

Tokai-1, 

JAPCo
ATR 166 66-98

해체 중, 

2001

Fugen, JNC 165 79-03 해체 기획

(가) JPDR

196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한 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JPDR)는 초기 용량은 45 MWth인 BWR로서 1972년 90 MWth로 출력

을 증가하 으며 1976년 in-core monitor tube의 균열, rod drive mechanism의 

고장으로 운전 정지될 때가지 약 13년간 운전되어 총 출력은 21,500 MWd 다. 

이 JPDR의 해체는 1981년 JAERI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총 2단계로 이루어 졌

는바 이 해체 프로그램의 특징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본에서 필요한 해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원자력의 최고 의결기관인 JAEC의 권고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용은 230억 엔이며 작

업자의 집단선량은 305 person-mSv 다. 이 원자로는 상업용 원자로는 아니었

으나 이곳에서 해체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JPDR의 해체는 기술 개발과 실제 해체의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목표 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추

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철거를 위한 실제 경험의 축적, 실제 철거

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  JPDR 철거작업에 관한 데이터의 확

보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 다..

   ○ 1단계 (1981-1986) : 연구로 해체를 위한 연구 및 개발단계로서 연구 개발

의 최우선 목표를 원격 조작을 통한 작업자의 피폭선량의 감소에 두었다. 예

를 들면 원격 절단 장비의 개발로서 원자로 내부 장치와 원자로 압력 용기

의 절단을 위하여 수중 플라스마 절단 장치 및 수중 아크 절단 장치를 개발

하 으며 이는 JPDR은 물론 상업로의 해체에도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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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1986-1996) : JPDR의 실제 철거 단계로 적용된 세부 해체기술은 

다음과 같다.

    + 철재류 철단기술 ; 수중 플라스마 아크 절단( 원자로심 내장물), 수중 아크 

절단기(원자로압력용기), 회전디스크 나이프(배관절단) 및 성형폭발(shaped 

explosives) 기술

    + 콘크리트 절단기술 ; abrasive water jet 절단(차폐체 내부), 기계적 절단 

(차폐체 내부) 및 controlled blasting (차폐체 외부)

    + 원격철거기술 ; 해체작업의 전산 모사기술 및 dual arm manipulator

    + 방사선계측기술 ; 저준위방사능의 계측(건물 표면, 내장 배관 등)을 위하여 

베타/감마 검출기, 차폐판, 감마검출기를 조합한 이중층 검출기를 이용하여 

저준위 방사능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 으며 예로는 

RAPID 와 MISE 가 있다.

    + 고효율 제염기술 : flow abrasive 제염기술 : 연마제가 함입된 고속 공기

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표면을 제염하는 기술, laser induced 화학제염기술, 

저온 열충격 제염기술 및 현장 전기화학적 제염기술

    + 원자력시설의 철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 해체 데이터베이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총 고체 폐기물은 30,000톤이며 이중 방사성 폐기물은 

약 3,770톤에 이른다. 이들 폐기물은 200리터 드럼이나. 특별히 제작된 1 m
3
 또

는 3 m
3
 컨테이너에 포장하 다. 폐기물은 4개의 준위별로 분류되었으며 이 분

류를 위하여 총 4,000 개 이상의 시료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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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okai-1 원자력 발전소

Tokai-1 원자력 발전소는 1960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8년 3월 운전을 구 

정지할 때까지 32년간 29 x10
12
 WH의 전력을 생산한 Japan Atomic Power 

Company (JAPC)소유 발전소이다. JAPC 사는 Tokai-1이외에 Tsuruga 4호기 

까지 4개의 발전소를 운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2호기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전

력회사이다. Tokai-1은 166 MWe 용량으로서 국의 고온 가스 냉각 Magnox원

자로이다. 1998년 운전 정지 후 2001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 으며 2001년 

12월에 해체 작업에 착수하 다. 이 해체 작업의 특성 또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해체의 목표는 모든 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거한 후에 부지

는 미래의 다른 원자력 시설을 운전하는데 사용한다.

   ○ 해체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사용후핵연료의 제거를 완료한 후에 원자

로는 안전한 봉상태로 10년간 유지하고 그 10년 동안을 5년씩 두개의 기

간으로 나누어 고려하 으며 원자로의 해체를 수행하는 제 3 단계는 다시 

두 step으로 나누어 해체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업무

는 표 2.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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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Tokai 원자력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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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Tokai-1 원자력발전소 단계별 해체시나리오

Phase Period decommissioning activities

I 2001-2005

- Isolate reactor structure for safe store

- Drain and cleanup fuel cooling pond

- remove components in turbine and aux. building

- remove fuel discharge/charge machine  

II 2006-2010
- Remove steam generator

- Install radwaste system including decontamination

III

step 1

2011-2016

- Withdraw reactor inserts and take out graphite block

- Dismanle RPV and internals

- Remove activated concrete shielding structures

step 1

2015-2017

- Survey finally

- demolish all buildings (except basements)

- Back fill and adjust land on ground level

   ○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예상되는 양은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이 해체 중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은 중저준위로 

하며 이 모든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 처리될 것이나 이는 

3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수행할 것이며 그 때까지는 해체 현장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67

표 2.19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과 예상 양 

                                                       (단위 톤)

준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처리 방법

중저

준위

level I

(relatively high)
0 0 1,550 1,550

중간 저장 후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 터널 방식

 - 콘크리트 피트
level II 10 580 7,840 8,500

level III

(very low)
10 60 8,010 8,100

천층처분

- 트렌치 방식

비방사성 10,580 7,070 141,580 159,300 재활용

계 10,600 7,700 159,000 177,300

   ○ 예상되는 해체 비용은 아래의 표 2.20과 같으며 이 표에는 비교를 목적으

로 BWR과 PWR의 예상(JAPC 계산) 해체 비용도 함께 수록하 는데 이들

의 해체 비용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금액 전

부 JAPC가 충당하는 자기 자본이며 이중 519억 엔은 2000 년 말까지 준비

한 준비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표 2.20 해체 예상비용

                                                 (단위; 10억 엔)

GCR(Tokai-1). 116 MWe 경수로 (비교치)

1단계 2단계 3단계 계
비등경수로

1100MWE

가압경수로

1160 MWe

해체 6.7 5.5 22.6 34.8 38.8 41.0

폐기물 관리 (0.3) 2.5 55.5 58.0 15.7 17.7

계 6.7 8.0 78.0 92.7 54.5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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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전략 

  (가) 해체 전략 특성

    일본의 해체 전략은 2000년 11월 일본원자력위원회(Japan Atomic 

Energy Commission)에 의하여 발표된 “The long term program for R&D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해체에 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운전 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명

시되어 있다.

   ○ 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 확보이며, 이 기본 원칙에 입각

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 원자력 발전소 해체 후 부지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로서 활용한다.

일본에서 원자로 해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체순서는 아래 그림2.10과 같

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징은 시설의 운전 정지 후 바로 해체 단계로 진

입하지만 원자로는 약 5년에서 10년 사이의 안전 봉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로 얻어지는 효과는 작업자의 피폭량의 감소, 방사성 폐기물량의 감소, 해체 

비용의 감소, 부지 재사용 가능성 및 주변 주민의 이해도 증대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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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일본의 원자력시설 해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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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앞의 Tokai-1호기 원자로 해체에서 이

미 설명한바와 같이 해체 폐기물은 모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별하고 이

는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그 기준(상한치)

들이 이미 규정화 되어 있다. 비교적 높은 준위의 저준위 폐기물의 기술적 규제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도 규제해제를 위한 규정(clearance level)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Co-60에 관하여서는 규제해제 대상 최고치가 0.4 

Bq/g으로 안전위원회가 보고한 것이 전부이다. 

해체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 적립금 제도에 의하여 1989년부터 적립되도

록 되어 있으며 면세로 처리되고 있다. 이 비용은 해체 철거 작업에 필요한 비용

과 폐기물 처분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비용은 포함하

지 않는다. 비용은 전기요금의 일부로 부가된다.

    일본의 해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체와 동시에 연구 개발을 많이 수행

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JPDR을 해체하는 동안 해체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앞 기간을 연구에 할애할 만큼 연구를 강조하 으며 이 동안 

수행된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Tokai-1을 포함한 상업용 원자로의 

해체를 위하여서도 NUPEC이 주도하에 해체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이 프로그램은 크게 4 가지로 구별된다.

   ○ 해체 전 제염 기술 개발: 이는 두 번째 단계인 시스템 제염과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기술로서 대표적인 예는 원자로 일차계통의 계통제염이다. 이 

기술의 목표는 해체 동안에 작업자의 피폭과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있으며 압력용기를 포함하는 일차 계통에 화학제염제를 순환시키고 동시에 

electrolysis cell을 통과시켜 제염과 폐액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채

택하 다. 

   ○ 해체철거 기술: 이는 방사능이 높은 부분을 철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

체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자의 피폭량을 감소하고 발생 폐기물과 환경에 

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개발하는 개별 장비 들은 

원격조작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흑연 block을 제거하는 장치, 절단 장비의 

고정 장치 및 절단 장치들로서 JAERI에서 JPDR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발

한 장치들과 상호 보완적인 것 들이다. 

   ○ 해체 작업 중 방사선 측정: 해체 작업 중에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방사선 

준위, 제염 작업을 위한 오염물질의 분포 상태, 제염 효과, 최후 부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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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위한 잔류 방사능 량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대상으

로 고려한 것은 폐 콘크리트와 금속으로서 콘크리트는 파쇄하여 골재만 분

별하여 이로부터 다시 콘크리트를 만들어 재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으며 

이로부터 실험용 가옥을 설치하고 방사선의 향을 평가하고 있다. 금속 폐

기물은 방사선을 띠고 있는 부분의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용융하

여 고준위 폐기물의 고화 충진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자로 시설 해체시 안전 확보 계획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87년 JPDR의 해체에 따라서 원자로 시설의 

해체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 안전 확보 조건에 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를 2001년에 개정하여 해체 계획의 수립 시에 이를 반 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

력 개발 이용의 증진에 따라서 원자로 시설의 해체를 위한 대책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해체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 다. 

   이 보고서에서 원자력 안전전문부회는 상업 발전용 원자로 시설 등의 해

체도 가시거리로 끌어드리고, JPDR 및 원자력잠수함 “무츠"의 해체 실적과 상업

용 원자로에서 방사선 준위가 비교적 높은 증기 발생기와 그 shroud의 교환 실

적을 바탕으로 또 외국에서 선행된 해체 동향 등의 지식을 집약하여 다음 항목

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 다.

    ▯ 원자로 기능 정지 조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 해체중 원자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방안

    ▯ 해체 작업에서 안전 확보 방안

    ▯ 해체 완료 방안

    ▯ 기타.

그리고 본 보고서는 앞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필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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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  국[11]

미국의 경우는 수많은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해체를 하여야하며 또 이미 시작되어 완료된 경우도 있다. 미국은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그 방법과 필요서류, 요구사항 및 제출 시기까

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1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1988년 규정들이 미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996년 다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규제

를 받는 모든 원자력 시설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NRC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

들이 DOE(Department of Energy)를 중심으로 DOE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다. 

 (1)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rule

    (가) 해체 작업의 정의

    미국의 전력회사가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시설의 운전을 원히 중단

하려고 결정하 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운전허가를 종료하

고 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잔여 방사선량까지 제염하여

야 한다. 10CFR50.2에 규정되어 있는 해체(decommissioning)의 정의는 다소 포

괄적이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고 있다. 즉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하여 부지를 포함하는 모든 재산을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ecommissioning means to remove a facility or site safely from the 

service and reduce residual radioactivity to a level that permits;

  - release of the property for unrestricted use and termination of the 

license; or

  - release of the property under restricted use and termination of the 

license."  

    이러한 해체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NUREG-0586(1988) "Final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GEIS)에서 

잘 설명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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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N :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장비, 구조물 또는 시설 및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운전 중단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전허가의 종료

가 가능한 정도까지 제거되는 해체 방법. 이 GEIS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mmediate dismantlement라고도 부른다.

   ○ SAFSTOR : "delayed DECON“이라고도 불리며 시설이 안전한 상태로 유

지 보수되고 있어 차후에 수행할 해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해체 방

법. 이 동안에는 모든 기기는 운전될 수 없어야 하며, 핵연료는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방사성 용액들은 모든 장치 및 기기로부터 제거되어 처리되어

야 한다. 이 SAFSTOR 또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 ENTOMB : 방사능을 띠고 있는 구조물, 장비 또는 이들의 시스템을 콘크

리트와 같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물질로 덮어두는 것으로서 이

구조물은 방사능이 운전허가의 종료가 가능한 정도까지 붕괴되어 없어질 때

까지 적당히 유지보수 되고, 안전성 등이 감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 DECON과 SAFSTOR는 각각 또는 이들의 조합 역시 수

용될 수 있다는 것이 NRC의 입장으로서 일부 제염 및 방사성 물질의 제거 후 

일정 기간동안 SARTOR 기간이 지난 후에 DECON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

능하다. 

    (나) 해체 작업의 단계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원히 조업 중단이 결정되면 60년 내에 그 발전

소를 해체하여야 하며 이 해체는 그림 2.11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체 

작업이 60년을 넘길 수는 있으나 이는 연장함으로서 일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NRC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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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미국의 원자력시설 단계별 해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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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원 내의 수자는 이 시점에 완료하여야 하는 작업을 나타내는 것

으로서 내용은 아래 표 2,21과 같다. 

    

표 2.21    Activities defined in figure 2.11

Number 

in Fig. 2.11
Activities

1  운전을 영원히 정지한다는 확인서 제출

2  운전정지 후 해체 계획서 (PSDAR) 제출

3  해체 현장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출

4  사용후핵연료를 완전히 제거 했다는 증명

5  공청회 등의 결과

6  운전허가 종료 신청서

   ① 해체 계획 단계 (Initial activities)

   ○ 원자로의 정지 후 2년 이내에 PSDAR(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를 NRC와 주정부에 제출 하여야한다. 여기

에서 주정부란 운전을 정지하고 해체하려는 시설의 8 km 이내에 포함되는 모든 

주정부를 의미하며 여기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된 해체활동에 대한 설명

    ▽ 이들 해체 활동을 수행할 일정 계획

    ▽ 예상되는 원가

    ▽ 환경 향에 관한 고려

   ○ NRC는 PSDAR을 접수받으면 the Federal Register에 이를 알리고 

NRC web site home page에 이를 발표하여 일반인이 이에 관한 평가와 의견 제

시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90일 내에 해체하려는 시설의 부근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여야 한다. 

    ② 주 해체 공사 (Major Decommissioning Activities)

     사업자는 이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운전 정지 서류, 핵연료 제거 확인에 

관한 서류 그리고 PSDAR을 접수시킨 지 90일이 지나면 해체공사를 수행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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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해체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하여야 한

다.

   ○ 기체 또는 액체의 방출과 관련된 기술설명서

   ○ 유지보수 

   ○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유지

    - 시설의 설명 

    - 사업자의 조직

    - 부지특성 분석 

    - 사고해석

    - 이 밖에 방사성 페기물의 관리, 방사선 방호 및 운전 등

   ○ 화재 방호에 관한 요구사항 

     ③ 규제 해제(Termination of License)

     사업자는 위에서 기술한 주 해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허가 종료

를 원하는 시점의 2년 전에 운전허가 종료 신청서(License Termination Plan; 

LTP)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NRC의 검토와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LTP에 포

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지 특성 평가(site characterization)  

   ○ 나머지 해체 작업의 선언 

   ○ 복원계획 

   ○ 최후 방사능 검사 계획

   ○ 허가 종료를 위한 방사학적 조건에 일치 여부

   ○ 해체 작업의 소요 경비 

   ○ 환경 평가서의 보완

    (다) 소요 자금의 확보 및 사용 

    해체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모두를 열거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해체 시간, 해체 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의 

조합방법, 원자로나 시설의 형태, 시설의 위치, 발생 폐기물의 양 처리비용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NRC는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비용을 약 3에서 4.5 억불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

다. 이렇게 많은 바용이 소요됨으로 비용이 해체 도중에 부족하게 되면 해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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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중단되고 방사성 물질의 방치, 비정상적인 처리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

에 큰 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는 원자력 발전소 전 수명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 

(2) 미국 원자력 발전소 해체

  (가) 해체 현황

    현재 해체를 위하여 NRC에 신고된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여기에는 이미 해체가 완료된 다음 4개의 발전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해체가 진행 중인 것(즉시해체; DECON)과 해체

를 연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자연해체(SAFSTOR)로 나뉠 수 있으며 

지연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 내에 다른 발전소가 운전 중이어서 해체를 연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해체가 진행되는 발전소들 중에서 Main Yankee의 해체 현장

을 소개하기로 한다. 

   ○ Fort St. Vrain Nuclear Generating Station : HTGR 842 MW 원자로로서 

89년 8월 조업 중단

   ○ Shoreham Nuclear Power Station : BWR 2436 MW출력 89년 6월 조업중

단

   ○ California-Virginia Tubular Reactor(CVTR): Pressurized tube, Heavy 

Water type 65 MW 원자로로서 67년 1월에 운전 중단

   ○ Pathfinder : Superheat BWR, 190 MW 원자로로서 67년 9월 조업 중단 

  (나) Maine Yankee 원자력 발전소

    Maine Yankee 원자력 발전소는 뉴잉 랜드 주의 10개의 유틸리티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건설한 발전소로서 운전은 Maine Yankee Atomic Power 

Company에 의하여 운전된 900 MWe 경수로이다. 위치는 메인 주의 Lincoln 

County이며 1972년 운전을 시작하여 1996년 12월까지 계속 운전된 메인주의 제

일 큰 발전소로서 총 메인 주 전력의 20%를 공급하 다. 이 발전소는 원래 2008

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사회에서 1997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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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기로 결정하 으며 조기에 해체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부지 복원을 완료하

는 것으로 해체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 다. 그러나 원자로 dome 건물을 2004년

에 해체하여 약 1년 지연되고 있다.

   이 시설의 해체는 Maine Yankee가 운전 허가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져

야하고 1998년 Stone & Webster 사와 2억 5천만 불에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의 건설을 맡겼으며 이 계약은 2000년 Stone & Webster 사의 사업포기

로 Maine Yankee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본 해체 업무와 타 기업에 맡긴 계약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해체 작업은 다음과 같다.

   ○ 1999년부터 발전소의 초기 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부지 내 각 부분의 

방사성 물질의 양과 위치 그리고 위험성 준위를 평가 (GTS Duratek 수행)

   ○ 냉각수 펌프 유타 주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

   ○ 증기 발생기 제거하여 트레일러와 바지선을 이용하여 Barnwell로 이송 

   ○ 가압장치 해체 및 맴피스에 위치한 GTS Duratek 처리 공장으로 이송.

   ○ 보조 계통과 터빈건물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철거 이송

   ○ 터빈 빌딩의 해체

   ○ 배관, 밸브, 전선 등의 보조 설비 철거

   ○ 압력 용기 내부 장치 제염(고압 abrasive water jet 이용) 및 세절

   ○ 원자로 압력용기 제거 및 multi wheeled transporter를 이용하여 Barnwell

로 이송

   ○ 폐기물 이송

   ○ 원자로 빌딩 일부 해체( hydraulic ram 이용)

   ○ 원자로 빌딩 전부 해체( 폭약을 이용)

    그리고 아직 완료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나 해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부지 복원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본 시설의 해체 비용은 2004년 기준 577 백만 달러로서 다음의 몇 가지 

자금으로부터 준비되었다.

   ○ Regular Decommissioning Trust Fund; 주 해체 업무 및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위한 시설의 건설과 운전 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기 사용자가 매년 적립한 자금.

   ○ 별개의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최후처분을 위한 비용으로 이는 DOE와 계



79

약에 의하여 수행되며 DOE에 지불된다.

   ○ 해체 동안에 발생한 폐 자산의 판매에서 얻은 비용으로서 폐자산이란 변

압기, 금속 폐기물 등으로서 이를 위한 자산회수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해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한다. 

   ○ 비방사성 폐기물; 해체 동안 발생하는 비방사성 폐기물은 46 백만 톤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절반 이상이 콘크리트 폐기물이며 금속 폐

기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폐기물은 다른 일반 공업의 해체 현

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분을 위하여 매립될 것이며 금속은 

일부 재활용 될 것이다.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LLW);  예상 발생량은 60 백만 톤으로서 세 가지

(class A, B, C)로 다시 세분하여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오염된 금

속, 콘크리트, 토양 및 NSSS 계통의 부품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는 현장에

서 포장되어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보내져 다시 분류되고 최종 처분된다. 이

러한 모든 과정은 NRC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LLW-Class C 이상의 방사능을 가지는 폐기물(GTCC); 원자로 내부 구조

물 가운데 심하게 방사화된 물건들로서 양은 적다. 초기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 저장하 다가 후에 건식으로 중간 저장될 것이며 최종 처분 방

안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처리한다.

   ○ 고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이외는 없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 소유자와 DOE가 맺은 계약에 의하

면 DOE는 1998년 1원 1일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이전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최종 처분장의 건설이 연기되자 처분장의 완공 시까지 중간저장이 

가능한 시설을 2001년 6월 완공하고 여기에 저장 중이다. 

(3) 연구 개발 

   미국 DOE의 경우에는 NRC와는 달라서 해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연구 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원자력 시설의 해체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은 실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가 주도하는 가장 주요한 연

구 프로그램은 DOE의 한 branch인 EM의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수립된 DDFA(Deactivation and Decommissioning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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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계획이다. 이 계획의 임무는 DOE 가 소유한 원자력 시설 중에서 노후화 

되고 오염된 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해

결하는 것으로 방사성 스테인리스스틸의 회수사용과 같은 기존 기술의 개량에서 

해체용 로봇과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시험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project)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s (LSDDP)으로 이에 관하

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 LSDDP

    이 프로젝트들은 DDFA 계획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민간 기업에 의하

여 또는 본 DDFA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발된 매우 혁신적인 기술들 중에서 아

직도 DOE의 원자력 시설 제염 해체 작업에서 실증된 적이 없는 기술을 시험하

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기술과 장비의 성능 자료는 물론 경

제성 자료까지 얻을 수 있어 그동안 해체 작업에서 기간 기술로 사용되어 왔던 

기존 기술과 비교가 가능하다. 어느 기술의 경우나 비슷하겠지만 신기술을 현장

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여기에서는 DOE나 그

의 contractor)는 안전성과 신뢰성의 입증된 자료가 없으므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과제는 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

로 DOE가 투자를 하여 DOE의 원자력 시설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실증 시험을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처음 시작은 1996년 제 1 라운드가 시작되어 3개 site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1998년 완료되었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된 제 2라

운드에는 4개의 site가 지정되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 다. 또 2000년에 제 3라운

드 LSDDP에서는 3 개 site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위 기

술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site 별로 이루어진다. 즉 해체 대상이 되는 

DOE 산하 기관의 원자로 또는 기타 핵주기 시설을 하나 선택하고 이의 해체 작

업 전체를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해체 작업 도중에 각종 개선된 기술을 적

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 1, 2 라운드에서 입증한 기술 또는 장

비의 수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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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기술또는 장비의 분야별 수

분야 1st round 2nd round

dismantling 13 7

decontamination 16 7

monitoring/measuring 16 17

waste management 6

computer 1 7

operator protection 4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 1 라운드에서는 주로 입증 시험한 분야가 

제염 및 측정 장비 분야이며 해체 장비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제 2 라운드에

서는 제염, 해체 부분이 감소한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및 사업관리 분야와 

폐기물 처리 분야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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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미국내의 원자력 관련 시설 해체 현황

Area
Facility 

Name
Process

Capacity

(MWe)
Owner Start Shut Down Decom. Status Option

Illinois
Argonne 
EBWR BWR 5 DOE 1956 1967 Decommissioned -

Michigan
Big Rock 
Point BWR 72

Consumers
Energy 1963 1997 Dismantling

Early Site
Release

South 
Carolina

Carolinas 
CVTR

PHWR 17 CVPA 1963 1967 Decommissioned -

Connecticut
Conn.Yankee-
Haddam Neck

PWR 577
Northern 
Utilities

1968 1997 Dismantling
Early Site
Release

Illinois Dresden-1 BWR 192 Commonwealth
Edison

1960 1978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Minnesota Elk River BWR 22 DOE 1964 1968 Decommissioned Early Site
Release

Minnesota
Enrico 
Fermi-1 FBR 57 PRDC 1966 1972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Colorado Fort St Vrain HTGR 330
Public Service 
Co of Colorado 1979 1989

Decommissioned
(non-nuclear re-use)

Early Site
Release

Nebraska Hallam
Na- 

graphite
75 Doe/NPPD 1963 1964

Care and 
Maintenance

Entombment

California Humboldt Bay BWR 63 PG&E 1963 1976 Dismantling Safestore

NY Indian Point-1 PWR 257 Energy Co. 1962 1974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Wiscon LaCrosse BWR 48 DPC 1969 1987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Maine Maine Yankee PWR 870
Maine Yankee 
Atomic Power 

Co.
1972 1996 Dismantling -

Connecticut Millstone-1 BWR 646 Northen Utilities 1971 1998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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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acility 

Name
Process

Capacity

(MWe)
Owner Start Shut Down Decom. Status Option

South Dakota
Pathfinder 
test reactor BWR 59 NSP 1966 1967

Decommissioned
(non-nuclear re-use) Safestore

Peach Bottom, 
PA

Peach 
Bottom-1 HTGR 40 PEC 1967 1974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Ohio Piqua OMR 11 DOE 1963 1966
Care and 

Maintenance
Entombment

California SONGS-1 PWR 436 SCE&SDGE 1968 1992 Dismantling
Early Site 
Release

California Santana 
Susana

Na-
graphite

8 DOE leased to 
SoCalEd

1957 1964 Shutdown -

Pennsylvania Shippingport PWR 60 DOE 1957 1982 Decommissioned Early Site 
Release

NY Shorehem BWR 809
Long Island 

Power Authority 1985 1989 Decommissioned
Early Site 
Release

Pennsylvania
Three Mile 
Island-2 PWR 905 Pen/JCPL/MetEd 1978 1979 - Safestore

Oregon Trojan PWR 1130
PortGE/PAcPL/

EWEB
1976 1992 Dismantling

Early Site 
Release

California
Vallecitos 
VBWR

BWR 5 GE 1957 1967
Care and 

Maintenance

Massachusetts Yankee Rowe PWR 167 Yankee Atomic 
Electric Co.

1961 1992 Dismantling Early Site 
Release

Illinois Zion-1 PWR 1040 CommEd 1973 1998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Illinois Zion-2 PWR 1040 CommEd 1974 1998
Care and 

Maintenance Saf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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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acility 

Name
Process

Capacity

(MWe)
Owner Start Shut Down Decom. Status Option

Oklahoma
Gore 

Conversion 
Facility

U3O8 to 
UF6

9090 tU/
annum

Sequoyah Fuels 
Corporation

1970 1992 Permanently 
shutdown

-

Oklahoma
Reduction 
facility

DUF6 to 
DUF4

3400 tU/
annum

Sequoyah Fuels 
Corporation

1987 1993
Permanently 
shutdown

-

Tennessee Oak Ridge
Gas 

Diffusion

8500 
MTSWU/
annum

DOE/Exxon 1945 1985
Permanently 
shutdown

-

Ohio Portsmouth Gas 
Diffusion

7400
MTSWU/
annum

DOE/USEC 1954 2001 Permanently 
shutdown

-

Pennsylvania Apollo FBR,PWR,
MOX

360 tHM/
annum

babcock & 
Wilcox

1957 1986 Decommissioned -

- Richland 
MOX plant

MOX 700 tHM/
annum

DOE 1969 1986 Plant cleanout -

South 
Carolina

Barnwell
(Oxide-
PUREX)

LWR 1500 tHM/
annum

Allied-General
Nuclear Service

1974 1983 Decommissioned -

Illinois Morris LWR
300 tHM/
annum

General Electric 1971 1971
Permanently 
shutdown

-

New York West Valley LWR 300 tHM/
annum

NFS 1966 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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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acility 

Name
Process

Capacity

(MWe)
Owner Start Shut Down Decom. Status Option

Texas Bruni ISL
330 tU/
annum

Uranium 
Resource INC 1977 1980 Decommissioned -

Colorado Canon City-1
Alkaline 
leaching

300 tU/
annum

Cotter 
Corporation 1958 1987 Decommissioned -

Texas
EI

Mesquite/Holi
day/O'Hern

ISL
250 tU/
annum

Cogema Mining 
Inc. 1979 1997 - -

Wyoming Gas Hills Heap 
Leaching

400 tU/
annum

American 
Nuclear Co.

1959 1986 Decommissioned -

Wyoming
Gas Hills/
Umetco

Heap
Leaching

300 tU/
annum

Umetco 
Minerals Co. 1960 1986 Decommissioned -

Texas
Gruy Ranch
(satellite) ISL

100 tU/
annum Everest 1988 1992

Permanently 
shutdown -

New Mexico L-Bar
Acid 

leaching
1000 tU/
annum

SOHIO 1976 1981 Decommissioned -

Texas Lamprecht ISL
100 tU/
annum

CIMA Energy 1985 1988 Decommissioned

Wyoming Lisbon Alkaline 
leaching

350 tU/
annum

Rio Algom 1972 1988 Decommissioned

Wyoming Lucky Mc. Acid 
leaching

710 tU/
annum

- 1978 1985 Decommissioned

Utah Moab
Acid & 
alkaline 
leaching

1500 tU/
annum

Atlas Co. plc 1956 1988 Decommissioned

Texas Mt. Lucas ISL
100 tU/
annum

- 1984 1988 Decommissioned

Texas Panna Maria Acid 
leaching

580 tU/
annum

Rio Grande 
Resources Co.

1979 1992 Decommissioned

Wyoming Shirley Basin/
Pathfinder

Acid 
leaching

1000 tU/
annum

Cogema/Pathfind
er Mines Co.

1971 1992 Decommis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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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acility 

Name
Process

Capacity

(MWe)
Owner Start Shut Down Decom. Status Option

Wyoming
Shirley Basin/

Petromics
Acid 

leaching
400 tU/
annum GETTY OIL 1962 1985

Permanently 
shutdown -

Texas TEX-1 ISL
200 tU/
annum Everest 1987 1990 - -

Texas Trevino ISL
 tU/

annum
CONOCO, Inc 1981 1985 Decommissioned -

Colorado Uravan
Acid 

leaching
490 tU/
annum

International 
Uranium Co.

1948 1984 Decommissioned -

Washington Wellpinit Acid 
leaching

420 Western Nuclear 
Inc.

1978 1984 Decommissio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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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랑스[12]

(1) 현황

프랑스에는 EDF(Electricite de France), COGEMA(Compagnie Generales 

des Matieres Nucleearires), CEA(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와 

ANDRA(Agence Nationale pour les Dechets Radioactifs)인 4개의 원자력과 관

련한 주요 민간회사가 있다.

프랑스에서 전체 전기생산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 되

며, 현재 EDF 소유인 58기의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나, 모

든 가스냉각 흑연감속 원자로 6기와 고속증식로인 Superphenix는 가동중단 상태

에 있다.  재처리시설, 우라늄생산시설, 가스확산 프랜트 등 핵연료주기 관련 산

업은 COGEMA에 속해 있다.  프랑스에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시설의 대부분

은 CEA에 속해 있다.  많은 시설들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현재 철거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로, 실험실, 실증실험시설 등의 일정상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다.  ANDRA는 1991년 이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및 극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연구와 처분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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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he Trit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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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명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에 대한 최초의 처분장인 CM(Centre de la 

Manche)은 25년 동안 가동하여 530,000 m
3
 이상의 폐기물을 처분하고 1994년 폐

쇄하 으며, 저장용량 1,000,000 m
3
인 Aube Centre(CA) 처분시설이 1991년 극저

준위폐기물의 저장을 시작으로 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으며, 2003년 9월에 

폐쇄되었다.

(2) 국가정책

원자력관련 시설물의 가동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은 BNIs의 원칙에 따

라 철거를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체 

전에 일련의 제염작업과 변형된 작업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실증시험시설 및 연구로 등 작은 시설물이긴 하지만 철거를 하는 동안 

축적된 경험은 1990년에 그동안 시설물의 해체에 대해 규제를 지배해 오던 BNI

를 새롭게 정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이 절차는 2003년 2월 재검토

되어 SD3-DEM-01에 반 되었다.  원자력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이 같은 방

침은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 있는 모든 허가사항과 상세 규제절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절차서는 운전자가 설치물에 대해서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철두철미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에 걸쳐 해체와 철거행위

에 대한 계획과 절차의 체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측정의 목적은 설비가 비록 가동이 중단된 후에 철거되었을지라도 

모든 기간 동안 안전한 상태로 만족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원자력안전 관련기관(DGSNR)은 해체 등의 철거 행위를 한편으로는 즉각적

인 철거전략을 다른 한편으로는 발생된 수많은 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폐 또는 

차폐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즉시 철거나 폐관리 등의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행과정 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도

록 되어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용자가 설비를 폐쇄했을 때 그 당사자는 

DGSNR 책임자에게 다음이 포함된 형식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

- 최종 폐쇄 후에 설비에 남을 수 있는 잔류물을 정당화할 수 있고, 철거 

이후의 여러 단계를 나타내는 서류

- 최종 폐쇄 절차를 담고 있고, 이후의 프랜트에 대한 안전한 사항을  나타

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 만족할 만한 정도의 안전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시와 서비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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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갱신된 현장의 비상계획서

현재 환경방어 요구조건과 상응하여 제안된 절차에 따라 환경 향분석보고

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여러 형태의 절차서에 대한 요구조건은 CIINB에서 협

의가 끝난 후에 정부에서 서명한 법령에 의해 승인되도록 되어 있다.  

핵물질을 적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할 때 액체 폐기물의 처분이

나 제염과 배수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해체법령에 의한 절차서에 따라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규제의 

측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후에 두 가지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주로 정상적인 운전규칙과 후자의 조사와 안전성 평가, 저장용기의 저장

과 보강, 방사선 목록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핵연료 부지가 있는 섬 밖에 있는 

철거장비로 운전을 준비하는 동안 선원을 평가할 목적이 있는 최종 폐쇄 작업.  

대부분의 경우 철거 1단계에 속한다.

- 발전소내의 원자력 관련 시설의 철거작업.  이 작업은 마지막 폐쇄작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시작되거나 특정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 따른 이득효과의 관점

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행위는 철거 2단계와 3단계에 속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발전소는 자체가 보유한 장비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

소가 된다.  만약 철거 작업을 끝내고 부지내의 잔류 방사능량이 최소 등급 아래

로 유지된다면 규제가 요구되는 기초 핵시설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

2001년 4월 EDF는 해체와 관려낳여 모든 GCR(6기의 원자로), 최초 

PWR(CHOOZ A), EL4와 Superphenix에 대해서 3단계 과정을 결정하 다.  이 

새로운 전략은 아래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있어 훨씬 공격적이다.

- 기업가 측면에서 전체 철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여줌.

- 발생된 모든 물질과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국내에서 해체 조직을 재구성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 미래에 PWR을 해체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가진다는 

점.

CEA는 쓸모가 없어진 R&D 설비(2015년 전에 거의 30개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임)를 철거하는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2001년 간행하 으며,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세탁과 제염, 해체에 관한 연구를 충분히 해야 한

다는 것.

- 가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최종적인 폐쇄행위를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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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야 한다는 것.

- 가능한 한 녹색 전원으로 회복하는 3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

(3) 해체기술과 조사

대체적으로 현재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과학기술만으로 해체프로젝트를 수행

하기에는 충분하다.  해체행위는 다양한 전문기술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며,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기술 : 오염과 방사화된 시설에 대한 방사선 목록 작

성, 제염공정의 선택,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묶음과 포장, 종사자의 피폭 정도 

예상과 잔류방사능의 측정 등에 쓰인다.

- 제염기술 : 금속, 콘크리트나 다른 물질이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전기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작업자의 통로

를 마련하고, 철거에 사용될 작업 공구 및 기계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하며, 절단

하기 전에 장비나 건물의 방사능을 줄이기 위해 또한 처분에 대한 규제치를 만

족하고 다시 자연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절단기술 : 기계적인 방법, 열을 이용하는 방법, 폭발력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단기구 등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금속이나 콘크리트 등을 절단하는 데 필요

하다.

- 폐기물을 취급하고 조절하는 기술 : 이 기술은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의 양을 줄이고, 규제치 이하로 만들어 처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 원격제어 기술 : 이 기술은 원격으로 제어되는 원격조작기, 프로그램에 의

해서 움직이는 로봇,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옮기는 작업

을 하는 이송장비 등을 포함한다.

- 종사자나 환경을 방호하는 기술 : 이 기술은 오염과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

자를 보호하고,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납이나 중정

석 벽돌을 이용한 임시차폐물의 설치, 청정시설의 설치, 이동식 공기조화 장치 

및 특별한 의복 등을 만드는 기술이 포함된다.

이들 기술들은 매우 다양한 공구나 장비를 포함하며, 이들 기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2차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4) 폐기물관리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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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가동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원자력시설에서도 폐기물

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두 종류이다.  비방사성폐기물은 행정관련 시설이나 기술검토 시설 등 방사성물

질이 없는 시설에서 발생하며, 원자력 시설로 이송되기 전 장비나 실험시설 등의 

포장에 사용된 것도 포함된다.

일상적인 폐기물은 일반 공장에서와 같이 분류하고, 압축해서 부피를 적게 

하여 처분한다.

방사성폐기물은 오염이나 방사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방사성폐기물의관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안

전하게 처리하려 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은 신뢰성 높게, 엄격하며 투명하게 

관리한다.

(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준위, 반감기 및 부피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

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은 방사능의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한 방식을 채택

해야 하며, 이 위험은 방사성폐기물의 독성을 나타내는 방사능 준위와 방사능의 

붕괴 시간을 나타내는 반감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개의 파라미터로 분류한다.

따라서 방사능 준위에 따라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와 고준위로 분류하며, 

반감기에 따라 장주기와 반감기가 30년 이하인 단주기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아래의 표는 준위와 반감기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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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Existing or future disposal channels for the main solid 

wastes and for residues resulting from radioactive effluent treatment

Activity/period Short-lived Long-lived

very low level

VLL

- dedicated disposal facilities

- recycling channels under

  investigation

- conversion of current storage  

    areas into disposal facilities   

    under investigation on

   disposal facilities under

   investigation

low level

LL - surface disposal at the Aube

  repository

- recycling of certain metals

  under investigation

- dedicated disposal facilities

  planned for waste containing

  radium and graphite

medium level

ML

- waste management channels

  being devised in the 

  framework of law 91-1381 of

  December 30, 1991

high level

HL

- waste management channels being devised in the framework of  

    law 91-1381 of December 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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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시아국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디아와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원자

력발전소를 운전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기술개발 수준도 초기 단계에 있으므

로 해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현재의 원자력발전 등과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고, 이후 우리가 해체와 관련된 시장개발이나 우리가 준비해 두어

야 할 일들을 예측하고자 아시아 각국의 전기사용량 추세, 연구용원자로를 포함

한 원자로의 수와 기타 건설 중인 원자력관련 시설들을 알아보았다.

(1) 북한

(가) 북한의 핵활동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핵물리학 및 핵공학 교수요원을 

소련에서 양성하 으며, 소련 드브나 연합핵연구소를 통하여서만 300명 이상의 

핵과학자를 유학시켰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북한은 IAEA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자훈련을 실시하 으며, 이때부터 방사화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핵연료의 가공 및 

화학처리 기술연구(Cold Test)에 착수하 다. 핵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착수하면서 

분강 노동자구역(현재의 변 약산지구)에 핵연구단지를 조성하 다. 이때 

IRT-2000이 도입되었고, Cyclotron(하전입자 가속장치)이 설치되었다. 부속시설

로 X-ray 조사시설과 Cobalt 조사시설도 이 시기에 건설하 다. 그리고 핵에너

지 활용을 위한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개념도입을 확정지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을 1970년에 개발하기 

시작하 으며, 1974년에 IAEA에 가입하면서 IRT-2000 연구용원자로(Critical 

Assembly)에 IAEA 보장조치(safeguards)를 최초로 적용하 다. NPT에서 규정

하는 핵물질보장조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1976년에 동위원소생산연구실(IPL)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우라늄/플루토늄과 관련한 화학적 기초연구를 실시하 다. 이

미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한 북한은 드디어 1979년 열출력 25MWth, 전기출

력 5MWe의 변시험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착공하 다.  현재 북한 핵문제의 핵

심인 ' 변5메가와트 원자로'가 이것이며, 8,000여개의 사용후핵연료도 여기에서 

나왔다.

1982년에는 박천연구기지에서 우라늄 정련/변환시설을 가동하 고, 1985년 

12월12일 NPT에 가입하면서 황해도 평산에 우라늄 정련/변환시설을 착공하 다. 

이후로 2,000 MWth 플루토늄 생산용원자로(50MWe,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착

공하 고, 북한과 구소련 간에 원전(原電) 도입에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 다. 이 시기에 대형 재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건설계획을 수립하



95

고 여기에서 소요될 사용후핵연료의 공급을 위하여 변 5 MWe원자로를 가동

하 다. 핵연료 가공 관련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핵물질보장조치를 적

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UO2 핵연료 제조시설을 운 하 으며, 1989년에는 태천 

발전로(200MWe)까지 착공하 다.

1990년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가동 준비를 본격화하여 재처리시설에서 대규모 

Hot Test를 실시하 고, 황해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변환시설을 가동시켰다.

(나) 북한의 핵시설

북한은 운 , 건설 중 및 건설 예정인 시설을 포함하여 16개 시설을 IAEA에 

신고하 으나, 이중 신포지구에 건설하기로 한 3기의 635 MWe 급 VVER원전은 

1,000 MWe 급 한국형 경수로(KSNP PWR) 2기로 대체되어 현재 KEDO에 의해 

건설하다가 현재 중단상태이며, 변 5 MWe 흑연로를 비롯한 7개시설이 운  

중지되었다가 금년도에 모두 재가동시켰다. 태천의 원전을 비롯한 3개시설도 모

두 건설을 재개했다. 그리고 변의 IRT-2000(8MWth)과 평양 김일성대학의 미

임계시설도 운 하고 있다.

변 원자력연구단지는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구소련의 협

력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 다. 지역부지는 대략 270만평, 

시설부지는 37만 5천평 정도이고 건물 수는 대략 150여개 동(棟)이며, 핵물리연

구소, 방사화학연구소, 동위원소처리실험실, 핵전자공학연구소, 3개의 미임계로, 

베타트론, 선형가속기 등을 핵심시설로 운 하고 있다.

변 이외에도 평양과 평성, 청진 등에 다수의 핵관련 시설들을 운 하고 있

다.  평양에는 평양방사화학연구소, 평양원자력연구소, 방사선방호연구소, 미임계

연구센터 등이 있고, 평성지역에는 북한 과학원 산하의 주력연구기관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의 대덕연구단지에 해당된다. 주요 연구소로는 물리학연구소, 수학연구

소, 전자제어기기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반도체 및 컴퓨터연구소 등이 있다. 

1965년 8월 청진에 설립되어 동부 공업지역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

적 이용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약 350명이 일하고 있고, 핵공학 제어

시스템과 X-선 형광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

대학, 평성이과대학 등의 교육기관에도 다수의 핵관련 연구시설들이 운 되고 있

다. 

(다) 북한의 핵물질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한 천연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에 우라늄 광맥이 



96

발견된 것은 2차 대전 말기인 1943년에 일본이 원자탄개발을 위해서 일본 제8육

군연구소로 하여금 북한지역의 우라늄 자원탐사를 실시한   바 엄청난 양의 우

라늄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중국이 처음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의 협력으로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본격적인 탐사가 실시되었다.  본격적으

로 우라늄을 채광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우라늄 광산은 웅기, 

신포, 흥남, 순천, 박천, 평산의 6개소이나 현재 채광중인 광산은 황북 평산과 평

남 순천 광산이며, 함남 신포 광산이 새로이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우라늄 총 

매장량은 2,600만 톤에 달하며 가채량은 400만 톤(참고 : 남한은 약 16,000톤)으

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평북 박천과 황북 평산에는 우라늄을 정련하는 정련가

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지금까지 약 400톤∼450톤 정도를 정련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공장규모의 시설은 길이가 180

미터, 폭 20미터, 5층높이에 축구장 2개 규모의 넓이를 갖춘 전형적인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시설이다. 이 시설의 주 건물에는 전처리공정, 플루토늄 추출을 주로 

하는 핫셀(hot-cell), 맥동탑(pulsed column), 혼합추출기(mixed settler), 장갑상자

(glove-box) 등 주요장치가 있으며, 부속건물에는 2개의 대형 환기 굴뚝, 변환 

및 폐기물 처리공정, 화학물질 저장조, 시스템운전을 위한 스팀장치, 폐기물 저장

탱크 등이 운 되고 있다.

시설 규모를 미국 핸포드 재처리공장과 비교해 볼 때, 변 방사화학실험실

은 연간 약 200∼3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이 될 

수 있다. 이 시설을 건설하기 이전에 운용하던 방사화학연구소 및 동위원소생산

실험실에서 재처리공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방사화학실

험실을 부분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한 사실을 IAEA 임시사찰에서 밝힌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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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북한의 원자력시설 현황

구분 형 태

가동 

연도

(년)

출력 형태 용도 위치 비고

연구용원자로

IRT-2000 1965 8MWt
10%농축우

라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기본핵물리 연구

변 운

미임계시설 ․ ․ ․ 교육용 평양 운

5MWe흑연로 1986
5MWe/30

MWt

흑연감속

개스냉각

플루토늄생산, 

변연구단지 

전력 및 난방 

공급 

변
1994년

동결

50MWe흑연로
1986 

착공
50MWe

흑연감속

개스냉각
․ 변

1994년

동결

원자력발전소

200MWe흑연로
1989

착공
200MWe

흑연감속

개스냉각
․ 태천

1994년

동결

1,000MWe

경수로(2기)

건설

중단
635MWe 경수로 ․ 신포

KEDO

에서

건설

중단

핵연료주기시설

우라늄광산
․ ․ 800ppm 우라늄 생산 평산 ․

․ ․ 800ppm 우라늄 생산 순천 ․

우라늄정광공장

․ 290t-U/년 ․ 우라늄 정련 평산 ․

1982 210t-U/년 ․ 우라늄 정련 박천
1992년 

폐쇄

핵연료봉 제조 

및 저장시설
․ 6.25kg/rod

천연금속

우라늄 

연료,

Mg-Zr 

합금(Mag

nox)피복

UO2 생산 변
1994년

동결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1986 

착공
25t/년

6층건물 

180m
재처리 변

1994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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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13]

중국 본토에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업이 안

정화 개발단계로 접어들어 전기사용량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주된 발전

원은 석탄이나 대부분의 탄광이 북부 지방이나 북서 지방에 편중되어 있어 지리

적인 입지에서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전력 생산

의 대부분은 화석연료(80%)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력은 약 18% 정도이다.  18.2 

GWe와 15.8 GWe 용량을 가진 두 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약 340 GWe 용량을 가지고 있다.  2002년도 국가 총 전력생산량은 

1575 TWe이며, 원자력발전소는 석탄 연료의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중요한 발

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 담당하는 비율은 2003년에는 총 전

력 생산량의 2.2%인 41.6 x 10
9
 kWh 으며, 현재 6.6 GWe 용량이 새롭게 건설

되었다.

매년 전기생산 증가량이 4.3%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초반에는 16%로 증

가 현상이 나타나 극심한 전기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중국 본토에 처음 세워진 두 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홍콩과 상하이 남쪽에 위

치한 Qinshan 근처의 Daya Bay이며, 1980년대 중반에 건설을 시작하 다.

Daya Bay에 있는 광동 원자력발전소 두 개의 원자로는 프랑스 EDF의 

GEC-Alstom 터빈을 장착한 Framatome 표준형이며, 중국 기술자의 참여하에 

1987년 건설을 시작하 다.

표 2.26  Operating Mainland Nuclear Power Reactors

Units Type Net capacity(Ea) Sart up

Daya Bay-1&2 PWR 944 MWe 1994

Qinshan-1 PWR 279 MWe April 1994

Quishan-2&3 PWR 610 MWe 2002, 2004

Lingao-1&2 PWR 935 MWe 2002, 2003

Qinshan-4&5 PWR 665 MWe 2002, 2003

Total Units 9 Total Capacity 6587 MWe

현재 이 발전소는 매년 13 x 10
9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홍콩으로 보내지고, 40%는 광동에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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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100 km 떨어진 Zhejiang 지방에 있는 Qinshan-1 원

자로는 비록 일본의 미스비씨 사에서 압력용기를 제공하긴 했지만 중국 최초로 

독자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원자로이다.  건설은 1985년 3월부터 6.5년이 걸렸으

며, 임계는 1991년 도달했고, 1998년 중반 수리를 위해서 14달 동안 가동중단 기

간을 가졌다.

Lingao-1 원자로는 2002년 2월 가동을 시작하여, 당해 5월 상업운전을 하기 

시작했으며, 2호기는 2002년 9월 그리드에 연결되었다.  두 호기 모두 프랑스의 

Framatome에서 제공한 Guangdong 원자로 후속 모델이다.

Qinshan 2호기와 3호기는 Qinshan 1호기를 모델로 용량을 크게 한 것으로 

CNP-600으로 명명하 다.  호기는 2001년 말 가동을 시작했으며, 상업운전은 

2002년 4월에 시작하 다.  3호기는 2004년 3월 가동을 시작하여 2004년 5월 상

업운전을 개시하 다.

665MWe의 용량을 가진 Qinshan 4호기와 5호기는 캔두 형태로 캐나다의 

AECL과 완성품 인도방식(Turn- Key)으로 계약을 맺어 1997년 건설을 시작하여 

4호기는 2002년 9월, 5호기는 2003년 4월 가동을 시작하 다.

중국의 가동중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02년 약 77%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협력 하에 950 MWe 용량을 가진 러시아형 

AES-91(VVER)을 Liangyungang에 건설 중에 있다.  

표 2.27  Nuclear Power Reactors under Construction

Reactor Type Net capacity
Construction

 start
Start up

Tianwan-1 PWR(VVER) 950 MWe 1999 2005

Tianwan-2 PWR(VVER) 950 MWe 1999 2006

Total Units 2 Total Capacity 1900 MWe

2006년까지 11기의 원자로가 가동될 예정이며, 이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약 

8,350 MWe에 이른다.  또한 표 2.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총 38기의 

다양한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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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Nuclear Power Units for 2005 Construction

Plant Province MWe Gross

Lingao-2 Guangdong 2x1000

Qinshan-4 Zhejiang 2x650

Sanmen Zhejiang 2x1000/1500

Yangjiang-1 Guangdong 2x1000/1500

Total Units 8 Total Capacity 7300 - 9300

표 2.29  Nuclear Power Units Proposed

Plant Province
MWe

Gross
Plant Province

MWe

Gross

Hongyanhe Liaoning 4x1000 Haiyang Shandong 6x1000

Weihai Shandong 1x195 Hui'an Fujian 2x1000

Qinshan-5 Zhejiang 2x1000 Tianwan-2 Jiangsu 2x1000

Yangjiang-2 Guangdong 2x1000/1500 Yangjiang-3 Guangdong 2x1000/1500

Taishan Yaogu Guangdong 3x1000 Jinzhouwan Liaoning 2x1000

Jiangsu 2x300 Hainan 2x300

Fuling Chongqing 2x900 Anhui 4x1000

Jilin 4x1000

Total Units 38 Total Capacity 35-40,000

(3)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5% 이상의 전

력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는 20여 년 동안 전기공급의 중요

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비록 원자력이 최대 생산할 수 있는 34.6 GWe의 14%를 

현재 생산한다할지라도 최저 소요 전력량의 40%, 전체 요구량의 21%를 점유하

고 있다.  2004년 발생된 총 전력량은 181 x 10
9
 kWh이다.

3개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있는 6기의 원자로 중 4기는 표 2.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GE사의 BWR형이고, 2기는 Westinghouse 사의 PWR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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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Operating Taiwan Nuclear Power Reactors

Units Type MWe net each Start up

Chinshan 1&2 BWR 604 1978, 79

Kuosheng 1&2 BWR 948 1981, 83

Maanshan 1&2 PWR 890 1984, 85

Total Units 6 Total Capacity 4884 MWe

최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운전은 Taipower가 

하고 있다.  또한 타이베이 근처에 위치한 Lungmen에 1350 MWe 용량을 가진 

개량형 BWR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이들 발전소는 당초 2006년과 2007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현

재의 공정을 볼 때 20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입찰은 완성품 입찰방

식이었으나 계약은 GE사에서 원자로, 미스비씨에서 터빈 등을 제공하기로 변경

하여 계약하 다.  건설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타이완에서 6기의 원자로로부터 생산한 전기는 2004년 US$ 2.03 cents/kWh

로서 석탄 US$ 3.3 cents/kWh, LNG US$ 11.6 cents/kWh에 비해 훨씬 경쟁력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초 Lungmen 가동 10년 동안 US$ 3.8 kWh로 예상했

었다.

타이완에서는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Taipower사에 의해서 Lan-Yu 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에는 2.8 MW의 용량을 가진 4기의 연구용원자로가 있으며, 중

수로형인 40MW 용량을 가진 TRR은 1987년 가동 중지되어 경수로 형으로 재설

계되고 있다.  두 기의 소규모 연구용원자로는 가동 중단되어 현재 해체 중에 있

다.

(4) 인도[14]

인도의 전력 소비양은 급히 증가하여 2002년 전기 생산량은 1990년 생산량의 

거의 두 배인  534 x 10
9
 kWh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6.3%의 성장률

로 봤을 때 2020년에는 거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이 현재 전

기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유량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에서는 2003년 전체 전기생산량 110 GWe의 3.3%인 2.5 GWe를 원자력

이 담당하 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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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의 규모로 볼 때 2050년경에는 2002년의 약 100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중

에 한 나라로서 자체적으로 핵연료제조, 중수생산, 원자로 설계와 제조에서부터 

재처리와 폐기물관리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소형 고속증식로를 가지고 있

으며, 대형 고속증식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1957년 Trombay에서 Atomic Energy Establishment를 설치했으며, 10년 후

에 Bhaba Atomic Research Cente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최초의 가압중수로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을 1964년 끝낸 후 캐나다의 Douglas Point 원자로를 모델

로 한 Rawatbhata-1 원자로를 캐나다 원자력공사 등과 협력하여 1972년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인도는 표 2.31에서와 같이 14기의 소형 원자로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

며, 대형 원자로와 고속증식로를 포함하여 총 9기가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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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India's Operating Nuclear Power Reactors

Reactor Type MWe net, each Start

Tarapur 1&2 BWR 150 1969

Kaiga 1&2 PHWR 202 1999-00

Kakrapar 1&2 PHWR 202 1993-95

Kalpakkam 1&2 PHWR 155 1984-86

Narora 1&2 PHWR 202 1991-92

Rawatbhata 1 PHWR 90 1973

Rawatbhata 2 PHWR 187 1981

Rawatbhata 3&4 PHWR 202 1999-00

Total Units 14 Total Capacity 2,503 MWe

BWR 형식의 150 MWe 출력을 가진 Tarapur 1, 2호기는 NPT가 발효되기 

이전 GE사와 완성품 인도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1990년대와 비교해서 건설 중

인 대부분의 원자로는 일정보다 빠르게 건설되고 있으며, 표 2.32에는 새로 건설

될 예정인 원자로를 나타냈다.

표 2.32  India's Nuclear Power Reactors Under Construction

Reactor Type MWe net, each Start

Tarapur 3&4 PHWR 490 2006. 07

Kaiga 3&4 PHWR 202 2007.

Rawatbhata PHWR 202 2007. 08

Kudankulam 1&2 PWR(VVER) 905 2007. 08

Kalpakkam PFBR FBR 470 2010

Total Units 9 Total Capacity 3,618

(5)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원자력이 전체 전기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

과하다.  원자로는 Karachi 근처에 125 MWe 출력을 가진 가압 중수로형 

KANUPP 1기와 2000년 가동을 시작한 Punjab Chasma에 있는 300 MWe 용량

의 가압경수로가 있으며, Chasma-2호기는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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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가동을 시작한 10 MW 용량의 연구용원자로 Parr-1가 있으며, 1998

년 가동을 시작한 50 MW 용량의 연구로가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 등 다목적

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1984년 Kahuta에 15,000 SWU/yr 규모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6) 그 밖의 나라[15]

인도네시아는 3기의 연구용원자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력사용량의 증가

율이 15%에 달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었

고, 용역 팀에서는 5년 동안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50 

km 떨어진 Muria에 2004년부터 1800 MWe 용량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제안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 

2016년을 준공을 목표로 1,0000 MWe 용량의 원자로 4기를 건설하기로 원칙적으

로 승인하 다.  또한 마두라 지역에 한국의 SMART를 사용하여 소형담수화 발

전소를 건설하기로 역시 제안되었다.

타이에는 1기의 연구용원자로와 1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타이정부에서도 20

년 동안 매년 7%의 전력 사용량 증가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매우 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1기의 연구용원자로가 있으며, 2012년경을 목표로 Vinh Hai에 두

기의 1,000 MWe 용량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

했으며, 한국과 깊은 협력관계에 있다.  베트남에서는 1997년 전력사용량이 19 x 

10
9
 kWh에 불과했으나 매년 15%의 전력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2010년경에는 

전력사용량이 약 100 x 10
9
 kWh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력소비의 

50%정도는 수력이 감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1/4은 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Da Lat에 있는 연구로는 러시아의 협조로 건설되었다.

필리핀에는 현재 1기의 연구용원자로가 있으며, 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완성

되었으나 뇌물과 관련한 소송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차이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발전소는 석탄이나 기름으로 대치될 예정이다.

방 라데시에는 1개의 연구용원자로가 있으며, 2005년 중국과 600 MWe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서명하 다.  표 2.33에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관련 

시설 현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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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로 보유 현황

Country

Power 

Reactors 

in 

Operation

Power 

Reactors 

Under 

Construction

Power 

Reactors 

Planned or 

Proposed

Research 

Reactors

Other 

Stages of 

the Fuel 

Cycle

Australia 1 UM

Japan 55 2 11 17+1 C,E,FF,R,WM

S.Korea 20 0 8 2 C,FF

N.Korea 2? 1 C?,FF?,R

China NNC 9 2 17 13 UM,C,E,FF

China

Taipower
6 2 4

India 15 8 24 5 UM,FF,R,WM

Pakistan 2 1 1 UM,E,FF

Indonesia 2 3 FF

Philippines 1

Thailand 1+1

Vietnam 2 1

Bangladesh 1

Malaysia 1

Total 107 14(+2?) 64 56*

*54 operable, 2 under construction

Key : UM(Uranium Mining), C(Conversion), E(Enrichment), FF(Fuel  

          Fabrication), R(Reprocessing), WM(Waste Management       

          facilities for spent fuel away from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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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동남아 연구용원자로 현황

국 명 연구로명
열출력

(KW)
노형 운전개시일 비 고

방 라데시 TRIGA Mark-II 3,000 TRIGA Mark-II 1986.  9. 14 운전중

APSARA 1,000 Pool 1956.  8.  4 운전중

인도

CIRUS 40,000 Heavy Water 1960.  7. 10 운전중

DHRUVA 100,000 Heavy Water 1985.  8.  8 운전중

FBTR 40,000 Fast Breeder 1985. 10. 18 운전중

KAMINI 30 U-233 Fuelled 1996. 10. 29 운전중

인도네시아

GA SIWABESSY MPR 30,000 Pool, MTR 1987.  7. 29 운전중

KARTINI-PPNY 100 TRIGA Mark-II 1979.  1. 25 운전중

BANDUNG 2,000 TRIGA Mark-II 1964. 10. 29 운전중

말레이시아 TRIGA PUSPATI 1,000 TRIGA Mark-II 1982.  6. 28 운전중

파키스탄

PARR-1 10,000 Pool 1965. 12. 21 운전중

PARR-2 30 MNSR 1989. 11.  2 운전중

필리핀 PRR-1 3,000 TRIGA CONV 1963.  8. 21
가동정지

(’88.1.1)

태국 TRR-1/M1 2,000 TRIGA Mark-III 1977. 11.  7 운전중

대만

THOR 2,000 TRIGA CONV 1961.  4. 13 운전중

ZPRL 30 Pool 1971.  2.  2 운전중

TRR 40,000 Heavy Water 1973.  1.  3
가동정지

(’88.1.1)

베트남
DALAT RESEARCH 

REACTOR
500 Pool 1963.  2. 26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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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기구

(1) OECD/NEA 해체프로그램

(가) 개요

해체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가입회원국간 해체기술 정보, 경험 및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되었으며, 프로그램 기간은 매 5년마다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OECD/NE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에는 해체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거나 예정인 국가가 CPD/MB(또는 CPD/MB/TAG)에 가입의사를 통보하고 

NEA 비회원국의 참여도 보장되는 협의체를 통해서 가입이 승인되었으나 현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NEA 비회원국의 경우 참여가 여의치 않다.

현재 회원 국가는 13개국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 새로운 협약 개정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공식 참여의사를 통보치 않고 있

으며, EC, IAEA 및 UNIPED 등 국제기구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

만은 NEA 비회원국이기는 하지만 CPD의 정회원국으로 참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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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OECD/NE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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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국가는 13개국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현재는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22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되어있다.

참여 프로젝트는 2003년 말 현재 연구용원자로를 포함하여 총 23개 원자로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TRIGA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이 원자로 분야 

프로젝트로 가입하 다.  또한 기타 원자력시설은 13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3

년 변환시설 해체사업이 기타 원자력시설 분야 프로젝트로 가입하 다.

(나) NEA/CPD

 ① 조직

OECD/NEA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산하의 별도 정보교환 협력 프로그램

의 형태이며, 따라서 NEA의 정식 작업조직은 아니다.  CPD는 CPD의 최고의결

기구인 이사회(MB : Management Board)와 산하에 기술자문그룹(TAG)이 있다.

② 회의

회의는 크게 MB회의 및 TAG 회의로 나눠지며, MB 회의의 경우 CPD 운

 및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매년 10월 경 년 1회 개최하며, 회의는 항상 파리

에서 개최하고 있다.  TAG 회의는 해체관련 기술자문회의로 매년 5월과 11월 

경 년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는 유치국가에서 개최한다.

③ MB(management Board)의 기능

CPD의 최고 의결기구로 MB는 대개 주 참여자와 부참여자로 구성하나 특별

한 제한은 없다.  의결내용은 CPD의 정보교환 및 기술적 연구과제 등에 한정하

고, 기술보고서 등은 가능하나 NEA Position Paper 등의 발간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NEA 이름의 워크-숍 등의 개최는 없으며, 이는 2001년 

RWMC 산하에 신설된 WPDD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및 회원기관에 대한 결정 및 연구 TFT 결성에 관한 결정 등 

TAG로부터 검토 제안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④ TAG(Technical Advisory Group)의 기능

각 참여기관에서 1 4명씩 회의에 참석하며, 매년 2회의 회의를 통하여 참여 

프로젝트 간의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MB로부터 의뢰받은 중요사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TFT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MB 회의에서 보고하고,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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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한다.

TFT 참여인력은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⑤ CPD 참여 프로젝트의 분류

참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한다.

- 원자로(연구로 포함) 프로젝트

- 핵연료주기 및 기타 원자력 시설 분야

또한 참여 프로젝트는 작업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 Category 1 : 현재 적극적으로 해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 Category 2 : 해체작업이 덜 적극적인 프로젝트

- Category 3 : 휴면상태의 프로젝트(Stage 1 또는 2 상태에서)

- Category 4 : Stage 3가 완료된 프로젝트

(다) OECD/NEA/RWMC/WPDD

 ① 개요

원자력 시설 해체와 관련한 중요 정책, 전략 등을 NEA 차원에서 공식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NEA 회원국은 자동

적으로 회원국이 되며, NEA 비회원국의 경우 NEA 운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옵져버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② 기능

해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 등 회원국의 관심 사항을 토의할 수 있는 공식

조직으로 해체와 관련한 NEA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며, 

NEA 주관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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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CPD와 WPDD의 차이점 비교

(2) IAEA의 해체 관련 업무

(가) 개요

1973년부터 일부 시작하 다가, 1985년 별도의 업무로 분리되었으며, 주요 

업무로는 초창기에는 발전로의 해체업무에서 최근에는 여러 원자력 관련 시설로 

확대되었다.  설치 목적은 회원국에게 해체 관련 제반 기술적 정책적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CPD WPDD

기능 - 단순 기술정보 교환 -해체관련 공식 협의기구

참여자격
- 비회원국도 참여 가능

- 해체사업 중심의 모임

- NEA 회원국

- 비회원국의 경우 NEA

  운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옵져버로 참여 가능

주요참여

인력구성
- 해체사업 참여자

- 회원국의 정책결정자, 연

 구원, 규제자, 사업수행자

조직 운 비용

- 일부의 재원 및 사무국

  지원은 NEA 예산

- 별도의 Coordinator 지원

  은 참여기관이 분담

  (1,500유로/기관)

- 모든 재원 및 사무국 운

   비용은 NEA 예산

양 조직간의

협력관계

- 필요시 WPDD 의장을 

  회의에 초청

- NEA 공식입장 표명

  불가

- 기술보고서는 발간 가능

- WPDD 회의에 CPD

  의장 참석

- 해체관련 NEA 공식입장 

  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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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그림 2.14 IAEA 해체관련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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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실적

현재까지 30권 이상의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회원국간 워크-숍, 전문

가 파견, 장비 설계 및 구매, 훈련 및 기술방문 등의 기술전수 협력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력 프로젝트와 WWER형 원전 해체 협력 프로젝트, 

Latvia 해체 프로젝트 등 특수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3) EC의 해체 관련 업무

(가) 개요

유럽 국가간 원자력시설 해체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

력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설립되었다.  유럽 국가간 해체 분야의 규제, 전략, 계

획, 안전, 기술, 경제성, 프로젝트 관리 등 전반에 걸친 정보를 교환하고, 

OECD/NEA, IAEA 등 국제기구와 이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적 공통

인식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관으로는 Belgoprocess(벨기에), CEA(프랑스), SOGIN(이태리), 

ENRESA(스페인), EWN(독일), NIRAS/ONDRAF(벨기에) 및 UKAEA( 국) 등

이다.

(나) 조직

해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 위원회가 있으며, 운 위원회에서는 해체와 

관련한 일반적 업무 방향 제시 및 회원국이 관심을 갖는 해체분야의 특수 업무

를 수행하는 Working 그룹의 업무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 위원회 회원 중 1인을 Coordinator로 임명하고, Thematic 네트워크 수행

을 위한 계약업무, 행정업무 및 회의준비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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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EC의 해체관련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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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Thematic 네트워크 분야

- 해체전략 및 정책

- 제염기술

- 해체의 제도적 및 법적 측면

- 해체기술 특성화

- 해체의 규제적 측면

- 해체로부터 발생되는 물질관리

- 해체의 경제, 사회적 측면

- 해체비용

- 해체재원

- 해체계획

- 프로그램 관리

- 프로젝트 관리

- 해체기술

- 해체물질 재사용 및 재활용

- 부지특성, 복원 및 제사용

- 방사선 방호 및 산업안전

- 해체관련 주민이해 및 홍보

- 해체기술, 경험 등의 보급

-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라) Thematic 네트워크 조직

운 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임명하고, 그 중에서 의장을 선임하며, 그

룹에서는 IAEA 및 OECD/NEA와 긴 한 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마) 재원 및 주요 수행 업무

1979년부터 약 6천만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주요 수행업무는 제염 및 

해체기술 개발, 폐기물 최소화, 금속 폐기물의 용융, 전략, 계획, 관리 도구의 개

발 및 고방사능 물질 취급을 위한 원격장치 개발 등이 있다.

(바) EC가 선정한 주요 4대 해체 과제

- AT1 : 재처리시설, 프랑스 라아그

- WAGR : 가스냉각로, 국의 원드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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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 : 비등수로, 독일의 Gundremmingen

- BR3 : 가압경수로, 벨기에(두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DB Tool 및

         Cost -> EC DB net로 통합)

표 2.36 원자로분야 참여 프로젝트

Country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Belgium BR3

Canada
Gentilly 1

NPD

France EL4
G2/G3

Rhapsodie

Germany

MZFR

Greifswald

AVR

KNK

KKN

HDR

Italy
Garigliano

Latina

Japan
Fugen

Tokai 1
JPDR

Korea KRR-1&2

Slovac

Rep.
Bohunice A-1

Spain Vandellos1

Taipei TRR

U.K.
WAGR

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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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기타 원자력시설분야 참여 프로젝트

Country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Belgium Eurochem

Canada
204 A/B

Bays

Tunney's

Pasture

France

AT1

BNF No 57

ELAN IIB

UP1

Germany WAK
KKN

HDR

Japan JRTF JPDR

Korea UCP

Sweden ACL

U.K. B204
Coprecipit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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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Existing or future disposal channels for the main solid 

wastes and for residues resulting from radioactive effluent treatment

Activity/period Short-lived Long-lived

very low level

VLL

- dedicated disposal facilities

- recycling channels under

  investigation

- conversion of current storage  

    areas into disposal facilities   

    under investigation on

   disposal facilities under

   investigation

low level

LL - surface disposal at the Aube

  repository

- recycling of certain metals

  under investigation

- dedicated disposal facilities

  planned for waste containing

  radium and graphite

medium level

ML

- waste management channels

  being devised in the 

  framework of law 91-1381 of

  December 30, 1991

high level

HL

- waste management channels being devised in the framework of  

    law 91-1381 of December 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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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 해체 현황

가. 연구로 1▪2호기 해체[16]

(1) 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원자로인 연구로 1호기(KRR 1, Korea Research 

Reactor 1)는 1962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하 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72년에는 

열출력 2MW의 연구로 2호기(KRR 2)인 본격적인 원자력 관련 연구와 산업발전

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에 대전으로 이

전하여 30MW급의 『하나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됨에 따라 연구로 1, 2호

기의 효용성 상실로 폐로사업을 착수하여, 해체계획이 2000년 11월 23일에 과학

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본격적인 해체 사업은 2001년 8월 5일 연구로 2

호기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 및 실험실에 대한 제염해체공사를 착수함으

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 2004년 추진상황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해체공사를 착수한지 2년차인 2004년에 원자로수조 

내부의 기기들을 모두 제거된 후, 원자로 수조를 해체하는 것이 주요 목표 으나 

원자로 수조의 수조수를 배수하기 전 원자로 수조 내부의 방사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자로 수조 벽체 부위(알루미늄라이너 표면)에서는 당초 예상하 던 바와 

같이 방사화되지 않고 다만 수조수에 의해 오염된 정도이나, 원자로수조콘크리트

에 매설된 thermal column과 빔포트 전단부에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이는 원자로 운전기간동안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thermal column 내부의 흑연블록에서도 외측의 블록과는 달리 표면에서 높은 방

사능이 검출되었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원격 취급공구와 장치를 개발하여 사

용하 다. 또한 빞포트의 경우, 전단부를 제거한 후에도 빔포트 내부에서 높은 

방사능이 측정되어 수조콘크리트에 매립된 빔포트를 습식방식의 코아보링방법으

로 통체로 제거하여 밴드 쇼우와 플라스마 절단기로 세절하여 방사성폐기물로 

포장하 다. 해체공사를 착수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방사성폐기물로 분류

한 폐기물은 거의 없었으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

다. 금년에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20드럼(200리터)과 4 m
3
 컨테이너 1개가 발생

되어 원자로 실 밖의 임시저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그 외에 원자로수조수와 제염

폐액 및 세탁폐액 75.55 m
3
이 발생하여 막 분리설비와 자연증발시설에서 65.2 m

3

을 처리하 다.



120

특히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 해체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자체처분대상 폐기

물) 약 35톤을 일반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폭평가를 수행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

출하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 콘크리

트 처리▪처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원자로 수조콘크리트에 대한 방사화 분포를 측정한 결과 수조 뒤편의  

exposure room과 빔 포트 주변을 제외하고는 방사화 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posure room 벽체는 약 30cm 두께로 보론을 함유한 중량콘크리트

로 건조되었는데 약 15cm 깊이까지 방사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정보교환 활동으로는 OECD/NEA CPD 프로그램의 

TAG(technical advisory group)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 으며, 그 외도 프랑스의 

CEA, 일본의 JAPC와도 자국의 원자력시설 해체 정보와 적용기술에 대한 정보

를 교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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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환시설 해체

(1) 개요

우라늄 변환시설은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1980년 한-불 기술협력

에 의하여 건설된 년 100톤 우라늄 처리 규모 시설로서 변환시설 완공 후 시운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1-4]하 다. 그 후 본 시설 중 용매추출공정에 대한 부분

적 공정 개선을 이루었으며, 공정 자동화 및 AUC 공정 도입으로 변환시설은 

ADU 공정뿐만 아니라 AUC 공정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운 하게 되

었다. 1988년부터는 중수로용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UO2) 분말을 생산하기에 이

르 으며, 1992년 핵연료 사업이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고, 그 동안 변환시설 가

동에 대한 핵연료 국산화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전력공사로 전

수하 다. 한국전력공사로 업무 이관, '92년 변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의 완

료, 그리고 변환시설 내 공정설비 노후 등에 따라 더 이상의 시설운 은 필요하

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본 시설에 대한 휴지를 신고하 다. 그 후 본 시설은 휴지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설비노후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 졌으며,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었다. 따라서 변환시설을 해체하기에 이

르 으며[5-10], 시설 해체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외부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인력 낭비를 해소하며 핵연료 주기시설에 대한 

제염/해체기술을 확보하도록 하 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변환시설 및 라군 내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공정설비

를 해체 및 처리하여 건물 및 라군을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본 시설에 대한 제염 및 해체 작업은 국내 법규 및 국제 규제 요건에 따

라 수행될 것이며, 제안된 해체방법은 작업자 피폭선량과 기체 방사성물질의 방

출을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여 작

업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11]. 현재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인․허가는 2002년 9월 해체계획서의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이래 2004년 7월 승인을 취득하 으며, 해체공

사인력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를 위한 준비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의 

해체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변환시설 제염 및 해체를 위하여 우라늄 오염의 방

사선/능 측정과 라군슬러지 처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금속폐기물의 제

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제염장치를 제작하 다.

(2) 2004년 추진상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는 원자력법 제5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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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40조․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핵연료주기시설 해

체방법 및 공사일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방법,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 및 그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체계획서와 환경 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 9월 인허가 서류

를 제출한 이래 2004년 7월 과학기술부로부터 해체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동안 

변환시설 해체 계획서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 졌으며, 여기

에는 방사선원항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비롯한 113개 항목에 대한 추가설명, 

그리고 실험 또는 검증을 통한 보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된 보완자료 중

에 중요한 현안 문제로는 시설 해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저장 대책 마련

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환시설 내 구조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차로는 시설 제

염 및 해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변환 시설 내에 저장하 다가 폐기물 처분장

이 결정되는 경우 이송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해체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해체공사 인력 지원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8월부터 해체공사를 위한 준비공사와 세부관리 및 

각종 작업절차서를 작성하 다. 본격적인 해체공사는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시설

의 제염해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그림 

2.16과 같으며, 참여자 인력현황은 표 2.36과 같다.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관리는 

연구소 내 지원부서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참여 인력은 주계약자인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 외에 표 2.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업체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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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사업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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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참여인력 현황

소속 인원(명) 수행업무

연구소 4
-기술관리

-사업관리

한국전력기술(주) 4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현장관리총괄

한국방사선기술연구소 4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

데콘엔지니어링 4

-시설내 기기 해체 및

 철거

-금속성폐기물 제염

-건물 내부 제염

한일원자력 4

-라군슬러지 처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품질관리

계 19

변환시설 해체를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안전 해

체 및 제염을 수행하는 일이며, 이를 위하여 각종 작업 절차서가 작성될 것이다. 

그림 2.17에 나타나 있듯이 시설 해체는 2007년도 말에 완료가 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에는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및 환경 향평가서에 대한 작성, 해체계획 인

허가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완 등의 인허가 취득 업무, 한편으로는 주 해체 

대상물인 우라늄 오염 금속에 대한 제염 처리 연구 및 라군에 보관되어 있는 우

라늄 슬러지에 대한 처리 연구와 우라늄 오염의 방사선/능 측정 기술 연구를 수

행하 다. 또한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설환기계통 설치, 천정크레인 점검 및 

하중시험, 화재경보계통 및 방호설비 점검, 방사선 측정장비 설치, 출입관리구역 

확립 등의 사전 준비공사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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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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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연구개발 현황[17]

(1) 개요

연구로 해체시 발생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

여 관리할 수 있는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가상공간 

상에서 최적의 해체공법 및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체 전산모사 기술을 

개발하 다. 또한 고방사능 장치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분해/절단 할 수 있는 수

중분해장비를 개발하 으며, 오염된 기기 또는 건물 벽체의 오염정도를 일관성 

있게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면오염도 자동 측정장비를 개발하 다. 현재 연

구개발 중인 기술에는 해체시 발생되는 대량의 배관에 대하여 내부의 알파, 베타 

및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배관내부 오염 

측정기술과 해체공법, 해체비용, 해체일정, 폐기물발생량 등을 평가하여 해체 비

용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체정보 통합관리 기술 및 중성

자 조사에 의한 에너지 및 방사성 핵종이 축적된 흑연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다.

(2) 기술개발 현황

(가) 확보 기술

①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술

연구로 해체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하여 서로 호환이 용이하지 않고 그 양이 

방대함으로 자료관리가 어렵다. 방대한 해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체 자

료가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곳에서 분류와 활용이 용이하고, 해체 대상 시설에 

대한 방사선/능 자료 그리고 해체 사업관리를 위한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여

러 가지 특징을 갖는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이 필수적이다[18].

연구로 해체활동은 해체 대상을 분석, 해체 작업, 방사선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제염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핵종분석을 통하여 최종 폐기물 처리까지의 다양한 

작업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로 해체활동에 대한 상세한 평가 및 자료를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 다.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의 주요 특징으로는 연구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서 투입된 인력과 장비 및 특수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진 해체활동, 작업

관리 구역 내의 환경모니터링 검사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문서 자료를 해

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을 하여 다른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해체활동의 방사선학적 자료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자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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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통합하

다.

해체활동에서 발생되는 자료는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 및 처리하여 

해체 시설자료, 해체작업 자료, 방사선학적 자료 그리고 해체 폐기물에 관한 자

료를 해체 정보 역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 하

고 있다.

해체 정보 역을 바탕으로 연구로 해체작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 별도의 평가코드를 생성하여 저장함으로써 해체 대상

인 시설물과 방사선관리 환경에서의 해체작업의 활동 능력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업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작업투입에 대한 분포 추이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연구로 해체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실제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함으로

써 해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개선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로 해체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체계획이나 관리에 필요한 작업자 수, 비용, 작업

자의 피폭 선량 등 관리데이터를 추출하여 연구로 해체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론

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로 해체활동 및 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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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연구로 해체활동 자료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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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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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체공정 전산모사 기술

실제 해체 작업을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해체절차의 오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해체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해체공법 및 해체절차를 도출할 목적으

로 연구로 주요해체 공정 전산모사 기술을 개발하 다[19]. 본 전산모사 기술개

발을 통해 회전시료조사대, 연구로 노심, Thermal column 및 콘크리트 차폐체의 

해체작업에 대해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해체절차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작업에 대한 

해체절차를 수립하 다. 

그림 2.20은 해체공정 전산모사의 전체적인 개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

저 여러 대상물중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요해체대상물을 선정

한다. 그리고 각각의 해체 대상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 및 기구학적 특

성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요해체 대상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모델링을 수

행한다. 그리고 해체기술 분석 및 모델링 결과를 기초로 해체절차를 수립한다. 

그리고 전산모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Device, Workcell, Layout을 구성하고 해체

절차에 따라 전산모사 프로그래밍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산모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전산모사 결과를 

연구로 해체 현장에 적용한다.

전산모사는 회전시료조사대, 콘크리트 차폐체, Thermal column, 노심에 대해 

수행되었다. 각 대상물에 대한 전산모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20].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과정은 해체장비를 모델링하여 전산모사로 구현하 다. 상

부 부력 탱크에 붙어 있는 볼트 제거 시 기존의 엔드 을 사용하면 그림 2.21(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핀들과 RSR이 충돌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 RSR 분해장비의 측면가공을 충돌 없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

핀들이 수직 상태에서 수직, 수평 절단이 가능한 새로운 공구를 개발하 다. (그

림 2.21(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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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전산모사 흐름도

   (a) RSR 충돌 및 간섭     (b) 설계 변경한 RSR 절단공구

그림 2.21 RSR 간섭 체크 및 변경한 RSR 절단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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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의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 과정을 Rocksplitter 공법을 적용하여 해

체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전산모사로 구현하 다. 전산모사를 통해 Rocksplitter 

공법에서 DARDA 장비의 절단 특성상, 2면 이상 개방된 면이 존재 해야만 절단

을 수행되기 때문에 최초 절단 위치는 그림 2.22와 같이 연구로 2호기 상층부의 

모서리 부분이 시작점으로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ermal Column의 해체는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아 원격해체 공법인 

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해체를 수행하 다. Thermal column을 wire 

saw로 절단 후 RSR 이송용기를 Thermal column 이송에 재활용하기 위해 크기

를 비교한 결과, 절단된 Thermal column의 크기가 용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23(a))[21]. 따라서 Nibbler 공법(그림 2.23(b))을 이용하여 

Thermal column을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폐기물 부피를 줄여 이를 RSR 이송

용기에 수납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전산모사를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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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 기술

연구로 1, 2호기 해체시 시편 조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회전시료조사대는 중준

위방사성폐기물로 평가되었다[22]. 이는 회전시료조사대의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

들이 고방사화 되었기 때문으로 이들 부품들을 분리할 경우 회전시료조사대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시료조사대의 분해 가

공을 위해 수중에서 작업이 가능한 해체장비를 설계, 제작하 다. 해체장비의 메

인 프레임과 힌지축에 의해 회전하는 주축에 대해 해체시 안정성과 정 도를 평

가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개발된 해체장비는 회전시료조사

대를 가공하기에 충분한 안정성과 정 도를 가짐을 확인하 다. 그리고 회전시료

조사대의 고정에 필요한 클램프를 설계하기 위하여 클램프의 압력에 대한 회전

시료조사대의 등가응력 및 변위를 평가하 다. 수중에서 가공을 수행하므로 해체

장비의 방수를 위해 방수장치를 개발하 다. 개발된 방수장치는 정전 등과 같은 

비상시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

개발된 수중해체장비는 X, Y, Z의 3축 동시제어가 가능하며 작업 테이블이 Z

축에 대해 회전하며 주축이 회전하여 수평․수직 절삭이 가능하다. X, Y, Z축의 

행정거리는 각각 900mm, 640mm, 1400mm이고, 테이블이 Z축에 대해 360°회전

이 가능하다[23]. 수중해체장비의 각 축과 회전 시스템의 소재를 내부식성 및 강

성을 고려하여 SUS316L을 사용하 고, 실링된 스핀들과 테이블의 이송을 위한 

직선운동 안내기구(linear motion guide) 및 볼스쿠류(ball screw), 주축의 회전과 

위치제어용 서보모터(servo motor), CNC 콘트롤러로 구성하 다. 또한 주축의 

원활한 상하 구동을 위해 주축의 중량과 일치하는 평형추(balance weight)를 제

작하여 주축과 연결하 고 베드는 수중에서 중량 감소로 인한 진동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충분한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하 다.

개발된 주축과 이송기구에는 서보 모터를 구동 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중

에서 작업할 때 방수(Sealing)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서보 모터에 조금이라도 물

이 침투될 경우 모터는 구동이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하므로 작업의 안전 측면과 

수리비 등의 경비 측면에서도 방수 장치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수중에서 작동되는 서보 모터의 실링을 위해 기계적 실링 장치를 사용하

고, 수압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원천적으로 물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특히 정전이나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기의 고장 등으로 

압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압축 질소(N2) 가스를 공급하는 방수장치를 개

발하 다.

해체장비는 수중 약 4m에서 절단작업을 수행하므로 육안으로 절단과정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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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며 수동으로 운전할 경우 절삭이송 속도의 불안정석으로 인해 공구

의 파손과 진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절삭 정 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본 해체

작업을 위한 수중원격제어방법을 개발하 다. 본 해체장비의 주축과 이송축의 서

보모터는 컨트롤러로부터 지령제어선을 통해 조절 가능하므로 원격제어를 위해

서는 작업자가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NC(Numerical Control) 코드를 생성해 주어

야 한다. 그림 2.24에 수중원격제어를 위한 CAM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해체장비의 방수 성능 및 절삭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방수 및 절삭시험을 수행

하 다. 해체장비는 서보모터와 같은 전기 장치를 사용하므로 미량의 물이라도 

침투하면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장비를 수중에 투여하기 전에 충분한 방

수 시험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확보하 다. 절삭시험의 경우 모의 회전시료조사대

를 절삭하여 절삭조건에 따른 진동이나 공구의 파손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삭조

건을 도출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제작된 해체장비는 회전시료조사대를 수

중에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5

설계도 장비 사진

클램핑 Device 방수장치 컨트롤러

설계도 장비 사진

클램핑 Device 방수장치 컨트롤러

그림 2.24 수중분해장비 설계도 및 사진

회전시료조사대의
CAM 모델링

NC 코드 생성
전송
입력

수중해체장비의
컨트롤러

실제 공구경로 검증 제어
지령

수중 자동
원격 제어

컴퓨터컴퓨터

그림 2.25 수중원격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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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기술

  해체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대량의 시료채취, 

방사선/능 측정 및 평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기기 또는 건

물 벽체의 오염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계측기를 표면에 직접 접촉하

여 측정하는 직접법과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출기로 측정하는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은 주변의 방사능 향으로 실제 오염된 표면의 방사능량을 정확히 

계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면오염 측정은 간접법을 선호하고 있다

[24]. 그러나 간접측정법 역시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

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측정 자료의 재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시료채취 장치와 방사선계측기 및 

컴퓨터 계통을 일체화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오염도 측정치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해체작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 다.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는 그림 2.26과 같이 오염된 표면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하기 위한 자동시료채취부, 채취된 시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와 

측정회로로 구성된 방사선 검출부, 그리고 전체 측정장비의 운  및 제어 그리고 

방사선 측정 결과의 평가를 위한 제어/평가부로 구성된다.



137

그림 2.26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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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표면오염도 시료채취의 문제점인 시료채취의 일관성 결

여 및 작업자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표면오염도 시료를 채

취할 수 있는 smear paper 자동시료채취장치를 개발하 다. 자동시료채취장치는 

동작전압을 공급하는 전원부, smear paper를 흡착하기 위한 진공장치, 흡착된 

smear paper로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회전채취부, 채취된 시료를 이동시

키기 위한 시료이송부로 구성된다. 시료 채취부는 smear paper를 진공방식으로 

흡착하여 100 cm
2
의 면적을 분당 6회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하 다. 

자동시료채취기 이용 시 그림 2.21에서와 같이 기존의 수작업에 비하여 smear 

paper 전면에 골고루 시료가 채취됨을 확인하 으며, 전이율은 50 % 이상 향상

되어 측정 결과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 다.

또한, 자동시료채취기에 적용 가능하며, 표면오염도 시료채취 및 저에너지 베타

선 방출핵종에 대한 방사선 검출 능력이 있는 기능성의 복합소재 개발을 목적으

로 고분자 막에 무기섬광체를 함침시킨 무기섬광 함침막을 개발하 다. 함침막은 

고분자 소재는 자동시료채취기의 진공흡착방식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구조적 안정

성 및 방사선 측정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의 1차막과 방사성 

핵종 포집 및 검출을 하기 위한 2차막의 이중구조 형태(그림 2.28)로 제조하 다.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방사선 검출부는 검출기와 신호처리부로 크게 구분되며, 

검출기는 기존의 상용 검출기를 이용하 으며, 신호 처리부는 디지털 방식을 구

현하여 자체 제작하 다. 또한, 모든 계측장치들은 자동측정장비의 이동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그림 2.29와 같은 기존의 모듈 타입에서 전자회로기판 형식의 

일체화된 보드로 제작하여 측정장비의 부피를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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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는 배관 내부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의 추진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초

기에는 기술 분석을 통하여 방사선 검출 및 이송 시스템을 구성하고 개념을 설

정한다. 개념 설정 후 개개의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의 특성 평가와 더

불어 검출기 제조 기술을 확보하여 방사선 검출 시스템을 제작하고, 더불어 이송 

시스템을 제작한다. 최종적으로는 개개의 방사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 검출기[27-29]의 개발을 통하여 이송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배관 내

부 오염도 측정장치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배관내부 오염도 측정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1, 2

호기(베타/감마선)와 우라늄 변환시설(알파선)의 해체 작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배관에 대하여 적용성을 시험하고, 해체 작업 중에 기존의 수작업을 이용

하여 획득한 오염도 측정결과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작한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장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능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③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 기술

흑연(Graphite)은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Wigner 에너지라 불리는 저

장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저장에너지를 가지는 흑연은 외부 환경조건

(온도상승 등) 변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250도 이상으로 온

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중성자 조사 흑연이 용기내에 저장될 경우 고온으로 인해 

용기 내벽이 손상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될 경우 화재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13]. 또한 중성자 조사 흑연은 흑연 내 precursor 등에 의해서 독성 

방사성기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불순물의 방사화에 의해서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어 저준위에서부터 고방사능을 갖는 폐기물로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 

방출시 방사성 유해기체도 함께 배출되고, 연료 장전 구멍이 있는 흑연 감속재 

블록을 고 도로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해서 절단할 경우 방사성 기체뿐만 아니라 

방사성 흑연 분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흑연은 다른 해체 대상

물과 달리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방사성 기체를 함유하여, 이를 안전

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 개발은 연구로 해체를 통해 국내에서

는 유일하게 기술을 실증 및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연

구로 1, 2호기에 있는 약 13톤의 중성자 조사 흑연(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 흑연의 경우 약 200 mR/h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되었음)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에 따른 해외(북한)의 5 MWe 흑연감속로의 해체 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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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해체요소기술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자 조사 흑연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실험실 규모 실증장치(4 Kg/hr)를 제

작하여 기술을 실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다.

- 중성자 조사 흑연의 특성 분석 및 시험

-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처리 단위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흑연 취급 및 관리기술 실증

(다) 결과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은 연구로 해체 자료 관리와 해체 정보 분석에 필요한 

입․출력 항목을 도출하여 해체 DB 설계에 반 하 고,  데이터 자료 구조를 최

적화하 음. 최적화된 해체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해체 자료에 대한 정보 분석이 

용이하도록 해체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 으며, User Interface

의 합리적인 설계를 통하여 변화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에 융통성을 부여시켰다. 연구로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해체 DB 

시스템 시험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해체 DB 시스템의 데이터 중복성 및 무결성

과 자료 검색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연구로 2호기 대상물중 방사선학적, 물리적 특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5개의 주

요해체대상물을 선정하고 3D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리고 3D 모델링을 기초로 

절단위치 및 분해순서 등 대상물의 해체절차를 수립하고 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해체기술을 선정하 다. 각 해체절차에 따라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각 해체공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해체공법과 해체절차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 다.

수중분해 장비는 해외에서도 기술 적용경험이 적은 기술로써, 연구로 해체시 

방사능 준위가 가장 높은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정 하게 절단․

분해할 수 있도록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설계․제작하 다. 전기장치가 수

중에서 정전 등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기압 이용 방

수기술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의 수중기기 방수장치를 개발하 으며, 수중에서 원

격으로 자동절삭이 가능하도록 원격자동제어 기술을 개발하 다.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는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같이 대량

의 표면오염도 측정이 요구되는 시설의 표면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장비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측정법에 비하여 측정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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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및 정확도 그리고 해체작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

비의 자동화로 작업자의 피폭 및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표면오염도 자

동측정장비의 시료채취용 소재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은 시료채취와 방사선 

검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하 으며, 

자동시료채취기의 진공흡착 방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치 한 구조를 가지며, 기

계적인 안정성과 방사선 검출 기능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이중구조 제조기

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 다. 다양한 핵종들에 대하여 성능 평가 결과, 표면오

염도 측정장비 및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기술들은 우선적으로 연구로 1, 2호기와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사업 일정과 연계한 적용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공통

으로 활용가능하며 해체 사업에 적기에 실증 및 활용할 수 있는 배관 내부오염 

측정기술, 해체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그리고 중성자 조사 흑연의 처리 기

술 개발을 선정하 다.

배관내부 오염도 원격측정장비는 배관내부로 측정장비를 이송하여 검출하며,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의 매설된 배관에 

대해서도 오염 특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가상공간

에서 해체공법별 시나리오를 분석 평가할 수 있고, 작업 역에 대한 방사능 가

시화 등의 기능을 갖는 디지털 Mockup 시스템 구축과 해체비용 분석, 해체일정 

산출, 해체공법 도출,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 흑연의 취급 및 관리 기술 개

발은 원자로 운전 기간 동안 장시간 조사된 흑연에서 저장에너지의 안전한 제거

와 발생 방사성 기체의 포집과 안정화를 통하여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할 수 있

는 기술 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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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해체기술 현황

본 과제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 대로 해체기술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선진

국들의 해체기술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일

본, 미국, 벨기에 등 이미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해체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시설을 구성하는 금속 또는 콘크리트를 효

율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절단기술이나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사례 등을 살펴봄으

로서 선진국의 실질적인 해체기술 정보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절단기술

은 크게 열적, 기계적 절단기술로 나누어 국가별 기술개발현황을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미국의 경우 원자력시설 해체시 사용된 Robot Manipulation 시스템에 

의한 원격해체기술현황도 검토함으로서, 방사선으로부터의 작업자 피폭 저감과 

함께 수동 작업시에 대한 작업비용 절감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의 

해체기술이 국내 연구로 해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자 한다.

가. 독일

  (1) 개요

독일의 해체기술은 크게 열적, 기계적 그리고 기타 기술로 구분한다. 해체 및 

절단 기술은 크게 금속류 절단 및 콘크리트류 절단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타 케

이블류 및 Insulation 재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절단기

술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 IAEA :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Decontamination Dismantling of 

Nuclear Facilities, Techn. Rep. Ser. 395, Vienna 1999

- European Commission : Handboo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Luxemburg 1995, EUR 16211

- U.S. Dep. of Energy : Decommissioning Handbook, DOE/EM-0142P, 

Washington 1994

열적 절단기술은 Gas, Arc, Plasma arc, Laser beam을 이용한 기술로서 단

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Gas 이용절단 공법에는 산소용접절

단, powder injection flame 절단, flame gouging 과 산소 lance 절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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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이용절단 공법에는 산소 arc 절단, Electrode water jet 절단, Electrode 

oxygen jet 절단, Arc saw 절단, Contact metal-arc 절단, Electrode water jet 

gouging과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이 있다. Plasma arc를 이용한  절단공

법에는 Plasma arc 절단, Plasma circular saw와 plasma compass saw를 이용한 

절단, Tube 절단을 위한 plasma torch 공법과 Plasma gouging을 들 수 있으며 

최신공법으로 Laser beam을 이용한 절단공법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

고 있다.

기계적 절단 기술은 Grinder, Hack saw와 guillotine saw, Shears, Nibblers, 

milling cutters 와 orbital 절단기, Knurl tube 절단기, 다이아몬드 Circular 및 

wire saw를 이용한 절단공법들로 구분된다. 기타 절단 및 해체 공법으로 

Microwave를 이용하거나 폭약을 이용한 제한 발파공법과 유압을 이용한 High 

pressure water jet 및 Abrasive water jet 절단 공법 등을 사용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2) 열적 절단 기술

(가) Flame 절단 

이 공법은 산화연료 가스를 이용한 불꽃과 산소용접절단 기법을 조합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먼저 절단부위를 초기절단 구멍이 생길 때까지 산화연료 가스 불

꽃으로 예열 시킨 후, oxygen jet를 추가하여 절단한다. 이후 계속하여 같은 온

도를 유지하며 절단한다.

(나) 산소 lance(창) 절단

끝 부분에 core wire가 부착된 관으로 구성된 긴 창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의 자유면 끝 부분에 가열을 한 후 압축 산소를 이 창을 통하여 공급하

는데 이때 wire를 태우면서 절단부위를 녹이는 공법으로 최고 2500℃ 까지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Electrode Oxygen jet 소각 절단

절단 부위와 melting wire electrode 사이를 arc로 태우는 공법으로 정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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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주동력으로 wire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며 수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라) Plasma Arc 절단

Plasma는 전도성을 띤 고온의 가스를 이용하여 모든 전도성 물질의 절단에 

가능하며 절단속도가 빠르고 중량물 및 두꺼운 재료의 절단도 가능하다. 수중 및 

넓은 범위의 절단작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전도성 물질에만 국한되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고열, sparks 등의 위해도가 대두되며 절단부위가 항상 청결하여

야하는 단점도 수반한다.

(마) 전기방출장치를 이용한 절단(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 EDM)

이 공법은 EDM 헤드와 절단부위사이에 공급되는 전기불꽃의 침투에 의해 

절단하는 것으로 전극봉은 어떤 형태의 형상도 작업할 수가 있다. 수중에서의 작

업이 가능하며 두꺼운 금속도 절단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전도성 물질만이 가능

하고 절단속도가 느리며 가스 발생이 높고 전기의 소모량이 크다. 또한 설치 위

치에 대한 정확성이 크게 요구된다.  

  (3) 기계적 절단 기술

(가) 기계톱 절단

동력원은 전기를 이용하며 가스의 발생량이 적고 구매 및 사용에 큰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작업자 1인으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한정된 규격의 대상물만이 절단 가능하며 절

단 속도가 매우 느리다. 원격작동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쉽게 날을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나) Nibbler 절단

광범위한 모든 규격의 대상물에 적용 가능하고 주로 연강이나 스테인레스 강

에 많이 쓰이며 제한적인 절단이 가능하다. 적은 량의 가스가 배출되고 원격 조

작이 가능하며 절단 대상물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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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며 제한된 두께의 대상물과 제한된 형태에만 적용 가능하고 절단작업을 

위해서는 대상물 주변이 정리되어야 한다.

(다) Grinder 절단

압축공기, 전기 및 가스 등 동력원 선택의 범위가 크고 작업자 혼자서도 작

동이 가능하다. 대상물 규격에 대한 선정 범위가 크고 많은 수 및 량의 절단에 

가능하다. 반면 aerosol의 발생량이 많고 싼 가격의 칼날 사용 시 마모가 쉽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의 칼날을 사용해야만 한다. 절단 대상물 주변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불꽃이 발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 Shear 절단

어떠한 규격의 대상물에도 절단이 가능하며 전기, 압축공기, 유압의 동력원을 

사용하며 대상물의 감용에 특히 유효하다. 일정한 규격의 절단 대상물을 취득하

기가 힘들며 제한되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절단작업이 어렵다.

(마) Diamond Wire 톱 절단

모든 절단 대상물에 적용 가능하고 일정한 형상을 갖추지 못한 대상물도 절

단할 수 있다. 장치의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한 2 이상의 자유면이 필요하

다. 금속대상물 절단 시 톱날의 마모가 빠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 Milling 절단

장착된 둥근 칼날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aerosol

의 발생량이 적으며 수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큰 힘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격 

조작에 어려움이 많고 대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으며 작동 시 냉각용 액체가 

필요하다.

  (4) 기타 절단 공법

(가) 폭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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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을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술로서 정확한 계산 근거에 의해 폭약량이 산정 

되어야 하며 협소한 공간을 가진 넓은 면적을 절단하는 데 가능하다. 동시 다발

적으로 절단 할 수 있고  폭약량 및 대상물에 따라 기준에서 탈피한 여러 형태

로의 작업이 가능하다. 취급에 절대적으로 안전이 요구되며 대상물 주변에 피폭

으로 인한 방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폭발로 인한 오염의 비산이 우려되며 인증

된 전문가 외에는 폭약을 취급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나) Abrasive Water Jet 공법

연마물질이 고압의 water jet에 공급되어 사용되며 Cutting head가 절단 대

상물에 대해 정확히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절단부위가 매우 좁게 형성되며 좀더 

낮은 힘으로는 원격조작도 가능하다.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도구가 가볍고 단순하여 취급이 용이하며 적은 비용의 소모와 공급장치(고압펌

프 등)와 절단 대상물사이의 거리가 멀리 있어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차 

폐기물이 발생되는 점과 작업속도가 느린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5) 적용사례

독일 최초의 상업용 발전로인 KRB-A는 Gundremmingen에 위치하며 1966년

부터 1977년까지 250 MWe로 운 되었다. 이 원자로의 해체 및 절단에 있어 먼

저 원자로 내부의 절단에는 기본적으로 열적 절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ODIN이라 

불러지는 tool carrier의 개발로 수중에서의 plasma torch를 이용한 절단 작업이 

보다 쉬워졌으며 이 장비는 스팀 드라이어를 분리하는데 적용되었다. 또한 더불

어 aerosol 제거 기술 및 수조 표면에서의 aerosol의 방출량 감용기술도 개발되었

으며 작업환경을 감시하고 focussing 하는 카메라 기술도 함께 개발되었다.

KRB-A에는 3개의 2차 steam generator가 있었으며 공히 2.2m 직경에 높이

가 8.8.m 이며 최고 50,000 Bq/cm2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별도

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그 공간은 해체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하 다. 

steam generator에는 Ice sawing 공법이 적용되었는데 이 기술은 우선 전체적으

로 물로 가득 채워서 모든 구성품들을 얼린 다음 절단을 시행하는 기술로서 장

점으로 모든 구성 tubes의 고정화, 선량의 감축, aerosol 방출의 최소화 및 사용 

saw blade의 자동 냉각을 들고 있다. 이때의 온도는 하 20℃로 유지되었다. 절

단은 SG상부부터 bans saw를 이용하여 절단두께 0.8m 로 절단하는데 8시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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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재 설치에는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절단 된 part는 기계실로 이송되어 그곳

에서 녹여지고 다시 소활되었으며 제염작업을 거쳐 폐기물로 처리되었다.

그 외 SUR 100(Siemens Unterrichts Reaktor, 교육 훈련용)의 절단에는 열

적 절단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작업 전에 모든 part는 제염을 실시하 으며 분리된 

절단물들은 방출 내지는 폐기물처리 되었다. Karlsruhe의 MZFR는 열출력 

200MW의 PWR type으로 1984년에 shut-down 되었고 그 해부터 2005년까지 해

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project의 7번째 phase인 reactor pressured vessel

의 해체에 있어서 주로 열적 절단 기술과 기계적인 절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

용되었으며, 같은 연구소에 위치하고 있는 FR2 해체경험도 주로 열적인 기술과 

기계적인 절단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EDM이

나 MDM 같은 electrical 절단기술의 적용은 상당히 드문 편이다.

나. 일본

  (1) 개요

일본의 경우 JRR-3(1981∼1987), NS Mutsu(1993∼1995) 및 1996년에 완전 

해체된 JPDR에 적용되었던 각종 해체기술들을 JPDR Phase III(1996∼2000) 단

계를 통해 계속 연구 개발하여 현재 또는 추후 계획 중인 JRTF(1990∼2004), 

JRR-2(1997∼2007), Fugen 발전로(2003∼), Tokai Power Station(2001∼2017) 해

체 사업 등에 반  예정으로 있다. 

대표적이고 가장 큰 해체사업인 JPDR의 해체 기술을 보면 원자로를 비롯한 

주변의 구성물들을 각각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해체 및 절단 기술을 적용하 다. 

원자로내부의 각종 구성품들은 Plasma arc 기술을 사용하 고 원자로 압력용기

는 Arc saw를 이용하 다. 냉각 계통 Pipe는 그 구경 및 작업장소 여건에 따라 

회전원판칼날 및 성형폭약(成形爆藥)을 이용한 부분적 제한발파 공법을 사용하

다. 원자로를 둘러싼 차폐체 콘크리트는 기계적인 절단방법과 Abrasive water 

jet 공법을 사용하 고 mass한 콘크리트 해체 대상물에는 제한적인 발파 공법을 

병행하 다. 또한 각종 공법을 사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업에 소용된 

man-power 및 총 소요시간을 평가하 다.

  (2) 절단 기술



156

(가) Plasma Arc 절단

원자로내부의 구성품들은 대부분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이며 이를 제거하기에

는 작업여건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들을 절단 및 해체하기 위해 전

도성 해체 대상물에 적용된 plasma arc 절단공법은 고정식과 manipulator 방식

을 함께 사용하 다. 고정식은 원자로 상부에 원격 조작 mast-type을 설치하고 

plasma torch node를 로내로 삽입시켜 원하는 대상물을 일단 큰 규격으로 절단

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저장 pool로 이송하여 slave arm을 장착한 robotic 

manipulator로 원하는 대상물을 저장용기에 수용하기에 적당한 규격으로 절단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두 가지 방법 모두는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 공히 작업이 

가능한 공법으로 대기 중에서는 분당 50mm의 절단 속도로 최고 230mm 두께까

지 절단하 고, 수중에서는 분당 75mm의 속도로 130mm까지 절단을 하 다. 또

한 이 공법에서 발생되는 aerosol을 환기시키기 위해 로 상부에 임시 격납시설을 

설치하고 강제 순환시키기 위한 air 커튼 시스템을 병행하 다.  

(나) 성형폭약에 의한 발파공법

이 공법은 폭약의 발파에 의해 생성되는 폭압을 한 방향 또는 요구되는 방향

으로 유도하여 그 압에 의해 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공법으로 성형폭약의 제

조 모양과 그 폭약의 폭압을 사전 계산하여 산출된 폭약량으로 제한된 발파를 

시행하는 것이다. 산정된 폭약을 Robotic transporter를 부착한 guide tube를 원

하는 위치 내부에까지 삽입 유도 한 후 폭파 시켜 원하는 부위 절단을 유도하

다. pipe 두께가 5.1mm까지는 10g의 성형폭약을, 두께 7.6mm 까지는 50g의 성

형폭약을 사용하 다.

(다) 회전원판 칼날

이 공법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 차폐체 콘크리트속의 pipe, 원자로

압력용기 노즐부위 등의 내부에 회전원판 칼날 헤드를 삽입하여 내부표면에 유

압을 이용하여 칼날에 의해 pipe의 소성을 변형시키며 절단하는 방법으로 pipe 

두께 33mm까지는 28분이, 17.4mm까지는 2.5분이 소요되었다. 이 방법은 통상 

외경이 76.2mm(3 in) 이상의 pipe 절단에 이용되었고 그 이하의 외경을 가진 

pipe의 절단에는 성형폭약에 의한 발파공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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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 Arc saw 절단

이는 절단대상물과 회전원판 blade 사이에 전기 Arc가 발생하면서 절단하는 

공법으로 총 30.2 Ton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절단에 사용되었고 80mm에서 

250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liner 및 주철 용기가 절단되었다. Blade 크기는 

914, 1000, 1100mm 직 에 12mm 두께이며 400rpm의 속도로 작동되며 이를 작

동시키는 구동장치는 유압공급 시스템이 이용되었고 이 모든 것은 수중에서 작

동이 되었다. 70Cm 내지는 80Cm 크기로 잘려진 조각들은 수조 밖으로 끄집어내

어져 용기에 보관되었다.

(마) Mechanical 절단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 사용된 이 방법에는 주로 다이아몬드 비트를 장착

한 회전톱과 드릴링 장치에 의한 절단과 가 이용되었으며 이 역시 원격으로 조

작되었다. 먼저 드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직면에 구멍을 유도한 다음 회전 

톱으로 수평절단을 실시하여 제거하 다. 80Cm×80Cm×40Cm 규격의 한 덩어리

를 절단하고 제거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때 발생되는 부스러기의 채집

을 위해 원자로 하단부에 바스켓을 설치하 다. 총 9.3 Ton의 차폐체 콘크리트가 

제거되었다. 

(바) Abrasive Water Jet 절단

방사화된 차폐체 철근 콘크리트의 해체에 사용된 방법으로 먼지의 발생을 최

소화하는 것이 그 우선 목적이다. 이는 2,000 kgf/cm2 압력의 water jet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및 내부 철근까지 동시에 절단하 다. 그러나 사용된 연마재 및 2

차 액체폐기물이 발생량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 다. 이 연마재 및 2차 액체폐기

물은 원자로 하단부에 깔대기 형태의 바켓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이를 슬러리 

처리 시스템으로 이송시켜 처리하 다. 총 24.6 Ton의 철근 콘크리트가 제거되었

고 56Cm×37Cm×40Cm 크기의 블록을 제거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때의 

절단깊이는 450∼600mm이며 절단속도는 30mm/min이다

(사) Controlled Blasting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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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발파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크랙을 유도한 후 이를 소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계산된 폭약량과 지연뇌관을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발파하는 것이다. 이는 mass한 콘크리트를 해체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하나 작업 

중 소음과 발파에 의한 진동을 초래한다. 내부 210 Ton과 외부 1,260 Ton이 제

거되었고 천공, 장약, 발파 및 파쇄작업으로 시간당 8.8 M3의 콘크리트가 제거되

었다.

다. 미 국

  (1) 개요

미국에서의 해체 기술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여건들을 보면 관습적인 해체시행 경험, 기술적인 변화, 특별한 경우의 적용을 

위한 구성과 적용에 필요한 설계 등을 들 수 있다. 해체는 모든 구성품들을 제거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구성품들이나 구조물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제거

도 해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높게 방사화된 구성품들의 제거, 감용 

및 일부 제염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적용 기준은 계통의 구성품들, 예를 들어 탱

크류, 펌프류, 용기류 등은 작은 조각 또는 고유의 형태로 제거되어야 하고, 기초

를 포함한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대형금속류 등은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 등을 들 수 있다. 

해체기술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 변수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는 일부 제한적요소를 배제하지만 대략 위치적요건, 환경, 

가능한 동력공급원, 2차 폐기물의 발생, 공정계획과 금액등을 들 수 있다. 해체 

공법 및 조건은 운 하고 제염하고 관리하는데 가능한 한 단순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은 대상물에 직접 또는 원격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어떤 절단기술에도 제한

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다.

  (2) 금속 절단

금속 절단 방법은 특별한 기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적합한 절단 기술의 적용은 시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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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모든 변수가 고려되어진 최적의 평가가 우선이다. 해체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오직 한가지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가) 기계적 금속 절단

① Shears and Nibblers

Shear는 칼날화 된 절단 도구로써 가위나 작두 같은 개념으로 운 된다. 

Shear의 날은 내부를 따라 직선형태 또는 타원이나 원형 형태로 절단할 수 있다. 

규격의 범위는 작고 수동적인 것부터 크게 장착된 것까지 다양하다. 동력원은 전

기식, 압축공기식 또는 유압식을 들 수 있다. 압축공기를 이용한 가장 상용화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차체를 뜯어내는 “jaws 

of life"를 들 수 있다. Shear 절단작업은 작은 pipe, conduit 또는 가벼운 금속 계

측장치의 절단에 매우 유용하다. 큰 유압식 shear는 금속 구성품이나 대구경의 

pipe에 적용 가능하다. Shear 절단 공법은 폐기물 취급을 고려한 여러종류의 금

속물질로 구성된 구성품의 감용이나, 작은 조립건축물의 해체 목적에 가장 적합

하다. 그러나 금속 절단 시 고유의 형태가 파손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용이 

어렵고, 항상 큰 힘의 반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Nibbler  

Nibbler는 구멍을 내거나 자르는 절단 도구로써 매우 빠른 회전률의 속도로 

작동된다. 작은 크기의 금속뿐만 아니라 연강,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강의 

큰 규모의 금속 대상물도 절단 가능하며 최고 1/4 inch의 연강판을 절단 할 수 

있다. 돌력원으로는 shear와 마찬가지로 전기, 압축공기 및 유압을 사용한다. 원

격조작이 가능하고 수중에서의 절단도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제거된 작

은 금속조각들의 수집이 용이하고 먼지 및 공기입자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없다. 

③ Saws

가장 보편화 된 절단 도구로써 자연적인 회전, 왕복 및 띠 운동에 의해 작동

된다. 유압, 전기 및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크고 고정식과 수동으로 작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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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 여러작업 분야에 매우 유용한 이유로 화재 위해가 있

는 불꽃의 발생이 없으며 연기나 가스 같은 방사성 오염발생이 없기 때문에 취

급이 쉽다. 먼지 및 작은 부스러기의 발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장점으로 적은 

운 비용과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고 높은 절단 속도와 주변기기의 손상 없이 

작업이 가능한 점과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좁은 공간을 포함

한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휴대용 톱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자들이 작업에 

있어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좋게 평가되고 있다. 부품의 조달이 

쉬어 항상 교체 및 수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단 두께의 제한을 받으며 진동이 

유발되며 두꺼운 금속대상물의 절단 시 날의 수명이 짧은 점과 모든 금속 대상

물을 절단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대두된다.   

④ Abrasive Wheel

회전톱과 비슷한 Abrasive Wheel은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작은 조각들이 부착되었고 동력원으로 전기, 압축공기 및 유압을 사용

한다. 이 Wheel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리섬유로 매트 형태로 짜여져 있고 금

속을 갉아 내면서 대상물을 절단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빠른 절단속도와 모든 장

비의 용이한 취급 및 적은 운  경비를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계속적인 불꽃의 

발생으로 주변의 연소물질 취급에 부적합하고, 제거된 조각들이 매우 작으므로 

오염관리가 어렵다. 또한 오염된 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격납 시스템이 요

구되어 진다.

⑤ Diamond Wire

Diamond Wire는 연속된 가이드 활차에 Diamond 비트와 스페이셔가 부착된 

여러 형태의 wire 가닥을 환 형태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절단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두꺼운 두께를 가진 작은 구경의 스틸 용기의 절단에 매우 적합하다. 해

체 활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어떠한 물질의 대상물도 절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체의 절단에 용이하다.

⑥ Milling

링 기계는 복잡한 형태의 구성품을 절단하거나 필요 시 다른 절단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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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조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적용을 위해 주문방식으로 설계되어지고 

링 헤드와 후레임, 전기식 또는 유압식 동력 모터가 요구되어진다. 이 기계는 대

기 중 또는 저속 운전 시 수중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금속절단 시 두

께의 제한을 받으며, 부스러기들이 발생되며, 기기 정지 시 큰 힘의 반력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⑦ Circular Cutters

회전 절단기기는 자주식으로 운전하며 내부 및 외부 pipe 둘레의 궤도를 따

라 회전하며 절단하는 것으로 이 역시 동력원으로 전기, 유압, 압축공기 모두 사

용된다. 이것은 pipe 외경에 꼭 맞는 규격의 가이드 체인 또는 가이드 링에 의해 

pipe 또는 구성품의 바깥면을 잡아주게 되고 또한 가이드 링에 의해 구성품의 내

부를 잡아주게 한다. 이 장치는 쐐기 모양의 링, 한조각 또는 여러부분의 링 후

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압 및 압축공기에 의해 운전된다. 해체 활동에서는 대

구경의 pipe나 원형 용기의 분리절단에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계적

인 방법이면서, 화재에 대한 위해가 거의 없으며, 오염된 부분의 취급 및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수동식 절단은 수중, 폭발위험성 있는 환경, 높은 위치 및 배관 

계통의 파손 부분에 가능하다. 단점으로 장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 pipe 및 용기의 절단을 위해서는, 장비의 이동 및 설치에 시간이 필요하다.

(나) 열적 금속 절단 기술

① Plasma Arc Cutting

Plasma arc 절단 기술은 텅스텐 전극봉과 전도성을 띤 절단 대상물사이에 

직류 arc가 발생되는 것을 배경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가스 또는 혼합가스가 토

치 노즐 안의 작은 출구를 통해 흐르면서 불꽃이 절단 대상물에 전달되는 것이

다.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plasma는 거의 20,000℉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다. 높은 전압과 arc와 함께 노즐 torch로부터 생성된 plasma 

가스는 대상 금속물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plasma arc 시스템에는 절단을 위해서 최고 1000Amps의 전류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직류의 공급이 요구되어 진다. 자동 plasma arc 장치를 위해서는 torch 위

치 고정 및 이동 장치, 가스 토출 장치, 가스/물 차폐장치, plasma 가스 공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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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고주파 공급장치, plasma arc 공급장치 및 보조가스 공급과 arc 및 기계적인 

이동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수중에서는 대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기도 하

지만 이 공법은 모든 금속 절단 대상물의 절단을 대기 중 또는 수중에서도 가능

하게 한다.  가끔 오염된 구성품 들의 절단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임시 격납 관리

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의 수동작업자를 위한 방독면 착용과 

HEPA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② Oxy-Fuel Burning

Oxy-fuel burning은 간혹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라고도 불려지며, torch의 작

은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기타 연료가스의 혼합으로 이루어 진 시스템을 

말하며 연료가스는 아세틸렌, 프로판, 가솔린 또는 수소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수동형태의 공정 또는 자동화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작업도 가능하다. 이 기

술은 산소연료 burning torch를 사용하여 대상 금속의 급속 산화발열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것으로 이때 해당되는 금속으로 일반적으로 카본 스틸이나 주철 제품 

같은 제일철 금속이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제일철이 아니거나 

제일철 이면서 다른 성분이 포함된 금속의 절단에는 불가능하다. 이 공법은 대기 

중과 수중에서 모두 가능하나, 수중 작업 경우는 많은 열의 손실로 그 효과를 기

대하기가 어렵다. 해체활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빔, 기둥 또는 보 같

은 카본 스틸로 구성된 구조물의 해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로 이 기

술은 가장 널리 알려졌고 장비의 취급에 숙력된 작업자를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장비의 구매가 저렴하고 취급이 쉽고 빠르기 때

문이다. 



163

③ Controlled Explosive Cutting

제한발파 절단은 특별히 계산되고 형상화된 폭약을 사용하여 대상 구성물에 

크랙을 유도한 후 분리 제거하는 공법으로 초기 절단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 폭

압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폭파 해체하거나 금속의 절단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는 것이다. 이 공법은 근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공정

의 진행이 매우 위험하다. 해체 활동에 있어서 제한발파 공법의 사용은 일부 제

한적이다. 이 공법의 사용 시 주변의 구조물에는 방어조치가 필요하며 오염의 분

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 전기적 금속 절단 기술

① Metal Disintegration Machining(MDM)

MDM은 전극봉을 이용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공법으로 일정한 교류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MDM 진동헤드와 water flush 장치가 요구된다. 전극봉은 보통 

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기계적인 형상도 절단할 수가 있으며 전력의 공급

과 flush 장치의 작동으로 대상 금속물의 표면에서 매우 가깝게 진동을 하게된

다. 이때 전극봉은 서서히 지정된 방향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하며. 불꽃이 생성

되어 대상물로부터 녹여진 작은 조각들을 제거하게 된다. 부스러기, 물의 화학적 

요건, 발생 연기의 관리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EDM은 MDM과 비슷한 공법이긴 하나 제한된 파장의 교류 공급이 필요하

다. 이 공법은 절단면이 비교적 섬세하고 정확하나 MDM에 비해 절단속도가 느

리고 낮은 전류가 필요하다. 이 공법은 방사화 정도가 확정된 압력용기의 재료 

샘플을 수집하는데 사용되었었다.

③ Arc Saw Cutting

이 기술은 전기 용융 기술의 연장으로서 톱날이 없는 원형형태로 절단 대상 

금속물에의 접촉이 없이 절단이 시행되는 공법으로 높은 전류의 전기 불꽃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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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과 blade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절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Blade는 연장을 만

드는 스틸, 연강 또는 구리 같은 전기 전도성 물질로 만들 수 있다. Blade는 기

본적으로 작동을 위해 회전을 하며 회전속도는 그리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대략 회전속도는 300에서 1800 rpm이다. Blade의 회전은 대상물의 패인 자리에

서 arc에 의해 발생된 용융된 금속의 제거에도 기여한다. Blade는 수중에서는 냉

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수중작업이 가능하고 대기중 작업 시에도 냉각을 위해 

물을 분사해 줌으로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 공법은 어떠한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절단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높은 전도성을 가진 물질, 예를 들어 스테

인레스 스틸, 고합금 스틸류, 알루미늄 및 구리, 등은 그 각각의 물질이 소요하고 

있는 강도 및 연성에 따라 빠르고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다. 그중 카본 스틸류의 

절단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절단부위에서 생성되는 slag가 절단속도를 저해

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티타늄 및 아연성분의 물질을 절단할 때에는 수소가스

가 발생되는데 이는 미세한 발화 및 폭발 때문이다. 단점은 blade의 직경에 따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대기 중에서 거친 절단 작업 시 상당의 소음과 연기

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 수중에서의 작업 시 물을 혼탁하게 하여 작업광경을 

주시하기가 어렵다.

④ Electric Arc Gouging

이 공법은 대상 금속물 표면으로부터 교류의 전력으로부터 제공된 touching

에 의해 발생된 파편 등을 물이나 가스와 함께 전극봉을 사용하여 불어 내면서 

절단하는 방법이다. 불꽃에서부터의 화재 예방 및 발생되는 연기의 정화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 기타 금속 절단 기술

① Abrasive Water Jet Cutting

이 기술은 매우 높은 압력, 55,000psi,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물은 유압

으로 운전되는 증강 펌프에 의해 조달된다. 물이 chamber를 통과하면서 연마재 

또는 연마재가 포함된 물과 함께 방출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마재는 garnet(석류

석)을 사용한다. 혼합된 물과 연마재는 작은 구멍이 있는 내마모성 노즐을 통해 

방출되면 이때 사정되는 연마 jet 흐름이 대상 금속물질을 절단하게 되는 것이



165

다. 이 고압으로 압축된 jet 흐름이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빠른 속도가 생성되고 

이것이 절단 부위를 침식하면서 절단부위를 깨끗이 절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공법은 열 발생도 없고 화재의 위해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해체 대

상물을 절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마재는 garnet 가루를 사용하나, 각기 다른 

물성의 대상물을 절단 할 때에는 석 가루, 금강사 및 규소 탄화물같은 다른 연

마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연마재를 사용할 때에는 매우 단단해서 노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공법은 원자로 내부를 절단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해체 활

동에 있어서는 2차로 많은 량의 물과 사용된 연마재 가루가 생성되는데 이들은 

반드시 수집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물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효과적인 재활

용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초음파 순수 여과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여과장치 

없이는 증강 펌프의 실린더는 빠른 속도와 고압을 만들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제거되거나 수집되지 못한 연마재는 재활용용 계통 pipe나 장비에 상당

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 장치는 여과장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2차 발생 가루 및 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Laser Cutting

두께가 1/4‘의 금속물질까지는 laser를 이용하여 절단할 수 있다. Laser는 대

상물을 절단하면서 기화시키고 가스는 부스러기 알갱이 같은 매우 작은 먼지들

을 불어낸다. 절단부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발생 부스러기는 거의 없다. 현재의 

해체활동에는 이 공법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그리 적합

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많은 적용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절단기술

원자력시설에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생체차폐체와 같은 강화콘크리트와 

바닥 및 벽과 같은 일반콘크리트가 있다.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절단기

술이 다른데 방사화가 많이 된 생체차폐콘크리트의 경우 높은 방사선량율로 인

해 절단이 가장 어렵다.

(가) 기계적 콘크리트 절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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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iamond Wire Cutting

Diamond Wire Cutting은 일련의 다이아몬드 볼이 연결된 줄(wire)이 풀리

(pulley)에 의해 회전을 하면서 절단하는 기술이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 있

어서 다양한 모양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의 절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한 소음과 진동이 적게 발생되어 주변 구조물의 건전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냉각 및 윤활을 위해 물을 사용하므로 이를 수집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야 하는 단점이 있다.

② 톱(Saw)

다이아몬드 또는 탄화물(carbide) 휠(wheel)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기술로 주변에 다른 물질이 없는 벽이나 바닥의 절단에 주로 이용된다. 절삭시 

사용된 물과 절삭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처리된다. 연마톱의 경우 진동, 

충격, 연기, 소음 등이 매우 적게 발생된다.

③ 해머(Hammer)

해머는 기계적 파괴(fracture)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콘

크리트에 단단한 철재 정(chisel)을 이용하여 파괴시킨다. 본 기술은 커다란 장비

가 접근할 수 없는 좁은 지역의 바닥을 제거하는데 용이하다.

④ Crushers/Shears

콘크리트 분쇄기, shears, grapples, rams 등을 기본으로 부착하여 유압시스

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기술로 굴착기(excavator)나 boom crane 등 

다양한 부착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Rock Splitter

Rock splitter는 미리 천공된 구멍내에 feather로 불리는 팽창가능한 가이드 

2개 사이에 wedge-shaped 플러그를 유압을 이용하여 팽창시킴으로서 콘크리트

를 절단하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유압시스템은 약 7,000 psi로 운전되며, 자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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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압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⑥ Wrecking Ball

일반적으로 Wrecking ball은 두께가 3 ft 이하인 강화되지 않은 콘크리트나 

약간 강화된 콘크리트를 부수는데 사용된다. 사용되는 볼의 무게는 2∼5톤으로 

10∼20 ft 높이의 크레인에 매달아서 사용한다.

(나) 열적 콘크리트 절단기술

① Flame Cutting

산소연료 토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절단하는 기술이다. 토치로부

터 생성된 열로 인해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팽창하여 장력(tensile 

force)이 생겨 콘크리트를 부수게 된다.

② Oxygen Lance

Oxygen Lance는 내부에 탄소강의 막대가 들어있는 탄소강 파이프(직경 1/4" 

∼ 1")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프의 한 쪽에는 산소밸브가 있고 다른 한 쪽은 개

방되어 있다. 산소가 파이프 속으로 주입되면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파

이프의 개방된 쪽에서는 고온의 흰색 불꽃(ball of fire)이 발생되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기술이다. 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고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는 단점

이 있다.

③ 제어폭파(Controlled Explosives)

제어폭파 기술은 이론적으로 두꺼운 강화콘크리트의 파괴에 적당하다. 이 기

술은 콘크리트 내에 구멍을 뚫어서 폭파물을 장착한 뒤 지연발화(delated firing) 

기술을 이용하여 폭파시키는 방법이다. 지연발화는 분열을 증가시키고 물질의 운

동방향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주위 구조물에 대한 진동 향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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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콘크리트 절단 기술

① Abrasive Water Jet 절단기술

Abrasive water jet 절단기술에서는 55,000 psi의 고압수를 사용하여 모든 물

질을 세로로 절단할 수 있다.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다. 

여러 형태의 연마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절단할 수 있다.

② 레이저 절단기술

금속을 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절단한다.

③ Expansive Grout

Expansive grout 기술은 rock splitter와 유사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파괴한

다. 포틀랜드 시멘트와 성질이 유사한 물질을 물과 혼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넣어 경화시키면, 팽창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한다.

  (4) 원격해체 기술

(가) Rosie Mobile Work System

이 tethered robot은 locomotor, heavy manipulator, 동력공급장치 및 제어장

치 들로 구성되었으며 heavy manipulator는 네 방향에서 모두 작동 가능하다. 광

범위한 여러 장비 나 도구를 운반할 수 있고 2000lbs까지의 중량물을 인양할 수 

있으며 26 ft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다. 최고 165 ft 길이까지 유선으로 조정 가

능하고 작업자의 피폭우려를 고려하여 시간당 0.05에서 2.0R 까지 범위의 방사화 

구역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하 다.

(나) Dual Arm Work Platform

이 robot은 작업자의 피폭관리를 위해 심한 방사화구역에서의 작업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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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개의 Schilling Titan III type의 manipulator로 여섯 방향에서 자유롭게 

운 할 수 있으며 최장 78 inch의 유선 조정 거리 접근능력과 최고 240 lbs의 인

양능력을 가자고 있다. 유압식으로 작동되며 제어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를 전개할 수 있으며 CP-5 연구로 해체 시 원격으로 시간당 0.75에

서 2.0R 까지 의 방사화 구역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하 다. 추후 작업자의 수동

작업에 비해 50%의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하 다.

(다) Remote Concrete Demolition System

자주식 이동 해체 robot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원격 조정 가능하며 방사화 

구역에서 의 작업자의 피로, 열 스트레스 및 피폭 등 어려운 환경 요건을 대신해

서 작업을 수행하 다. 끝 부분에는 scabbler, hydraulic shear, hammer, grapple, 

bucket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부착하여 작업하 다. 작업자가 잭 햄머(일명 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6개월이 소요될 해체작업을 이 robot을 이용하여 16일 만

에 수행하 으며 95%의 비용을 절감하 다.

라. 벨기에

  (1) 개요

벨기에 BR3의 해체과정 및 원자로 내부의 고방사화 측정 결과는 유럽 공동

체에 의해 대표적인 해체모델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해체활동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목적은 각기 다른 해체기술의 실험과 비교이다. BR3는 1964년 

Westinghouse가 설계하여 설치한 최초의 원자로이다. 이후 실험을 목적으로 내

부를 새로이 교체하여 “Vulcain"이라 명명지었다. 이때 열차폐판을 제거하 고, 

구형은 용기에 담겨져 연료저장 pool에 저장되어 있다. 이 사업은 열차폐판, 구형 

및 실험로의 해체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열차폐판 해체와 주요 3가지 절단기술 비교

열차폐판의 해체를 위해 3가지 기술이 선택되었다. Plasma arc torch, 

electric discharge machining(EDM), 그리고 milling을 이용한 기계적인 절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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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것이다. 이 3가지 기술은 절단 기술에 있어서 구분되는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인 3가지 절단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교 항목으로는 2차 폐기물의 발

생량, 절단기간 및 작업자의 피폭과 쉬운 운 방법 등이 있다. 

그 외 laser 절단기술이나 abrasive water jet 절단기술 등도 고려되었지만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작업환경 및 재료의 두께에 대한 제약적 

조건 등도 완벽하지 못해 선택되지 않았다. 기본 기술 선택원칙은 기존에 존재하

는 기술이면서 보증이 된 기술이어야 하고 여기에 작업 환경인자 및 작업 운  

인자를 첨부하 다. 여기에 크게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작업자의 피폭과 2차 폐

기물의 발생에 대한 것이다. 다음의 <표 4-1>은 선택된 3가지 절단기술에 대해 

열차폐판의 절단 작업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보여 주고 있다.

<표 4-1> 열차폐판 해체결과

항목 절단속도
(mm/min)

최적평균절단
속도

(mm/min)
피폭 2차폐

기물

절단
방법

절대
값

상대적
비교

절
대값

상대적
비교

단순비
교값

단순비
교값

EDM 0.6 0.1 0.2
8 0.25 -3 -5

Mech
. 6 1 1.1

3 1 1 1

Plas
ma 300 50 1.8

3 1.6 -1 -5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폐기물발생을 고려해서 연료저장 pool의 

폐쇄된 chamber의 절단은 plasma 사용 방법을 결정하 고 연기의 발생 및 수소

가스의 환기 및 정화 시설을 설치하 다. 열차폐판의 제거된 조각은 폐기물의 포

장을 고려하여 500×540mm 두께로 절단되었다. 기계적 절단 방법은 결과적으로 

2배의 plasma arc 절단작업시간을 고려할 때보다 적은양의 2차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탄소필터에 의해서도 여과가 되었으나 EDM 절단 방법 사

용 시는 방사화물질이 여과됨을 알 수 있었다. 

Plasma 절단 후에는 중간과 마지막 여과지에서 탄소가 검출이 되었다. 이온 

교환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자의 피폭 결과는 EDM 

방법을 방사화구역에서 장시간, 저속의 절단 속도로 사용한 후 매우 높게 피폭됨

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절단방법이 선정

되었고, 다음과 같은 장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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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로 수중작업시 단순 추가조치만 필요한 점

- 간단한 충진재를 사용한 여과장치로 2차 폐기물의 여과가 용이한 점

- 대상물의 두께가 얇을 때 적은 양의 폐기물만 발생된다는 점

- 방사성 연기, 가스 및 분해할 이온의 발생이 없다는 점

- 다른 절단방법 공정과 대체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 외 고방사화 및 비방사화 된 원자로 내부의 해체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Circular Sawing

이 공법은 phase 2 기간동안에 사용되었고 수평의 기다란 실린더형태의 대

상물에 적용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1m 가능 거리의 X축과 320mm 가능 거

리의 Y축인 2방향으로만 작동이 되며 직경 400mm와 600mm 2 종류의 blade를 

사용하 다.

(나) Band Sawing

이 톱은 LCSA(Lower Core Support Assembly)의 수직절단 및 원자로 압력

용기의 분리 절단에 사용되었다. 폭 500mm에 수직 절단 능력 960mm이고 두께 

1.6mm의 재료에서부터 기계장치를 추가하여 카본 스틸 경우 두께 200mm까지를 

절단하 다. 

기타 절단 방법으로 Hydraulic Shears와 Core Drilling 절단 공법 및 

Reciprocating Saw 및 EDM 절단 공법을 사용하 으며 각각의 절단공법별로 사

용 평가 결과를 <표 4-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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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방사화 금속물질 절단방법 비교 평가

기술 범위 2차폐기물
절단

속도
절단 폭 사용 예

적용 및 미적용 

사유

기계적 절단 기술

링 

절단/회전톱

두께 

200mm
micro 입자 중간 6mm

열차폐판, 

LCSA
2차폐기물, 속도

Band 톱
두께제

한 없음

더 작은 

micro입자
중간 2mm

LCSA,실린더

형판,망,부속

2차폐기물, 속도, 

유용성

유압식 jaw 

컷터
2" pipe 없음 빠름 tube, pipe

2차폐기물없음,속도

,어려운운

왕복운동 톱
pipe / 

소형 판
입자 중간 2mm

로내상부 

pipe,스트레이

너

2차폐기물,blade와

절단자국

연마 disc
pipe / 

소형 판
작은알갱이

매우빠

름
2∼4mm N/A 오염확산, 파편

열적 절단 기술

Plasma arc 

torch

두께 

100mm

파편, 입자, 

aerosol, 연기,

용해된 이온

빠름 12mm 열차폐판
1989년사용게획, 

2차폐기물

Arc saw
두께 

250mm

파편, 입자, 

aerosol, 연기,

용해된 이온

빠름 N/D N/A
매우높은동력요구,

2차폐기물

Laser 

cutting

두께 

50mm 

이하

파편, 입자, 

aerosol, 연기,

용해된 이온

빠름
Few 

mm
N/A

열차폐판두께에 

부적절,

개발중

전기적 절단 기술

EDM

두께 

80mm 

이하

파편, aerosol 느림
Few 

mm

열차폐판, 

로내상부볼트
매우적은힘소요, 

외부절단에 유효성 

가능
MDM N/D 파편, aerosol 느림

6∼8 

min

LCSA보조계

획, 미적용

기타

Abrasive 

water jet
N/D

파편, aerosol, 

연마재
중간

Few 

mm

중성자차폐탱

크적용계획,

발전기

2차폐기물량 과다,

전개된 시스템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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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적용 가능 해체 기술

원전해체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해체기술은 현재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를 

해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가능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대치하고자 한

다.

현재 연구로 1, 2 호기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실험실 및 납 핫

셀의 제염 및 해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실험실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해체

하여야 할 중량물은 거의 없다. 주로 흄 후드와 실험 table 및 씽크대가 해체 대

상물이다. 이러한 해체 대상물은 대부분 재료가 목재인 관계로 해체하는데 특별

한 기술이나 방법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자들의 수

작업으로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해체 도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 않았다. 

납 핫셀의 경우는 현재 뒷부분의 door 및 내부의 제염 및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전면부의 차폐체인 납벽돌 및 차폐창은 하나씩 수작업으로 제거, 수집되었

고 납 핫셀과 핫셀 사이의 칸막이 벽과 바닥 스라브 구조물 해체를 계획하고 있

다. 20Cm 두께의 납 핫셀의 칸막이 벽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수작업이나 간단

한 도구로서는 해체하기가 힘이 들어 칸막이 하단부를 전기식 코아 드릴링 공법

으로 수평 절단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준비 중이다. 

콘크리트 바닥 스라브 역시 같은 공법을 채택하여 해체할 것이다. 전기식 회

전 톱이나 유압식 Nibbler의 사용도 고려해 보았으나 칸막이 사이의 공간이 협소

하여 장비의 설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공법은 대표적인 콘크리트 구조

물 절단 방법으로서 일본의 JPDR 해체 활동 시 원자로 내부의 방사화된 콘크리

트의 수직절단에 사용되었었다. 이 공법에 사용될 코어 드릴링 머신은 추후 원자

로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역시 사용될 것이다. 

이 후 해체될 원자로 내부의 금속 구성물 중 pipe나 tube류는 유압식 shear

를 mounting pole에 장착하여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절단공법을 사용할 것

이며, 회전시료조사대 역시 이 방법으로 코아로 부터 분리하여 1호기 실험수조로 

이송한 후 앞으로 제작될 수중원격분해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원격으로 절단 

및 milling 작업으로 해체할 것이다. 이는 고방사화된 방사성금속물질에 대한 작

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는 무소음, 무진동 해체 공법인 유압식 잭을 이용

하여 크랙을 유도한 후 연결된 내부철근을 절단한 후 1m×1m×1m 크기로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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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m
3
 저장능력의 용기에 저장할 것이다. 이 공법은 미국의 JANUS 원자로 차

폐체 콘크리트의 해체에도 사용되었던 기술로 사용될 장비는 독일에서 개발된 

DARDA이다. 이 공법은 먼저 콘크리트의 자유면에 직경 65mm, 깊이 80Cm의 

구멍을 전기식 코어 드릴링 공법으로 시공한 후 구멍에 wedge 모양의 유압식 

잭을 삽입하여 구멍을 확장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이 없고 절단 시 먼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해체에도 같은 공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때에는 작업구

역에 환기시스템을 포함한 임시격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제

거된 콘크리트는 수집되어 임시격납설비의 지붕을 통해 외부로 끄집어낸 후 용

기에 저장될 것이다.

각종 공급 및 액체폐기물의 이송에 사용되었던 pipe류는 전기식자동 cutter를 

사용할 것이다. 이 장치는 절단 대상 pipe의 외부를 환형모양의 바이스로 꽉 잡

아 고정시킨 후 또다른 회전 cutter가 바이스 안쪽에서 회전하면서 pipe의 외부

로부터 절단해 들어가는 공법으로 절단 부위가 매우 깨끗하고 일반 톱을 이용하

여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부스러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장비의 크기로 직경 

50cm 미만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pipe의 절단도 가능하다. 

기타 흑연 블록의 제거 및 보조장치류의 해체에는 원자로 운  시 사용되었

던 각종 long reach tools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며 차폐판 등 대형 구조물의 취

급에는 기존 원자로실에 설되어 운 되었던 7.5 Ton 과 5 Ton 오버헤드 크레인

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개발된 해체 장비나 장치류의 검토 및 장단점의 평가

를 통해 국내여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 시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작업자가 방사화구역에서의 작업 시 받게되는 피폭

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해체비용, 해체기간, 기술확보의 용이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의 유용성, 해외기술 수출시의 활용가능성 등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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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 해체관련 정책 방향 연구

1. 개 요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중 고리 1호기 2008년, 월성 1호기 2013년 등 

일부 원전의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원전 

폐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폐로 관련 연구 활동과 더불어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원전 폐로 선진국의 동향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필요기술

과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원전 발전 현황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총 20기로 발전량은 1,717.6 x 10
4
 

kW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전기생산량의 40%를 원자력이 점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원유수입 가격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자력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1]

표 3.1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

2005. 8. 31 현재

Plants
Capacity

(10
4 kW)

Reactor

Type

Starting

Time(yr-mm)

Design 

Life 

Time(yr)

Shutdown

(yr-mm)

Kori 1 58.7 PWR '78.04 30 2008.04

Kori 2 65 PWR '83.07 40 2023.07

Kori 3 95 PWR '85.09 40 2025.09

Kori 4 95 PWR '86.04 40 2026.04

Wolsong 1 67.9 PHWR '83.04 30 2013.04

Wolsong 2 70 PHWR '97.06 30 2027.06

Wolsong 3 70 PHWR '98.07 30 2028.07

Wolsong 4 70 PHWR '99.10 30 2029.10

YGN 1 95 PWR '86.08 40 2026.08

YGN 2 95 PWR '87.06 40 2027.06

YGN 3 100 PWR '95.03 40 2035.03

YGN 4 100 PWR '96.03 40 2036.03

YGN 5 100 PWR '02.05 40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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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기술 계통도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은 방사화 및 표면오염 정도, 

잔류방사능 평가 등을 위한 오염평가 기술, 작업 종사자와 주변 대중들의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줄이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제염기술, 실지 철거에 사용되는 절단과 철거 기술 등을 

포함하는 해체 철거 기술, 잔류오염을 측정, 잔류방사능을 측정하는 절차서 및 

지침서, 부지를 제염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부지복원기술, 시설폐기물, 토양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위한 해체폐기물관리기술 개발 등이 있다.  또한 

해체에 들어가기 전 해체비용평가기술, 해체사업관리기술, 원격기술, 방사선안전

관리기술 및 인․허가 및 규제 방법 등의 개발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YGN 6 100 PWR '02.12 40 2042.12

Ulchin 1 95 PWR '88.09 40 2028.09

Ulchin 2 95 PWR '89.09 40 2029.09

Ulchin 3 100 PWR '98.08 40 2038.08

Ulchin 4 100 PWR '99.12 40 2039.12

Ulchin 5 100 PWR '04.07 40 2044.07

Ulchin 6 100 PWR '05.03 40 2045.03

Total Units 20 Total Capacity 1,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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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해체기술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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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이 필요한 분야

가. 원자력발전소 해체방안 정립 및 비용평가기술 개발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일부 호기의 설계수명이 다가옴에 따라 폐로조

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폐로 조치 방안별 예상되는 비

용을 평가하는 것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원자력의 경제성을 위해서

도 검토가 절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1993년 9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전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공동 수행하 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즉시 해체 철거 시에는 ‘95년

도 1월 불변가격으로 1,485 ∼1,805억원, 폐관리 후 해체철거(10년) 1,619억원, 

폐관리 후 해체철거(30년) 1,930억원, 차폐격리 후 해체철거(60년)의 경우 4,166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는 IAEA 주관의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인 일반 원자력발전소 1기를 즉시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350 x 10
6
 US$(2003년도 기준)와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액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에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이고, 세 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평가작업에 연구용원자로 폐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기준으로 하 을 때 부지 재사용이라는 이득효과를 

위해 일본이나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즉시 해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방사성폐기물 감용을 위한 금속 및 콘크리트 표면오염제거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거나 해체할 때 많은 금속폐기물과 방사화된 콘크리트

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엄격한 피폭관리와 발생 폐

기물의 관리 및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

속폐기물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제염방안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활용 

측면에서 방사능의 규제면제 수준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용원자로 폐로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양의 금속폐기물과 콘크리트가 

발생했으며, 2005년 6월 31일 현재 기성고를 중심으로 전체 공정의 45%를 보이

는 연구로 2호기 폐로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표 3.2에 나타냈으며, 표 3.3에

는 일본의 경우 PWR 1,100 MWe에서 방사능 농도별 금속폐기물발생량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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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표 3.2  연구용원자로 2호기 폐로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량

종  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대상 비방사성폐기물 계

금 속 6,856 12,352 71,946 91,154

콘크리트 10,072 14,603 150,378 175,053

기 타 2,152 3,758 7,187 13,097

계 19,080 30,713 229,511 279,304

   2005년 6월 기준, 단위 kg 

표 3.3 방사능 농도별 금속폐기물 발생 현황(일본, 1,100 MWe, PWR)

방사성핵종

 농도구분(Bq/t)

금속폐기물 콘크리트

방사화 오염 합계 방사화 오염 합계

A >3.7E+13 80 0 80 0 0 0

B-1 3.7E+13∼3.7E+12 10 0 10 0 0 0

B-2 3.7E+12∼3.7E+11 240 10 250 100 0 100

B-3 3.7E+11∼3.7E+10 0 30 30 190 0 190

C-1 3.7E+10∼3.7E+09 960 580 1,540 120 0 120

C-2 3.7E+09∼3.7E+08 50 360 410 190 0 190

C-3 3.7E+08∼3.7E+07 440 520 960 410 0 410

D 3.7E+07∼3.7E+06 140 390 530 600 0 600

E 3.7E+06∼3.7E+05 80 30 110 1,090 0 1,090

F 3.7E+05∼3.7E+04 1,320 370 1,690 4,060 20 4,080

G 3.7E+04> 260 880 1,140 4,090 0 4,090

소   계  3,580 3,170 6,750 10,850 20 10,870

비방사성폐기물 34,430 442,870

폐기물종류별 합계 41,180 453,740

총  합  계 4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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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은 발생 폐기물의 형태와 종류 등에 따라 

적용기술이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용해야 하며, 중복사

용 또한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이나 연구가 수행된 제염기술을 표 3.4

에 나타내었다.

표 3.4  금속폐기물 종류별 적용가능 제염공정

종  류 형 상
오염

형태
적용가능공정 제염계수 비고

필터케이스

폐세탁건조기
판형 유리

고압수 제염

연마세척 제염
10∼102

노동력

작업자피폭

H-Beam 등 판형
유리
+

고착

블라스팅

CORD-UV법

전해제염법

10∼10
4 노동력

2차폐기물

배관(유리성) 관형 유리 초음파 10∼10
2

2차폐기물

배관(고착성) 관형
유리
+

고착

세륨 산화법

CORD-UV법

전해제염법

10∼104 2차폐기물

폐모터 복잡형상 유리 초음파 10∼10
2

2차폐기물

밸브류 복잡형상
유리
+

고착

세륨산화법

CORD-UV법

전해제염법

10∼10
4

2차폐기물

다. 원자력발전소 제염․해체 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현재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해체를 고려치 않고 설계에 임했으나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시부터 해체를 고려한 원전운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해체비용까지 포함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한 원자로 해체시 안전성평가에 대한 기반기술을 연구용원자로 해체에서 

도출된 사항을 기반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해체 시 발생될 수 있

는 여러 상황을 체계적으로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

라. 원전의 수명연장

(1) 국내현황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념은 국가마다 원전을 바라보는 전략 및 정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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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방법 등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수명연장을 

위한 공통적인 사항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검사와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고, 예

방정비를 통해 계통, 기기, 구조물들의 건전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전

의 종합수명관리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원자력 

관련 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전력회사의 원전수명관리를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연구소 등이 참여한 수명관리 연구 및 주기안전성평가(PSR) 수행결과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연장운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이

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사안 중의 하나이다.

(2) 해외 원전수명연장 현황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한 연구를 사업자 중심으로 

수행 한 후 1995년 연방법으로서 허가초기 원전 운 허가기간을 40년으로 규정

하고, 이후 1회당 20년 내 범위에서 계속 갱신하되 최대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운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되 2년 

내지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운 허가를 갱신하

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과 일본의 경우는 운 허가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면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 운

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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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수행을 통하여 당초에 계획하 던 목표를 95% 이상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에 관

한 국내외 현황을 총괄적으로 나타냈으며, 최근의 경향까지도 포함하 다.

본 과제에서 목표로 하 던 국내외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에 우리나라가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해체대상 원자력시설에 대한 기술적 정보 확보 및 

분석을 충실히 이행하 으며, 국내외 원자력 시설 해체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 현황 분석, 해체대

상 시설별 해체 기술 현황 분석, 해체대상 시설별 비용 산정 현황 분석, 국내외 

원자력시설 수명과 해체정책 결정의 주요인자 및 현황파악,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정책 방향 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원자력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벨기에, 독일, 국, 일본, 미국 및 프랑스

의 해체현황을 상세히 분석하 으며, 이후 우리의 기술로 해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시설 현황도 조사하 다.

향후 본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자력선진국의 해체현황을 파악할 수 있

으며, 아시아 국가로의 해체기술 접목도 가능하게 국내의 기술현황도 분석하

다.  또한 원전 해체 시에도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해체에 

적용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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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한 측면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이들이 혜택

을 누린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기계도 수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원전 또한 예외 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폐로 현황을 분석하여 이후 수행될 국내의 원전 폐로 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아

직 기술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아시아 각국에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적용함으로

서 원자력기술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외화획득에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원자력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연구용원자로에

서부터 상용원자력발전소까지 해체를 시행한 상당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또한 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체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연구용원자로 해체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이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전의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경험을 적극 활용함과 더불어 해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내의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의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해체기술을 적용하기위해서는 해체 상황이 도래하 을 

때 이를 확보하려는 당시의 노력보다는 꾸준히 상대국들과 접촉함으로서 상대국

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네

시아 등에는 우리의 원자력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마련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관련 협의체인 ANENT(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등에 적극 결합 하는 등의 아시

아 각국과의 협력관계도 꾸준히 증진시키는 등 관심을 가지고 사업전략을 체계

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원전

의 새로운 부지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경제성과 더불어 사회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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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단지 설계수명만을 고려하여 해체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체의 요인을 사회

적인 요건과 기술적인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원자력 정책과 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요건으

로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설계수명과 더불어 원전에서 총 생산한 출력도 고려하여 이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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