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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미국, 국, 랑스 등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은 역할이 끝난 원자력시설

의 제염․해체를 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제염․해체사업이 가장 요한 원

자력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국내에서도 최 의 원자로인 

TRIGA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의 퇴역으로 제염․해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해체 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해체 총 비

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 한 양의 해체 폐기물 리이다. 그러므로 재

사용  재활용에 의해 해체 폐기물의 부피 감용 기술개발은  세계 으로 

요한 요인으로 두 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 해체시 발생되는 방사성물

지로 오염된 해체 폐기물의 부피감용  재활용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해

체 콘크리트 폐기물은 용 오염과 표면 오염으로 이루어져 있다.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되어 오염된 용  오염은 성자에 의해 간 매체 는 자연

에 존재하는 안정원소가 방사화되어 생성되며 표면 오염은 간 매체에 의

해 방사성 핵종이 표면에 침  는 부착되어 있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은 

부분 표면으로부터 약 1-10mm 두께로 오염되어 있어 방사성 폐기물로서 

처리되어야 한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에 오염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은 부

분 다공성의 시멘트 페이스트에 농축되어 있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은 

한 기계  쇄, 열  처리 공정을 용한다면 오염된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분리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방사성핵종이 제거된 콘

크리트 폐기물은 원자력산업분야에 재사용 는 자체처분이 가능하다. 2차 

폐기물로는 방사성핵종이 농축된 미분말 만이 생성되며 미분말은 슬래깅에 

의해 반 이상으로 부피가 감용과 안정화가 가능하다. 콘크리트 해체 폐기

물의 재활용 시나리오 에서 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고 가능성 있는 안

으로는 생산된 비 오염 골재를 원자력시설 내에서 요구되는 제품, 즉 차폐 

벽, 콘크리트 처분 컨테이  내 드럼의 고정화 매체, 처분시설의 일부 콘크

리트 구조물의 재료 등으로 제한 으로 재사용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원자

력 산업분야에서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해서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활용에 한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속 폐기물의 재활용에 한 규

제 기 을 확립하는 일이다. 방 한 양으로 발생되는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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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 하거나 재활용한다면 처분 상 폐기물량의 감소로 인한 처분 비

용의 감  처분 안 성의 증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성을 증 시킨

다는 에서 매우 정 인 측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콘크

리트 폐기물의 감용  재활용을 한 기술로써 가장 효율 이라고 알려지

고 있는 방사성 콘크리트로부터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과 분리 후 골

재의 재활용 방안에 하여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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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MA R Y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D&D)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nuclear markets especial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UK and France, where lots of the retired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waiting for decommissioning. In our country, the KAERI has been 

carrying out the decommissioning of the retired TRIGA MARK II and III 

research reactors and an uranium conversion plant as the first national 

decommissioning project since 1998.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the decommissioning is a management of a huge amount of a 

decommissioning waste the cost of which is more than half of the total 

decommissioning cost. Therefore reduction in decommissioning waste by 

a volume reduction or a recycle is an important subject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world. Contaminated 

concrete waste can be of two forms, either a surface or bulk 

contamination. Bulk contamination usually arises from a neutron activation 

of nuclides during the operation. Surface activity can be a loose 

contamination arising from a deposition of nuclides from an interfacing 

medium. Most of the dismantled concrete wastes are slightly 

contaminated rather than activated. The contaminated layer is only 1～

10mm thick, so a destruction of the whole structure is unnecessary. The 

contaminated layer needs to be removed and properly disposed of as a 

nuclear waste. Radionuclides may be found in building materials, and 

particularly in cement-base materials, because cementitious materials are 

a porous media, a penetration of radionuclides may occur up to several 

centimenters from the surface of a material.  This decontamination can 

be accomplished during the course of a separation of the concrete wastes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materials through a thermal treatment step 

of the radionuclide and a transportation of the radionuclide to fine 

aggregates through a mechanical treatment step such as a cr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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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 Consequently, aggregate materials with reasonably low-activity 

concentrations may be stored for a free release and limited reusing a 

nuclear sector.  Only secondary waste consists of a fine powder such as 

a solid powder. The radionuclides remaining in the fine powder should be 

effectively immobilized to reduce and preserve avaliable repository 

capacity to using slagging technology. Among the scenarios for recycle 

and reuse of the radioactive concrete wastes, the most feasible and 

reasonable one is limited reuse option, in which the aggregates can be 

recycled as the products such as the shield walls, immobilization medium 

for drum in a concrete disposal container, prefabricated concrete pieces 

for repository. Prior to recycle and reuse in the nuclear sector, however, 

the regulatory criteria for the recycle and reuse of concrete wastes should 

be established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technology. The recycle or self disposal of the dismantled concrete wastes 

through an appropriate treatment have the merit from the positive view 

point of the increase in resource recyclability as well as the decrease in 

the amount of wastes to be disposed resulting the reduction of disposal 

cost and the enhancement of disposal safety. Therefore, this report was 

reviewed the state of art of the related technologies for a reduction and a 

recycle of concrete wastes from a nuclear decommissioning in the country 

and abroad and the recycling scenario of the aggregates produced by 

separation method the dismantled concret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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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 으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원자력 시설은 향후 10～20년 안에 

한계수명에 도달하게 되고 궁극 으로 해체될 망이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게 되는 해체 방사성 폐기물을 나 면 크게 속, 콘크리트, 토양 

 기타 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이 에서 콘크리트 폐기물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C(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까지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따라 유럽에서만 약 500만톤의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

생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상용 원자력발 소의 경우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이 약 50∼55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방사성

폐기물은 약 5 % 이내로 1기의 상용 원 을 해체할 경우 방사성 콘크리트폐

기물은 약 25,000 ton(수 만 드럼)이 발생하며, 이는 발 소 수명기간에 발생

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다. 이에 랑

스, 일본, 벨기에 등에서는 이미 콘크리트 폐기물의 감용  재활용에 한 

기술개발이 진행 에 있으며 랑스의 경우에는 실험 인 연구를 거쳐서 

실증 단계에 있다. 한 국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해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 하려는 많은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해 볼 때 재 진행되고 있는 TRIGA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와 앞

으로 원  해체 시 발생하게 될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 기술에 한 연구

가 매우 시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처분하

기 한 기술 개발은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부피 감용과 환경  안 성 

 재활용을 통한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 극 화 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체 폐기물의 70% 이상 차지하는 콘크리트 해

체 폐기물에 해 선진국들은 처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처리기술과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 으나 국내에서는 재활용 기술과 경험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

다. 국내 연구로 상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이 소규모라 할지라도 연구로 해

체를 통해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의 최종 처분부피를 감축하고 향후 원  

해체에 비한 공통기반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 2 -

폐기물의 처분 단가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시 에서 

해체폐기물의 효과 인 감용  재활용 기술의 용을 통한 효과 인 콘크

리트 해체 폐기물의 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체 콘크리

트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핵심기술로서 오염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기술  국내외 기술의 황과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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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사 성  콘크리트 폐기물 발 생 황 

2.1. TRIGA 콘크리트 폐기물  

  우리나라 최 의 원자로인 TRIGA Mark-Ⅱ, Ⅲ(연구로 1 ～ 2호기) 해체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은 완료할 정

이다. 연구로 1 ～ 2호기 해체 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은 규제면제 폐기물, 

 방사성 고체폐기물,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해

체 공사  발생되는  방사성 고체폐기물은 부분 RSR(1호기 2개, 2

호기 1개)로부터 발생되며, 이외에 종이 수건, PVC 장갑, 방호복과 폴리에틸

 등의 2차 방사성 고체폐기물들도 발생된다.  해체공사 에는 규제면제 

폐기물도 발생되며, 이들은 오염도나 방사화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폐기

물이다. 를 들어 1, 2호기 원자로 차폐구조물의 외부 콘크리트들이 여기에 

속한다. 규제면제 폐기물은 자연방사능을 제외한 방사능이 0.4 Bq/g 이내인 

폐기물로 분류된다. 연구로 2호기 수조콘크리트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비방사

성 콘크리트 폐기물은 총 1,710 톤이 발생하 고, 이 에서 2008년도에 1,500 

톤에 하여 자체처분(규제해제)을 통하여 규제기 의 인허가를 획득하여, 

일반산업폐기물로 처분하 다. 2008년 9월 재 발생량은 다음 Table 2.1과 

같다[2.1]. 

Table 2.1. Amount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 2008.9.]

Radioactive 

waste
Self disposal

Non-radioactive

waste
Total

Criteria(Bq/g) >0.4 <0.4 <0.013

Amount (ton) 260 33 1,710 2,003

Remark
Activated 

concrete

Slightly

contaminated

1500ton : 

Fre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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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면제 폐기물의 부분은 1호기  2호기 콘크리트 차폐구조물로부터 

발생된다. 규제면제 폐기물의 상 발생량은 비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1000㎥로 평가되었으나, 콘크리트 차폐구조물의 방사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able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의 기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Free Release 기 으로는 비방사능, 표면오염도  선량율을 복합

으로 용하고 있으나, 이들 수치는 서로 한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국이 사용하는 수치도 유사하다. 폐로 사업에서의 용기 은 국기 을 

용하되 국에서는 Free Release에서 한 표면 오염기 이 명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과기부 고시 제 96-38호[2.2]의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운

반에 한 규정”에 의거 포장물 표면에서의 제거성 표면 오염기  값인 4 

Bq/cm2(β, γ)와 제 98 -12호[2.3]의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 ”에 의거 

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오염기  값인 0.4 Bq/cm2(β, γ)  제 

98-12호의 기 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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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각국의 Free release 요건

                Derived

               Quantities

 Reference Case

Mass 

Activity

(Bq/g)

Surface Contamination 

(Bq/cm2)
Dose 

Rate

(μSv/h)Loose Fixed Total

United States/ Research 

reactor

0.003 (α)

0.15 (β, γ)

0.015 (α)

0.8 (β, γ)

0.5 + 

B.G

Germany 0.1 to 1.0
0.05 (α)

5.0 (β, γ)

France/ Release of metal 

from CEA installation

0.037 (α)

3.7 (β)

Materials from uranium ore 

processing plant
2.0 (α)

7.5 (β)

1.25 (γ)

Le Bouchet's ore 

processing plant
0.2 (α) 2.0 (α)

7.5 (β)

1.25 (γ)

G1 reactor 0.5 2.5 (β, γ)

U.K/ Disposal of solid 

insoluable radioactive waste
0.4

Italy/ Research reactor 1.0
0.1 (α)

1.0 (β, γ)

Canada/ Gentilly-1 

decommissioning

0.05 + 

B.G

NPD decommissioning
0.37 (α)

3.7 (β, γ)

Sweden/ Recycling of 1500t 

of heat exchanger tube
0.5

Release of structures from 

1MW research reactor
0.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0 0.4 (β, γ) 0.04 (α)

IAEA/ TECDOC-401, 

Safety Series No. 6
0.1 to 1.0 4 (β,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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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수조콘크리트의 방사화 분포 특성[2.4]

  1) 개요 

   원자로가 가동됨에 따라 성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를 

포함한 구조재는 차 방사화되어 해체 작업 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 주요 방사선항이 된다. 원자력시설 해체를 해 필수 으로 요구되

는 것이 방사화 재고량에 한 평가이다.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의 방사화 재

고량 평가방법은 직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산코드 등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으나, 산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운 이력  성자 분포 등에 

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여 연구로 2호기에 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어 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연구로 2호기 수조 콘크리트  가장 방사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단되

는 단부 수조 콘크리트를 상으로 방사화분포를 측정하 다. 이를 해 

깊이별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핵종분석  순베타방

출핵종(H-3, C-14 Fe-55  Ni-63)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다. 측정

된 결과는 향후 해체폐기물 리를 해 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감마방출핵종 분석

   연구로 2호기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차폐콘크리트 폐기물 리 차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기 하여 단부 차폐체 콘크리트에 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화분포를 측정하 다. 연구로 2호기 단부에는 10개의 

Beamport, 흑연블럭이 채워진 Thermal Column, Steel 차폐   차폐 Door

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게 단부 차폐체 콘크리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연구로 2호기 운 기록을 살펴보면 연구로 운 시 Reactor Core가 주

로 운 되었던 치로 주변이 상당히 방사화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방사화분포의 측정  분석을 한 시료는 원자로심이 치한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하 으며, 깊이별 방사화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5개의 지 을 선정하여 드릴을 이용하여 채취하 다. 수조 안쪽면의 표

면에 하여 약 1 m × 1 m 정도로 구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치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총 3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하 다. 깊이별 방사화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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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하여 5개의 지 에 하여 각각 100 mm 간격으로 67개의 시료

를 채취하 다. 3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100 mm 깊이 단 로 

채취된 시료는 쇄과정을 통하여 시료측정용기(U-8)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장비는 동축형 HPGe(Canberra 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깊이별 방사화분포를 측정한 결과 최  150 Bq/g으로 측정되었으며, 깊이

에 따라 방사능 분포가 지수 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

과는 그림 2.1에 제시하 다. 측정결과에서 보면 1.5 m 역에서 방사능 분

포가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은 Thermal Column 

내부를 통하는 Beam port가 치하고 있어 성자에 의한 방사화 분포를 

살펴보면 체 방사능의 66%를 Co-60이 차지하고, Eu-152가 약 28%를 차

지하고 있고 그 외에 Eu-154  Cs-134가 일부 검출되었다. 핵종별 방사능 

분포는 그림 2.2에 제시하 다. 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로 2호기 수

조콘크리트의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말까지 해체를 완료하 다. 우선 비

방사성폐기물에 하여 해체를 수행하 다. 해체는 Wire saw 장비를 이용하

여 상부 크 인의 용량을 고려하여 블록형태로 단을 수행하 다. 방사성폐

기물로 남게되는 부분을 기 측량인 410 ton에서 의 표면/깊이별 방사

능분포에 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계획 수립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

하 다. 해체된 방사성폐기물을 4 m3 콘테이 에 장입하여 연구로 2호기 건

물내에 안 하게 장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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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거리별 방사화 분포

Fig. 2.2. 핵종별 방사능 비율



- 9 -

2.2.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폐기물 [2.5] 

  우라늄 변환시설은 우라늄 정 의 용해, 정제, AUC(ammonium uranyl 

carbonate) 는 ADU(ammonium du-uranate) 침 , 그리고 이들 침 물을 

배소  환원시키는 일련의 화학처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서 최

종 생산물인 UO2 분말을 제조하는 AUC 는 ADU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

정에서는 우라늄 6가 물질을 취 하고 있다. 일반 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흡

착된 우라늄(Ⅵ)물질은 물에 의한 단순세척 는 물리  단순제염 등의 수단

으로 부분이 제거되지만 완 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ADU 제조 공정을 포

함하는 시설은 크게 우라늄 정 (U3O8), 용해공정, UN(uranyl nitrate) 여과 

 정제(용매추출) 공정, ADU 침   여과공정, ADU 배소  환원공정

(UO2), UF4 제조 공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ADU 

침   여과 공정, UO2 제조 공정 그리고 UF4 제조 공정은 변환시설 건설 

후 기에 가동되었던 시설로서 가동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

았다. 반면에 우라늄 정 (U3O8), 용해공정, UN(uranyl nitrate) 여과  정제 

공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공정에 포함된 시설은 후에 추가로 건설된 수로 

형 핵연료 제조 시설과 함께 변환시설 휴지 까지 가동되었다. AUC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수로 형 핵연료 시설은 선행 핵 주기 시설로부터 나온 

UN(uranyl nitrate) 용액을 증발 농축시켜서 AUC 침  반응에 합한 우라

늄 용액으로 만드는 공정, AUC 배소  환원 공정(UO2 제조 공정) 그리고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설비의 해

체 시 발생하는 총 해체폐기물량은 약 110 m3으로 조사되었다.

  변환시설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은 총 53통으로 

이  방사성폐기물은 50통이 발생되어 4m3 컨테이 에 보 되어 있다. 콘크

리트 해체 폐기물량을 Table. 2.3에 나타내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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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발생 황

[ 2008.9.]

Radioactive 

waste
Self disposal

Criteria(Bq/g)
>1 [α]

>0.4 [β․γ]

< 1 [α]

< 0.4 [β․γ]

Amount (ton)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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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 리 기술

3.1.  쇄 기술[3.1]

  3.1.1. 쇄 원리

   암석이나 폐콘크리트를 쇄하는 힘에는 압축, 충격, 단, 휨, 마찰 등이 

있다. 압축은 비교  서서히 가해지는 힘이며, 충격은 순간 으로 작용하는 

힘으로서 물체를 단단한 바닥에 놓고 칠 때와 비슷하다. 단은 압축과 동시

에 수평력이 작용하는 경우이며, 마찰은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여 그 표면을 

마모시킨다. 쇄기는 일반 으로 최  크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가하

면서도 최소의 크기에는 제한된 능력을 갖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작은 입

자들이 과분쇄되어 선별작업에 지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일들을 가  억제하기 해서는 폐콘크리트를 단번에 필요한 크기까지 

잘게 쇄하기 보다는 여러 단계의 기계들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분립 장치

를 삽입함으로써 소정의 크기를 갖는 폐콘크리트를 그 아래의 단계로 내보

내고 굵은 덩어리는 반복하여 쇄하는 다단 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해 쇄를 과 산물의 크기  

작업 기구에 따라서 쇄, 분쇄로 나 다. 쇄는 다시 거친 쇄와 간 쇄

로 나 는데, 자를 1차 쇄, 후자를 2차 쇄라고도 한다.

 3.1.2. 쇄기의 종류  특성

    석  폐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표 인 쇄기의 종류멸 특성을 표 

3.1에 표시하 다. 콘크리트는 1차 쇄에는 조 크러셔, 2차 쇄에는 임팩트 

크러셔 는 콘 크러셔 등이 자주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롤 크러

셔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1) 조 크러셔

     그림 3.1의 조크러셔는 암석과 석의 쇄에 이용되는 압축 쇄기의 

일종으로 재료의 입자가 크고 착성이 없으며 경도가 큰 경우에 유리하다. 

조 크러셔는 양축에 있는 조 사이에 폐 콘크리트가 투입되어 몰려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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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기의 종류 주요한 쇄 수단 용 도 산물의 입도 (mm)

조 크 러 셔

압 축

조 쇄
500 ～ 15

자이러토리 크러셔 200 ～ 50

콘 크 러 셔

 쇄

100 ～10

롤 크 러 셔 20 ～ 10

임펙트 크러셔
충 격

30 >

해 머 크 러 셔 20 >

볼 
충격과 마찰

미 분 쇄

1 >

로 드 1 >

롤 러 
마 찰

1 >

빵 10 >

제 트 충격과 마찰 미분쇄 0.01 >

양측  일측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측은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타격  충

격으로 쇄 되어 폐 콘크리트는 자기하 과 어 내리는 힘에 의하여 아래

쪽의 토출구로 내려오게 된다.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앙편심 양측에 

라이 휠부 주축과 편심부 주변의 편심운동을 하는 편심축인 피트만 기구가 

있어 큰 압력으로 진동하게 된다. 정지 조와 가동 조는 크게 단식과 복식으

로 나뉘어지며, 특히 가동 조는 강력한 힘으로 단단한 물질도 쇄 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조크러셔는 1,000mm 이상의 형 콘크리트 덩어리를 쇄 

할 수 있으며, 쇄비 ( 쇄 후의 평균 입경의 비)는 4～6 정도이다. 

Table 3.1. 쇄기의 종류별 특성

   2) 자이러토리 크러셔

     조 크러셔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그림 3.2 과 같이 직축형의 크러셔

로서 구형태의 고정 셀 에서 맨틀이라고 하는 원추형의 배트가 으로 

매달려 있어서 이 맨틀이라고 하는 원추형의 배트가 으로 매달려 있어서 

이 맨틀이 편심운동을 하여 처리물을 압축하여 쇄 한다. 이때 맨틀과 상

되는 셀 부분을 콘 이 라 한다. 자이러토리 크러셔는 조 크러셔와 유사한 

쇄성을 보이는데 이것보다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쇄작용  부하

가 연속 이다. 그러나 소비동력은 크고 설치비도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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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조 크러셔

   

 

Fig. 3.2. 자이러토리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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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 크러셔

      그림 3.3의 콘크러셔는 자이러토리 크러셔와 형태  쇄 기구가 유

사하지만 콘 이 가 하부에서 맨틀과 평행으로 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

고, 자이러토리 크러셔보다 잘게 쇄된다. 충격작용에 의해 쇄가 이루어

지므로 그 구조가 약간 복잡하나 쇄석이 그 로 흘러내리는 슬립 상의 

발생이 거의 없다. 쇄가 불가능한 철조각 등이 맞물릴 때는 스 링 작용에 

의해 콘 이 가 상승하거나 맨틀을 포함한 주축을 유압으로 지지하고, 맨

틀이 일시 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쇄비가 큰 것이 특징

으로 2차 쇄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마찰력을 이용하므로 재생골재 생산에 

사용할 경우의 재생골재 표면의 모르타르가 다소 제거되는 장 이 있으나, 

쇄된 골재의 모양이 넓고, 입형이 고르지 못한 것이 단 이다. 한, 철근

이 포함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쇄가 불가능 

하여 조크러셔를 이용한 쇄과정과 철편에 한 분리선별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Fig. 3.3. 콘 크러셔

   4) 롤 크러셔

     그림 3.4의 롤 크러셔는 평행으로 놓여진 두 개의 원통로를 서로 반

방향으로 회 시켜 그 가운데에 처리물을 집어넣어 쇄시키는 것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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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롤은 다른 방향의 롤방향으로 스 링거  텐션로트로 강하게 잡아당기

고 있다. 쇄비는 다른 쇄비에 비해 작고 비교  입경이 고른 쇄물이 

얻어진다. 롤에는 평할롤과 이빨이 붙은 롤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가 섬유 등

에 잘 용되므로 범 하게 처리된다. 2축과 3축의 형태가 있고 이빨에 붙

은 삼축의 경우는 하단의 이빨 핀치에 의하여 쇄물의 입경을 조 할 수 

있다. 롤 크러셔로 콘크리트를 쇄하면 칼날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에는 롤을 일시 으로 반 시켜 여러 번 단하도록 한다. 

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빨이 붙은 롤의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용 으

로 이빨을 만들어야 된다.

Fig. 3.4. 롤 크러셔

   5) 임팩트 크러셔

     그림 3.5와 같이 고속으로 회 하는 로터 주변에 붙인 특수강제의 해머

로 처리물을 두들기거나, 반발 에 부딪치게 하여 처리물끼리 충돌시켜 쇄

하는 것이다. 고정 해머식과 해머가 피벗에 붙어 있는 스윙 해머식이 있는

데, 이는 아래 방향에 격자를 두어 충분히 쇄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는 구조

형태가 있다. 일반 으로 압축에 의한 쇄기에 비해 쇄비가 크다. 그러나 

생산물의 입경분포가 크고, 미세한 분말을 생성시키며, 소음도 크다. 한 장

시간의 사용으로 해머가 마모되기 쉽기 때문에 교환이 용이한 타입으로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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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임팩트 크러셔

   6) 볼 

     그림 3.6과 같이 원통형 는 원통원추형의 셀 내에 볼과 함께 처리물

을 집어넣어 처리물을 회 시킴으로써 마찰 는 충격을 처리물에 주어 

쇄시킨다. 볼로는 강구 는 세라믹 볼 등이 사용된다. 장시간에 걸쳐 미세

한 분말로 만들 때에는 배치식으로 하지만 일반 으로 연속 익류식으로 하

는 경우가 많다.

Fig. 3.6.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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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로드 

      그림 3.7의 로드 은 볼 과 형태  쇄기구가 같지만, 볼 이 원

통형 셀내에 볼을 넣는 반면, 로드 은 볼 신 로드를 사용한 쇄기이다. 

볼의 경우는 볼 상호간의 은 인데 반해 로드는 선이 된다. 내에 크

기가 다른 입자가 존재할 때 로드가 길이에 걸쳐 처리물을 쇄할 수는 

없고 로드가 큰 입자는 강하게 작용하고 작은 입자는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

서 로드 에서는 조립물을 우선 으로 쇄하면 미세입자가 어진다. 진동 

볼 과 진동 로드 은  용기내에 각각 몰 과 로드를 용 률 80%까지 충

해 용기를 진동시키면서 처리물을 쇄하는 것이다. 재료의 입경은 1 mm 

이하로서 미분쇄 합하다. 처리 능력은 볼 이 로드 보다 크며 로드 은 

맷돌과 같은 단력을 이용한 분쇄기 이다.

Fig. 3.7. 로드

   8) 제트 

     유체에 지 이라고 하는데, 고압기류의 에 지를 이용하여 입자를 음

속 후의 속도로 기류 에 가속시켜 입자상호간  입자와 벽 는 충격

과의 충격에 의하여 분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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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분 기술 [3.1]

  3.2.1. 분 의 원리

   골재를 공업 으로 분리하는 방법에는 체가름과 분 의 두 가지가 있다. 

체가름은 분 보다 정확해서 편리하게 쓰이고 있으나 입자가 작아지면 공업

인 체질이 불가능하게 된다. 자식 체의 경우 65~100mesh의 체가름을 하

는 도 있으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 이

하의 입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거친 체가름 작업은 10~20mesh

에 그치고 그 이하로 작아지면 분 을 하게 된다.

  3.2.2. 분 기의 종류  특성

   체질로서 처리되지 않은 미쇄분 은 유체를 쓰는 분 기에서 처리한다. 

분쇄된 석을 굵은 부분과 미세한 부분으로 분리하는 조작을 분 이라 한

다. 주로 유체 에서 침강속도의 차이를 이용한다. 분 기에는 유체로서 물

을 이용한 습식 분 기와 공기를 이용한 공기 분 기가 있다.

 3.3. 선별기술 [3.1]

  3.3.1. 선별의 종류  원리

   1) 인력선별

     물을 인력에 의하여 선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건비를 약할 목

으로 인력선별을 하지 않고 액선별과 같은 기계  방법으로 환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인력선별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인력선별의 목 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고품  석을 기의 선  과정에서 선별

하여 이후의 처리비를 약할 수있다. 두번째로는 가능한 다량의 맥석을 제

거하여 나 에 선 비의 경감  운반비의 감을 하고, 동시에 목편  로

 등의 잡물 는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2) 비  선 법

     유색 물과 맥석 는 유용 물 사이에는 충분한 비 차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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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입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비 차에 의한 입자의 낙하속도의 

차를 이용하여 선별되며, 비 선 에서는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으로서 수력

을 이용하지만 풍력을 이용하는 건식법도 있다. 비 선 기의 일종인 지그를 

나타내며, 탱크 내에 고정된 체상에 석을 장입하고, 반 측의 피스톤으로 

물을 상하로 운동시키면 비 이 작은 입자는 상부로, 비 이 큰 입자는 하부

로 이동하여 모이므로 이들 각각을 따로 분리할 수있다. 비 선 의 용 입

도는 조립의 경우 2~20 mm, 세립은 200mesh 정도이다. 이와 같은 풍력과 

수력 선 들을 이용하면 건설폐기물 속에 함유된 비 이 낮은 목재류, 폐

라스틱류 등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자력선 법

     자성 물과 비자성 물은 그 자성 차이를 이용하여 자장을 용하고 

분리된다. 강자성인 자철 은 비자성인 맥석으로부터 자선분리가 용이하며, 

자철 이나 사철 등에 응용되는 선 법이며, 설폐기물속에 함유된 철편류, 

특히 폐콘크리트에 함유된 철근을 제거하는데 효과 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4) 액선 법

     비 선 법의 일종으로 석 의 유용 물과 맥석과의 간 비 을 

갖는 액체( 액)를 만들어 여기에 석을 넣어 비 이 작은 맥석을 띄우고 

비 이 큰 유용 물은 가라앉게 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다.

 3.4. 고도화 처리기술[3.2]

  3.4.1. 고도화 기술의 개요

    해체 콘크리트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해서는 우선 재생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획기 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고도

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필수 요소

인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수단이 필요하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방

사성 물질 제거하기 해서는 골재의 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

이스트를 골재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제 으로 제거하느냐가 핵심

인 요건이다. 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도화 기술은 가열 분쇄방식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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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재분쇄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3.4.2. 가열분쇄 방식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들을 강고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착 수단은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는 수화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시멘트 수화생성물이

다. 칼슘실리 이트 수화생성물이 시멘트 경화제이며, 이 경화제가 열분해 

등으로 착기능을 완 히 상실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스스로 붕괴되어 본래

의 공재상태로 환원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골재에 부착된 시멘

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를 제거하는 방법이 열처리 분쇄방식이다. 시멘트 경

화물은 열을 받으면 약 110℃ 후에서 수화물 내에 존재하는 유리수와 일

부 겔 수가 증발된다. 그리고 180℃ 정도로 가열되면 화학 으로 결합하고 

있는 결정수가 이탈되기 시작하여 약 300℃ 후가 되면 약 20% 정도의 결

정수를 잃게 된다. 이 정도로 가열되면 시멘트 경화물의 압축강도는 15～

20%, 인장강도는 30～40% 그리고 특히 부착강도는 60～70% 정도가 상실된

다. 그리고 약 400～700℃ 범 에서 부분의 결정수를 잃게 되고, 동시에 

수산화칼슘도 유리석회와 물로 분해된다. 이 유리석회는 냉각되면 다시 기 

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재수화가 일어나고, 이 때 팽창을 일으켜 시멘트 경

화물을 괴시킨다. 골재로 사용되는 암석은 주로 화성암인데, 이들은 주로 

석 (α-SiO2), 장석, 운모, 각섬석 등의 조암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암

물  암석의 내구성에가장 향을 끼칠 수 있는 물은 석 과 토 물

이다. 왜냐하면 석 을 가열하게 되면 α-SiO2→β-SiO2→β2-tridymite→β

-cristobalite→액상으로 변화되며, 약 573℃에서 α-SiO2가 β-SiO22로 결정 

이될 때 약 2%정도에 이르는 팽창을 일으키는데 가역 이이므로 냉각시

에는 동일한 비율로 수축한다. 결과 으로 암석 내에서 석 의 팽창과 수축

으로 암석의 내구성을 하시킬 수 있다. 한편 골재에 토 물인 kaoline 

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500～600℃에서 탈수되어 골재를 열화 시킬 수 있다. 

이온도 범 에서 573℃ 의 규석의 결정 변태 이 있기 때문에 규석을 조암

물로 내재하는 화강암 류 골재는 열  괴가 일어나 골재 자체의 품질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즉, 700℃ 정도로 가열되면 시멘트 경화물의 부착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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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물론 골재 자체의 강도 손실도 크게 일어난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는 

부분의 부착강도의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300℃ 정도로 하고 있다. 가열분

쇄방식의 공정은 통상의 해체 콘크리트 재생골재 시설에서 산출된 재생쇄석

이나 재생골재를 회 형 로터리 킬른에 투입하여 300℃ 정도로 가열한 다음 

볼 이나 슈퍼 라운더에서 골재의 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마쇄하여 

골재 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를 선택 으로 제거하는 방

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재 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

이스트는 미분말의 형태로 분리된다. 결과 으로 가열분쇄에 의한 안정된 재

생골재를 회수하기 해서는 시멘트 수화물이 탈수되지만 토 물의 탈수 

 석 의 결정 이가 일어나지 않는 500℃ 이하에서 가열한 후 마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의 Misubishi materials에서는 가열분쇄방법에 의해 재생골재를 생

산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그림 3.8과 같으며, 콘크리트를 열풍에 의하여 약 

300℃에 가열함으로써 시멘트 페이스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수화물만을 탈수, 

약화시키고 강구를 사용하여 골재를 약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마찰력으로 시

멘트 페이스트를 선택 으로 제거한다. 동시에 세립분을 연속 으로 배출하

면서 굵은 골재를 제조한다. 한, 잔골재 회수 장치로 세립분을 재생 굵은 

골재에 의하여 분쇄 처리를 행하여 재생잔골재를 제조한다. 내용물은 부 

분  장치에 투입되고, 미분은 공기분 에 의해 제거 회수된다. 

                

Fig. 3.8. 가열분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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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마쇄기술

     표면 경도가 다른 두 고체 물질에 기계  힘을 가하여 시키면 두 

물체간체 마찰력이 발생하고, 이 마찰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경도가 낮은, 

즉 내마모성이 약한 물질 쪽에서 보다 심하게 마모가 일어난다. 마쇄에 의한 

재생골재 회수기술은 표면 연마 작업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1차 조분쇄기

에서 조쇄된 굵은 골재의 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잔골재에 남아

있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제거하기 해서 개발된 재생골재의 품질고도화 기

술이다. 이러한 골재와 매개물의 마찰로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 페이스트

를 제거하는 분쇄기로는 볼 이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이 공정은 먼

 회 형 볼  등에 비 이 큰 내마모성 경질 강구나 알루미나 볼을 연마

매체로 장입하고, 여기에 굵은 골재나 잔골재를 투입한 다음 볼 을 충격

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속도로 회 시킨다. 그리고 골재에 비하여 

상 으로 표면에 존재하고, 내마모성이 약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

가 먼  선택 으로 제거되어 미분말로 분리된다. 원통내의 볼 운동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처리물과 볼과의 마찰에 의한 쇄이

며 처리물 표면의 마모가 목 일 때 사용된다. 두 번째 형태에서는 충격 쇄

가 주는 쇄능력이다. 골재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를 제거하

기 해 골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그림 3.9-(a)의 형태의 쇄방법

이 가장 합한 형태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볼 의 회 속도가 을 때에는 그림 3.9-(a)의 형태가 되

며,  내경을 DM(m), 볼 직경을 dm(m)으로 할 때 회 속도를 (32～

35)/DM-dm(m) 으로 하면 볼은  내벽에 붙게 되어 낙하운동이 없어진다. 

볼 의 회 속도가 크면, 강구 매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강구는 볼

 상층부로 올라가서 력으로 낙하하면서 골재를 때려 마쇄에 기여하지 

못하는 골재의 충격 쇄가 일어난다. 그리고 회 속도가 어느 한계 이상으로 

크게 되면 강구매체에 작용하는 회 력이 력보다 크게 되어 강구는 낙하

하지 않고, 볼  원통 내벽에 고착되어 충격 쇄는 물론 마찰력에 의한 마

모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마쇄방식의 시멘트 모르타르 제거효율

은 볼 의 회 속도, 골재와 매체의 상 인 입자 크기  비  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 볼량, 볼의 크기를 조 하여 굵은 골재와 잔골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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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최  미쇄조건을 찾아야 

할 것으로 단된다.[3.1]

   

                (a) 속형                    (b) 고속형

Fig. 3.9. 회  내의 볼의 운동형태 

  3.4.4. Micro wave 기술[3.3]

       

  최근에는 오염층을 기존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

이 이용기법(그림 3.10)이 개발되었다. 이 기법에서는 오염표면을 제거 하기 

해 걸리는 시간은 10  정도이다. 강력한 자기  생성기에서 방출된 마

이크로 웨이 가 콘크리트 내부에 발생시키는 열이 이 기법의 핵심역활을 

한다. 마이크로웨이 는 이미 다양한 토목공학 문제들에 용되었다. 를 

들면 재료의 비 괴 인 검사를 한 마이크로웨이  이용, 다공성 건설재료

를 건조시키는 마이크로 웨이  오 , 콘크리트 기강도 증진을 한 수화 

진 매체로서 마이크웨이  이용,  진동수와  용량 마이크로웨이 를 

이용한 콘크리트 시편의 균일 가열, 당한 고진동수의 마이크로웨이 는 사

용한 괴  단기능 등을 들수 있다. 마이크로 웨이 를 이용한 콘크리트 

오염물 제거에 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Li et al은 선형 열 달모델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1차원 온도 분포를 분석하 다. Lagos el al.은 그 열 

달모델을 2차원으로 확장 하 고, 균일한 콘크리트 벽에 수직으로 투사하는 

정상 에 기 한 열 발생률을 계산하 다. 철근비에 따라 반사계수를 결정 

하 고 철근을 얇은 층으로 치환하 다. 오염제거 진행  콘크리트 두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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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이들 모델에서는 수분

달과 열 달의 상호 간섭을 모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 압의 변화에 해

서는 연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완 히 

구속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주변의 변형이 체 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 있다.    

Fig. 3.10. Microwave power 제염시스템 구조 

    1) 속가열

     열풍과 같이 열 도를 이용하는 가열법에 비하여 마이크로  가열은 

피 가열물 자체가 발열하기 때문에 열 도에 의하지 않고 내부의 온도를 높

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열에 요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비

교  일정하게 온도를 올릴 수가 있다.

   2) 균일가열

     외부 가열에서는 내외의 온도 구배를 피할수 없고 균일 가열하려고 하

면 시간이 걸린다. 마이크로  가열에서는 유 체내의 기력선이 균일하게 

발생하려고 하면 온도 상승도 일정하게 된다. 외부 가열에서는 외측의 온도

는 높고 내측의 온도는 낮지만 마이크로  가열에서는 내외의 발열량을 동

일하게 할 수가 있다.

   3) 국부가열

     외부 가열에서는 국부만을 가열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국부에 

열 을 서 외부 가열할 경우는 온도를 올리는 데에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열 도로 가열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마이크로  가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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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해야 할 부분에 극을 서 기력선이집 하도록 고안하면 좁은 범

에서도 가열할 수 있다. 가열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열부분의 넓이는 작다.

   4) 벨링(Levelling)

     다른 물질은 다른 마이크로  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

을 구성하는 개개 성분의 선택  가열이 가능하다.

   5) 열효율

     마이크로 는 오  속에 놓아둔 피 가열물에만 흡수되고 주 의 벽(

속)과 공기를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열효율이 높다. 따라서 작업환경

의 개선에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수 있다.  에 지를 필요 부분에 집 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열효율아 높다. 그밖에, Heating source와Heating 

material과의 직 인 이 없으며, 가열이나 건조 과정에서 제어가 용이

한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체 콘크리

트로부터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회수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5. 해체 콘크리트 미분말의 처리방안  안정화 

    가열처리나 마쇄 등 어떤 품질 고도화처리 기술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다량의 미분이 더 발생된다. 이와 같은 미분말은 콘크리트 폐기

물의 처리과정에서 20～3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체시 방

사성 물질로 오염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자체처분 는 free release 하기 해

서는 모르타르 분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경우 더욱 증가될 망이다. 일반

인 폐 미분말은 시멘트 경화체와 잔골재  미세분말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1990년  일본을 심으로 미분말을 이용한 재생시멘트로서의 활용가

능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고온시 골재의 변화는 표 3.2와 같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의 600～900℃에서 분해, 무암의 팽창등이 거론되고 있다.

CaCO3 → CaO + 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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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시멘트 경화체와 골재의 온도에 따른 향

온도범 변태반응 는 분해반응 온도에 따른 향 

100～400℃
겔  시멘트 수화물의  

붕괴

 Al2O3Fe2O3 Tobermoriter계의 수화물 탈수 

(CaO)3SiO2.CaSO4.nH2O  → 

(CaO)3SiO4+nH2↑

400～600℃
 481.7℃에서 수산화칼슘 

분해(흡열반응)

Ca(OH)2의 분해 

 Ca(OH)3 → CaO+H3↑

600～900℃
760.3℃에서 탈탄산반응

량변화는 거의 없음

CaCO3의 분해  

CaCO3 → CaO+CO2↑

 

  3.5.1. 콘크리트 고화체 혼합재로의 이용

 재생미분은  콘크리트에서 골재를 결합하고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이

스트가 주 구성 물질이고, 이들 시멘트 경화제에는 다량의 시멘트 수화물과 

미 수화된 시멘트가 일부 내재되어 있다. 이들 성분으로 인하여 기 에서 

장기간 장하면 스스로 고결하는 성질이 있다. 이는 잠재 수경성을 발 하

는 것으로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혼합재로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재생골재 랜트 장에서 발생하는 재생미분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인 으로 일정한 품질의 재생미분을 제

작한다. 보통 시멘트와 표 사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한 잔골재비를 1:1, 

1:2  1:3으로 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편을 제작하여 90일 수 양생을 실

시한다. 그리고 양생이 끝난 시료를 조크러셔에서 1차 분쇄, 진동 에서 2

차 분쇄를 행한 다음, No.100 체를 통과한 미분을 기로에서 300℃, 600 ℃, 

1000℃로 가열하여 2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음 공기 에서 냉각시켜 재생미

분을 제조한다. 가열 처리한 재생미분의 물리  성질은 시멘트에 한 잔골

재비가 작을수록,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비 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말

도는 시멘트에 한 잔골재비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특히 가열온도 

1000℃의 경우 재생미분의 비 은 시멘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생미분이 1000℃ 의 고온에서 입자들 간에 고상

반응이 일어나 치 화된 결과로 생각 된다. 한 재생 미분을 10% 염산 수

용액에 2시간 침 시켰을 때의 불용해 잔량은 잔골재비가 높을수록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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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시멘트에 한 잔골재비가 1:1인 재생미분의 가열별 온도별 X-선 회 분석

에 의한 결과 300℃로 가열한 것은 비 가열과 동일한 물상을 보이며, 60

0℃에서 가열한 것에서는 수산화칼슘결정이 탈수되어 유리석회의 결정이 나

타나고, 탄산칼슘결정은 분해되지 않고 그 로 나타난다. 1000℃ 에서 가열

한 것은 수산화칼슘의 탈수 반응에 의한 유리석회에 더하여 탄산칼슘의 분

해반응으로 유리석회의 함량이 증가됨으로써 유리석회의 결정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상 소결반응에 의하여 무수 칼슘알루미노실리 이트

(CAS) 물이 생성되어 그 결정이 뚜렷이 나타난다. 압축강도는 시멘트에 

한 잔골재의 비율에 계없이 600℃에서 가열한 재생미분이 체 비율 5%

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발 하고 있고, 체비율 10%에서도 강도 하가 비

교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강도 증진은 가열에 의하여 골재에 함유된 

함수 규산염 물의 열분해와 시멘트 수화물의 탈수반응으로 포졸란 활성이 

진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생미분을 콘크리트용 혼화재

로 유효하게 이용하기 해서는 600℃ 정도에서 열처리하고, 체 비율 10%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3.5.2. 콘크리트 미분말의 고화

      콘크리트 미분말에 시멘트만 첨가한 CC시멘트 : CAS (보화보조제)= 

95:5로 첨가한 CBC의 양생가건에 따른 강도 변화를 비교한 것은 고화재의 

콘크리트 미분말의 건조 질량에 각각 3, 6, 9, 12%로 첨가하 다. 콘크리트 

미분말은 고화보조재(CAS)의 고화자극효과가 하여, CBC시험체는 시멘

트만의 고화체보다 강도발 이 높게 평가되어 고화보조재(CAS)에 의한 강도

증가가 확인되었다. 도로 노반재에 사용될 경우, 시멘트 안정처리토의 목표

강도가 7일에 1 MPa로서 시멘트만에 의한 경우 고화보조재(CAS)가 9% 정

도 첨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화보조재(CAS)를 조제한 경우에는 

6%의 첨가량으로 목표 강도를 만족하고 있다. 체 으로 CBS(콘크리트의 

미분말과 고화보조재의 혼합재)는 시멘트(CC)의 고강화보다 상회하고 있으

며, 특히 소량 첨가량의 경우에도 기재령에서의 강도 증진률이 높고,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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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3%의 양생 3일에서는 CBS가 CC의 6배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CBS와 CC의 재령 7일에서의 Ca(OH)2 와 CACO3 의 X선 회 강도를 나타

낸 것은 CC에서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Ca(OH)2가 고화재의 

첨가율에 따라 변화되는 것과 탄산화도 CaCO3의 함유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CAS재의 첨가에 의해 에트린자이트의 생성과 더불

어 기 강도증가의 해요인이 되는 Ca(OH)2를 매우 짧은 기간에 안정시킨 

생성물인 CaCO3로 변화되는 것에 의해 기 재령강도가 커지는 요인으로 

본다.

  3.5.3. 고온용융에 의한 미분말 안정화 (Slagging) 

    슬래깅은 고    폐기물 처리공정의 유리화공정과 유사하

다. 유리고화 공정은 유해하거나 방사성을 띤 물질을 운송  보 을 할 때 

허용기 치에 합하게 유해 / 는 방사성 물질을 유리상 혹은 암석상 물

질에 혼입하여 오랜 기간동안 침출되지 않도록 고정화하는 공정을 말한다. 

슬래깅로(Slagging Furnace)와 라즈마 용융로(Plasma Melting Furnace)와 

같은 최근에 개발/시험 는 일부 용 인 몇몇 기술들은 유기폐기물을 소

각시킬 뿐 만 아니라 불활성 폐기물을 유리화 시킬 수도 있다. 

    유리화로는 용융유리조를 포함하는 내화재로 구성된 반응기이다. 유리화 

물질이 먼  보조열에 의해 녹여진 후 joule 가열에 의해서 용융상태로 

(900-1550℃)로 유지된다. Joule 가열을 사용할 경우 보이지 않는 극  사

이에서 용융된 물질을 통하여 기가 흐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의 흐름과 

물질의 항에 의해서 에 지가 발생되며 용온도에 따라 극 (음극 )은 

inconel 이나 high-molybdenum steel 재질로 된 것이 사용된다. 폐기물은 노

상부 한쪽끝에서 연소공기와 함께 용융된 유리 로 유입되게 된다. 액체폐

기물과 기체상 폐기물은 주입기를 통하여 주입되며 분쇄된 고체나 슬러지는 

스크류 이송장치를 통하여 투입되며 포장된 폐기물은 수압 공 장치에 의해 

공 된다. 용융된 유리에서 발생되는 복사열과 열에 의해 유리조 상부 

 내부의 유기폐기물이 연소되고 휘발된다. 용융된 유리 로 소각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와 폐기물과 혼합을 하여 노벽 반 편 쪽으로 서로 다른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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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기주입구로 공기를 주입하여 난류를 형성한다. 

      배기체는 노의 반 편 끝을 통하여 배출되며 어떤 경우에는 용융로 

상부에 설치된 고온 필터를 통하여 처리 후 배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운

이 계속됨에 따라 필터기공에 미세입자가 막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

된 폐필터는 유리 용융체 로 직  떨어뜨려 용융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터에 잡힌 오염된 입자가 용융물속에서 다시 처리됨으로써 이차

폐기물의 발생을 최 한 억제한다. 이후 배기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배기

체를 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여러가지 집진설비를 통한 분진제거  산성용

액을 이용한 유해기체 세정 등이 용된다.  폐기물의 처리후 생성된 고체연

소생성물  비가연 물질들은 높은 열에 의해 유리용융물과 화학 으로 결

합하여 유리복합체를 형성하며 용융처리 된다. 유리 용융물 속에서 녹지 않

는 물질이나 화학 으로 유리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물질들은 물리 으

로 유리 속에 잡 있게 된다. 유리-폐기물 혼합물은 침출이 되지 않는 단단

한 유리상 물질로 고화되어 연속  혹은 불연속 으로 분리 제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  폐기물과 연소공기가 용융 유리조내부로 하강 (drop 

tube)을 통하여 공 되어 진다. 이러한 경우 용융조의 표면에서 부분의 연

소반응이 일어나며 용융된 유리에 연소기체나 폐기물을 더욱더 잘 혼합되게 

하여 오염물 포집효율이 증 된다. 사용되고 있는 안 성이 입증된 기술로서 

재 유해  혼성폐기물에 한 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3.6.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분리  제염 사례

 원자력시설이 가동되는 동안 건물의 콘크리트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해체 시 오염된 콘크리트는 방사성 폐기물로써 따로 처리해야 한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게 되는 해체 방사성 폐기물을 나 면 크게 metal 

scrap, 콘크리트  기타 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이 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C(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의

하면 2060년까지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따라 유럽에서만 약 500만톤의 콘크

리트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러한 막 한 양의 콘크리트 

폐기물에 해 랑스, 일본, 벨기에, 국 등에서는 이미 콘크리트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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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  감에 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 에 있으며 랑스의 경우에

는 실험 인 연구를 거쳐서 상용화 수 에 다다른 실정이며 국  스페인

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

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도 재활용을 통해 처분할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려

는 많은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콘크리트 폐기물은 일반 으로 원

자력시설에 제한 으로 재활용되며, 방사성 폐기물의 장  기반시설의 건

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고화체, shielding block, 

backfiller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해체 시 체 폐기물에 70～

80%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방

사성폐기물을 감용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분리  제염 사례에 하여 알

아 보겠다.  

  3.6.1. 네델란드 (REBONDIN PROJECT) [3.4]

     

   1) 분쇄  세정에 의한 분리

    콘크리트의 오염에 한 여러 사례를 보면 부분 콘크리트 표면에 주

로 오염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콘크리트 표면을 제거하면 나머지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재활용 할 수 있고 상당량의 감용화를 할 수 있다. 오염된 콘크

리트는 그림 3.11 처럼 두 단계로 처리되고 최 의 감용 효과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오염된 부분을 분리해내면 오염되지 않은 65%의 모래나 자갈은 다

시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오염된 35% 의 시멘트의 재활용 가능

성에 해서 KEMA(네덜란드)사와 CEA( 랑스)사, BNFL( 국)사에의해 공

동으로 연구 되었고, 시멘트 결합제 혹은 건물의 채움재로 개량되어 재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콘크리트의 30% 는 다공성의 시멘트이고 나머지 

70%는 석 이나 석회암 같은 농후한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2는 

콘크리트 구성 성분을 단면으로 도식화 하여 나타냈고 이 성분  주로 시

멘트에서 오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염된 콘크리트의 시멘트와 골

재 (석 이나 석회암) 의 분리는 방사성 폐기물의 상당한 감용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제 ,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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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분리에 따른 오염된 콘크리트 제거

Fig. 3.12. Contamination of the porous component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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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에서 주로 시멘트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 네덜란드

의 Borssele와 Dodewaard 원자력 발 소에서 공 된 콘크리트를 사용 하

다. Borssele 시료는 방사성액체가 발생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성

분으로부터 추출 된 것이며, 주된 핵종은 Co-60 이고 총 방사능은 120 kBq 

(0.23 kBq/g) 이다. Dodewaard 시료로는 오염실험을 하 다. 오염은 Co-60, 

Cs-137, Mn-54로 이루어져 있는 방사성 액체(150 kBq/L)에 Dodewaard 시

료를 침  시켰다. 게르마늄 detector에 의해 측정 되는 시료의 방사능 총량

은 Co-60은 137 Bq (0.34 Bq/g), Cs-137은 700 Bq (1.76Bq/g), Mn-54는 

827 Bq(2.1 Bq/g) 이었다. Borssele와 Dodewaard 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분리 하 다. 실험 결과는 표 3.3과 같다.

 a  분쇄와 채로 분리

 b  HNO3 로 세척

 c  재 분쇄  다시 채로 분리

 d  HCl 로 세척

Table 3.3. Activity due to Co-60

Borssele 
sample aggregates (kBq) cementstone (kBq) residue* (kBq)

separation 
step 　 　 　 　 　 　

a 59  (0.15)** 65  (0.05)
b 19  (0.05) 　 34
c 14  (0.04) 　 5
d 12  (0.04) 　 3
e 4  (0.03) 　 　

Dodewaard 
sample aggregates (kBq) cementstone (kBq) residue* (kBq)

separation 
step 　 　 　 　

a 59  (0.20) 84  (0.85)
b 13  (0.06) 　 49

  *  cementstone, leaching fluid, filter residue

  ** specific activity (kBq/g amd B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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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60에 하여 표 3.3 에서와 같이 d단계 과정을 거친 후 골재는 콘크

리트 시료인 Borssele (120 kBq)  Dodewaard(137 kBq) 보다 활동도가 10

배 이상 낮게 나왔다. 다른 핵종은 Cs-137 은 5배, Mn-54 는 16배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pecific activity의 감소요소는 Co-60 이 6배, Cs-137 이 

3배, Mn-54는 9.5배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으로부터 콘크리트의 오

염은 흡수성이 뛰어난 시멘트에 주로 오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와 Portland Blastfurnace Cement 

(PBC) 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분리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의 결집체들

은 석 , 석회암, 정석이었다. 표 3.4 에서 나타낸 것을 찰해보면 석  

자갈과 석회석은 화학 인 성분 때문에 시멘트보다 활동도가 덜 나오는 반

면, 정석은 그 반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오염시키게 

되었던 콘크리트의 분리는 효과 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

Table 3.4. Irradiation test (2.5 X 1023 n/m2) 

component activity after 2y decay (MBq/kg)

cement : 　 　 　

Ordinary Potland 88

Portland blast fumace 84

aggregate :

quartz 5

limestone 27

barite 122

  콘크리트 내에 있는 성분인 자갈, 모래, 시멘트 분리 그리고 시멘트는 시

멘트 매트릭스와 골재 사이의 착력 감소를 바탕으로 분리한다. 착력은 

온도에 유발된 마찰 충격으로 감소된다. 이 실험은 액체질소에 의한 냉각과 

오  내에서의 가열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가열 방법은 시멘트의 분해 때문

에 화학 인 효과가 추가 되었다. 분리의 효율  측면에서 볼 때 Ed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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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Ed = As / Ac

   이 공식에서 As 는 1mm 보다 작게 분리된 성분이고, Ac 는 시멘트 최

의 양과 1mm 미만인 모래를 나타낸다. 표 3.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온도

를 올려 주었을 때 더 효과 으로 분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로그램은 콘크리트의 분리에 한 요한 공정 변수들에 하여 조사 하

고,  그림 3 13과 같은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분리 하 다. 이 방법은 처음 

콘크리트를 분쇄하고, 분쇄된 콘크리트에 온도를 가함에 따라 골재와 시멘트 

매트릭스 사이의 착력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회 하는 mill에 넣고 기계

 강도로 분리 한다. 이 게 분리된 성분들을 다시 1mm 이하의 체로 체분

리 한다. 1mm 미만의 시멘트를 포함한 물질들은 오염된 것으로 명되었다.

Table 3.5. Effect of type of temperature treatment on separation

thermal treatment Ed ( % )

heating up (650
oC) 80

cooling down (liquid N2) 39

Fig. 3.13. 콘크리트 분리 작업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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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콘크리트의 분리를 해 일롯 랜 스 일 테스트를 한 시설 

설계는 앞에 나왔던 그림 3.13의 방법을 기 하여 batch-wise 공정이 개발되

었다. 닫힌 공정 컨테이  도입과 모든 장치마다 여과 시스템을 연결하여 

dust-free 한 환경에서 실행 하 다.  그림 3.14 에는 다양한 시설 구성 설비 

 공정 등을 볼 수 있다. 이 설치의 추가 인 요한 특징은 모든 공정의 

매개 변수들을 범  하게 조사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조 크러셔에 넣고 

지름 40 mm로 분쇄 한 후, 특별히 제작한 닫힌 공정 컨터이 에 있는 기 

오 으로 운반 하 다. 분쇄된 콘크리트를 기 오 에서 약 650℃로 가열해 

주었다. 콘크리트를 식힌 후 에 넣고 가동 하 고 에서 분리 된 성분은 

체로 옮겨 졌다. 체에서 분리 된 1mm 보다 작은 시멘트나 모래는 방사성 

폐기물로서 드럼에 모아 진다. 한 1mm 보다 큰 콘크리트 혼합재는 재활

용을 해 모아진다. 그림 3.15 은 KEMA 연구소에 설치된 일롯 규모 시

설이다.

Fig. 3.14. KEMA사의 DEC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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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amount

1 ordinary Portland Cement 320 kg/m3

2 quartz sand < 1mm 450 kg/m3

3 formed cementstone (calculated) 400 kg/m3

　

cementstone and sand < 1mm (2+3) 850 kg/m
3

　

fine material ratio* 35%

Fig. 3.15. KEMA test 설비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150 mm) 입방체는 최  31.5 mm 입경으로 만들

어 졌고 28일 압축강도는 약40 N/mm
2 다. 콘크리트의 구성과 석  골제

의 sieve line으로부터, 1mm 보다 작은 시멘트와 모래의 총계는 산정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표 3.6 에서 볼 수 있다. 

Table 3.6 Test-runs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데이터

* (850/2400)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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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보다 작은 성분은 콘크리트의 총 무게(2,400 kg/m3)의 35%를 차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EMA test 설비를 실행해 보았다. 콘크리트를 650～

700 oC 에서 3～5시간으로 하 고, milling 시간은 1～2시간으로 하 다. 다

음 1mm 체질 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오염되지 않은 성분은 양은 총 양의 

63 % 고, 나머지 오염된 성분은 37 % 다. 이것은 이론 값보다 약 2% 정

도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분쇄 된 소량의 골재 입자 오차 때문

이다. 분리된 견본의 모양은 그림 3.16 에서와 같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1mm 이상의 골재 붙어 있는 분말을 제거 하는 것이다. 이 분

말은 wet sieving으로 제거 될 수 있다.

Fig. 3.16.  분리한 콘크리트의 자갈과 오염된 미분말 

  2) 동 기  분리

    ‘고압 분리’ 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기  분리는 기  입자들의 극

성(양 하 음 하)에 차이를 바탕을 둔 분리 방법 이다. 각각의 성분 들은 

다른 정 기  특성을 갖고 있다. CEA-UDIN의 연구 목록에 한 결과 정

기  분리가 물질  산업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KEMA 실험은 

다른 합성 재료의 정 기  분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것은 기  이동에 의

거하는 정 기 인 시멘트 분리에 을 맞추었다. 그림 3.17과 같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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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골재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분리 하 다. 정 기  분리 방법으

로 골재에 붙어있던 방사능을 띤 미분말을 효과 으로 분리할 수 있다.

Fig. 3.17. Small scale electrostatic for cementstone with quartz

  3.6.2 일본 (NUPEC)[3.5]

   NUPEC 은 환경  부담과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이기 해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해 연구 에 있으며 

일부 기술은 실증 단계에 있다. 일반 으로 1,100 MWe 의 원자력발 소 

해체 시 약 50만톤의 비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상하   

고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2가지 방법을 내놓았다. 일본은 콘크리트 

폐기물을 가열(300℃), 쇄 그리고 분리 등의 여러 공정을 거쳐 고품질의 

재활용 혼합재를 생산하는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한 재활용된 콘

크리트의 특성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해 Wall Model과 Building 

Model을 세워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 평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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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  분쇄

    이 시스템의 개요는 그림 3.18과 같다. 우선 콘크리트 조각을 50mm 

는 그 이하로 쇄한다. 쇄된 콘크리트는 8～50 mm 와 8 mm이하의 성분

들로 분리된다. 8～50mm 의 콘크리트 조각은 wet process에 의해 분쇄 되

며 5mm 는 그 이상의 성분들은 굵은 골재로 만들어 재사용 되어진다. 

8mm 이하의 성분들은 잔골재로 재사용 되었다. 이 recycling process는 목

표한 품질(일본 건축 공사 표  명세서 JASS)이 나올때까지 반복 되어진다. 

Fig. 3.18. 개선된 mechanical grinding 방법

   2) Air-heating과 grinding

    그림 3.19는 이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 다. 콘크리트 조각을 50 mm 혹

은 그 이하로 쇄 한다. 쇄 된 콘크리트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300
oC에서 

가열된다. 가열에의 해 탈수될 때 콘크리트 합체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이 

약해진 콘크리트는 steel ball을 사용한 에 의해 분쇄된다. 다음으로 steel 

ball이 없는 로 분쇄 한다. 이 게 생산된 성분들을 채나 separator로 굵은 

골재  잔골재로 분리한다. 시멘트 수화물과 골재 사이에 온도에 따른 향

은 그림 3.20에서와 같이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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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Air-heating 과grinding 방법

 

Fig. 3.20. 골재 heating시 화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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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랑스

    랑스의 CEA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를 해 네덜란드의 KEMA사, 

그리고 국의 BNFL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을 600℃ 

이상의 온도에서 고온 열처리하여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DECO 공정(그림 3.14)을 개발하 다. DECO process는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부분의 방사능은 미세한 미분혼

합재(cement, filter, sand)내에 농축되어 있는 반면에 1 mm보다 큰 혼합재

(gravel)에는 방사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mm보다 크게 쇄된 

자갈(gravel) 입자는 콘크리트 혼합재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미분 혼합재는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공정이다.

  3.6.4 벨기에[3.6]

   벨기에의 BR3는 미국의 Westinghouse가 설계한 PWR 발  시설로서 

1962부터 1987까지 운 한 후 1989부터 제염  해체가 시행되었으며, 

Eurochemic reprocessing facility은 13개의 OECD 회원국이 1966부터 1974

년까지 이 시설에서 180 ton의 natural  low-enriched uranium과 30 ton의 

high-enriched uranium을 재가공하다가 1990년부터 Belgoprocess사에 의해 

제염  해체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제염  해체를 통해 1990년부터 2001년

까지 concrete는 약 3,670 ton의 폐기물 발생하 으며 이 에서 2,600 ton을 

제염하여 처리하 다. 한 heavy concrete는 약 470 ton의 폐기물이 발생하

는데 이 에서 440 ton의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염하여 처리하 다.  

 효율 인 콘크리트 바닥 오염 제거를 해 그림 3.22와 같은 self-propelled 

floor shaver를 제작하 다. 이 장치는 보통의 floor scabbler 보다 한 시간 

동안에 약 3배 이상의 바닥 오염을 제거하 고,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30% 

이하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일할 때 floor scabbler 보다 기계  

진동을 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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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Floor shaver 기술

  floor shaver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 조정 diamond wall shaving 

system을 개발하 다. 이 system은 범 하게 오염된 콘크리트 표면(평평

한 면이나 불균등한 표면)을 제염 하는데 사용하 다. 시간당 15～25 m
2 넓

이에 3mm 깊이에 오염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있고 폐기물이 게 나오게 

하기 해 날의 깊이를1 mm로 수동 조  할 수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cutting head는 1000～1500 m
2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 효율 으로 콘크리트 벽 오염제거를 하기 해 그림 3.22에서와 같은 

automatic wallshaver를 제작하 고 floor shaver 기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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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Automatic wallshaver기술

     

   이러한 콘크리트 제염방법을 통해 alpha 방출체는 0.04 Bq/cm2까지 

beta-gamma 방출체는 0.4 Bq/cm
2까지 오염 를 감소시켰다. 한, 

Belgorprocess사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해서 콘크리트 폐기물을 

쇄  링한 후 얻어진 혼합재를 사용하여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한 연구 

 개발 로그램이 진행 에 있다.    

  3.6.5 국 

   국에 있는 Sellafield의 원자력발 소에서 1951년부터 사용되어온 두 개

의 냉각공기 배출용 굴뚝(chimney) 해체 시 약 4,000 ton의 콘크리트폐기물

이 발생하 다. 콘크리트 폐기물은hydraulic crusher를 사용하여 14 mm보다 

작게 분쇄하여 1m
3의 나일론 자루에 넣어 방사능을 측정하여 0.4 Bq/g보다 

작을 경우 Free release level로 취 하여 방출하 다(약 3,000 ton). 2003년 

기 으로 국 BNFL 처분시설(LLW)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1645

인데, free release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는 ￡690로서 단  m3 

당 약 ￡900가 약되어 체 ￡1.8millon가 약된다. 재활용된 콘크리트 혼

합재는 Drigg에 있는 BNFL 처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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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컨테이  생산을 한 grout로 사용되거나 Sellafield의 기 건물  도

로건설 시 back filler로 사용될 정이다. BNFL의 다른 장소인 Berkeley

에서는 infill material로서 해체된 시설로부터 만들어진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BNFL의 다른 장소인 Berkeley에서는 infill material

로서 해체된 시설로부터 만들어진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하 다. Dounreay 

처분장에서는 재활용된 콘크리트의 경제성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해

서 새로운 시설의 건설에 나트륨 실험 시설(D1249)의 해체 시 발생한 재활

용 콘크리트를 사용하 다.  

  3.6.6 독일 

   독일의 Karlsruhe University와 VKTA Rossendorf는 오염된 콘크리트로

부터 발생하는 핵종의 거동 특성  오염 콘크리트의 재활용  재이용 방

법, 그리고 오염 콘크리트의 방사선 인 모델에 하여 연구하 다. 오염된 

콘크리트에서의 주요 심 핵종은 Co-60, Ni-63, Sr-90, Cs-137, I-129, U, 

Pu, Am, antinide 원소이며, 오염 콘크리트 시설  재순환 재료의 재활용 

 처분 방안으로는 direct reuse of building structure, reuse of recycled 

building material, disposal of rubble in landfill을 설정하 다. 각 방안의 안

성  환경에 한 향은 방사성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될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 다

 

  3.6.7 미국 

  미국에서는 사용된 재활용 콘크리트에서 알카리-실리카 반응과 칼시움 카

보네이트 침  등에 의한 재생콘크리트의 비정상 팽창, 크랙 등 열화 문제를 

발표하 으며 최근 열화방지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OE는 

7,000여개의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게 될 막 한 양의 방사성 콘크리

트 해체폐기물을 처리하기 해 콘크리트 재활용을 한 신기술 개발에 많

은 지원을 하 으며 이 결과 여러 가지 종류의 콘크리트 재활용을 한 콘

크리트 제염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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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sotron Corporation : ELECTROSORB process

    ELECTROSORB 공정(그림 3.23)은 동 기  추출기술과 폴리머 극 

포집기술을 결합하여 콘크리트 해체폐기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이다. 처리공정은 먼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비용해성 오염물질(우라늄, 

토륨)을 이온화시키는 동시에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화합물

(ammonium bicarbonate)을 뿌린 후 극을 걸어주면 동 기  추출공정에 

의해 오염물질의 이온이 폴리머내로 이동하여 고정화되며 작업 종료 후 폴

리머를 제거하 다.  

Fig. 3.23  Isotron Electrosorb Process.

 

   2) AWD Technologies(AWD-CON process)

    AWD에서 개발한 AWD-CON 공정(그림 3.24)은 제염  분리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제염은 dry-vacuum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오염물

질을 처리한 후 거품형태의 부식성  산성의 세정제로 처리하 으며 처리

된 콘크리트는 다시 고압수로 세정한 후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물질이 없

을 때까지 반복하여 처리하 다. 처리된 물질들은 1, 2차 필터시스템에 의해 

0.1 μm까지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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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AWD-CON Process.

   3) Oceaneering Technologies(ROVCO2 surface decontamination system)

    Oceaneering 기술(그림 3.26)은 원격 조정 장치에 드라이아이스(CO2) 분

사 장치를 결합시켜 콘크리트를 제염하는 방법으로서 드라이아이스는 고속

의 질소가스에 의해 분사된다.

     Fig. 3.25  Oceanee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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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VCO/Textron Defense System(electro-hydraulic system)

    이 공정은 electric-hydraulic(EH) 장치를 사용하여 두 극상이에서 발

생하는 강한 기  방  pulse에 의해 생성되는 shock wave와 cavitating 

bubble을 사용하여 오염된 콘크리트를 제염하는 방법으로 직  는 반사된 

충격 는 콘크리트에 충돌되어 콘크리트를 쇄시킴. 32 kW의 EH 장치는 

2.2 ft2/min으로 속도로 콘크리트를 scabble할 수 있는데 이는 고압수 분사 

처리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5) Soda Blasting technology 

    OBG사는 작업자  환경에 무해한 Sodium bicarbonate를 사용하여 콘

크리트  속의 표면을 제염하는 soda 분사기술(그림 3.26)을 개발하 다.  

 

Fig. 3.26. Soda Blasting 기술

3.6.8 국(British Nuclear Group Waste Retrieval and Decommissioning)

 

 국에 있는 Sellafield의 원자력발 소에서 1951년부터 사용되어온 두 개의 

냉각공기 배출용 굴뚝(chimney) 해체 시 약 4,000 ton의 콘크리트폐기물이 

발생하 다. 콘크리트 폐기물은 hydraulic crusher를 사용하여 14 mm보다 

작게 분쇄하여 1 m
3의 나일론 자루에 넣어 방사능을 측정하여 0.4 Bq/g보다 



- 48 -

작을 경우 Free release level로 취 하여 방출하 다(약 3,000 ton). 2003년 

기 으로 국 BNFL 처분시설(LLW)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1645

인데, free release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는 ￡690로서 단  m3당 

약 ￡900가 약되어 체 ￡1.8millon가 약된다. 재활용된 콘크리트 혼합

재는 Drigg에 있는 BNFL 처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용 ISO 

컨테이  생산을 한 grout로 사용되거나 Sellafield의 기 건물  도로건

설 시 back filler로 사용될 정이다. BNFL의 다른 장소인 Berkeley에서

는 infill material로서 해체된 시설로부터 만들어진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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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 Concrete crush/recycle-Shield walls

Scenario 2 - Concrete crush/recycle-Prefabricated concrete pieces for 
repository 

Scenario 3- Concrete crush/recycle- Immobilization medium for drums

in a concrete disposal container

제 4  장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 용 경제성  평가

4.1 EU의 콘크리트 재활용 경제성 평가〔4.1〕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 정기 인 유지, 보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방사능 오염 

물질이나 방사화된 폐기물들을 제한된 원자력 분야에서 재활용이나 재사용

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해 국의 AEA Technology plc와 스페인의

Empresa National de Residuos Radioactivos SA(ENRESA)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수행 한 연구 결과를 정리 하 다. 기본 인 연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분야에서의 재활용과 재이용을 한 경로와 시나리오: 규제받

는 원자력 분야를 가지고 있는 EC 국가들에 용할 수 있는 재이용과 재활

용을 한 경로와 시나리오 추정

   - 재활용과 재사용을 해 상되는 폐기물의 양: 시나리오의 기간동안 

재활용과 재사용을 한 물질을 제공하기 해서 처리에 필요한  폐

기물이 충분히 발생하는지 추산해야 된다. 

   - 재활용 경 을 한 추천: 여러 나라에서 용하고 있는 해체 략의 

범 와 련하여 가능성 있는 재활용 시나리오의 가치에 한 략 인 

을 발 시킨다. 략 인 평가의 가장 요한 부분은 처분시설의 건설과 

이용의 변화에 따라서 폐기물의 흐름에 한 오랜 기간의 리에 한 장

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가장 가능성 있는 재활용 경로와 세부 인 해석을 선택 가능성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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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시나리오  3개의 시나리오가 콘크리트의 재활용  재사용에 한 

내용으로 콘크리트 폐기물의 crushing plant  추산 시나리오에 해서 검

토해 보기로 한다.

  4.1.1 Scenario 1: Concrete crush/recycle-Shield walls

국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편을 분쇄하여 나

온 골재를 콘크리트 차폐 블록 벽으로 재사용 하는 목 으로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 다. 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은 새로운 시설 구조물의 건설에 사용

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재활용 이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서 이 시나리

오가 사용 되었다.

콘크리트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즉 국의 BNFL Sellafield site같은 

곳에서 상당량의 콘크리트 블록 처분을 해 콘크리트 분쇄설비와 시설을 

부지 내에서 set-up 한다는 상하에 시나리오 평가 목 을 두었다. 이러한 

이동식 콘크리트 크러셔는 상업 인 산업에 사용되지만 환경을 보호하면서 

작업하기 불가능 하다는 (작업  발생하는 콘크리트 먼지 때문)을 고려해

야 될 것이다. 콘크리트 차폐 블록의 생산을 한 시설 비는 장에서 쉽

게 만들어 진다.

   1) Estimate of Meterial Required

    분쇄  재사용된 콘크리트로 생산된 차폐 벽 수의 양을 결정하기는 어

렵다. 그것은 차폐 벽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설비들의 수 혹은 체될 수 있

는 재 차폐 벽의 수에 의존된다. 일반 으로 차폐벽은 임시 폐기물 장 

장치  해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하다. 일반 인 차폐 벽은 그림 4.1과 

같이 볼 수 있다.  가로 55 cm, 세로 3.5 m 이며 두께는 30 cm 무게는 약 

1.9 t 이고, 1020 kg의 100% 재활용 콘크리트 골재  모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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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차폐벽 

     

   국의 핵 시설을 해체하는 동안 ( 재부터 2,059년 까지 260 kt의 콘크

리트 부산물이 발생) 10 %의 콘크리트 부산물은 즉시 차폐 블록으로 사용 

되거나 분쇄되어 새로운 차폐 블록으로 사용 되는데 략 26,000톤 정도가 

차폐 블록으로 생산 되어질 것으로 상된다. 스페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

지 발생하는 99,000 톤 콘크리트로 약 96,000 톤의 차폐 블록을 생산할 수 

있다. 

   2) Experience of the Use of Concrete Shield Blocks in Facilities

노르웨이의 우라늄 재처리 일럿 랜 해체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 조건 이

상의 콘크리트 차폐 블록 추정치가 나와 있다. 시설의 있는 소수의 셀은 콘

크리트 블록과 함께 차폐되었다〔4.2〕. 약 550개의 오염된 콘크리트 블록 

 350개는 폐기물 처리장의 차폐 벽으로 사용되고 면 은 25m
2이다. 이 차

폐 벽으로 인해 알  2 Bq/cm2, 베타 20 Bq/cm2 로 허용 오염 로 하는 

것이 목 이다. 최  방사능  10 µ Sv/h로 되게 하 다. 방사능은 블록

의 외부 1～2 mm 에 침투 되었고, 최  5 mm까지 침투 하 다. 이 블록을 

산 용해 혹은 chiseling으로 표면 제염한 후 재사용 하 다. 차폐 블록의 폭

은 25 cm, 높이 20 cm 이고 두께는 20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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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개의 블록 (chiseling으로 제염한 후 재 사용한 200개의 콘크리트를 포함

한)의 오염 는 알  5 Bq/cm2 미만, 베타/감마는 100 Bq/cm2 미만 이었

다. 방사능 는 5 µ Sv/h 미만이다. 오염된 블록 양쪽 표면을 제거한 2차 

폐기물의 부피는 30 L 이고 블록 총 무게의 5% 다. 블록의 차폐나 건축 

자재로의 재활용은 상 처분비용의 90% 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Construction of a Waste Treatment Shielded Cell Using Concrete 

Shield Blocks 

    1988년 국의 AEA Winfrith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향상을 해 리

캐스크로 연결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 새로운 폐기물 처리 랜트의 셀

을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4.3〕 리캐스크 콘크리트 건설의 주요한 이 은 

다음과 같다. 

• No on-site placing of wet concrete and minimal conflicts between wet 

trades and mechanical installation

• Construction of an in-situ concrete was not on the critical path

• Containment or shield can generally be erected after or in parallel with 

internal equipment in the cell

•  Possibility of future revision of plant layout

•  Greatly simplified ultimate decommissioning

   4) Process Steps for Scenario 1

이 시나리오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장과 비

• 콘크리트 분쇄공정 공장

• 크기에 따른 골재 분류

• 콘크리트 차폐 블록 제작

• 운송과 필요 장 차폐 블록 설치

재활용 랜트는 핵 시설이 해체 되었던 부지에 설치 되었다. 이 지역은 차

폐블록을 제조하여 법 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활용 시설 조

작 시 분쇄작업으로 생성된 미세의 먼지가 기에 노출되어 오염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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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 된다. 일반 으로 분쇄 랜트에 방사선 핵종의 제한된 기  허용치 

한계는 포장하 을 때 Co-60 는 베타/감마 방출은 200 Bq/g 이고, 알  

방출은20 Bq/g 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량 율이 최  100 Bq/g 활동도로 이

하로 콘크리트 차폐 블록을 제작해야 한다. 재활용 시설의 작업에 한 선량

은 IAEA 선량 기 에 기 한다.

 

   5) Economic Assessment of Scenario 1  

    재활용 콘크리트 잔해의 경제성 평가는 차폐 블록의 생산을 해 수행

되었다.

     ① 재활용 옵션에 한 비용

       • 콘크리트 잔해로부터 재생 이용된 골재의 생산

       • 콘크리트 차폐 블럭 제조 

       • 2차 폐기물 처리

       • 건설 부지에서 블록의 수송

      재생 골재들의 생산은 공장을 설정 하는데 1116 k ECU (￡780k)의 

자본비용과 360 k ECU (￡250 k) /년의 에 지 비용을 포함한 운 비 등이 

추산된다. 10년 동안 공장을 가동했을 때 연간 배출되는 10,000 톤의 재료 

처리량은 매년 47 ECU/t(톤당 32.8 운드)의 비용이 든다. 국에서 2,030년 

안에 1년 동안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해는 1,000～2000 톤 가량 나오는 것으

로 추산된다. 종래의 셀 건물은 2개의 형태로 제작되어 사용 되었다. 콘크리

트 운반비 제외와 운반에 따른 공기오염을 막기 해 콘크리트 블록은 해체

된 부지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의 비를 해 리 스트 콘크

리트 빔(혹은 DOVELAS) 제작의 가능성을 조사한 스페인 시나리오와 비용

이 같도록 추정하 다. 제조 공장은 해마다 610k ECU(￡425 k)의 자본 비용

과 165 k ECU(￡115 k)의 연합 운용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형태의 

공장은 해마다 최  10,000톤 이상의 pre-cast 콘크리트 생산할 수 있고, 분

쇄 랜의 재생 골재로 제작되기 한 최종 생산물의 처리량과 일치한다.

      콘크리트 분쇄 단계에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의 포장  처분도 이 시

나리오 평가 목 에 부합된다. 이 재료가 재활용이 가능해도 이 옵션에 한 

재활용 루트는 이 시나리오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미분들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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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들(골재와 같은)에 포함되거나 혹은 철근 속과 함께 처리되지 않도

록 추정하 다. 콘크리트를 처리할때 철근 콘크리트는 5% 정도가 발생된다. 

1년에 2000톤의 콘크리트를 처리했을 시 100톤의 속 폐기물이 발생한다. 

국의 Nirex 장소는 53 k ECU/m3 (￡37k/m3)의 처분비용이 드는데, 컨테

이  자체 처분의 박스 추가당 처분 비용은 955 k ECU (￡666k)이고, 한 박

스 당 2,150 ECU (￡1.5k) 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2차 폐기물은 10년 정도 

작업하는 동안 9.6 M ECU (￡6.7M)의 처리비용이 상된다. 리캐스크 콘

크리트 차폐 블록의 운송 비용은 290 ECU/t(￡200/t) 정도로 추정하 다. 

콘크리트 부산물의 재활용  차폐 벽을 건설하기 한 콘크리트 차폐 블록 

제작의 총 비용은 19.5 M ECU (£13.6 M) 으로 추정된다.

     ② 처분 옵션의 연합 비용

      콘크리트의 처분 연합 비용은 다음과 같다.

       • LLW 처분 시설에 , 처리  콘크리트 편 처리 

       • 폐기물의 처분에 한 컨테이 들의 비용

       • 재활용 하지 않은 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차폐 블록 비용

      콘크리트 편 처리 비용은 2차 폐기물 처리 비용과 비슷하게 산정된

다. (총 처분비용: 콘크리트 10,000톤 에 265 M ECU (￡185 M)). 10,000톤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컨터이  수는 278개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연합 비

용은 598 k ECU (￡417k)로 추산된다. 재활용 하지 않은 골재로부터 생산되

는 차폐 블록 비용은 2.3 M ECU (1.6M )로 추산된다. 천연 골재들로부터 

제조된 블록들으로 제작한 차폐 벽과 콘크리트 편의 처분 총 비용은 267 

M ECU(￡186 M)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6) Re-evaluation of Scenario 1 with Common Cost Assumptions    

    이 시나리오의 각각의 주요한 단계의 비용을 요약하는데 그림 4.2와  같

이 지표 처분 시설 장소와 심 지층 처분 시설 장소 두 장소 처분 비용

을 사용하 다. 비용 분석은 수송 비용과 스크랩 운반 수수료들에 하여 공

통 가정들을 포함한다. 그 계산은 2차 폐기물 처분과 처분 이 의 최소의 감

용화를 포함한 처분 옵션으로 한다. 일부 폐기물은 supercompaction 으로 수

행되었다. 그러나 계산은 패킹 도 1.2 t/m
3 에 한 2 차 폐기물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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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m3 에 한 직  폐기물 처리로 가정하 다.

    (a) 심지층 처분 시설 장소      (b) 지표 처분 시설 장소

Fig. 4.2  심지층  지표 처분시설 장소  

 ● Recycling Cost (ECU) 

 Capital cost of plant   1,441,000

 Operating costs of plant (per year)  523,000

 Decommissioning costs of plant (25% of capital cost) 360,000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secondary wastes 2,150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shallow)  503,000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deep)   4,835,000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717 ECU/t)  1,433,000

 TOTAL (shallow)  6,353,000

 TOTAL (deep)  10,686,000

● Disposal Cost (ECU)

 Cost of buying final product (each) 72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wastes 2150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575 ECU/t) 1,147,000

 TOTAL (shallow) 5,879,000

 TOTAL (deep) 40,489,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shallow disposal)                  4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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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of recycling - disposal (deep disposal)               -29,804,000

 4.1.2 Scenario 2 : Concrete crush/recycle-Prefabricated Concrete Pieces 

For Repository

  

   이 시나리오에서 처음에 연구되는 콘크리트 재활용 계획은 콘크리트의 

분쇄 그리고 장소를 메우는 재료로서의 편입을 한 제품의 재활용이다.  

심 지층 처분 장소 구상과 그 실행 평가를 ENRESA the engineering 

companies에서 수행하 다.

    1) Estimate of Meterial Required

    스페인에 있는 원자력 발 소들을 해체 하 을 경우 오염된 콘크리트 

부산물의 총 량은 약 114,000 톤이다. 장소의 건설  운 에 있어서 체  

45,431 m3  508,863 톤에 달하는 상당량의 조립식 조각(DOVELAS)이 필

요하다. 건설 단계동안 (7년) 총 58,517 t/year의 DOVELAS가 필요하고 가

동 기간 동안에는 3,308 톤이 필요하다. 핵 시설을 해체 후 발생한 방사능을 

띤 콘크리트를 분쇄하여 얻은 60%의 자갈은 DOVELAS에 치된다. 

    25,4431 m
3 체 의 DOVELAS은 634 kg/m3의 자갈을 포함하고, 총 

161,310 톤의 자갈이 사용된다. 여기서 96,785 톤의 핵 시설 해체 후 분쇄 된 

재활용 자갈이 사용된다.

   2) Process Step for Scenario 2

    시나리오 10의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해체 장에서 부서진 콘크리트 분류

     • 운송

     • 분쇄 공장에 오염된 콘크리트의 리셉션

     • 콘크리트 장과 비

     • 콘크리트 분쇄공정 공장

     • 크기에 따른 골재 분류

     • DOVELAS의 제작

     • 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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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로 수송

     • 지하에 DOVELAS 설치

   ▶ 허용기  선량: Co-60  β-γ 는 200 Bq/g, α 는 20 Bq/g

     이와 같은 허용기  선량을 만족하기 해서 DOVELAS의 최  값은 

β-γ 방출은 50 Bq/g, α 는 5 Bq/g 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활용 시설의 작업

에 한 선량은 IAEA 선량 기 에 기 한다.

   3) Technical Details of Scenario 2

    이 시나리오의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 진동 피더 (Vibrating feeder): 진동 피더의 기본  기능은 조 크러

셔로 분쇄하기 에 설정한 피드 보다 더 작게 분리한다. 이 미세한 

물질은 첫번째 크러셔에서 다음 컨베이 로 곧장 통하게 된다. 이것

은 한 피더 에서 분리하고 추가 으로 나오는 편은 분리 콘

베이어를 경유한다. 

     • 첫번째 호퍼 용 은 15 cm
3 이다. 

     • 조 크러셔: 첫번째 단단한 암석을 분쇄하여 다음단계에 능률 으로 

작업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허용 입도는 0.5 x 0.5 m 인데 철근과 

방출구 크기가 입강 크기에 따라 조 될 수 있다.

     • 자력 분리기: 분쇄된 물질은 자력으로 불필요한 철을 분리한다.

     • 콘 크러셔: 콘크러셔는 고품질에 물질을 생산하기 해 2차 는 3

차 분쇄기로 사용된다.

     • 진동 스크린: 분쇄된 콘크리트의 크기에 따라 선택 으로 모을 수 

있다.

   DOVELAS는 다음 구성과 함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Cement (I-55A)                    452 kg/m
3

     Sand (0-5 mm)                    889 kg/m3

     Rice (0-6 mm)                     333 kg/m3

     Gravel (2-12 mm)                  634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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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147 L/m3

     Superfluidiser (Plasticiser)          14 L/m3

      ① Deep Geological Repository

       3가지 형태의 갤러리(gallery)로 설치되어 있다.

       • 첫번째 형태의 갤러리는 지름 6 m의 원형 구역이고 지면의 압력

에도 잘 견딘다. 이것은 재료의 수송을 해 사용된다.

       • 두번째 형태의 갤러리는 medium activity waste (RMA)로 사용되

었고 지름은 4 m 이다.

       • 세번째 형태의 갤러리는 high activity waste (RAA) 로 사용되었

고 지름은 3 m 이다.

      ② Logistics of Recycling Operation

       분쇄와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이 몇몇의 형태로 된다.

       • 심부 혹은 독립 인 지역의 시설의 해체 된 공장에서 생성된 

오염된 콘크리트를 처리한다.

       • 해체된 부지에 시설을 짓는 것이 목 이다.

       • 해체 하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동식 시설을 설

비를 갖춤.

       • 장에서 Deep Geological Repository 설비를 짓는 것이 목 이

다.

      ③ 수송

       이 시나리오는 DOVELAS 제작을 해 방사성 콘크리트를 arising 

installation 에서 DGR 장까지 드럼에 넣고 수송한다. 콘크리트 수송

거리는 600 km 이다.   

      ④ 배기 시스템

       방사성 물질을 분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안쪽과 바깥쪽에 압

력이 다른 특별한 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기 시스템의 주된 장비

는 집진 장치, 천 타입 먼지 필터 지와 HEPA 필터 무수 지 같은 

몇 개의 단계로 생산된 먼지는 집진장치에 의해 드럼에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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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cenario 2의 경제성 평가

    재활용 옵션에 련된 연합 비용 포함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조작과 취

     • 분쇄와 DOVELAS 제조 랜트 투자

     • 분쇄  DOVELAS 제조 설치의 운 비

     • DGR에 DOVELAS 운송

     • 드럼 조   처리

 ● Direct Disposal cost

Manipulation and handling of concrete 72 ECU/t

Conditioning wastes 72 ECU/t

Transport 287 ECU/t

Manufacture of Container 3,585 ECU/box

Disposal concrete container 32,250 ECU/box

Drums 64 ECU/drum

Container capacity 18 drums

Drum capacity 320 kg

● Disposal cost of 5.7t of concrete

Handling, conditioning and transport 2,450 ECU

Drums (18 drums) 1,095 ECU

Disposal 35,835 ECU

TOTAL 39,380 ECU 

▶ Total disposal specific cost: 6910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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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ing Plant

PROJECT COST

Engineering 20 Million.pts £100,000  143 k ECU

Civil Works 90 Million. pts £450,000   645 k ECU

Equipment 150 Million. pts £750,000 1,075 k ECU

Tests  15 Million. pts £75,000 108 k ECU

Radiological 

protection
30 Million. pts £150,000 215 k ECU

Control 15 Million. pts £75,000 108 k ECU

TOTAL 320 Million. pts £1,600,000 2,293 M ECU

Specific cost  3.3 pts/kg £16.7/t 24 ECU/t

OPERATION (t/year)

Workers 70 Million. pts/year  £350,000 /year  502 k ECU/yr

Technicians 24 Million. pts/year  £120,000 /year  172 k ECU/yr

TOTAL 94 Million. Pts/year £470,000 /year 675 k ECU/yr

Specific cost  6.8 pts/kg £34.3/t 50 ECU/t

         



- 61 -

● Dovelas manufacturing plant

 PROJECT COST

Engineering 5 Mill pts  £25,000  36 k ECU

Civil works 25 Mill pts £125,000 180 k ECU

Equipment  40 Mill pts £200,000 290 k ECU

Tests 4 Mill pts £20,000 28 k ECU

Radiological protection 7 Mill pts £35,000 50 k ECU

Control 4 Mill pts  £20,000 28 k ECU

TOTAL 85 Mill pts £425,000 609 k ECU

Specific cost 0.9 pts/kg £4.4/t 6.3 ECU/t

OPERATION (t/year)

Workers 17 Mill pts  £85,000 /year 122 k ECU /yr

Technicians 6 Mill pts  £3,000 /year 4.3 k ECU/yr

TOTAL 23 Mill pts/year £115,000 /year 165 k ECU/yr

Specific cost 0.9 pts/kg £4.4/t 6.3 ECU/t

Energy(1 kWh by kg of concrete)

Specific cost 12 pts/kg £60/t 86 ECU/t

Overhead express(60 Mill pts/year)

Specific cost 4.3 pts/kg £21.5/t 30.8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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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 and transport

Manipulation and 

handling
10 pts/kg £50 /t 72 ECU/t

Conditioning wastes 10 pts/kg £50 /t 72 ECU/t

Transport 40 pts/kg £200 /t 287 ECU/t

Drums 8.500 pts/drum £44.5 /drum 63.8 ECU/drum

Drum capacity 320 kg

Drum cost 26.6 pts/kg £133 /t 190.6 ECU/t

Specific cost 86.6 pts/kg £433/t 621 ECU/t

DOVELAS handling and installation equipment

Equipment 5.2 pts/kg £26 /t 37.3 ECU/t

Workers 5.5 pts/kg £27 /t 38.7 ECU/t

Specific cost 10.7 pts/kg £56/t 80 ECU/t

Dismantling crushing plant(100 Mill pts.)

Specific cost 1.04 pts/kg £5.2/t 7.45 ECU/t

Secondary waste disposal(15 Mill pts/year)

Specific cost 1.07 pts/kg £5.4/t 7.74 ECU/t

                        

▶ TOTAL PRODUCTION COST   128.4 pts/kg or £642/t or 920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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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evaluation of Scenario 10with Common Cost Assumptions    

    이 시나리오의 각각의 주요한 단계의 비용을 요약하는데 지표 처분 시

설과 심 지층 처분 장소 두 장소 처분 비용을 사용하 다. 비용 분석은 수

송비용과 스크랩 운반 수수료들에 하여 공통 가정들을 포함한다. 그 계산

은 2차 폐기물 처분과 처분 이 의 최소의 감용화를 포함한 처분 옵션으로 

한다. 일부 폐기물은 super-compaction 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계산은 패

킹 도 1.2 t/m3 에 한 2 차 폐기물 처리와 1.5 t/m3에 한 직  폐기물 

처리로 가정하 다.

 ● Recycling Cost (ECU) 

Capital cost of plant  2,903,000

Operating costs of plant (per year)   2,448,000

Decommissioning costs of plant
716,700 

(25% of capital 
cost)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secondary wastes 

(drums)
 60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secondary waste 

(concrete)
3,585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shallow) 39,618,000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deep) 1,078,230,000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717 ECU/t)
 68,803,000

TOTAL (shallow) 129,178,000

TOTAL (deep) 1,167,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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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osal Cost (ECU)   

Cost of buying final product (each) 7 ECU/t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wastes 

(drums) 
60

Cost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wastes

(concrete)
3,585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575 ECU/t)
55,043,000

TOTAL (shallow) 182,425,000

TOTAL (deep) 3,503,742,000

                                                

▶ Cost of recycling-disposal (shallow disposal)          :    -53,247,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deep disposal)           :  -2,335,951,000

 4.1.3. Scenario 3-Concrete Crush/Recycle: Immobilization Medium For 

Drums In A Concrete Disposal Container

    

   컨테이  안에 ․  방사성 용기( 를 들어 드럼)폐기물을 고정되

도록 채우는 그라우트/콘크리트의 제조를 해 방사성 콘크리트 재활용이 연

구 되었다. 

   1) Estimate of Material Required

     Near Surface Disposal repository 는 콘크리트 컨테이 들 내부에 방

사성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드럼에 그라우트 는 콘크리트로 채워져 고

정시킨다. 각각의 컨테이 에 그라우트 혹은 콘크리트는 건조된 시멘트 - 모

래 4,550 kg과 혼합된다. 이것은 각 컨테이 에 2800 kg 의 모래가 필요하다

는 것이고, 모래의 50%는 재생 골재로 체될 수 있다. 를 들면 컨테이  

하나 당 재생 골재 1400 kg이 사용된다. El Cabrild의 Nea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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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facility 에서 매년 440에서 500개 정도의 컨테이 가 사용된다. 잠

정 으로 매년 약 700톤의 분쇄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시설이 가동 되는 28년간 총 19,600톤의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2) Process Steps for Scenario 3

    이 시나리오의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 괴 오염된 콘크리트 분류

     • 콘크리트 분쇄 공정 랜트

     • 당한 크기의 골재 분류

     • 수송

     • 콘크리트 공정 랜트 리셉션

     • 콘크리트 장과 비

     • 드럼을 고정시키기 해 그라우트, 콘크리트 컨테이  안에 채움

     • 컨테이  처리

    ▶ 허용기  선량: Co-60  β-γ 는 200 Bq/g, α 는 20 Bq/g

    이와 같은 허용기  선량을 만족하기 해서 그라우트  콘크리트 최

 값은 β-γ 방출은 50 Bq/g, α 는 5 Bq/g 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활용 시

설의 작업에 한 선량은 IAEA 선량 기 에 기 한다. 

   3) Technical Details of Scenario 3

     ① 분쇄  제작 공정

       이동식 크러셔 랜트의 설명은 이미 기술되었다.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에서 컨테이 의 공간을 채우기 해 사용되는 그라우

트  컨테이 들에 제작 생산 공정은 동일하다. 이동식 장치인 분쇄 

랜트는 해체된 공장에서  다른 곳까지 운송될 것이다.

     ② Near surface repository

       다음과 같이 유럽은 7가지 형태의 시설을 작동한다.

      Drigg (UK)

      Mol-Bessel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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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kilmoto (Finland)

      L’Aube (France)

      Konrad Mine (Germany)

      El Cabril (Spain)

      SFR (Sweden)

      이 시나리오 에서 El Cabril 장소는 요구될 수 있는 재료의 총계 평

가를 한 기 로 사용하 다

     ③ Logistics of Recycling Operation

       분쇄 랜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심부 혹은 독립 인 지역의 시설의 해체 된 공장에서 생성된 

오염된 콘크리트를 처리한다.

       • 해체 하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동식 시설을 설

비를 갖춤

       • 해체된 장에서 Deep Geological Repository 설비를 짓는 것이 

목 이다.

     ④ 수송

       이 시나리오는 DOVELAS 제작을 해 방사성 콘크리트를 arising 

installation 에서 DGR 장까지 드럼에 넣고 수송한다. 콘크리트 수송

거리는 600 km 이다.   

     ⑤ 배기 시스템

       방사성 물질을 분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안쪽과 바깥쪽에 압

력이 다른 특별한 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기 시스템의 주된 장비

는 집진 장치, 천 타입 먼지 필터 지와 HEPA 필터 무수 지 같은 

몇 개의 단계 일 것이다. 생산된 먼지는 집진장치에 의해 드럼에 모아

질 것이다. 

   4) Scenario 3의 경제성 평가

     이 시나리오의 경제성 평가는 오염된 콘크리트 처분과 콘크리트 재활

용 (컨테이 에 채우는 그라우트)에 하여 비교 분석 하 다.

    재활용 옵션에 련된 연합 비용 포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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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의 조작과 취

     • 생산 랜트의 투자

     • 드럼 조   처리

 ● Direct Disposal cost

Manipulation and handling of concrete  72 ECU/t

Conditioning wastes  72 ECU/t

Transport 290 ECU/t

Manufacture of Container 3,585 ECU/container

Disposal concrete container 32,250 ECU/container

Drums  64 ECU/drum

Container capacity   18 drums

Drum capacity  320 kg.

 ● Disposal cost of 5.7t of concrete

Handling, conditioning and transport  2,450 ECU

Drums (18 drums.)  1,096 ECU

Disposal  35,835 ECU

TOTAL  39,383 ECU

Total disposal specific cost 6,910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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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ushing plant

PROJECT COST

Engineering  5 Million. pts. £25,000    35,835 ECU

Civil Works 20 Million. pts.   £100,000 143 k ECU

Equipment   30 Million. pts.  £150,000 215 k ECU

Tests 2 Million. pts.  £10,000  14.3 k ECU

Radiological protection  10 Million. pts. £50,000 72 k ECU

Control  3 Million. pts. £15,000  21.5 k ECU

TOTAL   70 Million. pts.   £350,000   501.7 k ECU

Specific cost  2.6 pts/kg £13.15/t  18.85 ECU/t

 OPERATION

Workers 10 Million. pts/year £50,000/year 72 k ECU/yr

Technicians  3 Million. pts/year  £15,000/year 21.5 k ECU/yr

TOTAL 13 Million. pts/year   £65,000/year 93 k ECU/yr

Specific cost 18.6 pts/kg  £92.9/year 133 ECU/yr

 ● Energy

0.1 kWh by kg of concrete

Specific cost  0.12pts/kg £0.6/t    0.86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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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head 

10 Mill pts/year

Specific cost 14.3 pts/kg         £71/t 102ECU/t-
Manipulation & transport

Manipulation & 

handling
10 pts/kg £50/t  72 ECU/t

Conditioning 

wastes
10 pts/kg £50/t    72 ECU/t

Transport     40 pts/kg   £200/box 290 ECU/box

Drums   
 8,500 

pts/drum 
£42.5/drum 61 ECU/drum

Drum capacity 320 kg

Specific cost 86.6 ts/kg  £433/t   621ECU/t

●Dismantling crushing plant

16 Mill pts

Specific cost 0.6 ts/kg £3/t
 4.3 ECU/t-Secondary waste 

 disposal

5 Mill pts/year

Specific cost 7.14 pts/kg   £35.7/t 51 ECU/t

▶ TOTAL PRODUCTION COST   :   130 pts/kg or £650/t or 932 

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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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evaluation of Scenario 3 with Common Cost Assumptions

    이 시나리오의 각각의 주요한 단계의 비용을 요약하는데 표면에 가까운 

처분시설 과 깊은 지질학  장소 두 처분 비용을 사용하 다. 비용 분석은 

수송비용과 스크랩 운반 수수료들에 하여 공통 가정들을 포함한다. 그 계

산은 2차 폐기물 처분과 처분 이 의 최소의 감용화를 포함한 처분 옵션으

로 한다. 일부 폐기물은 super-compaction 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계산은 

패킹 도 1.2 t/m3 에 한 2 차 폐기물 처리와 1.5 t/m3에 한 직  폐기

물 처리로 가정하 다.

 ● Recycling Cost (ECU) 

Capital cost of plant  502,000

Operating costs of plant (per year) 165,000

Decommissioning costs of plant 115,000 (23% of capital cost)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secondary wastes (drums) 
 60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secondary waste (concrete)  
3,585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shallow) 
2,920,000

Total disposal charge for secondary 

waste (deep) 
 79,509,000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717 ECU/t) 
5,017,000

TOTAL (shallow)         10,208,000

TOTAL (deep)                      86,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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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osal Cost (ECU)

Cost of buying final product (each)  7 ECU/t

Costs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wastes (drums)   60

Cost of containers for disposal of wastes (concrete)  3,585

Costs for handling of wastes/scrap and transport 

(575 ECU/t) 
4,014,000

TOTAL (shallow)       13,326,000

TOTAL (deep)              256,167,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shallow disposal    :          -3,118,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deep disposal)      :        -169,371,000

4.2. DOE 콘크리트 재활용 경제성 평가 [4.4]

DOE는 원자력시설의 해체  환경복원 시 발생하게 될 콘크리트 폐기물을 

경제 이고 환경 으로 안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4.2.1 평가 방법

    D&D는 콘크리트의 양과 오염 에 의해 비용이 정해진다. 최근 DOE 

report (Contamination Concrete: Occurrence and Emerging Technologies 

for DOE Decontamination)를 보면 오염된 콘크리트의 두개의 견 이 제공되

었다. 이 견 은 콘크리트의 오염된 부분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정확하지

가 않다.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도 재활용 견 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활용 가능한 콘크리트의 총 부피를 추정

하기 한 시발 으로서 SFIA database를 사용하 다. SFIA data는 콘크리

트에 오염된 부분과 오염되지 않는 부분 모두 근하 고 이것을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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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c i l i t y S F I A  F l o o r  A r e a T o t a l  F l o o r  A r e a S c a l e - u p  F a c t o r

ORNL 747,000 3,850,000 5.15

LLNL 198,000 6,000,000 30.3

RFP 525,000 3,080,000 5.87

SRS 5,464,000 10,950,000 2

Average 10.83

Weighted average 10.11

Facility Contaminated Vol. (cf) Clean Vol. (cf) Total Vol. (cf)

ANLE 5,000 434,000 440,000

ANLW 35,000 2,804,000 2,839,000

BNL 2,000 128,000 130,000

ETEC 36,000 2,825,000 2,861,000

HANFS 1,381,000 109,071,000 110,452,000

INEL 1,050,000 82,974,000 84,024,000

LANL 61,000 4,793,000 4,853,000

LBL 18,000 1,445,000 1,463,000

"scale-up" factor를 개발하 다. Scale-up factor는 SFIA database에 floor 

area 표 설비들의 합계 floor area 비의 가  평균에 바탕을 두었고 표 4.1 

에서 볼 수 있다.

Table 4.1. Scale-Up factor 계산

   오염된 부분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의 콘크리트의 부피는 1 피트와 1 인

치 깊이의 두께에 면 들로부터 산정되었다. 오염된 부분과 오염되지 않은 

부피는 표 4.2에 나타냈다.

Table 4.2  콘크리트 부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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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NL 25,000 1,975,000 2,000,000

METC 1,000 48,000 49,000

NTS 107,000 8,470,000 8,577,000

NV 115,000 9,057,000 9,171,000

OR 2,000 165,000 167,000

ORISE 4,000 278,000 282,000

ORNL 94,000 7,462,000 7,556,000

PANTE 47,000 3,701,000 3,748,000

RFP 66,000 5,246,000 5,313,000

RSL 19,000 1,483,000 1,501,000

SNL 759,000 59,951,000 60,710,000

SRS 691,000 54,555,000 55,246,000

YI2 5,000 362,000 366,000

ZZOTH 5,000 399,000 404,000

K25 136,000 10,764,000 10,900,000

PADUC 80,000 6,320,000 6,400,000

PORTS 103,000 8,098,000 8,200,000

Total 4,847,000 382,808,000 387,652,000

   콘크리트를 취 하는 가능한 여러 방법이 D&D 과정에 있다. 그림 4.3(a)

와 4.3(b)과 같은 decision tree는 이 연구 동안에 평가되는 scenario 생성을 

수행하기 해 개발되었다. 6개의 시나리오는 decision tree를 통하여 다른 

행로들을 표 한 가장 이상 인 분석에 의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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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a) Decision tree (Part A)

Fig. 4.3. (b) Decision tree (Pa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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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Scenario 1. Decontamination by surface removal, Dispose of all 

LLW, Demolish the structure, Recycle the clean aggregate 

Fig. 4.4 시나리오 1의 흐름도

  시나리오 1은 그림 4.4에서와 같이 콘크리트의 특성을 나타내었고, 그 다

음에  콘크리트 상단 (1인치) 표면을 제염하 다.  제거된 콘크리트의 표면

에 오염된 층과 2차폐기물은 LLW disposal facility로 수송한 후 건물을 해

체 하 다. 해체된 콘크리트는 분쇄 작업을 하고 체로 분리한 다음 포장 후 

job site로 배송되어 재활용 되어진다.    

   2) Scenario 2. Decontamination by surface treatment, Dispose of all 

LLW, Demolish the structure, Recycle the clean aggregate

    시나리오 2(그림 4.5)는 시나리오 1과 거의 같다. 차이 은 오염된 콘크

리트의 표면을 제거하는 기술 보다는 표면 처리 기술의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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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시라리오 2의 흐름도

   3) Scenario 3. Decontaminate, Dispose of all LLW, Demolish the 

structure in-place (rubblize), Cap the site\

    시나리오 3(그림 4.6)의 처음 단계는 그림 에서와 같이 콘크리트의 특성

과 콘크리트 제염 (표면 제거와 처리 둘다)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은 

시나리오1,2 방법과 같다. 제염 후, 건물이 해체  rubblized 되고 그 자리에

서 cappping 된다. cap은 30년 동안 감시되고 유지된다.

Fig. 4.6. 시나리오 3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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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cenario 4. Demolish the structure in-place (rubblize), Cap the site

     시나리오 4는 그림 4.7에와 같이 나타나고 시나리오 3과 비슷한 과정 

인데 건물 해체  제염하는 과정이 제외되었다. 건물은 매우 간단하게 해체 

되고, 그 장소에서 capping 된다. 제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조각이기 때문에 

100년 정도의 긴 시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Scenario 5. Demolish the structure, Crush the concrete rubble, 

Dispose of all LLW in an On-site LLW facility 시나리오 5는 그림 4.8과 

같이 나타나고 콘크리트 특성과 시설 해체를 시작으로 하 다. 해체 후 콘크

리트 편과 버(reber)를 분쇄하고, on-site LLW facility에서 처분 하 다. 

제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조각이기 때문에 100년 정도의 긴 시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Scenario 6. Decontaminate the structure, Dispose of all LLW, 

Disposal of clean rubble as construction debris

     시나리오 6은 그림 4.9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재 실행하고 있는 

DOE’s FUSRAP에 기 로 하고 있다. 

Fig. 4.7. 시나리오 4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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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시나리오 5의 흐름도

   

Fig. 4.9. 시나리오 6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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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Cost model

  각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해 spreadsheet cost model이 개발되었다. 크게 

6가지 시나리오 방안에 하여 오염도평가, 제염, 해체, 2차 폐기물 처리, 작

업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 으며, Remedial Action Cost Engineering and 

Requirements System(RACER) v3.1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단  가

동 견 은 그 다음 기 를 형성하게 되는 콘크리트 부피, 오염 , 로젝

트 소요 기간, 운반 거리, 처분 요  시나리오 원가 견 을 개발하기 해 

합산하 다.

 4.2.3. 평가 결과

  RACER모델은 단일 구조  체 시설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4.10 에서와 같이 간 크기 건물(60,000 ft
2) 의 처리 비용 결과를 볼 수 있

다.

Fig. 4.10. 간 크기 건물의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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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5. Demolition without decontamination, recycle as On-site 

disposal facility  Scenario 2가 최소 비용 ($ 670,000) 이 들었고, 다음으로

는Scenario 6($ 870,000), Scenario 1($ 890,000) Scenario 4($ 1,100,000) 

Scenario 3($ 1,300,000) 순으로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설처리 비용에 한 경제성 평가에 한 결과를 그림 4.11

에서와 같이 볼 수 있다.

Fig. 4.11. 시설처리 비용

   시설처리 비용도 Scenario 5 ($ 170,000,000)가 가장 게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Scenario 2($ 171,000,000), Scenario 4($ 190,000,000) 

Scenario 6($ 220,000,000) Scenario 1($ 230,000,000) 순으로 비용이 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간크기의 건물과 시설평균 처리비용에 한 경제성 평가를 결과를 표 

4.3 에서와 같이 정리하 고 scenario 5가 각각 $ 670,000과 $ 170,000,000로 

가장 비용이 게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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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Cost for 

Medium Builiding ($)

Average Scenario 

Costs for Facilities ($)
Total ($)

Scenario 1 890,000 230,000,000 230,890,000

Scenario 2 670,000 171,000,000 171,670,000

Scenario 3 1,300,000 310,000,000 311,300,000

Scenario 4 1,100,000 190,000,000 191,100,000

Scenario 5 670,000 170,000,000 170,670,000

Scenario 6 870,000 220,000,000 220,870,000

Table 4.3. 표 간 크기 건물 처리 비용  시설 처리 비용 합계  

4.3. 스페인 [4.1]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 정기 인 유지, 보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방사능 오

염 물질이나 방사화된 폐기물들을 제한된 원자력 분야에서 재활용이나 재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해 국의 AEA Technology plc와 스페인의 

Empresa National de Residuos Radioactivos SA(ENRESA)가 컨소시움을 

이루 연구 수행한 결과 114,000 ton의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의 재활용 시

나리오로 재생된 콘크리트 혼합재를 방사성폐기물 장시설에서 뒷 메움재

로 사용하는 경우 직  천층 처분하는 경우보다 5천만 유로, 심지층 처분

의 경우보다는 약 2억3천만 유로를 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1. Backfilling  material로 사용

 

      재활용된 콘크리트 혼합재를 방사성 폐기물 장시설에서 Backfilling  

material로 사용하고자하는 시나리오

       ♦ 재활용 비용 (ECU)

           TOTAL (shallow disposal) : 129,178,000

           TOTAL (deep disposal) : 1,167,790,000

       ♦ 처분 비용 (ECU)

          TOTAL (shallow disposal) : 182,425,000

          TOTAL (deep disposal) : 3,503,7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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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shallow) : -53,247,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deep) : -2,335,951,000

 4.3.2. Grout/concrete로 재활용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소에서 폐기물 컨테이 를 충진하기 

한 grout/concrete로 재활용하기 한 시나리오

      ♦ 재활용 비용 (ECU)

       TOTAL (shallow disposal) : 10,208,000

       TOTAL (deep disposal) : 86,796,000

     ♦ 처분 비용 (ECU)

       TOTAL (shallow disposal) : 13,326,000

       TOTAL (deep disposal) : 256,167,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shallow) : -3,118,000

      ⇒ Cost of recycling – disposal (deep) : -169,371,000

4.4. 일본 

    NUPEC의 경제성분석 결과(표 4.4)에 따르면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성이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life cycle cost을 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하 는데 재사용 

골재 사용시 경제성을 우수한 것으로 명되었다. 

Table 4.4. NUPEC의 경제성 평가 

High-quality aggregate recovery tech(NUPEC, Japan)

경제성 평가

(Relative 

cost)

Recycled Aggregate Ordinary Aggregate

Price 1.9 1.0

Life Cycle 
Cost 3.4 4.3

[Life cycle cost = Aggregate cost + Disposal cost (o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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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

    Sellafield의 원자력발 소에서 1951년부터 사용되어온 두 개의 냉각공기 

배출용 굴뚝(chimney) 해체 시 약 4,000 ton의 콘크리트폐기물이 발생하

다. 콘크리트 폐기물은 hydraulic crusher를 사용하여 14 mm보다 작게 분

쇄하여 1m
3의 나일론 자루에 넣어 방사능을 측정하여 0.4 Bq/g보다 작을 

경우 Free release level로 취 하여 방출하 다(약 3,000 ton). 2003년 기

으로 국 BNFL 처분시설(LLW)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1645인

데, free release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는 ￡690로서 단  m3당 

약 ￡900가 약되어 체 ￡1.8millon가 약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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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방 사 성  폐기물 규 제해제를  한 재활용 시 나 리오  

방사성폐기물을 규제 해제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방사능은 일

정한 비율로 감소되며, 매립․소각․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일반 물질과 혼합

됨에 따라 방사능의 농도가 감소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해

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해서는 합리 으로 설정된 피폭경

로에서 잔류방사성물질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상되는 방사선학  향에 

한 평가가 필요하며 방사능의 제한농도를 개인  집단에 한 피폭방사

선량이 제한치 미만이 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한 각국의 규제

기   방사선학  선량평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5.1. 미국

  오염 가 매우 낮은 량의 물질(오염 토양, 유류, 장비  기기 등)을 

처분하기 하여 NRC는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의 처분을 

한 규제조항을 한 기술 인 근거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법령화 

과정을 통하여 극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한 사안별 는 일반 인 

기 에 한 조항이 이 채택되기 까지, 사업자가 극  오염토양을 제

한구역에서 주차장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안을 제시하 으며 그 상부는 향후 

아스팔트로 포장할 것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5.1].

  미국의 SAIC(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US NRC

의 탁과제로 85개 핵종에 한 규제해제 기 농도를 도출하기 한 연구

를 수행하여 NUREG-1640을 발간하 다[5.2]. NUREG-1640에는 기기의 직

 재이용, 철강의 재활용  매립, 구리의 재활용  매립, 알루미늄의 재활

용  매립, 콘크리트의 재활용  매립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 다. 

기기의 재이용 시나리오는 규제해제된 트럭의 재사용 한가지 으며 평가결

과로서 피폭 받는 일반인에 한 핵종별 선량환산인자의 실질 인 측값이 

제시되었다. 철강의 재활용  매립 시나리오는 규제해제된 철재류로 인한 

27가지 피폭시나리오를 평가하 다. 고려된 시나리오는 그림 5.1과 같이 취

, 공정처리, 장, 운반, 생산품의 사용  처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

립장 거주자에 한 4가지 시나리오가 분석되었다. 27가지 시나리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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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류를 운반하는 사용트럭 운 자  철강 제련소 작업자로 나타났다. 구

리와 알루미늄의 재활용  매립 시나리오에는 철재류에 한 평가와 같은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으며 구리류의 재활용에 한 분석 결과는 철재류의 재

활용과 유사한 결정 집단을 보여주었다. 

Fig. 5.1.  Flow of steel scrap

  콘크리트의 재활용  매립 시나리오는 규제해제된 콘크리트에 하여 7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5.2와 같이 콘크리트 시나리오의 

평가시 특이한 사항은 폐쇄된 매립장 부지의 거주자를 고려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속류 규제해제와는 달리 콘크리트 규제해제에서는 

규제해제된 콘크리트가 매립된 매립장 인근 주민에 한 피폭시나리오가 분

석되었으며 결정집단의 평가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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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Flow of Concrete rubble

5.2. 일본

  일본원자력안 원회에서는 무조건 규제해제기 을 설정하기 한 심의

에 착수하 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철강 등에 

한 무조건 규제해제기 을 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규제해제 유도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자연  사회  조건이 반 되었으며, 개인선량 기

으로 10μSv/y가 용되었다[5.3]. 폐기물의 처리 시나리오는 매립, 재활용, 재

이용 등의 시나리오가 모두 검토되었다. Clearance Level을 산출하기 해서 

고려되는 평가경로는 폐기물이 매립처분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취 이나 수송

의 법령, 실태  산업폐기물처분장에 한 법령, 매립처분장의 상황, 주변의 

자연조건  사회 환경, 는 일반 공 의 일상생활의 양태 등을 근거로 하

여, Clearance된 후에 실 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상되는 평가경로를 망

라하여 모두 포함하도록 선정하 다. 재이용에 련되는 평가경로는 상물

이 최종제품으로 이용되기까지의 취 이나 수송 련 법령  실태, 재이용의 

실태, 제품의 제조과정  이용형태, 는 일반공 의 일상생활의 양태 등을 

근거로 하여, Clearance된 후에 실 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상되는 평가

경로를 망라하여 모두 포함하도록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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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독일

  독일에서는 특정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한 물자가 조건부 규

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 규제해제 는 허가배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를 들어 폐기물 발생자가 특정 폐기물의 형태와 특성이 매립 는 

소각에만 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한된 시나리오에 한하여 일반 인 

규제해제 가 아닌 시나리오 별로 설정된 규제해제 를 용할 수 있다

[5.4].

5.4. 스웨덴

  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 는 지방 쓰 기 매립장에 처분하기 하여 원

자력시설로부터 반출될 수 있으며 매립장에 처분될 수 잇는 폐기물의 수량

은 부지 당 연간 총 방사능 1 GBq 이하로 제한된다. 폐기물 에서 유용성

이 있는 부분은 매립장에 처분하기 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괴되어야 

한다. 사안별 규제해제의 일환으로 리구역 내 생활하수처리계통에서 발생

된 슬러지로서 건조 상태에서 총 방사능이 20 GBq/g 미만인 경우 비료로 

재사용되거나 지방 매립장에 처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염된 고철

의 경우에도 용융된 후 재활용하는 방안을 사안별로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고철 용융 에 추가 제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5.5].

5.5. 국제원자력기구(IAEA)

  무조건 재사용/재활용 는 규제 상에서의 제외를 허용하기 한 면제 수

량 는 농도기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TECDOC-401에서는 15개의 핵

종에 하여 매립 는 소각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학  향을 평가하고, 

련 규제해제 를 제시하 다[5.6]. IAEA Safety Series No. 111-P-1.1

에서는 폐 속(철강과 알루미늄)  콘크리트의 재활용과 건물  장비의 재

이용에 따른 방사선학  선량평가 모델과 16개 핵종에 한 시나리오별 규

제해제 를 제시하 다[5.7]. IAEA Safety Series No. 111-P-1.1에서는 

특히 외부피폭선량의 평가를 하여 피폭선원을 그 특성에 따라 25종의 외



- 88 -

부피폭군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부류에 하여 선원의 기하학  특성  선

원으로부터의 거리를 토 로 선량환산인자를 유도하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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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문

 랑스의 CEA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를 해 네덜란드의 KEMA 사, 

그리고 국의 BNFL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65%을 방사성 폐기물 장고의 폐기물 드럼이나 컨테이 의 Encapsulation 

material, 방사성 보호 차폐물을 한 콘크리트, 제한된 장소에서 새로운 시

설의 건설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NUPEC은 환경  부담과 방사성 폐기

물의 양은 이기 해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

활용 기술에 해 연구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재활용 골재의 특성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해 Wall model과 Building model을 세워 일반 콘크리

트와 비교 평가 에 있으며, 일부 혼합재는 잡고체 폐기물의 처분을 한 모

타르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혼합재보다 고비용이지만 life cycle cost를 

고려하며 재활용 시멘트 보다 경제 인 것으로 평가하 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분리 실험에서 가장 요한 요소기술은 부분의 방사성 물

질이 농축되어 있는 미분말을 분리하는 것이다.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의 재

활용 비율을 높이기 해서는 우선 재생골재의 물질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 고도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은 실용화

하는데 필수 인 요소인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수단과 재생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해 정책 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생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골재의 품질을 해하는 주요원인인 골재의 표면

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를 골재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제 으로 제거하느냐가 핵심 인 요건이다. 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

도화 기술은 가열 분쇄방식과 마쇄 재분쇄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기술 

황을 분석한 결과, 통상의 해체 콘크리트 재생 골재 랜트에서 산출된 재

생쇄석이나 재생골재를 300oC 정도로 가열한 다음 볼 이나 슈퍼 라운더에

서 골재의 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마쇄하여 골재표면에 부착된 시멘

트 모르타르나 페이스트를 선택 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효과 인 분리기술

로 평가되었으며, 생산된 굵은 골재와 잔골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1mm 미

분말에 방사선 물질이 농축되어 제거되는 특성을 보 다. 따라서 해체 콘크

리트 폐기물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분리하기 해서는 최 의 가열온도,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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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가열 시간등의 운 변수를 실증 실험을 통해 골재로부터 미분말을 효

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 의 분리조건의 확립이 필요하다. 분리기술과 

동시에 방사성 물질이 제거된 골재의 재활용 방안 한 요한 요인이다. 

TRIGA와 핵 변환시설의 해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핵 시설의 해체 시 

발생할 막 한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은 환경 인 측면에서나 경제 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콘크리트 해체 기물에 한 재활용의 시나리오 

에서 가장 설득력있고 가능성있는 방안은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을 원자력 

시설내에 필요한 제품으로 재활용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들

의 가장 큰 장 은 핵 시설 내에 재사용함으로서  국민 홍보  국민들에 

한 반감을 이면서도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과 처리 방안은 우리에게 실히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 방 하게 발생할 폐기물의 처리에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면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분야에서의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해서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활용에 한 기술 개발과 병행하

여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에 한 규제 기 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

제기구나 이미 재활용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 과 특성을 잘 살펴 우

리 실정에 맞고 안 한 기 의 설립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

요하다 하겠다.

 재활용 분야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분석할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고, 확률을 용하는 문제에 한 근방법  추가 인 site specific 

costs를 개발해야 한다. 한 험사항, 법  요건, 사회 인 면도 고려해서 

시나리오에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비방사선학 으로 오염이 어떤 향을 주

는 가에 한 분석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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