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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배경  필요성

세계 으로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 열 의 설량이 제한치에 달하여 계

획 외 정지에 이르는 험이 높아지는 것, 열  보수를 해 직간  비용이 

드는 것, 열 의 러깅(plugging)이 증가하여 정격출력의 유지가 곤란한 것 

등의 이유로 증기발생기가 교체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  가동효율  안 성 향상을 하여 1998년 고리 1호기

의 증기발생기(2기) 교체를 시작으로 2011년에 울진 1,2호기의 증기발생기(6기)

가 교체 될 정이며, 이어  등의 원 에서도 증기발생기의 교체가 계속 이

루어질 망이다.

증기발생기는 형폐기물( 량이 약 300톤, 부피가 약 400 m
3
)로 임시 장을 

할 경우 규모 공간이 요구되는 등 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시 장 시설

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 인 리방안 마련이 시 히 필요한 시

이며, 세 을 제외하면 오염 정도가 미미하거나 제염이 용이하므로 한 처

리에 의해서 상당량을 규제면제 폐기물로 환시킴으로써 최종 처분 상 폐기

물 부피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기술의 개발  용을 

통해 증기발생기 등 원 에서 발생하는 형 속폐기물을 렴한 비용으로 안

하게 감용 는 자체처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시장의 수요

에 극 응할 수 있어 국가 /경제 으로 매우 요하기 때문에 요소기술의 

국산화와 아울러 이와 련한 국내 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련 국내 원자력 산

업체의 육성으로 시장 수요  요구에 비 필요하다.

퇴역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분기술은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

설의 유지보수  장래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속 방사성폐기물을 감용  자

체 처분하여 근본 으로 속 방사성폐기물을 감하는 기술로 일차측 화학제

염기술  이차측 화학세정(제염)기술, 화학제염  세정폐액 처리기술, 증기발

생기 외각 동체  내부구조물 단기술, 자체처분/재활용 제염기술(기계 /화

학 / 기화학  복합제염기술), 용융 제염기술  잔류방사능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 기술의 조합이 요구되며, 퇴역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

분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 수 의 기술과 경험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용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방사성 속폐기물을 규제해제한 후에 일반 산업

에 고철로서 재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원 에서 SG 등 형 속폐기물의 

다량 발생이 상되므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이들 속 폐기물의 자체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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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요건, 법령 등의 제도  지원 방안 수립에 기술  자료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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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보고서 내용

본 기술 황분석 보고서는 원  퇴역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분을 한 

기술 개발을 한 사  비 작업으로 증기발생기 처리  각 단 요소기술에 

한 사례 분석을 심으로 구성하 다.

  본 보고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처리 국내외 사례 분석

   • 단 기술 개발 황 분석

   • 국내외 여건 분석

  본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원자력선진국의 증기발생기 처리 사례

에 한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분을 한 

단 기술 개발 황에 하여 분석하 고, 4장에서는 국내외 속폐기물 발생

황과 시장규모, 그리고 세부 기술별 국내 수  평가 등 국내외 여건분석으로 구

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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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증기 발생기 처리 사례

증기발생기는 터빈 발 기를 운 하기 한 증기를 공 하는 열교환기이다. 

증기발생기 내의 1차측 냉각 순환로에서 2차측 순환로로 열이 달되며, 각각의 

순환로에 있는 냉각수는 서로 격리된다. 증기발생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물질로는 세 , 습분 분리기, 열  지지 , 보조 수 시스템, 상부 열  다

발 지지 , 습분 건조기, 증기 출구 노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이 오염되었

을 경우 제염, 단 등의 여러 공정을 거쳐 효율 이고 안정하게 증기발생기가 

운 될 수 있도록 한다[2-1]. 아래 그림 2-1은 벨기에, 스웨덴 등 국외 증기 발생

기 처리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 2-1. 국외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 처리 사례



- 6 -

제1  벨기에

2002년 4월, BR3(Belgian Reactor 3) 증기 발생기( 량 30톤, 길이 8m)와 

MEDOC(MEtal Decontamination by Oxidation with Cerium) 공정을 연결하여 

속폐기물의 80%를 무구속 방출 단계까지 처리하여 고철업자에게 매하고, 

나머지 20%는 용융 후 무구속 방출 단계까지 처리한 실 이 있다[2-2]. BR3 증

기 발생기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 간 운 되었으며, 퇴역 증기 발생기를 

안 한 단계로 처리하기 해 1991년부터 체 반응기의 일차  제염을 실시하

다. 그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 set에 걸쳐 해체를 실시하 으며 보조 순

환 장치의 해체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하고 해체 시 발생하는 여러 

속 조각의 제염은 물리  방법인 건/습식 연마제염과 화학  방법 등을 이용하

여 실시하 다. BR3의 해체는 유압식 로 과 함께 조합된 HPWJC(High 

Pressure Water Jet Cutting) tool  수냉각 방식의 다이아몬드 이블의 두 가

지 단 tool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그림 2-2. Main circulation loop between SG and MEDOC 

facility

BR3의 수실과 세  등의 제염에 실시한 MEDOC 공정은 Cerium(Ⅳ) 이온의 

산화력을 이용한 공정으로 산화제로 Ce(SO4)2와 O3을 사용하여 오염물 처리뿐

만 아니라 제염제의 지속 인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이다. 산화제로 쓰인 

Ce(SO4)2와 O3의 장 을 알아보면, Ce(Ⅳ) 이온은 공정 내에서 산화/환원 단계

와 몇 차례의 순환이 필요한 단계별 공정과 비교해볼 때 한 단계로 제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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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빠른 부식속도로 산화막과 base metal을 용해시켜 처리를 용이하게 하

며 제염 후의 Ce(Ⅳ) 이온의 화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소

비된 Ce 이온(Ⅳ→Ⅲ)의 재생을 해 주입되는 O3은 통제지역의 외부에서 소멸

되어 비방사성 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 인 운  조건에서는 수소가 발

생하지 않아 폭발성 등과 같은 험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독성 가스이지만 강

한 냄새로 인해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산화제를 이용하여 제염 처리한 

속의 80%는 0.1 Bq/g (60Co에 해) 이하 수 까지 낮추어 고철업자에게 

매하 고, 나머지 20% 한 용융 공정을 거친 후 1 Bq/g 이하까지 낮추어 무

구속 방출하 다[2-3]. 그림 2-2는 BR3 증기 발생기에 MEDOC 공정을 연결하여 

처리 흐름을 나타낸 도식도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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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독일

Gundremmingen 지방의 KRB-A 원자로의 증기발생기는 1966년에 운 되어 

1977년에 운  지하 으며, 본격 인 해체는 1983년부터 시작하 다. KRB-A

의 증기발생기의 부피 감소  자체 처분을 한 단기술로 “Ice-sawing" 기술

을 개발하 으며, 3기의 증기 발생기 수실을 기화학  제염을 통해 20,000 

Bq/cm
3
에서 무구속 방출 단계까지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총기의 1.5% 만이 최

종 방사성 폐기물로 발생하 다. 

"Ice-sawing" 기술은 Shut-down 냉각기와 같은 열교환기 이차측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일차측을 통해서 찬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술로 찬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 냉동시킨 후 한 band 톱으로 상 설비를 단한다. 단된 조각 

속의 무구속 방출을 하여 인산 해질을 사용한 해 제염을 수행하 으며 

제염 후 잔류 방사능을 측정하여 무구속 방출 단계를 확인하 다. 한 비교  

선량이 높은 열 교환 열 은 고압 압축처리를 해 유압식 gripping 장치

가 설치된 원격 조작 유압식 vehicle을 사용하여 드럼에 포장하 다. 다음 그림 

2-3은 KRB-A의 Ice-sawing 기술의 도식도를 나타낸 것이다[2-5].

그림 2-3. KRB-A Ice-sawing concept



- 9 -

제3  스웨덴

스웨덴의 Studsvik에서는 증기발생기의 내부의 각 구성 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개념  방법을 확립하 고 Ringhals 원 에서 교체한 증기발생

기를 용 단 cell 내에서 원격으로 단  건식 연마제염을 수행하여 총 

310톤의 속폐기물  88% 정도의 288톤 무구속 방출하 다. 1980년  반 

이래로 Studsvik의 용융 시설에서 오염된 조각 속  기기의 ․후 처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제염  단을 한 다양한 차들이 개발되어 지속 으로 

용되었으며, 2005년에 Ringhals 원 에서 교체된 량 300톤인 웨스 하우스 

모델 증기발생기를 처리하여 80% 이상을 무구속 방출  재활용하고 열  다

발은 처분을 한 폐기물로써 용융 는 고압 압축으로 최 한 감용 처리하

다. 다음 그림 2-4와 그림 2-5에 Studsvik 원 의 구성 성분 별 처리 단계와 폐

기물 처리 개념에 해 나타내었다[2-6].

그림 2-4. Studsvik moves up the chain

그림 2-5. Steam generator waste treatmen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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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미국

미국에서는 1979년 Surry2 원 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이래 2005년 3월 

재까지 75개 원 에서 218개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실 이 있으며,  

EnergySolution사는 미국 내 다수의 퇴역 증기발생기 처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

다. 최근 2008년 재 EnergySolution사는 major east coast nuclear utility 

company로부터 8기의 퇴역 증기발생기에 한 포장, 운송  처분 비용으로 

23.8백만 달러를 수주하 다. EnergySolution사 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처리를 

해서 Tennessee주 Memphis에 있는 처리 시설 내로 증기발생기를 인수하여 증

기발생기를 일차 으로 제염한 후 단하고, 단된 증기발생기 부품의 재활용

을 하여 Bear Creek 시설로 운송한 다음 속 조각들을 더 작게 단하고 용

융하여 차폐블록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EnergySolution사의 증기발

생기 처리 공정은 증기발생기의 화학 제염, 단, 단된 조각 속의 재활용 

제염, 조각 속의 용융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사용한 기술을 국가 별로 간략히 정리해 본 결과, 벨기

에에서 이용한 BR3 증기발생기 제염을 한 MEDOC 공정, 독일의 KRB-A의 

증기발생기 단을 한 “Ice-sawing" 기술, 스웨덴의 Ringhals 원 의 해체 작

업을 한 방사성 출 농도에 따른 단계별 처리 방법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

술들의 각각의 장․단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퇴역 증기발생기의 처

리 기술 선택이 요하다. 근자에 처리할 국내 퇴역 증기발생기 의 처리 시 평

가할 항목으로는 작업자의 피폭량 최소화, 퇴역 증기발생기에 확보 가능한  제

염  해체 기술의 종류, 시간, 비용, 도입한 기술을 토 로 한 기술개발의 가능

성 등 많은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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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단 기술 개발 황 분석

제1  처리 시스템 구성

그림 3-1-1. 단 기술 구성도

1. 방사능 측정  평가 기술

형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향의 폐기물이 발생된다. 이들 의 부

분은 제염을 통하여 규제해제가 가능한 정도의 아주 경미한 오염도를 갖는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측정 기술이 요구된다.

2. 처리 제염기술 (이차 폐기물 처리 기술)

퇴역증기발생기 처리를 한 수송  단 등의 1, 2차측 내부 표면에 부착된 

방사성 CRUD 등 부식산화물의 탈리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작업자 피

폭 감을 한 제염기술을 말한다.

3. 단 기술

일반 으로 구조물 표  단기술로는 열  단기술, 기계  단기술, 그

리고 폭  기술 등이 있다. 열  단기술 방법으로 라즈마아크 단, 아크소 

단, 아크가우징가스 단, 그리고 이  단이 있으며, 기계  단기술 방

법으로는 디스크커터 단, 길로틴스  핸드소 단 등이 있으며, 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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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는 성형 폭약 단이 있다.

4. 재활용 제염기술

세 된 증기발생기 외곽 동체  내부구조물(특히 열 )의 규제해체를 한 

표면오염 제거기술을 말한다.

5. 응용 기술

형상이 다양하고 표면 오염이 불균일한 속폐기물의 최  감용 효과뿐만 아

니라 제염후 잔류방사능 평가와 속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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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방사능 측정  평가 기술

원자로 등과 같은 형 구조물의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량의 폐기물이 발생

된다. 이들 의 부분은 제염을 통하여 규제해제가 가능한 정도의 아주 경미

한 오염도를 가진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잔류방사능 측정이 필요하다. 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환하기 해서는 재활용  처분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피폭을 평가하여 안 성을 입증하여야한다.

발생한 폐기물을 규제해제 폐기물로 환하기 하여 제염을 실시하기 에 

오염특성을 악하고, 그 후에 확인측정 등을 통하여 합리 인 방사능 측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스코어핑크측정, 상세측정의 2단계를 수행하여 제염범 를 결

정하고, 제염작업 후에는 확인측정을 통해 원자로의 운 으로 인해 발생된 방사

성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표면오염 측정

방사성 표면오염은 일반 인 방사성 오염의 한 형태이며 표면오염한도는 방

사선 리구역의 운 과 방사성 물질의 운반, 방사선 리구역으로부터의 물품 반

출에 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자력시설의 제염  해체를 한 

규제해제 기 의 설정, 처분장의 건설․운 에도 한 고려되어야 할 기 이다.

방사성 오염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오염의 상과 분포형태에 

따라 공기 오염, 수질오염, 표면오염, 인체오염 등으로 분류되며 개 어떠한 공

간 혹은 매질에 원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분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 

오염의 형태 가운데 표면오염이란 구조물, 공간 물체 는 인체 등의 표면에 원

하지 않는 곳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3-2-1].

표면오염은 비고착성(non-fixed) 표면오염과 고착성(fixed) 표면오염으로 구성

되며 고착성과 비고착성 오염도의 합을 ‘총표면오염도’라고 정의한다. 비고착성 

오염은 제거성(removable) 는 유리성(transferable, smearable, loose) 오염이라

고도 하며 제거성 표면오염이란 보통의 작업조건에서 제거할 수 있거나 이될 

수 있는(transferable) 오염, 한 압력을 주어 문지르는 스메어 테스트(smear 

test, wipe test)에 의해 표면의 방사성물질이 스메어 물질(smear material)로 

달될 수 있는 오염, 는 평범한 , 닦아냄, 솔질, 세척 등 비 괴 인 방법

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으로 정의된다

[3-2-2][3-2-3][3-2-4].

고착성 표면오염의 정도는 오염물질의 입자크기와 상태, 매질 표면의 특징(갈

라진 틈이나 이음새, 거칠기, 액체의 침투, 흡수성, 도 등), 온도․습도, 환기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거성 오염이 되기도 

하고 체 오염이 되기도 한다. 고착성 오염과 제거성 오염이 혼합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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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고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착성과 제거성 오염은 동일하

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3-2-5].

고착성 오염에 의한 피폭경로는 베타, 감마선에 의한 개인 외부피폭과 피부피

폭인 반면 제거성 오염에 의한 피폭경로는 베타, 감마선에 의한 개인 외부피폭

과 방사성물질의 공기  재부유(resuspension)로 인한 흡입, 손을 통한 소화기

으로의 섭취, 공기  방사성 오염물질 환경(submersion)에서의 외부피폭 등 

4가지 경로가 있으며 특수한 경우로 상처를 통한 체내로의 침투가 있을 수 있

어 제거성 오염은 고착성 오염에 해 체내피폭의 경로가 추가된다.

가. 직  측정법

표면오염의 치와 정도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는 팬 이크 검출기

(pancake probe) 형태의 GM 계수기 측정기 등을 이용한 스캔 측정법과 정지 

측정법(scans and static measurements)으로 오염 치 확인과 총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직 측정법이 있으며, 측정 상 표면을 문지르는 방법 등으로 제거성 

오염의 존재여부 는 그 정도를 평가하는 간 측정법이 있다. 스메어법으로 

표되는 간 측정법은 제2차 세계   맨하탄 로젝트 수행 당시 알  측정

기가 부족했던 작업장과 실험실의 루토늄 오염여부를 악하기 해 궁여지

책으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주로 제거성오염의 정성  평가와 선원의 설

여부를 확인하기 해 사용되었다[3-2-6].

벨기에의 SCK-CEN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의 규제해제를 목 으로 몇몇 

hand-held monitor를 개발하 고, 직   간  측정(smear tests)을 이용한 표

면오염 측정을 수행되었다[3-2-7].

표면 모니터링 기기의 이 은 사용의 단순함, 장비의 낮은 비용, 베타/감마와 

알 에 한 좋은 검출 한계이다. 모든 상용 표면 모니터링 기기는 베타/감마

에 해 0.1 Bq/cm
2
 그리고 알 에 해 0.01 Bq/cm

2
 범 의 검출한계(평균 

100 cm2)를 보인다. 이 정도의 검출한계는 측정 가능한 외부의 hot spot을 검

할 수 있다.

Gross 감마 계측으로 측정된 물품들은 hand-held 측정의 근거로 이미 배출되

었다. 실제, 내부 차에 따라, 혹여 내부 표면이 오염된 폐기물은 사용 이력을 

악하여 폐기물 차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와 밸 는 분 학  측정에 한 필요 없이 표면 측정에 의해 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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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GM 계수기와 팬 이크형 검출기 헤드

한, 일본의 NUPEC에서는 표면오염을 측정하기 해 측정 상 표면 에 

검출기를 놓아서 베타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베타선을 측

정함으로써 표면 오염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오염 분포의 확인과 최종 조사에 

효과 이다. 이 방법에서는, 얇고 가벼운 검출기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얇은 라스틱 섬 체와 wavelength sift bar 그리고 작은 증배 으로 구성된

다. 두 개의 layer type 검출기는 백그라운드를 보정할 수 있다. 부분이 감마

선인 백그라운드가 1st layer 계수치에서 2nd layer 계수치를 제외시킴으로써 

여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비록 큰 사이즈의 검출기라도 hot spot을 측정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모양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우 얇은 라

스틱 섬 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가볍다.

이 방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로는, 두 layer 구조가 백그라운드 

보정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검출기는 매우 가볍고 다양한 모양에 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array-형 구조는 10 cm 단 의 평가가 가능

하다.

측정 장비의 배치는 그림 3-2-2에 있는데, 이는 벽에서 수동 측정을 한 것

이다. 벽 모양은 laser distance sensor로 측정된 다음 측정을 한 이 컴퓨

터로 계산된다. 그런 다음, laser pointer가 측정 치를 표시한다. 모든 자료들

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 결과는 지도로 표시된다.

그림 3-2-2. 벽면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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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바닥 오염도 

자동측정 시스템

그림 3-2-3은 이동식 자동화 바닥 측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U.S.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와 공동연구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ORNL이 개발한 mobile automated characterization system (MACS)에 NUPEC

의 검출기를 결합하 다.

그림 3-2-4는 Tokai NPP의 백그라운드 측정 결과를 보여 다. 백그라운드 변

동은 백그라운드 보정에 의한 것보다 반 이하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3-2-5

는 표면 방사능 도에 따른 개발된 검출기의 검출 하한을 보여 다. 백그라운

드 변동이 5 %일 때, 수 십 간 0.3 Bq/cm2보다 낮게 검출될 수 있다.

그림 3-2-4. Measurement 

result in Tokai NPP

 

그림 3-2-5. Detection Limit

나. 체  측정법

일본의 NUPEC에서는 시설의 심에 검출기를 놓고 감마선을 측정하는 체  

측정법을 개발하 으며, 이는 주로 최종 조사에 이용된다. 이 방법은 방의 심

에 콜리메이터와 차폐체 없이 Ge 검출기를 설치하여, 방 체의 평균 표면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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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리구역과 그 밖의 지역을 release 할 

때에, 남은 오염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기 한 최종 측정을 한 것이다. 이 방

법을 이용하는 장치는 그림 3-2-6에 있다. Ge 검출기는 휴 용이고 상 효율 

120 % 높은 검출 효율을 가진다. Ge 검출기의 검출 효율이 검출기의 후방에서

는 감소하므로, 방의 한쪽을 측정한 다음 다른 쪽을 측정한다. 그림 3-2-7은 검

출하한과 측정 시간과의 계를 나타낸다. 평가 상태는 방 크기가 5m × 5m × 

5m이고, Co-60이나 Cs-137이 방 체에 균일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규제해

제 의 약 1/10 이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체  측정 장치

  
그림 3-2-7. 검출하한값

2. 방사선 장 측정 기술

제염해체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를 해서는 방사성 동 원소를 확인하고 

방사능을 정량하기 한 감마선 확인과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

은 계획 수립을 하여, 제염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기 해, 그리고 D&D 과정 

동안 생성된 물질의 2차 오염을 결정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3-2-8. IS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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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은 Canberra 사에 의해 개발된 장 방사능 측정 시스템인 

ISOCS(In-situ Object Counting System)인데 방사능 물질의 형태와 양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설계된 휴 용 Ge 검출기이다. 장에서 실시간으로 방

사능을 정량 분석함으로써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비용에 비하여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미국의 ANL-East (Argonne National Laboratory-East)는 Chicago Pile-5 (CP-5) 연

구용 원자로에서 ISOCS의 유용성을 시험하 다. 이는 DOE의 LSDDP(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ANL의 

CP-5 해체에 용하여 별 다른 문제없이 수행하 다. ISOCS는 장에서 직  

방사능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가 쉽지만 능숙하게 운 하기 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재 장에서 방사능 농도를 직  측정하기 한 다양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실험실에서 분석할 때 많은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실험실 측정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 시료채취 시 어려움 : 작업자 안 사고 험, 고  방사능 구역 근 불가

- 시료채취  조제의 장기간의 소요시간

- 효율 교정의 어려움 (측정 시료별 효율 교정)

- 복잡한 구조물에 하여 측정 불가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휴 용 감마핵종분석기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방

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낮은 검출하한값(MDA)  다양한 핵종  고  

백그라운드 역에서의 핵종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휴 용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을 시험하

으며, 표 으로 Barnwell Fuel Processing Facility에서의 배  오염도 측정, 아래

의 그림 3-2-9와 같은 형 구조물의 Free Release 측정(Tihange NPP, Belgium)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 3-2-9. 형 구조물의 Free Releas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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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성 폐기물의 자체처분

“자체처분”이란 원자력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에서 방사성물

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에 해 방사선학 인 규제를 용하지 않고 일반 

산업폐기물로서 매립, 소각 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방사성물질의 방사선학  향이 사소하거나 는 이에 한 규제 리

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개념은 규제배제, 규제면

제 는 규제해제라는 용어로 표 하고 있다.

규제배제(Exclusion)란 방사선원 는 행 에 한 규제 리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이며, 우주선(Cosmic Rays)  체내

에 존재하는 K-40 등이 그 표 인 사례이다. 한편 규제면제  규제해제는 방

사선원(Radiation Sources) 는 행 (Practices)와 련된 방사선학  향이 미

미하여 이를 규제 상에서 제외한다는 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규

제면제는 지 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사선원 는 행 를 처음부터 규

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이며, 규제해제는 

기존에 규제 상이던 방사선원 는 행 를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규제면제 

개념의 용 상은 주로 소량단일선원(연구용 추 자, 교정선원 등)이며, 규제

해제 개념의 용 상은 주로 량의 혼합선원( 규모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

는 방사성폐기물)이 된다.

가. 자체처분 련 국내외 규제 황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은 1970년 발간된 

ICRP 13에서 처음으로 개 선원의 규제면제 개념에 하여 공식 으로 언 하

으며, ICRP 25 (1977)에서는 삼 수소의 무시할 수 있는 방사능 농도를 37 

kBq/g (1 mCi/kg)로 기술한 바 있다. ICRP 46 (1985)에서는 고체방사성폐기물

의 처분에 한 본격 인 지침을 최 로 발표하 으며, 동 문헌에서는 연간 개

인선량 10 μSv/y  연간 집단선량 탁 1 person․Sv/y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기 으로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발간된 ICRP 60에서는 규제 상에서 제외하

는 개념에 하여 ICRP 46의 권고안을 부분 수용하 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잠재 인 피폭도 고려해야 함을 언 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선량이 

낮은 경우 집단선량을 무시하려는 행의 부 함을 지 하 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는 IAEA-SS-111-P.1.1 (1992)에서

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물질의 재활용  재사용과 련된 개인  집단

선량의 평가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IAEA-TECDOC-855 (1996)에는 고체 방사성

폐기물의 규제해제 기 안이 핵종별로 제시되었다.  IAEA-SS-115 (199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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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면제  규제해제 개념이 정의되었으며 핵종별 규제면제기 (농도  총방

사능)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발간된 IAEA-SS-ST-1 에서는 IAEA-SS-115에 제시

된 규제면제 기 을 그 로 채택하고 있으며, IAEA-TECDOC-1000 (1998)에서는 

산업계, 연구계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규제해제와 련된 기 을 제시

하고 있다.  IAEA는 Safety standard series No RS-G-1.7(2004) 규제배제/면제/

해제기  개념의 표 2.4-1은 재 국제 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제면제/해제에 

개념  폐기물을 Bulk Material로 구분하여 핵종별 규제해제농도 기 을 제시

하 으며, 재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기 을 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 규제해제의 개념과 선량기 을 명시한 EU Directive 

96/29(기본안 기 )를 2000.05.13 까지 회원국별 법령체계에 반 하도록 결정하

다. 그러나 2000.08 까지 EU Directive 96/29 조항에 한 법령 반 이 종료

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재 많은 EU 회원국에서 이를 이행하기 

한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은 Euratom Treaty에 따른 각종 EU Directive의 이행 등 각종 방사

선방호에 한 안과 련하여 Radiation Protection Reports (EC RP)를 발간

하고 있다. 다음 표는 지 까지 발간된 규제해제에 한 EC RP 보고서의 목록

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일반 규제해제농도기 을 권고한 EC RP No. 122는 많

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령 체계에 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상되고 있다.

랑스는 아직까지 EU Directive (96/26/Euratom)의 기본안 기 을 자국 법

령에 반 하지 않고 있다. 규제해제 개념에 한 일반인과 환경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랑스 원자력산업계는 련 규제체계가 명확해지기 까지 일반 인 

규제해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별 인허가를 통한 규제

해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부터 DSIN(French Nuclear Safety 

Authority)은 극 폐기물의 합리 인 리방안을 도출하기 한 작업반에 

주도 으로 참여하 으며, 동 작업반이 개발한 법령은 1999.12.31 서명되었다. 

신규 제정된 법령에서는 폐기물 발생자로 하여  폐기물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DSIN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라 각 시설별로 "일반폐기

물"이 발생되는 구역과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는 구역으로 지역구분 (Zoning)

을 이행하도록 요건화하고 있다. 한 이러한 지역구분을 수행할 때에는 시설의 

설계  운 이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생성, 특성분석, 수량, 모든 부

류의 폐기물에 한 감시방법, 리 행, 차 그리고 임시 장시설에 한 사

항을 계획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 랑스는 규모 원자력시설 운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하여 규제해제기 을 도입/ 용하고 있

지 않으며 향후에도 Zoning(Nuclear zone, Non Nuclear zone)으로 구분하여 

규제 상 폐기물과 규제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을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특정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한 물자가 조건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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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 규제해제 는 허가배출에 해당하는 것이

다. 를 들어 폐기물 발생자가 특정 폐기물의 형태와 특성이 매립 는 소각에

만 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된 시나리오에 한하여 일반 인 규

제해제 가 아닌 시나리오별로 설정된 규제해제 를 용할 수 있다. 를 

들어 특정한 핵종의 일반 인 규제해제 가 0.1 Bq/g이더라도 매립 는 소

각에 한 규제해제 는 4 Bq/g, 재활용을 한 속의 용융에 해서는 0.6 

Bq/g 등으로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기 치가 용될 수 있다. 재 방사선방호

령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제해제의 용 상을 "매립장 는 소각장에서의 

고체폐기물 처분"  "철거만을 고려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국은 " 리방사선규정 1999"를 통하여 EU Directive (96/26/Euratom)를 이

행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한 사항은 "방사성물질법 1993"에 따

라 규제하고 있다. 행 규제면제  규제해제 련 조항에 한 평가결과 개인

선량기  10 μSv/y와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짐에 따라 "방사성물질

법 1993"은 개정되지 않았다.

원자력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서 고체상 물질의 규제해제 는 인공

방사성핵종에 하여 0.4 Bq/g이다.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고체상 물질의 규

제해제 는 11.1 Bq/g (우라늄), 2.59 Bq/g (토륨), 0.74 Bq/g (납), 0.37 Bq/g 

(Ra, Pa, Ac, Po 등 기타 천연방사성핵종) 등이다. 이러한 규제해제 는 원자

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비원자력산업계에서도 용할 수 있다.

규제면제령 (Exemption Order)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고체상 물질

의 규제해제를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다: 에 나열한 핵종의 경우 14.8 

Bq/g, 희토류 속  Ce, Gd, Zr 등은 37 Bq/g. 이러한 조항은 모든 산업계에

서 용할 수 있으나, 특히 NORM 산업계에서 일반 으로 용된다. 한편 국

에서는 표면오염도 기 치를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 일본은 미량의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재활용하기 

한 일반 인 기 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해제의 법령화를 한 

연구  심의작업이 체계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원자력안 원회 산하 문분과회에서는 1999년 경수로와 가스냉각로에

서 발생된 폐기물에 한 규제해제기 (안)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2001년에는 

수로와 고속증식로에 한 규제해제기 (안) 보고서를 발간하 다. 한 규제

해제의 합성 검토방안에 한 보고서도 함께 발간되었다. 규제해제 는 원

자력안 회 보고서에 제시된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규제해제

기 은 IAEA SS RS-G-1.7에 제시되어 있는 핵종별 농도기 을 부분 받아들

여 재 용하고 있다.

US NRC는 1990년 BRC (Below Regulatory Concern) 정책성명을 발표함으로

써 규제해제 개념의 본격 인 시행을 계획하 으나, 환경단체와 일반인의 반

로 인하여 이듬해 정책성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4년까지는 사안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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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일부 고체폐기물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 허가된 사례가 있다.

재 US NRC는 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고체상 물질의 규제해제를 극히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표면오염 고체폐기물은 Reg. 

Guide 1.86에 따른 오염도 조사결과 자연방사선 를 과하는 방사능이 검

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비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표면오염 고체폐기물은 Reg. Guide 1.86 Table I에 제시된 수  미만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US NRC는 사업자로 하여  잔류방사능을 제

거하기 한 합리 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 NRC는 BRC 정책성명을 철회한 후 1994년부터 규제해제기 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재개하 으며, 1999년 NUREG-1640의 발간을 통하여 도출된 농도

기 (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일반인과 산업계의 다양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재 국립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주도로 검토를 재수행하고 

있다. 미국 보건물리학회는 규제해제를 한 사  선별기 에 한 산업기술기

 ANSI/HPS-N13.12 (1999)를 발간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기 이 동 기

을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국의 규제해제농도기 을 비교하여 아래 표 3-2-1과 

같이 제시하 다.

핵종

EC

RP-89
IAEA

(RS-G-1.7)

German

RPO

US

NUREG-1

640

(2003)

[Steel]

Reuse 

metal

Rcycling

metal

Uncondition

al

Recycling 

Metal

농도 Bq/㎠ Bq/g

H-3 10,000 1,000 100 1000 1000 5.3E+02

C-14 1,000 1,00 1 80 80 3.1E+02

Fe-55 1,000 10,000 1,000 200 10000 2.2E+04

Co-60 1 1 0.1 0.1 0.6 1.9E-01

Cs-137 10 1 0.1 0.5 0.6 6.3E-01

U-234 1 1 1* 0.4 2 7.1E-01

Pu-242 0.1 1 0.1 0.04 0.3 3.1E-01

Am-241 0.1 1 0.1 0.05 0.3 5.6E-01

표 3-2-1. 핵종별 규제해제 농도기  비교

* Natural Uranium(radionuclides of natural origin)

국내 원자력법에서 자체처분을 “원자력 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 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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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각, 매립 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리고 원자력법시행규칙 제 86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4호 ‘방사성폐

기물의 자체처분에 한 규정’에서 20여개의 단반감기 베타/감마 방출핵종에 

한 규제해제 농도를 명시하고 있고, 의 20개 핵종 이외의 기타 방사성핵종

의 경우 개인에 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 미만이고 집단에 

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 man.Sv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체처분 차는 원자력 계시설사업자가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처

분계획서에는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표면선량율과 함유된 방사성물질

의 종류별 수량, 농도, 부수 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자체처분 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원 연료(주) 미량의 우라늄으로 오염된 NaF 폐기물에 

한 자체처분이 처음 시행되었고, 원 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1995년에 최 로 시

행되었고, 2000년 이후 련 규정  법규의 정비를 통해 본격 으로 자체처분

이 시행되고 있다. 신청건수는 2003년 4건(약 1640 ton) 2004년 10건, (약 972

톤), 2005년 14건(약 353톤)으로 해마다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주요 

신청기 은 한수원(주), 원 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며 주요 상폐기물

은 토양과 콘크리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기정화계통에서 발생된 폐 여과기 

임  활성탄, 폐수지, 함석류, 목재, 면류  종이류가 이에 포함된다. 처분

방법은 부분 매립되고 있으며, 속류의 경우 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그림 3-2-10. 원 연료 속폐기물 

자체처분

  그림 3-2-11.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자체처분

나. 방사선/능 측정

원자력시설의 운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하여 규제해제(자체처

분)를 해 핵종별 처분제한치 이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규제해제의 개념은 

방사능 농도  그 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핵종별로 매우 낮은 농도를 함

유한 폐기물에 하여 용된다. 상 폐기물에 한 평균농도의 합리 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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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시료채취  평균화 방법론, 련 농도기 의 만족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기기  측정방법에 따른 최소검출농도 (MDC;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를 확보하는 방법론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방사선/능 측정을 한 국제 인 기 으로 발간된 문헌을 아래와 같다.

•Measurement methods (e.g. ISO 7503-1 to 7503-3 on estimating surface 

contamination);

•Measuring instruments (e.g. IEC 325:1981 on alpha, beta and alpha-beta 

contamination)

•Meters and contamination monitors (IEC 846:1989 on beta, X and gamma 

radiation dose  equivalent and dose equivalent rate meters for use in 

radiation protection)

•Measurement uncertainty (e.g. ISO/DIS 11929-1 to -8 on determining the 

decision threshold and detection limit for ionizing radiation measurement)

일반 으로 자체처분을 해 그 발생원별로 폐기물을 구분하고, 사용이력  

오염 황 등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폐기물을 구분하여 선원항을 정립한다. 자체

처분을 한 폐기물에 하여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직 /간 (Smear))  선

정된 방사선원항에 따라 각 핵종별 분석방법을 용하여 그 농도를 분석하게 

된다. 아래의 표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핵종별 분석방법을 제시하 다.

분석방법 핵종

Alpha Spectrometry U-233/234/235/238, Pu-238/239/240/241, Am-241 등

Beta counting Sr-90, Tc-99 등

Gamma or X spectrometry Fe-55, Ni-63, Co-60, I-129, CS-137, U-235, Am-241 등

Liquid scintillation H-3, C-14, Ni-63, Sr-90, Ra-226, Pu-241 등

ICP/MS Tc-99, I-129, U, Th 등

Mass spectrometry U-233/234/236/238, Pu-238/239/241/242 등

표 3-2-2. 일반 인 핵종별 분석방법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농도는 Gamma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일반 으

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알   베타방출 핵종의 경우 화학 인 추출  정

제과정을 통해 핵종을 선택 으로 분리하여 LSC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은 그 과정에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된다. 그래

서 많은 국가에서는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개발하여 폐기물에 용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를 들어 측정이 어려운 Fe-59  Ni-63의 경우 상

으로 측정이 용이한 Co-60의 농도와 상 계가 있으며, Sr-90의 경우 Cs-137의 

농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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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폐기물의 경우 표 시료를 확보하기 한 균질성  평균화의 용

방안에 한 평균화가 허용되는 최  질량 는 면 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

한 수치는 물질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물질에 합한 평균화 차를 수립해야 

한다. 무조건 해제에서는 당해 물질이 완  분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분해된 해당 물질의 조각이 해제기 을 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료의 채취  분석시 평균화가 허용되는 폐기물의 최  질량 는 면 을 감

소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Reg. Guide 1.86 

 DOE Order 5400.5 등에서는 표면오염에 하여 평균화가 허용되는 최 면

을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염 가능한 농도의 측정시에는 100 ㎡에 

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의 체 면 에 한 측정이 불가

능한 큰 체 /면 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시료채취 차를 포함하여 측정 최

화를 한 한 통계  방법을 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반 으로 평균화

가 허용되는 최  수량을 200 kg 는 200 L 정도의 기 을 사안별로 용하고 

있다. 스웨덴 Studsvik의 경우 아래의 그림 3-2-12와 같이 속용융 후 시료채취

는 용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 mold에 부어 원 형의 시료를 분리하여 측

정하고 있다. 

 

그림 3-2-12. Studsvik의 용융후 속시료 채취과정

최근에 규제해제 상 폐기물을 측정하기 하여 용량의 측정장비를 개발 

용하고 있고, 시료채취 과정 없이 직  장에서 측정 가능한 ISOCS 등의 장

비를 이용하여 방사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13과 같이 독일의 RWE NUKEM에서는 24개의 면  섬 검출기가 

장착된 measurement chamber 내부에 수백 kg 폐기물의 총감마 방사능을 측정

할 수 있는 Release Measurement Facility (RMF)를 제작하 으며, 모든 측정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20″ 컨테이  내부에 설비를 장착하여 다양한 해체 장

에서 이동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100 kg ~ 1 Ton까지 측정이 가능하

며 1일 10 Ton 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주요 측정 상을 감마방출 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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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NUKEM의 Release Measurement Facility (RMF)

일본의 NUPEC에서는 해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 clearance level 측

정하기 한 장치를 그림 3-2-14와 표 3-2-3과 같이 개발하 다. 크기는 70cm × 

20cm인 두 개의 라스틱 섬  감마선 계측기가 있다. 그리고 두께가 10cm인 

lead shield는 각각의 검출기 주 에 설치되는데, 단, 검출 양 은 제외된다. 측

정 시에 폐기물은 컨테이  안에 넣으며, 두 가지 크기의 컨테이 가 비된다. 

따라서 두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컨테이  크기에 당하게 변할 수 있다.

그림 3-2-15는 작업처리량과 테스트 결과로 평가된 검출 하한의 계를 나타

낸다. 평가 상태는 주로 오염 핵종이 Co-60이라는 것과 bulk density가 1 m
3
 의 

컨테이 에서 1 g/cm3이다. 따라서 그 장치가 목표 를 만족한다는 것을 증

명하 다.

그림 3-2-16은 shield box 내의 Ge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으로 각각의 실제 샘

의 Co-60 농도를 평가한 것을 보여 다. 따라서 그림  3-2-16의 “Ge 검출기의 

결과”는 컨테이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샘  Co-60 농도의 합을 의미한다.

clearance level 측정 장치는 충분한 측정 정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것은 clearance level 측정 방법의 결과가 Ge 검출기의 결과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림 3-2-14. NUPEC 폐기물 

clearance level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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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Method Measured in box

  Outer dimensions of box

  　　　Max. volume

  　　　Max. weight

 1350 W × 1350 L × 1065 H

 1.5 ｍ
3

 1.5 t

Measuring rate  > 1t / hr

표 3-2-3. NUPEC의 용량 폐기물 분석장치의 사양

그림 3-2-15. 검출하한 계

그림 3-2-16. Shield box내 Co-60 농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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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처분을 통한 속의 재사용 안 성 평가 방법 정립

국내 속 폐기물 재활용을 한 규제 해제 기 ; 국내에서도 일부 단 반감기 

핵종에 하여 자체처분기 이 수립되어있으나, 원자력시설 운   해체과정에

서 일반 으로 발생되는 Co-60  Cs-137 핵종의 경우,  상피폭선량을 평가하

여 그 결과가 개인의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 μSv 미만이고 집단에 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 man․Sv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피폭 

방사선량율의 평가를 한 시나리오 선정  각 시나리오에 따른 상피폭선량

을 평가하는 경우 우선 속물 유통경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평가

도구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입력인자에 한 타당성

도 평가하여 최종 으로 평가결과에 한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속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상피폭선량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는 

크게 산코드인 RESRAD-Recycle, P2Pro(RSM)과 참고문헌을 통해 수학  평

가모델을 제시한 IAEA Safety Series 111-p-1.1, NUREG-1640(2003)등이 표

이다. 특히 RESRAD-RECYCLE ver 3.10 산코드는 규제해제된 철재와 알루미

늄의 재활용  재이용 과정에서 유발되는 방사선학  향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US DOE(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 하에서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EAD(Environmental Assessment Division)에서 개발하

고, 속 규제해제에 따른 피폭선량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시나리오 선정을 해 일반 인 철재폐기물의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면 수집

상에서 다양한 철재폐기물을 수집 분류하게 되고, 철재의 경우 용융공장 등으로 

보내져서 용융, 주조  단조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재품으로 만들어져서 재활

용된다. 속폐기물 자체처분을 해서는 속 유통경로를 추 하여 각각의 시

나리오를 우선 도출하여야 한다. 철재재활용을 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철재 

수집을 해 취   운반 시나리오, 철재 용융 시나리오, 용융 후 강괴 운반 

시나리오, 제품을 제조하기 한 가공  유통 시나리오, 제조된 제품에 따라 

다양한 이용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속재활용 경로의 경우에

도 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며 이를 바탕

으로 철재폐기물 자체처분을 해 시나리오를 도출/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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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처리 제염기술(2차 폐기물 처리 기술 포함)

1. 처리 제염기술의 개요

원 에서 교체된 SG 감용 처리 시 수행되는 처리 제염기술은 단  이송 

등의 작업 시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 SG의 방사선 를 낮추는데 목 이 있

다. SG의 주 방사능은 1차 계통의 수실과 세  내부의 부식산화물에 된 방

사화 핵종에 기인하며 2차 측의 경우에도 세 의 결손 시 수가 생겨 오염되

기도 하나 주기 으로 2차 측 세정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처리 제염의 주 

상은 1차 계통이 된다. 따라서 처리 제염기술의 성능은 1차 계통에 생성된 부

식 산화막의 효과  제거에 달려 있다. 이 산화막의 조성은 Nickel ferrite와 유

사하며 spinel 구조의 비 양론  혼합산화물로 (Fe)3-x-y(Ni)x(Cr)yO4 형태로 표

시된다. 가압 경수로의 1차 냉각 계통에서 발견되는 산화물은 집  된 산화물과 

속 내부에서 성장한 산화물로 나뉘어 진다. 이 두 가지 산화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비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1]. 직  

산화물은 비교  약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제거가 용이하나 내부 성장 산화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제염계수 2 이상을 얻기 해서는 집  산화

물뿐만 아니라 내부 성장 산화물도 제거해야 한다. 이들 산화막을 제거하는 방

법에는 연마제를 이용한 물리  방법, 기화학  용해 방법  화학  용해 방

법 등을 들 수 있다.

2. 처리 제염 기술의 종류  방법

제염기술은 화학제염, 기 화학제염, 물리제염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술개

발의 에서는 화학제염에 한 심이 가장 높다. 화학 제염법은 제염제 농도

에 따라 고농도 화학제염법과 농도 화학 제염법으로 나  수 있다. 원자력 시

설의 재질 손상이 문제가 되는 가동  유지보수를 한 제염에는 농도 화학

제염이 용되고 시설 해체나 폐기물 감용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 

화학제염법이 주로 용된다. 화학 제염법에 해서는 Fe 산화물 피막을 환원제

에 의해서 환원 용해하는 것이 주요 과정이다. 1970년  기에 개발되어, 근  

화학제염기술의 선도  역할을 완수한 CAN-DECON법에서는 유기계의 환원제

나 킬 이트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속 이온을 환원제로서 이용하는 LOMI

법의 개발에 의해, 기술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속 이온의 사용에 의해 

LOMI법에서는 반응속도가 비약 으로 상승했다. 해 연마법은, 제염 상물을 

Anode(양극)로서 기장을 조성하여 산화 피막이 감싸고 있는 베이스 속을 

기 화학 으로 용해시켜 산화물을 박리 제거하는 방법이다. 각 극에서 발생

하는 가스는, 각각 국소 으로 산화, 환원 분 기를 만들어 산화물을 일부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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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용제로서는, 종래, 속 표면 처리 방법으로서 사용된 

경험으로부터 인산이 가장 일반 이지만 폐액 처리 등의 에서 희석황산이

나 황산소다가 원자력 분야에서는 자주 이용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속 이온

이 용해하지 않고 수산화물로서 침 하기 때문에, 여과에 의해서 용매의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리제염법은 종래 원자력 이외의 분야에

서 사용되어 온 방법을 제염기술로서 응용하는 것이 부분이며, 기술 개발 면

에서 특히 새로운 발 은 없다.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지 아닌지가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가. 화학제염기술

(1) 화학제염의 원리 

  

PWR의 부식 산화물에서 크롬산화물은 Cr(III) → Cr(VI) 로 산화될 때 용해되

고 철산화물은 Fe(III) → Fe(II)로 환원될 때 용해된다. 따라서 산화 용액과 환원 

용액을 교 로 용해야 하며 산화물 형태에 따른 용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산화  용해 반응

     Chromium oxide:

        Cr2O3 + 3 Ox → 2 Cr6
+
 + 3 e

-

     Iron chromite

        FeOCr2O3 + 6 Ox → FeO + 2 Cr6
+ + 6 e-

        FeOFeCrO3 + 3 Ox → FeOFeO + Cr6
+
 + 3 e

-

     Nickel chromite

        NiOCr2O3 + 6 Ox → NiO + 2 Cr6
+ + 6 e-

여기에서, Ox는 산화제의 단  당량이다.

• 환원  용해 반응

     Magnetite

        Fe3O4 + 8 H
+
 + 2 e

-
 → 3 Fe2

+
 + 4 H2O

     Nickel ferrite

        NiOFe2O3 + 8 H+ + 2 e- → 2 Fe2
+ + Ni2

+ + 4 H2O

(2) 개발된 화학제염 기술  특징 

표 3-3-1에는 지 까지 개발된 원자력시설 계통 화학제염기술의 종류와 제염 

조건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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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화학제염기술  제염 조건

NS-1:nuclear solvent 1(다우 미컬사)

LND-101A:Can-Decon용 제염제(런던 nuclear사)

ED-40개:에바라 decon40 개량형 제염제 

KD-203:클리 decon203 제염제(쿠리타 엔지니어링사)

NP:Nitric acid permanganate, 산화제

AP:Alkali permanganate, 산화제

Ci:Citrox 환원제염제

독스:황상-세륨(IV) 제염법

그림 3-3-1. 표 인 화학 제염제의 치를 

기입한 Clad 성분원소 와 pH 계

그림 3-3-1은 피복  재질의 -pH 계와 표 3-3-1에 나타낸 표 인 제

염용액에 한 -pH 상의 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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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염제에 의한 Clad의 용해는, 그림 3-3-1에서 속의 부동태 역이 

아니고, 부식 역(용해가능 역으로 사선으로 보이는 역)에서 산화물만을 효

과 으로 용해해서, 모재 속의 부식을 가능한 한 게 한다.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D 101 A(Can-Decon), NS-1,  LOMI의 

각 제염제는 Fe3
+을 Fe2

+로, Ni3
+를 Ni2

+로 환원용해가 가능하지만, 용액의 

가 낮아, Cr의 산화용해는 불가능하다.  NP  AP용액은, Cr3
+
을 Cr6

+
로 산화

용해 가능하지만, Fe는 부동태 역에 있기 때문에 용해가 곤란하다. 그러나 

NP 용액은 Ni의 가용 역에 있기 때문에 용해 가능하다. 황산/세륨(IV) 용액

(S-C)은 그림1에 보이는 와 pH의 용액을 선택하는 것으로, Cr, Fe, Ni이 가

용 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용액으로 Cr만이 아니라 Fe, Ni까지 동시에 

용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물이 안정하게 존재 가능한 역은, 그림1의 a와 

b의 사이에 있는 범 이고, 이 범 를 넘게 되면 물을 분해해서 제염제의 열화

를 발생하기 때문에 제염제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부식 생성물인 Fe, Ni, Cr을 모두 용해하

기 해서 S-C 공정을 제외하고는 산화 용액과 환원 용액을 교차로 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 제염기술로 개발된 공정에는 부분 이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나. 해제염기술

해제염은 도 의 원리를 반 로 응용한 것으로 이용하는 해액에는 인산 

50% 이상, 황산 15% 이하 는 성염의 황산나트륨 10% 이상 등의 수용액이

있으며 그 특징들을 표 5에 요약하 다. 

이러한 해질을 이용한 해 제염 방법에는 용하는 방법에 따라 침지형, 

회 형, 음극 이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침지조형

  ․양극용해 제염법

  ․교  해 제염법

•회 연마 극형

  ․ 해복합 제염법

•이동 음극형

  ․  해 제염법

  ․펌 류 해 제염법

  ․상자형 해 제염법

  ․벽면 해 제염법

  ․ 내 해 제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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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
제염면 

상황
액 수명 해액 방출량 수세성 용도/목

고농도

인산

경면 

택

속이온농도 

약 50-70g/L

액의 성이 크고, 

방출량 많음.

( 성0.01mL/cm2)

성막을 

발생시키므로 

수세성이 

나쁘다.

재이용을 한 

제염

희석 

황산

택 

사라짐

(에칭 

상태)

속 이온농도 

약 20-30g/L

인산에 비해 

방출량이 다 

(0.005mL/cm2)

수세하기 

쉽다.
폐기물 제염

성염

택 

사라짐

(에칭 

상태)

용액 성분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은 

길다.

방출량은 지만, 

속수산화물의 

방출이 있다. 

수세하기  

쉽다.
폐기물 제염

표 3-3-2. 각종 해 제염 용액의 특징

해질 별 한 해연마 제염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액 농도 류 도 액체 온도

인산수용액
70～80 

wt % 
0. 2 A/cm2 60o C

황산수용액 10 wt% 0. 2～0. 4 A/cm2 60o C 

성염수용액황산나
트륨  20 wt% 0.4 A/cm2 60o C 

표 3-3-3. 해액별 용 제염조건

액체의 온도는 높을수록 제염효과가 좋아지지만 황산  황산나트륨 수용액

의 경우는 온도 상승과 함께 미스트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교  해의  양극음

극의 상호의 회  사이클은 ±30 가 하다.

해연마 제염은 속표면을 용해시키기 때문에 표면 고착오염도 용리제거 

가능하나 재질 특성과 오염표면 상태의 차이에 의해 각 제염조건으로 제염효과

가 다르다.

제염 상물이 스테인 스강의 경우는 해액이나 해연마 방법에 따라서 

제염효과는 큰 차이 없고 단순 형상의 표면에서는 15~30분 정도의 단 시간에 

제염계수 10,000 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탄소강에서는 부착 Clad가 

두껍고 재료 표면의 부식 정도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10% 황산을 이용한 양극 

용해법과 황산 는 황산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한 교  해법 만이 양호한 제

염결과를 보여주고 다른 것은 제염에 장시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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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염법의 약 은 밸 나 세공 등이 있는 복잡 형상물의 경우 제염이 잘 

안되어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물리  제염기술

화학 제염 안으로서 이용될 수 있거나, 화학 제염과 함께 이용가능하며, 

한 순차 으로 화학 제염을 이용할 수 있다. 물리제염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증기 발생기의 수실  세 의 특성 상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는 물리 제

염기술은 많지 않다. 표 인 기술로는 블라스  연마 제염이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Hydroblasting

Hydroblasting 기술에서 고압력(제곱 인치당 수천 운드) 수력 제트는 표면

에서 떨어져 나온 오염된 편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편과 물은 수집하고 

나서 처리 처분 한다. 정확한 lance tip 사용은 바람직한 결과를 생산하는데 

요하다. 구성은 좁은 증기를 생성하는 jet tip에서point scraper와 유사한 흐름을 

생성하는 flat fan shape로 배치되어 있다. 표면을 재사용 하려면, 표면처리는 

도색 는 다른 재도색 방법으로 해야 한다. 많은 제조사는 폭넓은 범 의 

hydroblasting 시스템과 고압 펌 를 생산한다. 이 기술은 scrubbling 하는데 

근하기 어렵거나 scrubbling 하기에 큰 표면인 경우에 추천한다. Hydroblasting

은 표면층에 침투한 오염을 효과 으로 제거 할 수 없다. 그러나 Hydroblasting

은 제염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연마제, 용매, 계면활

성제, 다양한 압력을 통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강한 물 기는 pump 

internals, 밸 , cavity walls, spent-fuel pool racks, 원자로 내부, 핵연료 취  

장치, 이  내부, 장 탱크 등을 제염하는데 사용하는데 수백의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3-2. Hydroblasting 제염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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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t Abrasive Cleaning

  

Wet Abrasive Cleaning 시스템은 closed-up, 액체 연마제 (wet grit blasting) 

제염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연마 매체와 압축 공기 혼합물을 된 스테인 스 

용기를 사용하여 이용가능하다. 제염 폐기물은 매우 은 폐기물 양 때문에 클

리닝 매체로부터 기계 으로 분리된다. 폐수는 오염물을 여과 제거한 후 재사용

한다. 연마제로는 라스 비드, 알루미늄 산화물, 탄화규소, 세라믹스 등이 이용

된다.

  Wet Abrasive Cleaning은 구조  스틸, scaffold, 성분, 수공구류와 같은 

속 표면으로부터 얼룩 과 고정형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해서 많은 핵 시

설물에서 이용되고 있다. 장비는 속의 제거가 어려운 turbine 날개 는 밸  

같은 close-tolerance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거나, 공기압력과 매체를 변경함으로

써 heavy-duty 부식과 페인트를 제거하기 해 조 하여 사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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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제염기술 개발 동향  용 사례

시설명 출력 등
해체

기간
계획개요 해체제염

Rapsodie 

( )

40MWe 

FBR

 연구용

1983

-

1991

원자로, 안 용기 등을 포함한 

원자로 부  1차계 나트륨 

펌  등의 철거 후, 콘크리트 

차폐

1차 냉각계의 해체  제염은 루 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염액의 순환과 

스 이법, 알칼리세정, 산화환원, 

인산처리의 3스텝. 종료.

G-2 ( )

45 MWe 

GCR 

상업용

1982

-

2000

1차계의 단분리  SG 

철거, 스테이지3 계획은 

검토 .

탄산가스 냉가계배 의 염기성, 산성 루 의 

분사에 의한 제염. DF=500. 배 내 

제염장치 개발.

Lingen 

(서독)

256 MWe 

BWR 

상업용

1979

-

1986

리구역 내 배  단, 액체 

배출, 환기계 일부 운 유지, 

25년간 폐 리

1차계냉각계의 산화피막을 LOMI법으로 

제염후, 질산, 염산 혼합액으로 

모재표면오염을 제거.

Garigliano 

(이태리)

160 MWe 

BWR 

상업용

1986

-

1993

원자로 격납용기 내는 폐. 

터빈건물 제염후 해체철거.

소형 밸 의 

강산-염산+질산+불화수소산으로 제염,

수 열기의 튜 번들의 HF/NO3로 제염.

WAGR 

( )

33 MWe 

AGR 

상업용

1981

-

1995

압력, 격납용기 해체철거. 

4기의 열교환기  2기를 

jeeky up. 그 공간에 

폐기물처리 공간을 설치.

1기의 형열교환기를 희석질산용액

(일부 시트릭산첨가)에 의한 

스 이-산포-순환제염법. 제염율 약70%, 

제염액량 15m3.

BR3 

(벨기에)
SG 처리

2002

-
교체된 17개 증기발생기 

감용처리

1차측 내부: MEDOC 제염

1차측 외부: 단 후 blast 처리

제염후 용융하여 무구속 방출

Studvik

(스웨덴)
SG 처리

1987

-

형 폐기물 감용을 해 SG 

제염 후 단  용융

SG의 Shot 블라스  제염

용융하여 재활용  무구속 방출

간사이 력

(일본)
SG 검사

1984

-

가동  SG 정기 검사시

사  수실 제염
Wet 블라스  제염

JPDR 

(일본)

해체

1차계통

제염

1986

-
JPDR 해체  계통기술 실증

CAN DECON 제염기술을 표 으로 실시

각종 후보 제염기술 시험 평가

표 3-3-4. 해체 로젝트 계획에서의 제염 사례

(1) Rapsodie (40MWt FBR) [3-3-2]

간 열교환기, 펌 , 용기  속 배 (AISI 316)등이 상이 되는 1차 냉각

계의 해체  제염에서는, 기  시험에 근거해서 이하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 계

통제염은, 루 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염액의 순환을 주체로 일부 스 이법을 

취하여, ①기름성분 오염(주로, Cs-137)의 제거에 알칼리 세정, ②Co-60을 포함

한 고착성 오염은, 황산-질산-Ce(IV) 용액을 이용한 산화 환원제염, ③인산처리

의 3단계로 실시했다. 1차 냉각계  련 루 의 제염에서는, 면  164m
2
에 

해 모재의 평균 용해두께 12 μm를 2개월에 걸쳐 제거하고, 기의 추정 오염 

도 5,500 Bq/cm2가, 10 Bq/cm2 이하로 감소했다. 그 결과, 해체 작업은 무리

없이 실시되어, 작업종사자의 측 피폭선량 230 man mSv를 돌았고, , 

히 폐기물을 방출할 수 있었다.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폐액은, 2.6톤의 고체 폐

기물과 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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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45MWe GCR)[3-3-3][3-3-4][3-3-5] 

  

G-2의 탄산가스 냉각계의 해체  제염에서는, 실험실 규모  규모 시험을 

거쳐 장제염을 실시했다. 이 제염의 특징은, 제염 폐액량이 다고 알려진 겔 

제염법과 냉각배  내부에 이 겔 제염제를 분사하여 이동하면서 제염폐액을 배

출하는 배 내 제염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2,500 cm
2
의 시료에 의한 시험에서

는, 알칼리성 겔(과망간산 나트륨 첨가 는 무첨가의 3 M
-
NaOH를 포함한 겔)

에 의한 제염단계와 산성 겔(3M-H2SO4 + 3M-H3PO4)의 스텝을 반복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겔의 사용량은, 각 단계 200 g/m
2
으로, 린스(세정)에는 약 28 L/m

2
의 

물을 사용했다. 제염효과는, 기 오염 도가 30  100 Bq/cm
2
 이었던 것이, 

각각 0.4  0.5 Bq/cm2까지 제염되었고, 폐액량은, 2단계 합계로 56L/m2이었

다. 폐액의 방사능 농도는, 슬러지 제거 에 8,000 Bq/L, 제거 후에는, 1,000 

Bq/L가 되었다.  한편, 장제염에서는 G-2의 탄산가스 냉각계 배 (L 10.9 m 

x ϕ 1.6 m)를 상으로, 알칼리성 겔 2,400 g(453 g/m2), 산성 겔 1.700 g(310 

g/m
2
)으로 제염하여, 100 Bq/cm

2
의 오염 도가, 0.2 Bq/cm

2
까지 제염되었다. 

제염폐액의 발생량은, 396 L (7.21 L/m
2
)이었다.

(3) WAGR (33MWe AGR) [3-3-5][3-3-6][3-3-7]

  

4기의 형 열교환기(직경 3.5m x 높이 21m, 량 175톤)의 Tube bank의 gas 

side가 손 연료에 의해 FP 등으로 상당히 오염되고 있어, 직  해체가 불가능

하고,  원격제염에서는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 에 장제

염을 실시하게 되었다. 각 열교환기는, Cr/Mo (低)합 (合金) 강 (鋼管)으로 

된 슈퍼히터, 증발장치, 연강(軟鋼)제의 economizer 뱅크로 구성되어, 용액제염 

외에는 효과를 기 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열교환기 튜 로부터 

시료를 채취, 분석을 실시하여 오염상황의 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제염시약의 테스트를 시도하여 0.5M-HCl이 양호한 결과를 얻었지만, 일럿 규

모의 취 , 폐액 처리를 고려하여 희석질산을 용하기로 결정하고,  제염법

에 해서는 침지법, Refluxing법  스 이/순환법의 3가지 방법을 검토하

여, 결과 으로는 스 이/순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희석질산과 스 이

/순환법 기술을 이용해, 1기의 열교환기의 슈퍼히터 부분의 제염을 실시했다. 

제염공정은, 슈퍼히터 상부로부터 물(3회)  산용액(2회, 0.5M
-
질산+0.025M

-
시

트릭산 혼합용액을 스 이하고, 여과후 다시 스 이에 의해 제염을 실시했

다. 사용한 물, 제염액은 각각 3,000L씩 합계 15,000L 다. 세슘은 수세로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코발트는 산에 의한 용해제염이 필요했다. 이상의 결

과로, 슈퍼히터 부분의 방사능의 약 70%의 제염이 가능하여, 다음 단계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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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4) 린겐 원자력 발 소(256MWe, BWR) [3-3-5][3-3-8]

  

1차계 배  루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의 완  제거의 가능성에 한 

실증 시험에서는, 산화 피막 에 존재하고 있는 99%의 방사능을 LOMI법에 의

해 증기 배 으로의 규모(20m 길이) 용으로 제거한 후, 모재의 90μm 깊이

까지 침투하고 있는 잔존 방사능을 질산  염산 혼합용액에 의해서 용해 제거

했다. 이 방법은, 고합 (高合金)을 상으로 한 것이고 제염 폐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폐액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용액으로 하고 있다. 

(5) BR3 증기발생기 해체

  

퇴역 증기발생기 해체 시의 완 한 리 package (일차 측의 제염에 이은 완

 해체)를 구축하기 한 기회로써 BR3 증기발생기 (30톤 규모)의 해체 략을 

수립하 다.  증기발생기의 처리 제염의 목표는 일차 측 방사선량률을 낮추어 

속을 방출하기 해 제염계수 500 이상 도달하는 것이며 그림 3-3-3, 3-3-4에 

나타낸 MEDOC(MEtal Decontamination by Oxidation with Cerium) 공정을 

용하 다.

그림 3-3-3. MEDOC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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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BR3 증기발생기 MEDOC 제염 공정도

제염은 30 cycle (1 제염 cycle: 2시간, Cerium IV 재생 cycle: 4시간)을 용

하 는데 제염 용액 온도 70 ℃에서 15 cycle 제염 후에 일차 측의 균일한 제염

을 해 증기발생기를 회 시키면서 두 제염작업 이 교 로 약 3주에 걸쳐 

60시간의 제염작업과 130시간의 재생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기 오염  

335 Bq/cm2 인 S/G 일차측 스테인 스강 세  표면(620 m2)에서 10 μm 는 

42 kg의 물질이 제거되었고 용액으로 2.06 GBq의 Co-60을 용해하 다. 제염처

리 후 80% 속을 직  방출(0.1 Bq/g for Co-60 이하)하여 고철업자에게 매

하 고 나머지 20% (tubeplate를 포함한 세   수실)는 원자력 주조공장에 보

내져서 용융 후(1 Bq/g 이하) 무구속 방출하 다.

(6) Studsvik 증기발생기 제염

  

1980년  반 이래로 Studsvik의 용융 시설에서 오염된 조각 속  기기의 

․후 처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제염  단을 한 다양한 차들이 개발

되었고, 지속 으로 용되었다. 용융 공정 용 의 기기의 제염은 용융 후 

직  무구속 방출 에 도달시키기 해 매우 요한데, 열교환기의 오염은 

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용융  일차측 열  표면 제염이 필수 으

로 이를 해 shot 분사연마 기술을 사용하 다. 연마재는 제염작업 동안 연속

으로 재사용하고, 제거된 방사능 분진은 싸이클론 여과기로 분리하여 이차폐

기물로 처리하 다. 한개의 단일 열  처리시간은 열 의 길이, 재질  산

화막에 따라 1~3분 사이에서 변화하며 튜  제염 방법은 길이가 20 m까지의 

증기발생기 열 에 하여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열 의 제염에 용

된 블라스  제염장치를 그림 3-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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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열교환기 튜 에 한 블라스  장치

(7) 일본 간사이 력 SG수실의 물리제염

  

(가) 제염의 목

  

SG 수실은 1차 냉각수가 액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원을 가지고 있다. 정

기 검사 시에는 2차계 물과의 열교환용 열 (약 3400개/SG)에 해서, 1차 측

에서의 소용돌이와 과 류 탐상검사(ECT: Eddy Current Test) 등의 검사, 방 

보   보수의 작업을 실시하여, 공사 의 피폭 감을 해서, SG수실부에 

해서 제염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이후, 당사 랜트에서, 총 60개 이상의 

수실에 해 실시한 바 있다.

(나) SG 수실의 구조와 재질 

  

SG의 구조도를 그림 3-3-6에 나타냈고, 피제염체가 되는 수실은 직경 약 3 m

의 1/4 구형을 나타낸 고온측 부와 온측 부의 두 가지이다. 수실부의 재료는, 

탄소강의 표면에 스테인 스 강철을 오버 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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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SG의 구조도

(다) 제염의 방법과 원리 

  

SG 수실부가 1차 냉각수 배 에 속되고 있어 제염액이 잔류해도 계통에 악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마재로서 1차 냉각수에 첨가하고 있는 무수붕산

(B2O3)을 사용하 다. 이 무수붕산을 고압수와 함께 SG 수실 내면에 충돌시켜 

부식 생성물을 박리 제거시키는 Wet Blast법을 용하 다.

그림 3-3-7. SG 수실의 연마제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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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제염의 조건은 고압수 압력, 연마재 공 량, 제염시간 등에 의해 결정되

고 있어 이하의 사양으로 실시하 다. 

  - 고압수 압력: 약300 kg/cm
2
G 

  - 변용수량: 약 50 m
3
/수실 

  - 사용 붕산량: 약750 kg/수실 

  - 제염시간: 약 20 Hr/수실

이 Wet Blast법에 사용하고 있는 제염장치를 그림 3-3-7에, 제염시스템을 그림 

3-3-8에 나타내었다.

이 제염장치를 사용하여 수실부, 맨홀부  1차 냉각수  노즐부를 제염할 수 

있다. 시스템은 원자로 격납용기(CV)내에 설치한 무수붕산을 공 하는 Grid 

Pot, 고압수를 공 하는 수 펌 ·고압 펌 , 수실부와 1차 냉각수 배 을 격리

하는 지수 밸   배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제염결과는, 제염계수로 약 2 

정도를 얻었다. 제염폐액은 배수 노즐에 의해 배수 펌 를 작동시켜 배수하고 1

차계 폐액으로 하여 처리된다. 

그림 3-3-8. SG 수실 제염 시스템

(8) JPDR의 해체  계통제염

  

JPDR 1차계를 그림 3-3-9에 보인 것처럼, 4개의 계통제염 루 를 제작했다. 

이 에서 정화계의 일부를 이용하여 실용로에 용실 이 가장 많은 기존의 제

염법인 Can-Decon을 비교 표 으로 하고 표 제염 조건에서 계통제염을 행하

다. 이 경험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 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기존

의 제염법을 해체용 제염으로 개량 (NP/NS-1 modified), 더욱이 황산세륨(4)의 

독스 제염법  유동연마 제염법의 신규개발을 진행하여, 순서 로 계통제염



- 43 -

루 에 용해서 JPDR의 주된 1차계통의 해체  제염을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개발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했다.

  JPDR 1차 계통에 용한 계통제염의 조건과 결과를 표 3-3-5에 나타내었다. 

Can-Decon법은 계통제염의 경험과 문제 을 발견하기 해 표  조건으로 실시

하여 제염결과는 제염계수가 정화계 배 에서 3~11 재생 열교환기에서 최  90

을 얻었다.

 

그림 3-3-9. JPDR 원자로 1차계통 제염 상 부분

 

NP/NS-1 modified 제염법은 환원제염NS-1의 제염효과를 높이기 해 제염

로세스에 산화 처리 NP(0.5wt% 질산/0.1wt%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을 첨가

하여 NP/NS-1을 조합한 것이지만, 2단계 로세스로 하면 그 결 인 량 폐

액발생을 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해 제염폐액을 계통 내에서 순환 

정화하는 역침투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염 로세스를 연속 으로 자연스럽

게 행할 수 있는 2 단계 공정으로 개선했다. 제염결과는 제염계수 90～740, 평

균 으로 거의 500으로 나타났다.

 황산세륨(4)를 이용하는 독스 제염법은 Ce(4)의 강한 산화력에 의해 Cr함

유량이 많은 Clad를 한 용액 처리로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

염공정과 폐액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제염공정에서는 제염용액의 산화용해 

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 해재생을 행하여, (Ce4
+
/Ce3

+
) < 1로 컨트

롤한다. 폐액처리공정에서는 제염용액의 해환원을 행한 후 기투석조에 의해 

황산과 속이온을 농축회수하고, 남은 희석용액은 혼상 이온교환수지로 정화한

다. 계통제염의 결과는, 제염계수 300～1,200, 평균 900으로 나타났다. 

 유동연마 제염법은 계통내의 순환 유입수 에 연마재(탄화붕소) 미립자를 

혼입하고, 규정유속 이상으로 탁 유동시켜서 배  컴포 트 내면에 부착되어 

있는 Clad를 유동연마재 입자에 의해 기계 으로 연삭박리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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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Clad 의 Cr 함유량과 제염온도에 상 없이 순환유속과 제염시간에 

의해 제염계수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액처리 공정은 사용한 연마

재의 여과 분리회수와 슬러지의 카트리지 필터에 의한 여과 포집만으로 정화 

가능해 제염조작은 극히 단순 용이하다. 계통제염의 결과는, 유속 4.8～6.7m/sec

에서 33시간 제염으로 제염계수 200～1,660, 평균 1,100으로 나타났다.

표 3-3-5. JPDR  1차 계통에 용한 계통 제염 조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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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단기술

1. 열  단 방법

가. 라즈마 단 기술

Plasma arc 단 기술은 텅스텐 극 과 도성을 띤 단 상물사이에 직

류 arc가 발생되는 것을 배경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가스 는 혼합가스가 토치 

노즐 안의 작은 출구를 통해 흐르면서 불꽃이 단 상물에 달되는 것이다. 

양이온과 자유 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plasma는 거의 20,000 ℉의 온도를 유

지하면서 발생한다. 높은 압과 arc와 함께 노즐 torch로부터 생성된 plasma 

가스는 상 속물을 녹이고 불어내면서 단하게 되는 것이다. 형 인 

plasma arc 시스템에는 단을 해서 최고 1000 Amps의 류를 유지하기 

한 높은 직류의 공 이 요구되어 진다. 자동 plasma arc 장치를 해서는 torch 

치 고정  이동 장치, 가스 토출 장치, 가스/물 차폐장치, plasma 가스 공

장치, 고주  공 장치, plasma arc 공 장치  보조가스 공 과 arc  기계

인 이동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수 에서는 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기

도 하지만 이 공법은 모든 속 단 상물의 단을 기  는 수 에서

도 가능하게 한다.  가끔 오염된 구성품 들의 단을 해서는 부분 인 임시 

격납 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의 수작업자를 한 방독

면 착용과 HEPA 필터가 첨부된 환기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3-4-1. 라즈마 단 장비

나. Oxy-Fuel Burning

Oxy-fuel burning은 간혹 산소아세틸  단이라고도 불리며, 토치의 작은 노

즐을 통해 공 되는 산소와 기타 연료가스의 혼합으로 이루어 진 시스템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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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연료가스는 아세틸 , 로 , 가솔린 는 수소를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수동형태의 공정 는 자동화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작업도 가능하다. 이 기술

은 산소연료 burning torch를 사용하여 상 속의 속 산화발열을 이용하여 

단하는 것으로 이때 해당되는 속으로 일반 으로 카본 스틸이나 주철 제품 

같은 제일철 속이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 스 스틸 같은 제일철이 아니거나 

제일철 이면서 다른 성분이 포함된 속의 단에는 불가능하다. 이 공법은 

기 과 수 에서 모두 가능하나, 수  작업 경우는 많은 열의 손실로 그 효과

를 기 하기가 어렵다. 해체활동에 있어서 이 공법은 일반 으로 빔, 기둥 는 

보 같은 카본 스틸로 구성된 구조물의 해체에 기본 으로 용된다. 그 이유로 

이 기술은 가장 리 알려졌고 장비의 취 에 숙련된 작업자를 어디에서든 쉽

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장비의 구매가 렴하고 취 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림 3-4-2. Oxy-Fuel Burning 단

다. 이  단 기술

이  단 기술은 원격에 의한 자동화가 용이하고 단 시 단속도와 

단 품질이 좋아 최근 산업체에서 첨단 단기술로 각 을 받고 있다. 이  

단 기술은 단 폭(Kerf)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2

차 폐기물 발생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 

단을 해서는 약 10 kW 이상의 Nd-YGA 이  는 30 kW이상의 CO 이

가 필요하나 이를 개발하는데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술을 

원자력 시설 해체에 용하기 해서는 고출력 이 가 상용화 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한 이  단 시 강한 빛과 열이 동반되므로 화재에 민감한 

재료는 단에 합하지 않으며 반사율이 높은 재료는 단이 불가능 하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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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이  단

2. 기계  단 방법

가. Shears

Shear는 칼날화된 단 도구로서 가 나 작두 같은 개념으로 운 된다. Shear

의 날은 내부를 따라 직선형태 는 타원이나 원형 형태로 단할 수 있다. 규

격의 범 는 작고 수동 인 것부터 크게 장착된 것까지 다양하다. 동력원은 

기식, 압축공기식 는 유압식을 들 수 있다. 압축공기를 이용한 가장 상용화된 

것 의 하나가 자동차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기 해 차체를 뜯어내는 “jaws 

of life"를 들 수 있다. Shear 단작업은 작은 pipe, conduit 는 가벼운 속 

계측장치의 단에 매우 유용하다. 큰 유압식 shear는 속 구성품이나 구경

의 pipe에 용 가능하다. Shear 단 공법은 폐기물 취 을 고려한 여러 종류

의 속물질로 구성된 구성품의 감용이나, 작은 조립건축물의 해체 목 에 가장 

합하다. 그러나 속 단 시 고유의 형태가 손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

용이 어렵고, 항상 큰 힘의 반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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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Shear 단 

장비

나. Nibbler

Nibbler는 구멍을 내거나 자르는 단 도구로써 매우 빠른 회 률의 속도로 

작동된다. 작은 크기의 속뿐만 아니라 연강, 알루미늄 는 스테인 스 강의 

큰 규모의 속 상물도 단 가능하며 최고 1/4 inch의 연강 을 단 할 수 

있다. 동력원으로는 shear와 마찬가지로 기, 압축공기  유압을 사용한다. 원

격조작이 가능하고 수 에서의 단도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를 해 제거된 작

은 속조각들의 수집이 용이하고 먼지  공기입자의 발생에 한 우려가 없

다. 

그림 3-4-5. Nibbler 

단 장비

다. S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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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화 된 단 도구로써 자연 인 회 , 왕복  띠 운동에 의해 작동

된다. 유압, 기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크고 고정식과 수동으로 작동되

는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 여러 작업 분야에 매우 유용한 이유로 화재 해가 

있는 불꽃의 발생이 없으며 연기나 가스 같은 방사성 오염발생이 없기 때문에 

취 이 쉽다. 먼지  작은 부스러기의 발생이 단 으로 지 된다. 장 으로 

은 운 비용과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고 높은 단 속도와 주변기기의 손상 없

이 작업이 가능한 과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을 들 수 있다. 좁은 공간을 

포함한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휴 용 톱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자들이 작

업에 있어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  한 좋게 평가되고 있다. 부품의 조

달이 쉬어 항상 교체  수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두께의 제한을 받으며 

진동이 유발되며 두꺼운 속 상물의 단 시 날의 수명이 짧은 과 모든 

속 상물을 단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 으로 두된다.

그림 3-4-6. Reciprocal saw 단 장비

그림 3-4-7. Band saw 단 장비

라. Wheel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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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cutter에는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 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작은 조

각들이 부착되어 있고 동력원으로는 기, 압축공기  유압을 사용한다. 이 

Wheel은 강도를 높이기 해 유리섬유의 매트 형태로 짜여 있고 속을 갉아 

내면서 상물을 단하는 것이다. 장 으로 빠른 단속도와 모든 장비의 용이

한 취   은 운  경비를 들 수 있다. 단 으로는 계속 인 불꽃의 발생으

로 주변의 연소물질 취 에 부 합하고, 제거된 조각들이 매우 작으므로 오염

리가 어렵다. 한 오염된 먼지의 확산 방지를 한 임시격납 시스템이 요구되

어 진다.

그림 3-4-8. Diamond rotary wheel 

saw 단 장비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기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기술은 다이아몬드 을 붙인 와이어를 회 시켜 

콘크리트나 형 철재 구조물을 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 으로 소음

이나 진동 발생이 어 공해 없이 단이 가능하고 단 깊이나 상물의 재질

에 제한이 없이 단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와이어의 쿨링을 해 사용하는 다량의 물이 2차 폐기물이 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한 이 장비는 장비 특성상 원격으로 조작

이 불가능하고 정 한 단에는 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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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단 장비

바. 워터젯 단 기술

워터젯 단 기술은 고압의 물과 연마재를 작은 구멍의 오리피스에 통과시

켜 연마재가 재료에 충격을 가해 마모  크랙을 유발시켜 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 에 지 도 가공법이므로 재료에 한 변형  잔류응력이 없으

며 기  분진의 비산이 고 작업환경이 양호하다. 그리고 가공물에 노즐이 

하지 않고 자유롭게 곡선  곡면의 단이 가능하며 단 반력이 작아 노

즐의 이동이 용이하여 로 에 의한 원격 제어가 쉽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고

방사능 시설 해체에 용 시 다량의 물을 처리해야 하는 단 이 발생한다. 

그림 3-4-10. 워터젯 단 장비

3. 기  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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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etal Disintegration Machining (MDM)

MDM은 극 을 이용하여 속을 단하는 공법으로 일정한 교류 력의 

공 이 필요하며 MDM 진동헤드와 water flush 장치가 요구된다. 극 은 보

통 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기계 인 형상도 단할 수가 있으며 력의 

공 과 flush 장치의 작동으로 상 속물의 표면에서 매우 가깝게 진동을 하

게 된다. 이때 극 은 서서히 지정된 방향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하며. 불꽃이 

생성되어 상물로부터 녹여진 작은 조각들을 제거하게 된다. 부스러기, 물의 

화학  요건, 발생 연기의 리 등이 단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4-11. MDM 장비 설치도  MDM 헤드 구성도

    

나.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EDM은 MDM과 비슷한 공법이긴 하나 제한된 장의 교류 공 이 필요하다. 

이 공법은 단면이 비교  섬세하고 정확하나 MDM에 비해 단속도가 느리

고 낮은 류가 필요하다. 이 공법은 방사화 정도가 확정된 압력용기의 재료 샘

을 수집하는데 사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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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EDM을 이용한 단  장비 배치

다. Arc Saw Cutting

이 기술은 기 용융 기술의 연장으로서 톱날이 없는 원형형태로 단 상 

속물에 이 없이 단이 되는 공법으로 높은 류의 기 불꽃이 상물

과 blade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Blade는 연장을 만드는 

스틸, 연강 는 구리 같은 기 도성 물질로 만들 수 있다. Blade는 기본

으로 작동을 해 회 을 하며 회 속도는 약 300에서 1800 rpm 사이이다. 

Blade의 회 은 상물의 패인 자리에서 arc에 의해 발생된 용융된 속의 제거

에도 기여한다. Blade는 기 에 물에 의한 냉각을 하여 사용되며, 수 에서

는 물에 의해 자체 냉각이 되기 때문에 수 작업도 가능하다. 이 공법은 어떠한 

기 도성 물질의 단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 이다. 를 들어 스테인 스 

스틸, 고합  스틸류,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높은 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각각의 물질이 소요하고 있는 강도  연성에 따라 빠르고 깨끗하게 단할 수 

있다. 그  카본 스틸류의 단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단부 에서 생성

되는 slag가 단속도를 해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티타늄  아연성분의 물

질을 단할 때에는 수소가스가 발생되며 이는 미세한 발화  폭발의 원인이 

된다. 아크 쏘 단 기술의 단 은 blade의 직경에 따라 공간이 필요하며 기 

에서 거친 단 작업 시 상당의 소음과 연기가 발생된다.  수 에서의 작업 

시 물을 혼탁하게 하여 작업 경을 주시하기가 어렵다.

라. Electric Arc Gouging

이 공법은 상 속표면으로부터 교류의 력으로부터 제공된 touching에 

의해 발생된 편 등을 물이나 가스와 함께 극 을 사용하여 불어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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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방법이다. 불꽃에서부터의 화재 방  발생되는 연기의 정화를 해 

사 에 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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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재활용 제염기술 

1. 물리  제염기술

방사성 오염 속을 제염하는 기술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기술들이 

부분이다. 원리가 간단하고 활용성이 다양하나 제염계수가 낮다는 단 이 있다. 

오염 가 낮고 표면 부착성이 약한 경우에는 물리 제염방법이 간편하게 

용될 수 있다. 재까지 알려진 물리제염법의 황과 그 특성을 기술하 다.

가. Abrasive-blasting 제염[3-5-1]

건식 혹은 습식 연마 블라스  제염은 매우 높은 제염계수를 갖고 있다. 습식 

연마 블라스  시스템은 피드백 기구로 자동 조정되고, 액체로 연마하여 제염하

는 기술이다. 시스템은 물, 연삭재 그리고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self-contained 

할 수 있고 스테인 스 스틸 인클로 에 정상 으로 용된다. 애 설류트 필터

를 자체 으로 가지고 있고, 공기 통기 시스템은 내부에 부압을 유지하고 있어

서 기 의 오염 험이 없다. 부분 방사성 폐기물은 클리닝 매체에서 기계

으로 분리된다.( 를 들면 cyclone/원심분리기 분리, 체질, 등등 의해) 사용되

는 물은 용해할 수 있거나 험한 화학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과되거나 재

사용 된다. 습식 연마 클리닝은 많은 핵 시설물에 스메어러블하고 고착된 속 

표면(구조  스틸, 비계설치, 성분, 수공구류와 머신 부분) 오염을 제거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장비는, 속의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 터어빈 날개 

는 밸 와 같은 close-tolerance 부분에 이용되고, 공기량 압력과 연마 미디어를 

조 함으로써 heavy-duty 부식과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샌드 블라스  는 마찰성 분사로 불리는 건식 연마 블라스  

기술은 1800년  이후 non-nuclear 산업에서 사용되었다. 표면에 연마재를 사용

하여 처리하는 기술로 오염된 표면이 균일하게 제거된다. 건식 연마 블라스 은 

유리, transite 혹은 plexiglass와 같이 마찰에 의해 괴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

하고 부분의 표면 제염에 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는 마그네슘에 한 사

용은 분진 폭발의 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건식 연마 블라스 은 평평한 

표면에 가장 효과 이고, 연마제가 분무되기 때문에 hard-to-reach areas에도 

용 가능하다. 연마  오일과 그리스와 같은 물질 는 볼트로 채워져 있는 부

분을 제거하고, 분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소성 오염물질을 안정화, 립

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응용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연마 미디어로 이용한다.

 • 물질( 를 들면, 자철  혹은 모래)

 • 강철 펠렛 들, 산화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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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 구슬 는 유리 유리 원료의 혼합물, 탄화 규소, 세라믹스

 • 라스틱 펠렛

 • 천연물( 를 들면,  껍질들 는 ground nut shells)

 • 이산화탄소(드라이 아이스)

건습식 연마제 블라스 의 장 과 단 은 다음과 같다.

 • 장

 - 부분의 경우에 장비는 잘 발달되어 있고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하다.     

원격 운용에 이용 가능하다.

 - 몇가지 방법은 부식층을 포함하여, 착성 소재를 제거한다. 탱크와      

이 의 내측을 세척하기 한 특수 도구 한 이용 가능하다.

 - 연마 블라스  기법은 상 으로 짧은 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 단

 - 연마제 는 물의 재활용이 불가능 하면 일반 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

한다. 몇몇의 경우는 제거된 비 속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

 - 건식 연마 시스템에서 분진 는 공기 오염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습식 연마 시스템은 분진과 물방울이 혼합되어 처리하기 어렵다.

일럿 랜 스캐일로 건식  습식 연마 블라스 으로 제염 하 을 경우 표 

3-5-1과 같이 작업 비율과 이차 폐기물 발생을 나타내었다.

효 율
건식 연마 블라스

Very high

습식 연마 블라스

Lower
Grit consumption 55 g/kg metal 109 g/kg metal
이차 폐기물 발생

- Intervention clothing

- Grit waste

- Water consumption

5.3%

5.5%

8.2

10.9%

6.9 1/kg metal
제염 비율

- 이트

- Profiles

57.4 kg/h

2.8 m2/h

127.7 kg/h

1.8 m2/h

48.0 kg/h

2.3 m2/h

106.8 kg/h

1.3 m2/h
Grit 비용 0.5 ECU/kg 2.25 ECU/kg

표 3-5-1. Some results of dry and wet abrasive blasting decontamination of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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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제트  증기제트 제염

물제트  증기제트 제염방법은 일반산업 분야  원자력 분야에서 리 사

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 제염방법은 고압의 물이나 수증기를 사용하여 분사되는 

물리 인 힘을 가하여 제염 상물의 좁은 통로, 작은 균열이나 틈 까지도 제염

시키며 50~1,000 까지의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일반 으로 고압수 제염법

으로 알려져 있다. 고압수나 증기(~3,000 MPa)를 20~200 L/min의 속도로 제염

상물에 분사시킴으로써 느슨하게 부착된 오염물의 제거하는 방법이다. 특히 

제염제, 세제, 계면활성제 등 각종 화학약품을 첨가시켜 제염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원격조작이 용이하여 분사노즐을 여러 방향으로 회 시켜 제염하기 어

려운 부분까지 쉽게 제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폐인트나 기름등과 함께 오염

된 상물의 제염에 제염계수 50 정도 얻을 수 있다[3-5-2][3-5-3]. 고압수 신 

수증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화 수증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염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표 인 사  제염기술로 사용되며 취 이 용이하며 비용이 

렴하고 증발에 의해 쉽게 농축시킬 수 있는 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을 사용

하며, 원격으로 취 할 수 있다. 단 으로는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으며, 기

증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연마세척 제염

이 제염방법은 고 인 방법이다. 작업자가 솔이나 주걱등과 같은 도구를 이

용하여 직  제염 상물에 근하여 닦아내는 방법이다. 제염효과는 제염시간, 

도구의 형태, 제염요액  제염 상물의 상태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된다. 상

물의 부식이나 손상 없이 제염할 수 있으나 작업자가 상물에 근하여야 하

므로 방사선피폭의 험이 큰것이 단 이다. 이 제염방법을 사용할 경우 연마도

구의 세척에 의해 오염을 분산 방지해야 한다[3-5-4].

라. 음  제염

음  제염은 주로 캐비테이션의 충격 를 물리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고

속도 카메라에 의한 부착물 제거상태의 찰로부터 세정과정은 다음 2개 부분

으로 나  수 있다. 먼 , 처음에는 캐비테이션 공동이 소멸할 때 큰 충격력으

로 인해 오염층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덜어져 상호간 틈이 생긴다. 그 다음 과정

에서는 캐비테이션으로부터 발생한 동공이 이 틈새로 침투하고 음압변화에 따

라 수축 팽창을 되풀이함으로서 오염층을 박리한다. 오염을 용해시키는 세정액

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그 용해과정을 에 띄

게 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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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에 의한 캐비테이션은 고체표면 근처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액

체와 고체의 결합이 액체끼리의 결합만큼 강하지 않다는 과 고체표면에는 캐

비테이션을 만들어 내기 한 핵이 되는 작은 기포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 캐비테이션은 미세한 구멍이나 좁은 틈새 

안에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분사수법이나 러쉬법등 다른 기계 세정법으로 완

히 제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미세한 구멍속의 더러움도 음 법으로 

제거 할 수 있다. 

마. 온 제염

온 1,1,2-trichloro-1,2,2-trifluoromethane 이 사용되며 욕조내에서 살포하거

나 제트 분사시켜 제염을 실시한다.

제염 상물로는 소형 조각, 학재료, 의류, 방사선 보호장비, 기 는 자

재료 등이다.

이 제염방법의 장 은 2차 폐기물이 으며,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고 

설치가 간단하고 음  등과 같은 여타 방법과 조합이 가능하다.

단 은 어떤 재료에는 합성이 없으며, 온은 환경문제를 유발 시키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2. 화학 제염기술

화학 제염은 보통 시스템에서 선택된 반응제를 순환시킴으로써 실행된다. 그

러나, 세그먼트화 부분은 시약이 들어있는 탱크에 침 시킴으로 제염할 수 있

다. 특정한 화학 물질 제염은 제염물질의 모양과 넓이, 종류와 화학 인 반응물

의 성질, 물질의 형태와 오염의 형태, 한 공정 설비의 유용성에 따라 용

된다. 화학  오염 제거는 기본 으로 온화한 학학물질(mild chemicals)과 활성

 화학 물질(aggressive chemicals)로 나뉜다. 온화한 학학물질(mild chemicals)

은 세제, 착화제, 희석된 산 는 알칼리와 같은 비부식성 시약을 사용하고, 활

성  화학 물질(aggressive chemicals)은 농축된 강산, 알칼리 그리고 여러 부식

성 시약을 사용한다. 온화한 화학 제염 기술은 일반 으로 모재의 attacking 없

이 오염을 제거한다. 제염 시간이 길고 제염 계수가 낮으나 이차 폐기물 발생이 

은 이 이 있다. 활성  화학 제염 방법은 보통 두 단계이상으로 각각의 단계

마다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제염 시간이 짧고 제염 계수가 높은 이 이 

있다. 이 장에서는 재까지 알려진 화학제염법의 황과 그 특성을 기술하

다.

가. 침수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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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화학제로는 강산, 염, 착화제,  유기용매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

하다[3-5-5]. 염산, 질산, 황산  인산등 강산은 아연과 같은 활성 속을 제외

하고 거의 모든 속에 하여 용가능하며, 속표면에 산화물 층이 형성되고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비교  농도의 용액이 

사용될 수 있고, 가격이 싸며, 빠르고 효과 인 장 이 있으나 취 이 어렵고 

폐기물 화가 요구되며 제염  유독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강산

용액에 Na2SO4, NaHSO4 등의 염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옥살산, 시트

릭산, EDTA  NTA 등의 유기산은 부식성이 고, 안 하며 취 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온에서 분해되기 쉽고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KMnO4, 

K2Cr2O7  H2O2 등의 산화제는 산화 막으로 오염된 속표면 제염시 처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WR 계통제염에 주로 사용되는 LOMI 제염은 부식산화막 내의 Fe3+ 이온을 

용해성이 큰 Fe2+ 이온으로 환원시켜 제염하는 방법으로 1980년  이후 많이 

사용되었다[3-5-6].

그런데 PWR 계통내부 크롬 함량이 큰 산화막을 제거해야하는 경우는 

AP-AC, AP-Citrox, POD  AP/NP-LOMI 등 다단계의 제염공정이 주로 사용

됨으로 많은 양의 2차 폐기물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이들 제염법들은 주로 가

동  제염기술이므로 제염계수가 낮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염효과가 크고 한 

단계로 속표면제염을 완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염재를 재 사용함으로써 

2차 폐기물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SC 제염법을 개발하 다. Ce4
+
 이온의 

농도가 2-5 mM의 농도 SC 용액은 해체 후 부품  기기 제염에 사용되는데, 

얻을 수 있는 제염계수는 1,000 정도로써 매우 효과 이다. 이 SC 제염법은 

JPDR 해체 로젝트 수행  해제  제염  해체후 부품 제염에 사용된 방법

으로써 제염에 의한 2차 폐기물이 다.

나. 거품제염

거품제염은 화학제염의 운반자로써 세제  wetting agents에 의해 형성되는 

거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거품제염은 속벽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부품

도 제염이 가능한 장 이 있다. 거품유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제염성능을 증

진시키는 방법이다[3-5-7].

복잡한 형태의 많은 양의 부품제염에 용이하며, 해체  계통내부의 비고착성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 이며 최종폐기물이 매우 다. 원격조작이 용이하며 용

액 재순환으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회만 용시킬 경우는 제염효과가 

고 깊은 틈이나 크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1987 년 West 

Valley 해체 로젝트에서 효과 으로 사용되었고, 폐기물을 감소시킬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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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DOE의 Savanish River Site에서 개발 되었다.

다. 겔 제염

겔 제염은 제염 상의 속 표면에 제염제가 포함된 겔을 고르게 뿌린 후 이

것을 어내든지, 씻어내어 제염하는 방법이다. 겔을 뿌리거나 세척수를 뿌리기 

해 콤 샤를 이용하며 형 인 제염제는 mitric-hydrofluoric-oxalic acid, 

비 이온성 세제, carboxymethycellulose, aluminum nitrate 등을 조합하여 사용

한다. 장 은 방 한 양의 폐기물 표면의 비고착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용이

하고, 발생폐기물이 으며 원격조작이 용이하다. CO2 냉각 발 로인 G2의 해

체에서 단되어 나온 냉각계 배 (직경 1.6m의 탄소강 )의 제염에서 염기성 

겔(과망간산 나트륨 첨가의 3M NaOH를 함유한 겔) 용단계, 그 다음 세척 후 

산성 겔(3M H2SO4 + 3M H3PO4를 함유한 겔) 용단계, 세척단계의 순으로 겔 

제염을 행하 다. 겔 사용량은 염기성 겔 435g/m
2
에서 발생 폐액은 총 7.2 

l/m2, 제염효과는 DF 500을 얻었다.

라. 산화공정[3-5-8]

CAN-DECON, CAN-DEREM, OZAX-A, CITROX, DfD  LOMI 등의 공정

은 철과 니 을 주로 함유한 산화침 물의 경우에 효율 으로 작용하지만 제염

상 기기의 오염층 산화물이 chromium oxide 나 iron chromie 와 같은 혼합

된 spinel 의 형태로 많은 양의 크롬을 함유하고 있다면 이 산화물들을 잘 용해

시키지 못한다. chrominm(III) oxide 는 유기산을 사용하는 CAN-DEREM 과 

CITROX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산에서의 간단한 산분해에 의해서는 용해되지 

않으며 LOMI 공정의 환원성분해 상이 되면 산화막이 안정화 되어 이 공정들에 

의해서 용해되지 않는다. 크롬의 구성비가 10% 이상이 되면 산화막이 안정화되

어 이 공정에 의해서 용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chrominm(III) oxide 는 강한 산

화제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용해도가 높은 이온성 chromate 는 bichromate 

가 된다. PWR에서 볼 수 있는 오염된 산화막은 주로 크롬의 함량이 높은 침

물이고 특히 몇 주기동안 hydrogen water chemistry 상태에서 운 한 경우에 

더욱 많이 발견된다. 이 침 물을 제거하기 해서는 화학 으로 산화과정이 필

요하다. 여러 종류의 화학산화가 존재하지만 원자력발 소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것은 과망간산이온을 이용하는 것으로 함께 첨가되는 수산화나트륨, 

질산등의 pH 조 제 첨가에 따라 alkaline permanganate, nitric permanganate, 

permanganic acid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의 공정에 해 순

서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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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kaline Permanganate (AP)

AP의 제염제는 KMnO4(1000 ppm)와 NaOH(100ppm)의 묽은 용액으로 구성

되며 pH 10~11, 온도 95oC에서 6~12 시간동안 반응시킨다[3-5-9].  화학 조건

에서 Cr은 CrO4
2-

 상태가 안정하며, pH가 높을수록 낮은 산화 에 의해서도 

Cr2O3가 상 으로 쉽게 CrO4 으로 산화된다. 한 알칼리환경에서는 재질의 

부식경향도 낮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재 PWR 원 의 제염에서 산화단계 공

정 용실 이 9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AP 공정은 세가지 산화공

정  반응이 가장 느리지만 재질의 부식에 가장 순한 공정이다. 크롬의 산화과

정에서 생성되는 MnO2의 침 물은 방사능 물질과 공침하는 성질이 있으며 침

물이 계통에 침 되어 잔류함으로써 산화단계에서는 상 으로 낮은 제염계

수, 환원단계에서는 높은 제염 계수를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MnO2의 재침  상 때문이며, 산화 단계의 본래 제염계수가 낮은 것은 아니

다. 침 된 MnO2는 다음의 산화처리후 과망간산을 옥살산으로 제거하는 정화

과정에서도 높은 제염계수를 보이는데 이는 계통표면으로부터 제거되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 MnO2 와 함께 침 된 방사성 물질이 MnO2의 용해시 다시 용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은 모든 산화처리 공정에서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 나타난다. 공정 에 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제거를 해서는 필터와 탈

염기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탈염기를 운 하기 해서는 수지의 제 성능을 유지

하기 한 제염수 온도를 운  조건인 65
o
C 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제염수 의 

이온성분이 용해된 방사성 물질보다는 K+, Na+, MnO4
- 등의 제염제의 농도가 

상 으로 높고 제거가 많이 되므로, 필터여과를 주로 하고 탈염기는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itric Permanganate(NP)

NP의 제염제는 KMnO
4
(1000 ppm)와 HNO

3
(200ppm)의 묽은 용액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pH 3~4, 온도 95℃에서 4~6 시간동안 반응시킨다[3-5-2]. 산용액에

서 MnO4
-
는 pH 10~11 에서 보다 pH 2~3에서 더 강한 산화제로 작용하기 때

문에 NP의 낮은 pH는 더 효율 인 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pH가 낮고 

질산의 NO3
-가 존재하므로 AP보다 부식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GE사는 NP 공

정을  계통제염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 고 보조계통에서는 재질에 

따라 용이 가능하다고 언 하 다. 낮은 pH는 한 아래 반응에 나타난 것처

럼 MnO4
-의 차체분해를 진한다. 따라서, AP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NP를 사용

할 경우 더 많은 MnO2가 생성된다.

 NP공정에서 크롬산화물은 MnO4
-
 에 의해 산화되어 AP의 CrO4

-
 이온이 아

닌 HCrO4
- 이온으로 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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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3 + 2MnO4
- + H2O → 2HCrO4

- + 2MnO2

  반응에서도 역시 MnO4
-
의 분해물인 MnO2 의 침 물이 생성된다. 산용액

에서 permanganate의 자체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4H
+
 + 4MnO4

-
 → 4MnO2 + 3O2 + 2H2O

 발생되는 산소는 역시 Cr2O3의 산화를 진하기 보다는 고온에서 기체의 용

해도가 낮기 때문에 기로 방출된다. 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산화처리 단계

에서 NP 산화처리보다는 AP 산화처리법을 선호하고 있다.

(3) Permanganic Acid (HP)

CORD 제염의 일부 공정인 HP 제염제는 과망간산의 묽은 용액으로만 구성되

어 있으며 다른 시약은 첨가하지 않는다. HP가 50ppm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 이라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제염온도가 90
o
C 이상이고 농

도가 300ppm일 때 사용된다[3-5-10]. 농도가 300ppm 일 때 pH는 약 2로서 pH

도 낮으므로 NP보다 더 효과 인 산화제로 작용하여 더 낮은 농도로 짧은 시

간내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공정은 2~3시간이 지나면 완료된다. 한 

농도가 낮고 K+, Na+, NO3
-의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나 NP보다 상당히 

은 양의 폐기물이 생성한다. 다만, 과망간산은 수용액에서만 존재하므로 제염

에 KMnO4 수용액을 양이온 수지에서의 교환 반응은 다음과 같다.

KMnO4 + R-SO3H → R-SO3K + HMnO4

 이때 강산화성 MnO4
-이온으로 인해 양이온수지가 분해되어 분해생성물인 

SO4
2-

 이온이 생성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HP에서의 산화반응은 NP의 경우와 동일하나 분해와 부식이 모두 NP보다 

느리다. 이것은 부식을 진시키고 에서 나타난 분해반응을 활성화시킨다고 

보여지는 nitrate ion이 없기 때문이다.

마. 산화 공정 후 정화[3-5-8]

AP 는 NP 공정은 용한 후, 철산화물을 제염하기 해서는 남아있는 과

망간산을 정화하고 침 된 MnO2를 용해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작업

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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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반응식과 같이 과망간산을 제거하기 해 이온교환을 직 한 후 

묽은 옥살산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MnO3를 용해 후 세정하고, 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세정한다. 이 방법은 매우 빠르며 가장 은 양의 폐수지

를 생성하지만, 단 으로 permanganate가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온교환수

지와 반응할 수도 있다는 이다. 수지의 손으로 생긴 부산물인 황산이온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수지탑으로부터 배출되어 발 소 계통으로 유입될 수도 있

다.

 옥살산을 이용한 잔류 KMnO4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2MnO4- + 5H2C2O4 + 6H
+
 → 2Mn2

+
 + 10CO2 + 2H2O

  반응에서 수소이온이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액의 성질을 산성으

로 만들어야 하고, 옥살산의 반응물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폐

된 계통의 제염에서는 반드시 탈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탈기가 불안 한 경

우에는 탈염기에 의한 정화단계에서 기체가 수지탑에 포집되어 탈염기의 정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반응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있는 MnO4
-를 옥살산을 

이용하여 모두 Mn2
+
로 환시킨 후 이온수지로 정화한다. 이 때 침 된 MnO2

도 함께 용해된다. 이 방법의 큰 장 은 이온교환수지가 강한 산화제인 KMnO4

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온 교환수지가 손되어 생긴 부산물이 원자

로 계통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다. 단 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

고 훨씬 더 많은 기체가 생성되며 계속해서 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염 장

비를 가동하는 것이 더 어렵다. 많은 양의 옥살산과 폐수지가 더 많이 발생한

다.

 침 된 MnO2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MnO2 + H2C2O4 + 2H+ → Mn2
+ +2CO2 + 2H2O

 MnO2가 용해되면서 함께 공침되었던 크러드가 용출되므로, 정화단계에서도 

제염액 에는 많은 방사능을 띤다.

 CAN-DEREM, CITROX 는 LOMI 공정 에 HP를 용하는 경우에는 

에서 설명한 두 방법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옥살산으로 과망간산을 분해한 

후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이온교환수지에 과망간산이 

많이 존재하면, 폐기물 드럼 처리 후 수지와 과망간산이 서서히 반응하여 드럼

내부 압력상승으로 장기간 장 시 험하다.

바. 유기산을 이용한 철산화물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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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원 의 부식산화물  유기산으로 용해되지 않는 크롬산화물을 과망간산

을 이용해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철산화물을 제거하기 해서는 그림의 철 원소 

특성에 따라 낮은 Eh와 낮은 pH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유기산은 철과 착화합

물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인해 용해도를 높이고 많은 양의 철을 용해시킬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각 제염회사마다 특징 인 제염공정을 개발하 으

며, 앞으로도 더욱 발 할 것이다. 제염의 창기에는 화학세정 기술을 응용하

여 원 의 제염을 수행하 지만, 화학세정의 화학약품 농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

안에 제염을 마칠수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폐기물발생과 재질의 부식의 

우려를 극복하기 해 농도의 제염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 의 제염에 실제로 용되었던 몇가지 희박액 제염공정의 특성과 제염실

을 살펴보았다.

(1) CAN-DECON 공정

희박액 제염법인 CAN-DECON 제염법은 1970년  기에 CANDU 원자로를 

제염할 목 으로 캐나다에서 개발 되었다. CANDU-PHWR에서는 연료 이 장

된 상태에서  계통을 이 방법으로 수차례 걸쳐 제염하고 있다.  이방법은 

1979년부터 미국을 심으로 경수로 일차냉각계의 일부제염에 15회 이상 용

하 고, BWR에서는 재순환계 배 과 펌 를 상으로 제염을 실시하 다. 1982

년에는 PWR에도 용하기 시작하 고 최근까지 3회 걸쳐 PWR 증기발생기 수

실 제염을 행하 다. PWR에서의 제염 기술의 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라고 상된다. CAN-DECON 공정의 개발 동기는 1969년부터 1970년에 걸쳐 

캐나다의 Douglas Point 원자로의 주 순환계 방사선량률이 뚜렷한 사유없이 계

속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주변선량률이 용량의 Pickering 원 에서도 같은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면 개인 피폭 허용선량내에서 작업하는 데는 막

한 수의 종사자를 필요로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방사선량률의 상승을 

막기 하여 원자로내에 존재하는 방사선량을 이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

은 성공 이었고 Pickering과 그 후에 건설한 CANUD 형 원자로에서는 작업자

의 피폭선량률이 비교  낮아졌다.

이 계획의 최  목 은 Douglas Point의 증기발생기 주변 선량률을 감시키

는 것이었다. 이것은 “Parametric Cycling" 이라고 알려진 방법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arametric Cycling법은 Douglas Point의 증기

발생기 주변 선량률을 감시키는 효과는 컸지만 순환계에 사용돤 탄소강 배

주변의 선량률을 감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이것에 한 실험실 시험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AP-CITROX와 같은 농후액 화학 제염법으로 CAVEU 원

자로를 제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제염경험과 

거듭되풀이된 시험결과 ”CAN-DECON“ 이라고 하는 독특한 희박액 제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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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되었다. 1973년에 NPDR과 Gentilly-1 원자로에서 CAN-DECON법을 실증

시험 하 다. 그리고 1975년 8월에는 연료 을 넣은 상태에서 Douglas Point 원

자로를 제염하여 제염계수로 4~6의 값을 얻었다.

 캐나다에서 CAN-DECON 법 개발과 실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방법은 종

래의 농후액 화학제염법보다 많은 이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CAN-DEREM 공정

CAN-DEREM은 CAN-DECON공정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재질들이 IGA를 일

으킬 수 있음을 나타냈던 시험후에 CAN-DECON 공정을 수정하여 개발되었다. 

IGA 발생의 주원인은 oxalic acid로 밝 졌으며 이것을 재거함으로써 IGA와 

련된 모든 걱정을 제거시킬 수 있게 되었다[3-5-9].

 CAN-DEREM 공정은 미국 Indian Point 2호기 원 의  계통제염을 해 

웨스 하우스사에 의해 LOMI 공정과 함께 평가되었던 두 가지  한가지 방법

이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재질이 다른 50개 이상의 매빌 특성에서 방사선 조사

의 향, SCC, 국부부식  면부식같은 자료를 얻기 해 AP/CAN-DEREM

의 4단계 공정 2회, 5단계 공정 1회에 시편을 노출시켰다. 수행된 평가 종류들

은 무게, 치수측정, 육안조사, 민화검사법, 경도측정, 표면 거칠음 측정  비

괴 시험이 포함되었다.

(3) CITROX 공정

이름은 Citric acid 와 Dxalic acid의 조합에로 R.D.Weed가 Hanford에서 루

토늄 재순환 시험원자로에서 사용하기 해서 개발한 제염시약이다. 처음에는 

0.3M citric acid와 0.2M Oxalic acid를 혼합하 으며 시약의 총 농도는 8.3wt% 

다. 1980년  기에 Pacific Nuclear Service사는 이 공정을 수정하여 시약의 

총 농도가 0.2%인 묽은 공정을 개발하 다. PNS CITROX-A는 억제제 없이 이

용되었고 PNS CITROX-B는 탄소강계통에 사용하기 해서 억제제를 함께 사용

한다. 두 공정 모두 CAN-DREAM 공정과 유사하게 묽은 용액을 사용하고 재생

가능한 유기산 공정이다. 시약의 농도는 CAN-DREAM의 경우의 약 2배 이기는 

하지만 부분의 특징은 CITROX에서도 같이 용된다. 다만 시약의 농도가 

약간 높고 옥살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CAN-DREAM 공정보다 약간 더 강한 조

건이다. 시약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화하는데 약 2배의 음이온수지가 필요하

다. 이 공정은 여 히 인기가 있는 공정으로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계통

과 보조계통  부품의 제염에 합하다.

이 공정에서는 BWR 원  배 의 주요 부식층 산화물의 조성인 헤미타이트, 

마그네이트  니 훼라이트를 용해 제거하며 , PWR 원 의 경우에는 산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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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정후 잔류하는 철산화물을 제거하는데 합하다.

철산화물은 산에 의한 용해와 환원제에 의한 환원반응으로 용해되며, 산성 용

액에서 철의 용해반응은 수소이온이 철산화물 의 산소와 다음과 같이 반응 한

다.

Fe3O4 + 8H
+
 → Fe2

+
 + 2Fe3

+
 + 4H2O

옥살산에 의한 환원 용해에서는

 

Fe3O4 + 8H
+
 + C2O4

2-
→ 3Fe2

+
 + 4H2O + 2CO2

이 공정에서 citric acid 와 일부 옥살산의 역할은 산화층에서 용해된 철이온

과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Fe2
+
+ Citrate:3H → Fe:Citrate:H + 2H+

용해된 철반응물과 방사성 물질들은 양이온 교환수지에서 교환반응으로 제거

되고 유기산인 citric acid는 다음 반응식과 같이 재생된다.

Fe:Citrate:H + 2R:H → R2:Fe + Citric acid

한 옥살산을 이용한 제염의 잠재  문제 은 철:옥살산 침 물이 생성되고, 

이 침 물이 제염표면에 침 되어 제염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다. 그러나 

옥살산과 citric acid를 혼합사용하는 CITROX 제염법은 두가지 면에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해 다. 첫째, 옥살산만을 근본으로 사용하는 제염제보다 옥살산

의 농도를 낮추어 옥살산이 제염역할만 담당하게 한다. 옥살산과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철은 먼  착화합물의 안정화 상수가 큰 citrate와 먼  착물을 형성한 

후 이온교환수지에서 철을 제거하기 때문에 철:옥살산 침 물의 생성을 최 한 

억제할 수 있다.

보통 제염공정 소요시간은 8~12시간 정도이지만 산 용해단계를 충분히 하기 

해 보통 16~20시간 가량 소요된다. 산화층은 충분히 용해되며, 유기산과 용해

된 분해물들은 양이온/음이온 혼상수지탑에서 발 소 수질기 에 맞는 수 까

지 충분히 정화된다. 한, CAN-DREAM과의 가장 요한 차이 은 EDTA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침 물로부터 용해된 철이온이 Citrate:Fe, 

킬 이트는 EDTA:Fe 킬 이트보다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향을 이기 해서는 양이온수지를 통한 재생을 

충분히 하여 철이온의 농도를 10ppm 미만으로 유지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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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부식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 물의 용해, 킬 이트 형성, 시약의 재생  제거과정과 련된 화학은 

CAN-DEREM에서 설명한 것돠 거의 동일하다. 큰 차이 은 EDTA가 아닌 

citrate ion이 주요 킬 이트 시약이라는 것이다. 

(4) NITROX 공정

이 공정은 WH사의 인증시험을 거쳐 5싸이클(10 단계)까지 인정 받았고, 미국 

PNS제염회사가 기술을 소유한 제염공정이다. 이 공정은 많은 부식 련 

Database를 갖고 있는 CITROX 공정과 매우 유사하며, 제염공 옹안 낮은 농도

의 제염제를 사용하지만 체 으로 높은 제염효과를 얻는 재생성 공정이다. 

한 NITROX 공정은 순환 공정으로서 각 단계마다 산화와 환원 단계를 거친다. 

제염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온교환수지와 필터이며 은 양이 생성된다. 제염

제는 분말 유기산을 약품혼합탱크에 녹인다음 열기로 가열하여 정온도로 

데운 후 제염계통으로 주입한다. 제염제의 농도는 0.1%로서 90 oC 정도의 물에

서는 방 녹으며, 90oC 정도의 온도에서 계통 순환용 펌 의 최소유효흡입수

를 유지하기 해 특별히 계통에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다. 재생단계에서는 양

이온교환 수지탑을 통해 제염제를 계속 순환시키며, 이 과정에서 용해된 속이

온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수지의 유기산은 본래의 산으로 회복된다. 약품을 

효과 으로 재생하므로 약품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용시간은 보통 4~8시간 

걸린다. 마지막 단계에서 산화막이 제거 되었다고 단되면 제염제와 제염액

의 잔류 속이온과 방사성 핵종들을 혼상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한다.

PWR 원 의 기기 제염을 해서는 산화막 조성차이 때문에 NP 공정이 추가

된다. NP 공정은 비재생 공정으로서 산화물 제거단계 에 실시한다. 표 인 

용농도와 온도는 0.1%와 97-93
o
C이다. 이 NP 단계의 목 은 크롬산화물을 용

해성 크롬 6가로 만들어서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NP 제염제는 용액 의 

크롬이 안정화될 때까지 순환시킨다. 안정화란 제염제 의 과산화망간이온을 이

온교환수지나 옥살산으로 용해시킨 후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한다.

KMnO4를 옥살산으로 분해시키는 NITROX 공정에서 옥살산의 최  농도는 

0.04%를 넘지 않는다. 이는 잔류 MnO2의 분해와 용출된 산화막의 제거를 함

이다. 생성된 MnO2는 필터로 제거하며, 제염  MnO2는 제염표면의 유속 부

분에 침 되어 부분 으로 고선량화가 되는 것을 막기 해 제염 에 필수 으

로 제거되어야 한다. 옥살산을 주입한 후 20~30분후에 재순환 유량을 1개 이상

의 양이온교환수지로 통과시킨다. 양이온교탑에서는 용해된 속을 제거하고 옥

살산을 재생시킨다. 과망간산과 옥살산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2MnO4 + 5H2C2O4 + 6H
+
 → 10CO2 + 2Mn2

+
 + 2K+ +8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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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2 는 옥살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용해반응이 일어난다.

MnO2 + H2C2O4  → 2CO2 + Mn2
+
 + 2OH

-

즉, 용해반응에 의해 양이온수지에서 제거되거나 침 물 형태의 필터에서 제

거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통으로부터 제거를 

한 배기를 해야한다. 제거되지 않은 CO2는 용액 에서 탄산이온을 형성해서 

음이온교환수지의 제거효율과 용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NITROX는 시트르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염에서 시트르 산은 주로 pH 완

충이나 옥살화철 침 을 막기 해 사용되지만 함유된 크러드와 표면 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는 원자로 냉각펌  제염에서 별로 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트르산은 폐기물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트르산을 원

자로 냉각재펌  제염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근 제염공정 개발 추세이다.

최근 들어 미국 Callaway 원  RCP 제염작업 시에 이 공정을 용하 으며, 

총 9ft3 의 폐기물만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화학 제염기술은 오래 부터 개발되어 많이 활용되어온 기술로써, 

재 기술동양은 제염에 의한 2차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 처리/처분 안정

성에 을 맞추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5) DfD 공정

Decontamination for decommissioning의 의미인 DfD 제염공정은 1996년 

EPRI에서 원  해체를 해 개발한 제염공정이다. 이 에 기술한 부분의 운

  제염공정은 원자로 재질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이

게 하면 제염의 효율이 상 으로 떨어진다. 1995년 EPRI는 운  인 발

소에 사용되는 희박 제염공정의 작업 이 과 까다로운 처리의 어려움을 가지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되지만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농후제염공

정을 결합하여 신 제염공정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EPRI DfD라 불리는 이 결

과는 모재 손상의 제한 없이 스테인 스 강과 Alloy 600 즉 원  속구조물을 

재사용하거나 비방사성 폐기물로 처분시키기 한 희박 제염공정이며, 이 공정

은 다른 속에도 용될 수 있다. 이 공정은 폐기물의 처리를 해 일반 으로 

처리장치와 기존의 이온교환기술을 사용한다.

EPRI DfD 공정은 운  인 발 소의 보조 계통에 통상 으로 사용되는 기

존 제염공정과 유사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다양한 실험과 범 한 정보를 얻어 

신 공정을 개발 하 다. 이 공정은 균열 틈새에 잡  있던 방사능을 빼내기 

해 모재 속의 얇은 표면층을 진 으로 제거한다. 작업동안 배출된 방사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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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처리하기 해 양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한다. 종료후 마지막으로 용액은 

계통에 정화된 물을 공 하기 해 이온으로 정화한다. 최종 폐기물 형태는 이

온교환수지이며, 좀더 나은 폐기물 처리법을 통해 부피를 감시키고 원한다면 

폐기물 형태를 다르게 변환시킨다.

EPRI DfD 공정은 이미 미국의 재가동 에 있는 여러 소형 펌 의 제염에 성

공 으로 이용되었으며, 향후 원자로 냉각재 펌 의 제염시 활용할 계획이다.

DfD 제염공정을 수행하면서 주기 으로 시료분석을 통해 화학약품의 농도와 

방사능 농도를 검하면서 농도 변하로서 제염 진행 과정을 감시한다. 제염이 

종료 시 은 제염기 치의 방사능 농도가 이하로 떨어 졌거나 더 이상 제염효

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 종료한다. 이러한 오래된 산화물 즉 IGA, Pitting 등의 

부식으로 생긴 틈새의 방사능 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DfD 공정의 장 이

다. 

탄소강과 같은 다른 속의 경우는 더 온후한 조건에서 수행 될 수 있다. 특

히 용온도는 주 환경과 비슷하게 낮출 수 있다.

(6) CORD-UV 공정

독일 Siemens사에서 개발한 CORD는 Chemical Oxidation Reduction 

Decontamination을 의미하며, 유럽지역에서 많은 제염실 을 갖고 있는 원  

제염공정이다. 이 공정은 오존을 산화제로 사용한 OZOX공정으로부터 출발했는

데 오존을 생산하여 필요한 농도를 조 하는 기술 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 용

시에는 Alkaline Permanganate가 산화제로 사용되었다. 1980년  반에 산화

제를 permanganic acid 로 체 하 고 이름을 CORD로 바꾸었다. 재생 가능한 

공정이며 주요 4단계의 혼합공정으로 구성되는 희박제염 공정이다. 이 공정은 

산화단계, 환원단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산화단계에서는 KMnO4 의 K
+
이온을 

양이온수지로 제거하여 HMnO4를 제조함으로서 산화 제염 후 제염폐액 의 K

이온을 제거하기 한 폐수지 발생량을 이고, 제염제의 pH를 낮게 유지함으

로서 MnO2 생성과 침 을 억제한다. 반면 HMnO4를 제조할 때 강산화제인 

MnO4와 수지와의 반응으로 수지가 탄화되거나 양이온수지가 분해되어 황산이

온을 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조제기술이 필요하다.

(7) LOMI 공정

부속계통에 용하기 한 LOMI, AP/LOMI  NP/LOMI 공정의 폭넓은 부

식시험이 1980년 에 시행되었고, 1990년  BWR에서의 LOMI 공정과 PWR에

서의 AP/LOMI 공정의  계통제염의 용을 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후자는 

WH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AP/CAN-DEREM 품질인증시험 계획에서 기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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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과 매우 유사하다.

1996년에 AP/LOMI의 추가시험이 미국 Zion 원 에서 “루 ” 제염을 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시행되었다. 이 의 자격증시험 결과들이 검토되었고 

응성을 해 ZION 원 의 냉각재 계통재질과 비교되었다. 이들 재질에 한 

제염용액의 향을 알아보기 해 mill-annealed 600 합 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 시험에서 얻은 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lloy 600의 C링과 가역 U bends roll transition 시험편에서 얻어진 측

정치를 근거해 볼 때 일차냉각재 에서 응력부식률은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둘째, SA-182, F11과 F22형의 시험 쿠폰은 각기 2.9와 1.7mils의 부식 손실을 

보여 주었다. 균열된 환경하에서는 이러한 부식률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쿠폰의 속조직  일부분들이 F11시편의 경우는 약간의 표면 부식을 나타냈고 

F22시편에서는 약 2mils 깊이의 얇은 함몰을 나타냈다. 이 정도의 제한된 부식

은 밸  스탬과 시트에는 별로 요하지 않았다.

셋째, SA-182, F11과 F22 형태의 stressed bent beams은 인장강도 시험에서 

응력 부식 균열 는 국부 부식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AP/LOMI와 mill-anneal Alloy 600의 순수 가역 U-밴드 시험편에서 

온 균열 확장이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되지 않은 결과 으며 이것은 

이 의 수소가 첨가된 고온증기에서의 균열작용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lloy 600 의 가역 U-bend 시험편에서 찰된 균열 증식이 수소가 첨가된 고

온  증기의 균열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따

라서, zION 원 의 증기발생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험도 용인될수 

없기 때문에 1995년 가을 정지기간 의 1호기 제염공정은 취소되었다. 이는 

상하지 못한 균열 확 의 원인을 규명하고 증기발생기 열  건 성에 향을 

주는 험이 크게 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한 추가 인 시험을 수

행하기 함이었다.

LOMI는 비재생 공정이므로 용해될 수 있는 침 물의 양은 용매의 양에 비례

한다. 부피  표면 의 비가 상 으로 작은 계통에 해서는 규제상한값을 

과하지 않고 침 물을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화학약품을 한번에 첨가할 수 있다. 

LOMI 공정은 이러한 계통에는 상당히 합한 방법이다. 부피  표면 의 비가 

큰 계통의 경우에는 규제 상한 값을 과하지 않고 필요한 화학약품을 한번에 

계통에 첨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통애서

는 100% 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시약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 정해진 양의 시약을 사용하는 CAN-DEREM이나 CITROX와 같은 재생이 가

능한 유기산 공정이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이 공정들에 의해서 제거 가능한 침

물의 양은 단지 이용가능한 양이온수지의 양에의 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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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염[3-5-1]

기 화학 제염은 성분으로부터 속과 산화층의 양극 용해  제거로 제염

을 하는 방법이고 직  류를 사용한다. 제염물질을 양극, 음극으로 되어진 

해조에 담그고 용해시켜 제염한다. 이 방법은 근이 용이한 표면을 제염하기에 

유용하고 해질은 계속 으로 재순환에 의해 재생된다. 

In-tank 해 연마 제염을 하기 해서는 2개의 탱크(스태인 스)가 필요하다. 

첫번째 탱크는 해질, 극 그리고 제염 부분을 포함하고 다른 탱크는 오염 제

거 후 부품 세척에 사용될 물을 장한다. 일반 으로 원 암페어를 2700 A까

지 한다. 해 연마 공정 시 해질로부터 발생된 증기를 제어하기 해, 추출 

후드는 해 연마조의 에 치한다. 탱크에서 세척  해질을 가열시키고 

혼합을 한 비도 하여야 한다. 기 화학 오염 제거 처리는 철기 합  (스테

인 스 스틸을 포함하여), 동 알루미늄, 리드와 몰리 덴 같이 도성 표면에 존

재하는 방사성 핵종 오염을 제거하는데 용된다. 해 제염은 단히 효과 이

고, 높은 제염계수를 갖고 있다. 기 화학 제염을 한 요한 작동 라미터

는 해질농도, 작동 온도, 극 포텐셜 그리고 류 도이다. 제염의 유효성은 

제염되기 한 아이템의 표면에 물질을 처리함으로써의 제한될 수 있다. 오일, 

그리스, 옥사이드 (러스트)와 페인트 는 다른 코 된 물질은 제염 에 제거

되어야 한다.  

기 화학 제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침 물이 해조의 크기에 의해, 이용될 때

• 패드가 처리되는 부분 주 에 표면과 이용 가능한 자유공간 기하학  구

조에 의해, 이용될 때

인산은 다양한 합  계열에 안정하고 응용성이 탁월하여 해연마에서 해

질로 이용된다. 한 인산은 마르지 않는 성질이 있어 공기 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고, 해질로부터 속의 재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질산과 황산나트륨

염 해질은 처리하기 쉽고 재활용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인이나 황산에 한 

안으로 제기되었다.  

해제염의 장단 은 다음과 같다.

• 장

- 주요 장비는 상 으로 값이 싸고 공정 과정이 매우 단순하다. 루토     

 늄, 우라늄, 라돈, 코발트, 스트론튬, 카에슘과 아메리슘을 포함하여 표면     

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방사성 핵종을 백그라운드 수 으로 제거할 수 있고 

100:1 감소 이상의 제염 계수를 제공한다. 

- Electropolishing은 편평부, 모서리, 오목한 기하학  구조, 탱크, 기타 여러 

곳을 제염할 수 있다. 제염되는 동안 제거된 속의 두께는 일반 으로 25 µ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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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제염에 사용된 액체의 부피를 비교할 때, 오염제거를 해 사용하는   

  해질 부피는 상 으로 낮다.      

• 단

- 해질 폐기물 처리를 해 (재활용할 수 없으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

- 해조 크기의 제한이 있어서 커다란 물질은 제염하지 못한다.

- 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제염 할 수 없다.

- 튜 의 내측에 오염된 부분은 완 하게 제염이 안된다.

 

가. 침수 해제염

일반 인 방법으로써 제염할 상과 극을 제염용액에 담그고, 류 혹은 

압을 가하여 제염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염할 상이 소규모이거나, 탈부착이 

쉽고 재활용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PNL에는 

1개의 1500리터 해제염 탱크, 2개의 세척 탱크, 5600A 정류 공 원(제염 시설

의 비오염지역에 설치), 한 오염 물질을 다루는 시스템 등으로 상당히 큰 

부피의 상을 제염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1.2 m, 높이 

0.6의 형 부품이나, 직경 0.4 m에 이르는 형 부품을 수용할 수 있는 제염시

설이다.

나. In-situ 해제염

침수 해제염 방법으로 제염을 하기에는 제염할 상이 무 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비의 제염을 해 in-situ 해제염 방법이 고려되었다. 즉, 움직일 수 

있는 음극을 제작하여 음극이 제염할 양극 부 와 닿는 부분에 용액을 주입하

여 제염 조건에 해당하는 류 혹은 압을 인가하여 제염을 하고 음극을 이동

하여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이 게 하여 부피가 매우 큰 양극을 모두 제염할 

수 있다

 

4. 국외 증기발생기 제염사례

가. 일본

일본에서의 실시 로는 PWR의 증기발생기를 분소산화물 블래스트재로 하여 

고압 습식 블래스트법으로 제염한 가 있다. 이 제염법은 국의 제염법이 제

염장치 설치  조건변경이 SG 내부에서의 수동조작이었다는 것에 비해 핸드 

홀에 자동 제염 장치를 붙여 수실 내부 3면을 자에어를 통해 제염하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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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법으로 피폭 감면에서 큰 효과를 올린 바 있다. 제염 요령은 수실 내부를 

벌룬으로 하고 300kgf/cm3 정도의 고압수를 분사하여 그 흡인압력으로 산

화보론을 분사 한다.   배수는 펌 를 정지시킨 후 처리 설비로 처리하고 제

염계수는 2-3이었다.

나. 랑스

증기발생기  그 channel head 등을 유지, 보수하는 동안에 피폭량의 감소 

 련된 소모비용의 감소를 목 으로 발 소 장에 해제염을 하고자 

in-suit 해제염 장치를 개발  이용하 다. Framatome 과 STMI사는 Nogent 

1호기의 증기발생기 channel head에 해서 1987년 처음 시도 하 다. 인산과 

황산이 50:50으로 혼합된 용액을 사용하여, 해제염시 pH, 물의 도도등을 제

어하면서 수행하여 표면의 replica를 통해서 수행결과를 찰하 는데 해제염 

후 미세한 굴곡 없이 균일하고 매끈한 표면이 얻어졌으며 pitting 이나 부식의 

흔 이 없으며, divider plate 부근의 Inconel 600과 clad bowl 부근의 SS308L에 

해서는 단지 미세한 1GA와 선택 인 ferrite 제거가 보 을 뿐이다.

다. 헝가리

인산, 옥살산 등 여러 가지 해제염용 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여 in-situ

로 해제염을 하 다. 움직일 수 있는 음극장치를 이용하여 주순환펌 , 증기

발생기, gate vale 등 원격조종으로 제염하 다. 이 게 원격조종을 통해서 

in-situ로 해제염용 용액의 양이 감소하는 등 장 이 있었으나, 매우 복잡한 

형상을 한 구조물은 한계가 있었다. 

그림 3-5-1. Schematic of MEDOC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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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기에

벨기에는 그림 3-5-1과 같이 BR3 증기발생기( 량 30톤, 길이 8 m)를 

SCK/CEN에서 개발한 MEDOC(Metal decontamination by oxidation with 

cerium)라는 화학제염법을 사용하여 제염하 다.

오존과 함께 강산화제인 황산 같은 CeriumⅣ를 지속 으로 재순환하여 사용

하는 방법인데 수실과 세 에 하여 MEDOC 제염공정을 용하 다. 3주간 

총 30 cycles 제염작업을 수행하 고 70 ℃에서 60시간 제염 작업과 130시간의 

재생작업을 수행하 다. 제염처리 후 80% 속을 직  방출(0.1 Bq/g for 

Co-60 이하)하여 고철업자에게 매하 다.

바. 스웨덴

스웨덴의 Studsvik에서는 증기발생기 폐기물 처리개념을 확립하 으며,      

Ringhals 원 에서 교체한 증기발생기를 용 단 cell 내에서 원격으로 단 

 건식 연마 제염을 수행하여 310톤의 속폐기물  288톤( 체의 88%)을 무

구속 방출하 다. 2005년에 Ringhals 원 에서 교체된 량이 300톤인 웨스 하

우스모델 증기발생기(20 m 길이의 인코넬 열  3,400개로 이루어진 길이 19 

m, 직경 4.5 m 크기)의 총 방사능 재고량이 650 GBq이었고, 그  약 95%가 

tube bundle, 5%가 waste chameber이었다.  Tube bundle 의 85%(510 GBq)를 

dry-blasting으로 제염하 고, 4,700 인코넬-600 alloy tubes는 abrasive-blasting으

로 제염하 다. 제염 처리하여 80% 이상(288t)을 무구속 방출  재활용(Steam 

dome과 outer shell)하 다.

사. 독일

독일 Gundremmingen에서는 KRB-A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의 감용 

 자체처분을 한 단기술로 "Ice- sawing" 기술을 개발하 으며, 3기의 증기

발생기 수실을 기화학  제염을 하 다. 단된 조각 속의 무구속 방출을 

하여 인산 해질을 사용한 해제염 수행하 고, 잔류방사능측정 결과 

20,000 Bq/㎠에서 무제한 방출 수 으로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기의 1.5% 만

이 최종 방사성폐기물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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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 제염기술 (DFDx 용사례)

가. Studsvik (Sweden)

스웨덴의 Nyköping 시설에 있는 Studsvik에 용된 DFDx program은 실

인 조건에서 sample들의 제염을 실행하고 방사성 오염 level을 최소화하는 동안 

plant 자체의 기술  성능을 입증하여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성을 알아보

기 해 사용되었다. Studsvik에 용된 DFDx는 어떠한 이온교환 수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원하지 않으므로 Direct treatment 방법과 Indirect treatment 

방법이 선택 으로 사용되었다. DFDx의 효율을 알아보기 해 사용된 sample

의 종류는 3가지로 UKAEA Dounreay의 연료 재처리공장에서 제공된 Stainless 

steel tube, Studsvik Steam Generator의 Inconel tube와 국의 Berkeley Power 

Station에서 제공된 Carbon steel tube이다. 세슘 선택  이온교환물질은 핀란드

의 Fortum Nuclear Services에서 제공된 "Cs Treat, 입자 크기 0.25-0.85mm"이

다. 제염 test에서의 용액의 흐름은 Process skid에서 Treatment skid(DFDx)를 

거쳐  bulk sample tank를 통해서 흐른 뒤 다시 순환하며, 그 흐름도는 다음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그림 3-5-2. Layout of equipment for Studsvik test

 

이 test는 2004년 8월 12일에서 16일까지 총 60시간 운 되었으며, 사용된 용

액의 부피는 약 0.5 m3이고 DFDx cell의 원을 이용하여 18kw의 필요한 열을 

보충하 다. 체 운  기간 동안 용액은 단지 DFDx의 사용으로만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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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sample에 해 제염 처리한 결과를 다음 표 3-5-2에 나타내었다.

Sample I.D
Before

(cps)

After

(cps)
DF

Weight loss

(g)

Weight loss

(%)

Dounreay 1

Surface 25 2 12.5 2 0.25

End shine 695 5 139

Steam 

Generator 1
> 5000

Back

Ground
>> 5000 1.97 3.8

Magnox 

Boiler Tube
390

Back

Ground
> 390 164 9.8

표 3-5-2. Decontamination and weight loss on samples in Studsvik loop

이 결과를 통해 모든 sample이 효과 으로 제염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 test에서 과망간산(MnO4-) 처리 단계는 어떠한 sample에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 이 test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해서는 과망간산(MnO4-)의 향보다 온도

의 향이 더 요하다. 

EPRI DFDx cell은 용액으로부터 속 오염물을 제거하고 속 이온과 수소 

이온을 체하여 제염제를 재생한다. Cell의 Direct treatment 조건과 Indirect 

treatment 조건을 다음 표 3-5-3과 3-5-4에 각각 나타내었다. 

Treatment stream
Iron concentration

(ppm)
pH

Inlet 320 2.3

Outlet 240 2.1

표 3-5-3. DFDx Cell operation using Direc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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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tream
Iron concentration

(ppm)
pH

Inlet 2800 ND

Outlet 1700 ND

표 3-5-4. DFDx cell operation using indirect treatment conditions

Direct treatment에서는 247 ampheres의 류와 34 volt의 압을 공 해 주

었고 Indirect treatment에서는 400 ampheres의 류와 14 volt의 압을 공 해 

주었다. Direct treatment에서는 이온교환 보다 낮은 효율이지만 용액으로부터 

지속 으로 철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Indirect treatment는 상했

던 것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3-5-11].

나. UKAEA Dounreay

DFDx test에 이용하기 하여 UKAEA Dounreay에서 한 쇄처리를 거

친 tank와 인 으로 만든 시설을 제공하 는데 그 이유는 test가 완 히 끝난 

후 처분하기 해서이다. 

제염을 하는 동안 공기를 타고 운반되는 방사성 때문에 사람들의 근이 매

우 제한되고, tank 형 제염 공정의 정체된 흐름 조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test 설계를 한 원활한 흐름 는 제염의 진행을 시각 으로 모니터하

고 tank 내의 nozzle 등의 항목을 조 하기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est에 이용된 sample 종류는 총 4가지로 test 동안 Stainless steel 속의 손

실을 평가하기 해 coating된 산화막이 없는 2가지 Stainless steel 성분과 고온

에서 처리한 산화막을 coating한 Stainless steel과 Inconel 성분이다. 세슘 성

분의 선택  이온교환 물질은 Studsvik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Fortum Nuclear 

Service에서 제공한 “Cs treat, 입자 크기 0.25-0.85mm"를 사용하 다.

Test의 운 은 두 단계로 나 어 Tank 1(Stainless steel artifact)에서 Tank 2

로 변경하여 운 하 다. Tank 1의 제염은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 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개략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5L의 HBF4를 

system에 21:15 비율로 순환시키면서 주입하 다. 2  진공 에 원을 공 하

여 system의 온도는 속히 증가하 고, 방사성의 순환도 속히 빨라졌다(β= 

300 Bq/mL, α= 1.4 Bq/mL). Cs treat material을 공정에 설치하여 system으로

부터의 Cs을 성공 으로 잡을 수 있었다. 16 L의 양이온 교환 칼럼은 Carbon 

steel에서 용해되어 생성되는 여분의 철을 제거하기 해 이용되었고, 10월 2일 

Tank 1의 제염이 종료되었다고 생각되어 system을 냉각시키고 방치하 다. 

Tank 2는 Pond Metafilter와 Stainless steel pipe 인공물로 채워 제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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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에 공기를 통해서 퍼지는 방사능에 한 방 조치는 폐 조건에서 

포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한 posting, bagging, respirator 기술을 이용하 다. 

DFDx process에서 일반 으로 용해되어 발생하는 방사능은 100 Bq/mL 이하이

다.

DFDx test 운  후 제염된 다수의 artifact를 그림 3-5-3, 3-5-4, 3-5-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5-3은 process tank에 포함된 격납의 작은 칸 내부의 운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출 에 오염표면을 닦아 내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다. artifact의 측정 결과는 표 3-5-5에 나타내었다.

그림 3-5-3. Surface swabs taken from the filter housing while in 

containment

그림 3-5-4. Ventilation ducting after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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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Assorted pipe and flange fitting after 

decontamination

Item description
Activity measurement 

(before)

Activity measurement 

(after)

Filter housing 1.4 mSv/hr beta/gamma 5-15 cps fixed

Vent ducting 500 cps beta/gamma Suitable for recycle

표 3-5-5. Artifacts before and after decontamination radiation 

measurements

Test가 종료된 후 tank 내의 artifact는 제거되었으며, 설비 내에 있던 물은 

container tank로 배출되었고 tank 자체 내에서도 수분을 배출하고 처리하 다. 

Tank 바닥의 무른 형태의 침 물 한 배출되었으며 tank의 해체는 다음과 같

이 실시하 다. Containment에서 tank를 제거하고 처리 장치로부터 DFDx를 떼

어내어 containment에 둔 뒤 cell을 층층이 분해하 다. Cell은 양극, 음극, 막으

로 구성되어 있었고 양극에서는 철 침 물이 쌓여있었다. 비방사성 수 으로 처

분된 Cell의 모든 구성성분은 분리되었고 잔여물은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되었다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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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용융기술

원자력 시설의 유지, 보수나 수명을 다한 뒤 해체하는 경우에 막 한 양의 방

사성 속폐기물이 발생한다. 속 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기술  재까지 

가장 한 기술로서 용융 기술이 있다. 형 속폐기물을 용융제염하여 방사

성 폐기물 용기재료나 처분장 구조재 등으로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양을 감소

시키고 산업 으로도 자원 재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

감용  자체처분을 통해 해체 속성 폐기물의 리에 활용성이 큰 기술이다. 

특히 열교환기, 습분 분리기, 증기발생기와 같은 크기가 큰 장치로부터 발생되

는 형 속폐기물들은 최종 처분 시 처분공간을 많이 유하게 되고 압력용

기의 탄소강, 스테인 스강  인코넬 등과 같은 재활용 가치가 큰 물질을 함유

하고 있어 오염된 속폐기물을 용융 제염함으로써 최종처분시설 공간을 약

하는 동시에 이들 가치 있는 많은 양의 속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속성폐기물 부피감용  재활용 제염방법에는 화학제염, 해제염, 음

제염, 진동연마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용융제염에 비해 제염폐기물 발생

량이 많고 잔류방사능 측정이 훨씬 더 어렵다[3-6-1][3-6-2][3-6-3][3-6-4]. 이러한 

제염방법은 주로 용융제염 처리 기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속용융 기술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부피 감용비가 클 뿐만 아니라, 휘발성 핵종이나 우라늄

(U)과 같이 모재 속과 반응성이 은 핵종은 무기물질의 혼합물인 슬래그

(slag)에 의해 안정화 되어 제염되며, 휘발되지 않는 방사성 핵종들은 용융 속

의 결정격자 내에 방사성 핵종을 고정화시켜 비방사능을 낮출 수 있다는 장

들을 가지고 있다[5～10]. 오염된 제염 상 장치 부품은 흔히 구조가 복잡해서 

내부표면상의 방사능 와 정확한 치 감별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의 monitoring 가격 한 비싸다. 그러나 용융 후에는 표면방사능이 mass에 

분산되어 모든 잔류 핵종이 균일하게 분포  고정화되어지므로 각 주괴 시료

로부터 방사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

1980년  반부터 원자력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속성폐기물의 감용  재

활용을 한 오염 속의 용융기술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어 방사성 속폐

기물량을 최소화하기 한 확립된 기술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을 가지

고 있는 선진국들은 해체시 발생되는 속폐기물에 한 고감용율, 제염효과, 

속의 재사용 가능성  안 성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속폐기물 용융을 한 세계 각국의 주요 용융 

시설들은 표 3-6-1과 같다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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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Furnace 

type

type of 

metal 

treated

Charge 

size

(ton)

Products
Radiological 

limitations

Quantity  of 

scrap  melted 

(ton)

INFANTE

Marcolule,

1992,

(France)

Electric 

arc
CS, SS 12 

Ingots, Shield 

block,

waste containers

-Max 250 Bq/g for 
60
Co,

-Other limitations for 

other nuclides

5,000

STUDSVIK

1987,

(Sweden)

Induction
CS, SS, Al,

CUr, Pb
3.5 

Ingots, Shield 

block

-Varies with type of 

material and 

reparation to be done

12,000

(1987-

2005

CARLA,

Siempelkamp,

1989

(Germany)

Induction
CS, SS, Al,

Cu, Pb
3.2 

Ingots, Shield 

block,

waste containers

-Max 200 Bq/g for β,

γ

-Max 100 Bq/g for α

-Separate limits for 

uranium 

15,000

(1989-

2005)

DURATEK,

1992,

(USA)

Induction CS, SS, Al 20 

Ingots, Shield 

block, waste 

containers & 

reinforcing steel

Nomally<2 mSv/h 2,000

CENTRACO,

1999,

(France)

Induction CS, SS 4 Ingots & tube

-Max 20,000Bq/g for 

β,γ

-Max 370Bq/g for α

12,000

(1999-

2005)

Capenhurst,

1994,

(UK)

Induction Al,Cu, Brass 4 Ingots - 7,000

ECOMET-S,

(Russian 

Federation)

Induction CS 2.5 Ingots Max 100 Bq/g 8,000

표 3-6-1. Melting facility of several countries

 표 3-6-1은 몇 가지 처리방법에 의한 폐기물 부피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3-6-12]. 이 자료에 의하면 용융제염기술은 속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

우라도 super compaction보다 폐기물의 부피를 반으로 일 수 있는 기술이

다. 

 

Kind of 

Treatment

Metal

Quantity 

(t)

Filling

Factor 

(%)

Volume to

be Stored 

(㎥)

Concrete 

for Filling 

(t)

Weight 

of Package

 (t)

Melting 7 100 1 - 7

Super compaction 7 50 2 1.5 8.7

Filling without 7 15 7 10 17

표 3-6-2. Comparison of waste trea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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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융기술의 종류[3-6-13][3-6-14][3-6-15]

가. 상용 속 용융법

고체 도 물질은 류에 의해 3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열할 수 있다. 

도 물질이 류가 흐르는 항체로부터 복사와 류에 의해 가열되는 간 방

식(Indirect method), 류가 직  원으로부터 도 물질로 흐르는 직 방식

(direct method), 류가 외부 유도 코일에 의해 속으로 유도되며 외부 유도 

코일에 의해 생성된 류가 2차 회로로 도 물질에 작용하는 유도방식

(induction method) 이 있다. 최근 상용 규모 특히 1세  원자로 해체와 련한 

용융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속 폐기물은 과거 아크 기로를 많이 사용하 으

나 90년  후반부터는 그림 3-6-1에 표시된 유도로로 부분 체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독일 Krefeld의 Siempelkamp에서는 단 질량 당 매우 높은 양의 방사

능을 함유한 물질을 처리하기 해 특별히 설계된 용융로를 가동시켰다. 무구속 

사용 기 보다 더 높은 방사능을 함유한 주괴는 차폐재나 이송 cask의 제조와 

같은 원자력분야에서 재활용하 다. 1984년 EDF(Electricite de France)에서는 유

도로가 구비된 속성 폐기물 용융설비를 설치하 다. 처리할 원료 속은 유지 

보수시 발생된 것으로  오염 속으로 제한하 다. 처리용량은 4000 

ton/year 이상으로 이  약 50%는 무구속 재활용하고 나머지 50%는 차폐와 폐

기물 포장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 다. 1986년 France Saclay에서는 유도로를 사

용해서 해체 철거 시 발생된 최  방사능 104 Bq/kg (Co, Cs, Sr)을 갖는 폐기

물을 용융 제염하 다. 용융로의 용량은 batch당 700 kg으로 약 300회의 용융제

염이 1988년 말까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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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Induction Melting Furnace

나. Electroslag 용융법(ESR)

당한 유동 매제(flux)와 용융 변수들을 사용하는 ESR 기술은 다양한 속과 

합 에 용될 수 있다. 그림 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SR 용융에서 소비되는 

극은 물로 냉각되는 구리 도가니에서 용융된다. 용융을 한 원은 극에 

연결된 AC나 DC의 원 공 장치에 의해 공 된다. 용융을 시작하기 에 용

융될 합 의 끝은 수냉 구리 도가니의 바닥에 치하며 이 도가니는 지 

에 고정되어있으며 2차 원 선이 연결되어 있다. Flux는 용융이 시작하기 에 

극 주변에 채워놓는다. 용융의 시작은 극과 바닥에 있는 속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하고 발생한 아크에 의해 flux가 먼  용융된다. Flux가 완 히 용

융되고 아크가 꺼지면 원이 계속 증가되어 flux의 온도가 극의 녹는 보다 

크게 되고 이에 따라 극이 융융되기 시작한다. 용융된 속의 액 은 슬래그

를 통과하여 떨어지며 몰드의 바닥 에 있는 용융체 pool속에 모이게 되고 

고체화되기 시작한다. ESR에는 오염될 내화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방사

성 폐기물이 발생치 않으며 슬래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부분의 슬래그는 

용융이 끝난 후 주괴 에서 굳어진다. 일본 Tokai의 electroslag remelting(ESR)

시설은 feeder, 용융로, 슬래그 분쇄기로 구성되며 batch당 약 100 kg의 용량을 

갖고 있다. 약 100 kg의 속폐기물이 60 kg/h의 속도로 용융 슬래그 pool로 

공 되며 속은 bucket을 이용하여 용융 슬래그로 공 된다. 내부크기가 220 × 

380 mm인 순수구리로 만들어진 수냉각식 mold가 주괴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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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ESR process

비소모성 극으로는 직경 50 mm인 두 개의 텅스텐이 사용되었으며, 평행으

로 배치된 두 개의 구리막 를 통해 텅스텐 극으로 기가 공 되었다. 극

의 산화방지를 해 용융로에 질소가스가 주입된다. 슬래그 내에 joule-heating

이 시작되도록 stool arc법이 사용되었다. 용융 후 슬래그는 주괴와 분리되어 재

사용을 해 분쇄되었다. 용융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bag filter, pre-filter  

blower를 통해 배출되었다.

 

다.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용융법

고주  자기 가열장치를 사용한 유도가열은 소각재나 유리와 같은 무기물

질,  속성 폐기물을 용융이 가능하며, In-can  in-pot 모양의 용융로가 사용

된다.  폐기물은 장/처분용기에 담겨지며, 이 용기는 용융 pot으로 사용되어 

유도로 안에 치한다. 용기 이용도를 최 화하기 해 용융이 시작된 후 추가

폐기물이 용기에 주입된다.

그림 3-6-3에 형 인 건조폐기물의 in-pot 용융장치를 나타내었다. 폐기물은 

별도의 crucible이나 용융 pot에서 용융된 후 container로 흘러 들어가 그 후 냉

각  고화된다. Crucible은 흑연이나 고온 세라믹으로 만들어지며 고온 부식 

때문에 주기 으로 교체된다. In-pot 장치의 경우 연속 혹은 반연속식 작업에 

합한 반면 in-can 장치는 crucible의 교체가 필요 없다. 30 kg/h까지의 폐기물 

공  속도에서 운 온도는 1300～1500 ℃의 범 이다. 소각재에 한 감용비는 

4~10이며, 안정하고 내침출성이 강한 유리와 같은 monolith가 생성된다. 속조

각과 같은 다른 폐기물에 한 감용비는 원래 폐기물의 도와 형성인자에 의

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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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In-pot melting system.

라. Plasma torch 용융법

Plasma torch 시스템은 일반 으로 비이송형(non-transferred type)과 이송형

(transferred type)으로 나 다. 비이송형일 경우, 토치 내부의 양극과 음극사이

에 고주  방  는 콘덴스 펄스로 아크를 발생시킨 후 plasma를 형성하는 기

체를 아크 쪽으로 강제 주입시키면 기체가 아크로부터 가열되어 torch 끝부분의 

노즐에서 plasma 상태로 방출된다. 극의 수명은 사용재질이나 단자 에서의 

류 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류 도가 높아지면 높은 아크 류에 의한 

침식이 심해져서 극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plasma를 이용한 

폐기물 용융처리 기술은 상 유해 폐기물에 plasma 에 지를 활용함으로서 산

화․환원 반응성 화합물은 안정한 물질로 분해시키고, 속물질은 자연환경에

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슬래그내로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목

으로 하고 있다. Plasma를 이용한 유해폐기물을 처리하 을 경우의 장 으로는 

폐기물의 분해능 향상으로 처리효율의 극 화 가능, 무공해성의 부산물 회수 가

능(슬래그를 활용한 재활용 제품 생산), 시설규모가 어들고 에 지회수율의 

향상 가능, 매립지 의존성 문제의 감소, 유해폐기물  부산물의 자연환경 노출

에 의한 오염 방지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비교  휘발

이 낮은 속들이 배기체 처리 공정으로 유입되어 처리공정의 비용이 증가하며, 

극과 내화체의 빈번한 교체가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단 들은 차

인 기술 개발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상된다. 

Plasma에 의해 발열, 가열되는 용융법은 그림 3-6-4와 같다. 이 시스템은 2개

의 80 kW plasma torch를 갖고 있으며 20분 안에 16 kg의 속을 용융하는 속

도를 갖고 있다. 운 온도는 1,500~1,700 ℃이다. Plasma 용융법의 특성은 드럼

화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다. 드럼내 라스틱과 같은 가연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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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공정에 의해 열분해되고 재는 슬래그와 혼합된다[16～18].

 

그림 3-6-4. A schematic of Plasma Melter Furnace

바. Vacuum Arc Remelting(VAR)

VAR 공정은 용융이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슬래그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ESR 공정과 유사하다 이 시스템은 진공을 잘 유지하도록 잘 제어된 

방식의 닫힌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림 3-6-5와 같이 슬래그 층이 없기 때문

에 VAR에서 만들어진 주괴의 함유량은 ESR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다.

그림 3-6-5. A schematic 

illustration of VA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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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A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tric 

Arc Remelting process

사. Direct Electric Arc Remelting

직  기 아크로는 일반 으로 세 개의 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극에 흐

르는 류의 형태는 AC나 DC이다. 그림 3-6-6과 같이 열은 극과 충 된 물

질 사이의 아크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로는 일반 으로 냉각수 라인이 있으

며, 이동식 지붕 부분을 통하여 3개의 소비(consumable)되어지는 흑연 극이 

용융을 해 내려간다. 지붕 부분은 속 조각의 충 을 해 회 되어 열리고 

용융을 해 다시 원 치로 회 되어 닫힌다. 이동식 지붕과 극부분을 폐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분진과 증기 방출 한 어려운 문제이다. Direct 

Electric Arc furnace는 내화재로 둘러싸여 있다. 슬래그는 로를 기울이거나 쏟

아버림으로서 제거하거나 슬래그 에 속을 빼내기 한 바닥 탭(bottom tap)

으로 제거한다. 

정상 인 운  에 증기와 분진은 Direct Electric Arc melting에 의해 발생

된다. Induction furnace에서 분진은 같은 용량의 electric arc furnace에서 발생

되는 유출 분진의 20% 정도만 발생하 다. 오염된 속의 용융에 의해 발생되

는 증기와 분진에는 건강에 매우 험을 끼치는 137Cs과 같은 장반감기 핵종이 

농축되어 있다.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3-6-11][3-6-19]

가. 미국

미국에서는 1950년 에 루토늄  우라늄의 분리방법으로 용융제염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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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α 핵종 분리의 요한 기술로 발 시켰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983년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INEL)에서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된 

속폐기물을 재사용하기 한 연구를 시작하여 재는 하루에 680 kg의 속

폐기물을 용융제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4년 DOE는 방사상 속 조각 60 톤을 용융하여 오염된 스테인 스강을 

재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용융물을 장기간의 임시 장에 당한 55 

갤론 드럼과 100ft
3
 용기로 제작하 다.

SEG (Scientific Ecology Group Inc.)는 Oak Ridge의 DURATEK 시설(Fig. 

6.7)에 20톤 용량의 기 유도로를 설치하여 1992년부터 2,735 ton의 탄소강의 

차폐 블록과 2,200 ton의 rolling 탄소강을 생산하 다. 생산품의 세부 조성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생산되는 차폐 블록의 도는 440 lb/ft2이고 최 의 표면 

선량은 10 mR/hr이었다.

그림 3-6-7. Melting facility of DURATEK and produced shield block

미국에서 속 조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크기의 용융 고화/정제 실험이 행해

졌는데, 이를 표 3-6-3에 요약하 다. Mautz(1975)에 의해 언 된 용융실험은 

1940년 부터 1960년 까지 Y-12 공장에 축 된 27,000 ton의 우라늄으로 오

염된 일반 속 조각에 한 것이다. Y-12 사람들에 의해 시행된 용융은 20 ton

의 기로에서 수행되었다. 20 ton의 arc furnace에서 2,200 ton의 stainless 속

의 용융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Larsen(1985)은 분쇄장치와 소각장

치가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실험 감소 장치(Waste Experimental Reduction 

Facility)를 INEL SPERT Ⅲ 건물 안에 설치하여 해체된 실험 원자로(SPERT Ⅲ)

로부터 얻어진 78 ton의 RSM(radioactive scrap metal) 용융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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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Country/

Location

Type/Size 

of furnace 

Total weight 

melted(ton)

Material

melted

Ingot

contaminant level

Mauts(1975)/USA
Arc/

10ton

27,000

(2037heats)
CS

0.4ppm U 

avg. 3.5ppm max

Large, SEG(1993)/

USA

Induction/

20ton
2,200

CS (to be 

rolled into plate)
< 10 mR/hr

Echols, SEG(1993)/

USA

Induction/

20ton
2,735

CS (cast to 

shield blocks)
<10 mR/hr

Larsen(1985)/USA/

INEL

Induction/

1500lb

278

(123heats)
CS, SS

21 pCi/g avg.

27 pCi/g max. 60Co

표 3-6-3. Summary of large scale ferrous melt consolidation/refining 

programs

나. 독일

독일에서는 Siempelkamp와 KWU를 심으로  속폐기물의 용융제염 

기술에 한 연구를 1984년부터 착수하 으며, 1989년 제 1단계의 연구개발  

실험 실증을 완료하고 1989년부터는 2단계 연구에 착수하 다. 1989년에는 제 2

단계의 연구로써 속폐기물 용의 CARLA 용융시설을 건설하여 1990년 이후 

약 2,000 ton 이상의 속폐기물을 용융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3.2 ton  간 

주 수(300～500 Hz)의 용융용량은 2ton/hr의 coreless induction furnace를 사

용하 다. 200 Bq/g까지 오염된 속 폐기물을 용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1989～2005년 까지 CARLA 속용융 시설을 이용하여 탄소강, 스테인 스

강, 알루미늄, 구리 납을 포함한 총 15,000톤을 용융하여 부분 원자력 산업분

야에 재사용하 다.

Niederaichbach 원  해체 시 발생되는  속폐기물을 용융제염하기 

한 EIRAM 시설을 부지 내에 건설하여 운 하고 있으며 1989년 8월까지 약 

150 ton의 속폐기물을 용융 제염하 다.

Bundesl nder에 치한 6기의 VVER 원자로 구역으로부터 발생될 폐기물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상되며, 이 시설들에 한 해체가 계획 에 있다. KGR 

Greifswald 구역의 1∼5기와 KKR Rheinsberg 구역의 1기에서 발생될 폐기물의 

양은 2,000 Mg/block, 부피는 약 2,400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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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Melting facility of CARLA at Siempelkamp

다. 스웨덴

그림 3-6-9와 같이 Studsvik에 용융시설을 건설하여 1987년부터 실험실증하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동안 원자력 시설 해체  운 시 발생한 속폐기물을 용

융하 다. 1988년 말까지 거의 400 ton의  속폐기물을 용융하 는데, 

약 90%가 탄소강이었고, 나머지는 스테인 스강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WURGASSEN의 원 해체 속폐기물 3,600톤과 1997～2005

년까지는 Hanau에 있는 Siemens 핵연료제조 공장 해체시 발생된 알루미늄 143

톤과 steel 644톤을 용융하여 88%인 740톤을 무구속 방출하 다.

1999～2005년에는 50년 부터 사용해 온 RI 취  연구실을 해체하여 발생된 

알루미늄과 탄소강 100톤을 용융하 고, 이  82%는 Unconditional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Nykoeking에는 3.5ton/B 용량의 2기의 기 Induction furnace를 갖춘 시설

로 스웨덴 자국  독일의 원 에서 운반되어온 속폐기물을 가동 에 있으

며 환기 시설로는 2단계 여과 (bag filter  HEPA filter)로 구성되어 ferrous 

steel 이나 알루미늄, 납 등을 용융하 다. 최  방사능 농도는 특별히 정하기보

다 용융후 RC recommendation RP89보다 으면 release된다. 이 게 release된 

후에 철강회사로 보내져 10배 이상 희석된다. 이 희석의 보장은 철강사와 계약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100배 이상 희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속폐기물에 한 용융제염기술은 안 하고, 환경

에도 무해하며 경제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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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Melting facility of Studsvik and produced ingots

마. 국

국에서도 British Steel Corporation(BSC)  Atomic Energy Agency (AEA)

를 심으로 용융제염법에 한 기술개발을 하 다. 창기에는 BSC에서 상용

의 4 ton  arc furnace를 개조하여 연구하 으며, 750 kg의 오염된 속폐기물

을 용융 제염하 다. 최근에는 AEA에서 WAGR의 해체사업의 일환으로 규모 

용융제염시설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해체시 발생되는 속폐기물에 한 고

감용율, 제염효과  속의 재사용 가능성 등에 한 재평가에서 용융 제염 기

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1989년부터 용융제염시설의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Gomer(1985)는 BSC에서 3가지의 다른 반응 시스템에서 오염된 속조각 물

질을 오염되지 않은 속 조각과 다양한 비율로 섞어 50 kg과 0.5 ton의 유도로

에서는 0.5 ton까지 용융했으며, 5 ton의 기 아크로에서는 체 22 ton을 용융

하 다. 

Harvey(1990)는 BSC에 의해 1988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연구로부터 비용과 이

익의 측면을 고찰한 결과,  방사성 속물질은 산업 인 제강업계에서 법

인을 조직할 수 있으며, 속의 재사용은 안 기 에 합할 것으로 단하

다.

바. 랑스

랑스에서는 1980년 이후 여러 기 에서 원자력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속

폐기물의 재활용  용융에 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해체 인 G2/G3 

원자로 부지 내에 15 ton  아크로를 사용한 용융제염시설을 건설하여 해체 시 

발생하는 속폐기물을 용융 제염하 다. 여러 가지 비 실험을 거쳐 1992년부

터는 hot 실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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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Saclay Research Center

- 1984년 Soci t  des Techniques en Milieu Ionisant (STMI)

- 1984과 1987년 EDF

- 1988년 알루미늄을 한 UDIN과 AHL

- 1991년 tritiated 스테인 스강을 한 CEA/EDF joint project team

- Marcoule에 CEA-Infante 시설

(1) CEA, INFANTE

랑스의 속 용융시설 INFANTE는 랑스 남부 Marcoule CEA 연구센터 

내에 있는 흑연감속로 G2, G3를 해체함으로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용융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ANDRA가 운 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사용할 수 있

는 container)으로 재활용하고자 1992년 용융 시설을 설치하 다. 그러나 랑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어떠한 방사성 폐기물도 규제해제하지 않는 다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1995년 운 이 정지되었다.

○ 시설의 특징

   - 설치 치; G2, G3 유틸리티 공  부분을 해체한 공간

   - 용융로 종류  용량; 기 arc爐 15 ton/B ( 기로는 8 MWe)

   - 사용 속; 주로 carbon steel (스테인리스 스틸 포함)

   - 최  방사능 농도; Co-60으로 250 Bq/g

   - 환기 시설; 3단계 여과 (bag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 운  특성

   - scrap load; 12 ton/B (시설 용량의 80 %)

   - 용융 소요 시간;  5.2 hr (one cycle time)

   - scrap 공 ; 6.5 basket(7회)

   - 용융시 첨가제; Si  C (container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주철

(pig iron)의 특성 만족을 하여)

   - 작업 온도; 1,300～1,400 ℃

   - sampling; casting 시 소량 분리

(2) Socodei CENTRACO

그림 3-6-10과 3-6-11과 같이 CENTRACO 시설에서는 4톤 규모의 유도로를 

설치하여 베타/감마 핵종을 최  20,000 Bq/g, 베타 핵종에 해서 최  

370Bq/g으로 제한하여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12,000톤의 탄소강과 스테인

스강을 용융하여 원자력 분야에 제한 으로 재사용하 다. 시설의 자세한 배치

도와 용융시설을 그림 3-6-11에 나타내었다[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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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A plot plan of melting facility in 

Socodei CENTRACO

그림 3-6-11. Melting facility in Socodei CENTRACO

(3) SACLAY 연구센터의 유도로를 사용한 용융 연구

1982년 SACLAY 연구센터(Fig. 6.12)에 있는 Radiation Protection Service 

(RPS)에서 연간 100 ton 정도 발생하는 오염된 속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유도로를 사용하여 탄소강, 스테인 스강, 알루미늄, 합 철을 용융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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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Saclay에서 제염 연구시설의 cell  하나가 용융로이다. Cell은 60 ㎡이

고 부피는 200 ㎥이며, 바닥은 스테인 스강의 재로 덮여있다. 용융로는 안

한 pit에 설치하 으며, 여러 곳에 사람과 물질의 근을 한 airlock이 있고, 

800 V, 1000 Hz의 400 kW  유도로이다. 용량은 700 kg이고, 도가니의 효율

인 지름은 400 mm이다. 증발탑을 가진 교환 장치에서 1.5 kPa에 15 ㎥/h의 물

이 순환되어 유도로를 냉각시킨다. 유도로에서 발생하는 배기체는 후드에서 모

아지고, 기  처리 필터를 통하며, HEPA 필터를 통한 cell을 거쳐 공기 희

석에 의해 냉각된다. 5,000 ㎥의 배기체 흐름은 다른 시설로부터 유입되는 

50,000 ㎥의 기체와 혼합되어 30 m stack을 통해 배출된다.

그림 3-6-12. A schematic of 

SACLAY furnace

(4) STMI  EDF의 기 아크로에 의한 용융 연구

1984년부터 1985년까지 2년에 걸쳐 CEA와 EDF의 자회사인 SOCIETE DES 

TECHNIQUES EN MILIEU IONISANT에서 FEURS에 있는 제철소의 기 아크

로를 이용하여 매우 게 오염된 방사성 속 조각의 용융 실험을 수행하 다. 

최  산업용 원자로의 최종 정지와 80년  PWR의 유지로부터 발생되는 속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서 EDF는 1984년 4월에 4∼5 ton 용량의 아크로를 사

용하여 오염된 직경 약 1 m이고 길이 4.5 m의 열교환기로부터 발생한 3∼6 

ton의 탄소강을 용융하 다. 두 번째 용융실험은 1985년 11월에 같은 기 아크

로에서 수행되었다. CHINON 시설로부터 발생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

을 용융하 으며, 1 회분 양으로 무게는 약 3.3 ton 이었으며, 이때 방사능은 87 

Bq/g이었다. 



- 95 -

(5) UDIN의 알루미늄 용융

UDIN은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시 매우 경미하게 오염된 물질의 막 한 양

을 취 하기 해 건설되었다. 폐기물의 부분을 차지하는 알루미늄(AG3)과 

철 속 1,200kg을 1988년에 200kg induction furnace에서 용융하 다.

사. 일본

JAEA에서 JPDR 제염해체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용융제염기술개발을 1987년부

터 수행해 왔으며, JPDR 부지 내에 500 kg 의 유도로를 사용하는 용융시설을 

건설하여 1992년까지 hot 실증시험을 종료하 고, 1993년부터 본격 인 2단계 

연구를 추진하여 핵종 거동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다.

JAEA의 NSRI(Nuclear Scienc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형폐기물의 잘단

설비를 갖춘 WSRSF(Waste Size Reduction and Storage Facility)와 속 용융설

비, 비 속 용융설비  고압 압축설비를 갖춘 WVRF(Waste Volume 

Reduction Facility)를 2002년에 완공하 다. WVRF의 용융설비는 2003년 2월까

지 비방사성 속  비 속 폐기물의 용융 시험을 수행한 이래 2006년 2월까

지 총 77톤의 비방사성 속(탄소강 27톤, 스테인 스강 9톤, 주철 41톤) 용융 

특성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속용융실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흐름도와 시설을 그림 3-6-13과 그림 3-6-14에 나타내었다.

- 용융로 종류  용량; 유도로, 4 ton/day, 4 ton/batch

- 기 용량 : 1200kW

- Receptacle : O.D (530 mm) × H (800mm) × T (25mm)

- Ingot : O.D (400 mm) × H (700mm), 량 800kg

그림 3-6-13. Melting process of WVRF in J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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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Melting facility of 

WVRF in JAEA

아. 한국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속성 해체폐기물 감용  재활용기술 개발의 일환

으로 속성 해체폐기물 특성조사, 해체폐기물 재활용 시나리오 검토, 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기술을 평가하여 용융제염 설비개념을 확립하 으며, 베타

/감마/우라늄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제염의 실험실  기술실증을 해 실험실  

규모의 용융실증(5～20kg)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 후 원자력 해체시 발생하는 각

종 속성 해체폐기물(Stainless steel, Carbon steel, Aluminum)에 한 용융특

성  방사성 핵종의 분배 특성을 고찰하여 운 조건을 최 화하 고, 그림 

3-6-15와 같이 유리고화시험시설을 활용한 일럿 규모(200kg/hr)의 기술 실증

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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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Melting apparatus of lab 

scale and pilot plant in KAERI

연구수행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요소기술 평가

    ․ 방사성 속폐기물 재활용 시나리오 

    ․ 용융기술의 열역학  특성 규명  반응 메커니즘 규명

    ․ 열역학  Tool에 의한 핵종의 거동  분배특성 규명 

    ․ 용융 슬래그의 구조  물리  특성 규명

    ․ 알루미늄 폐기물의 용융제염 용성  제염특성 규명

 용융제염 설비 개념 확립
    ․ 설비 개념 확립을 한 시스템 고려사항 

    ․ 용융로 설계 시 고려사항

    ․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에서 고려되는 기본 인 요구사항

    ․ 개념설계에 근거한 효율 인 시스템 구성 도출

    ․ 속 용융 제염 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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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규모 용융제염 실증장치(5-10 kg/batch) 설계/제작/시운

 베타/감마/U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실험실  기술실증

 베타/감마/U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 제염 실증시험

3. 국외 증기발생기 용융사례

가. 벨기에

그림 3-6-16과 같이 BR3 증기발생기( 량 30톤, 길이 8 m)를 MEDOC 제염공

정을 사용하여 속폐기물의 80%를 규제해제 후 고철업자에게 매매하고, 나머

지 20%는 용융 후 규제 해제한 실 이 있다, 수실과 세 에 하여 MEDOC 

(MEtal Decontamination by Oxidation with Cerium) 제염공정 용하 으며 

유압식 로 과 함께 조합된 HPWJC (High Pressure Water Jet Cutting) tool  

수 냉각 방식의 다이아몬드 이블의 두 가지 단 tool을 사용하여 증기발생기 

단 해체하여 제염처리 후 80% 속을 직  방출(0.1 Bq/g for Co-60 이하)하

여 고철업자에게 매하 고, 나머지 20% (tubeplate를 포함한 세   수실)는 

원자력 주조공장에 보내져서 용융 후(1 Bq/g 이하) 무구속 방출하 다.

그림 3-6-16. Treatment process of BR3 

stream generator

나. 스웨덴

Studsvik에서는 증기발생기 폐기물 처리개념을 확립하 으며, Ringhals 원

에서 교체한 증기발생기를 용 단 cell 내에서 원격으로 단  건식 연마

제염을 수행하여 310톤의 속폐기물  288톤( 체의 88%)을 무구속 방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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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  반 이래로 Studsvik의 용융 시설에서 오염된 조각 속  기기

의 ․후 처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제염  단을 한 다양한 차들이 

개발되었고, 지속 으로 용되었으며, 열교환기, 원자로 용기헤드, 터어빈 부품, 

증기발생기  보일러와 같은 국내외 형 기기들의 처리방법의 개선  최

화를 해 이들 분야의 경험들이 사용되었다. 그림 3-6-17과 같이 2005년에 

Ringhals 원 에서 교체된 량이 300톤인 웨스 하우스모델 증기발생기(20 m 

길이의 인코넬 열  3,400개로 이루어진 길이 19 m, 직경 4.5 m 크기)를 처리

하여 80% 이상을 무구속 방출  재활용(Steam dome과 outer shell)하고, 열

 다발은 처분을 한 폐기물로써 용융 는 고압 압축으로 최 한 감용 처리

한 경험이 있다.

그림 3-6-17. A schematic of Studsvik furnace

다. 미국 

EnergySolutions사 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처리를 해서 Tennessee주 

Memphis에 있는 처리시설 내로 증기발생기를 인수하여 증기발생기를 일차 으

로 제염한 후 단(sizing)하고, 단된 증기발생기 부품의 재활용을 하여 

Bear Creek 시설로 운송한 다음 속 조각들을 더 작게 단하고 용융하여 차

폐블록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라. 독일

높이 8.8m, 직경 3.2m, U-tube bundle 1980개로 구성된 KRB-A 증기발생기의 

처리를 해서 통 35톤의 외곽  수실을 일차 으로 인산 해질을 사용하여 

해제염기술 용 후 Ice-sawing 기술과 냉동 후 형 band saw 기술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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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하 다. 증기발생기 Shell 등은 KRB-A 장에 장하 으며 총 12.7톤

의 열과 plate 뿐만 아니라 증기-물 분리기  water cyclone과 같은 증기발

생기의 상부 내부 구조물을 다시 단  용융 후 제한 으로 재활용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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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조사 분석 결과

국내외 증기발생기 처리 사례와 필요한 단 기술 개발 황에 하여 살펴보

았다. 표 3-7-1에는 주요 개발기술에 하여 기술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개발

기술

비교

국명

국내기술수

수 근거

처리 

제염

미국

독일

랑스

70%

원 의 노후화, 수명연장, 해체, ICRP60 용 등으로 제염의 필요성이 격히 

커지고 있으며, 미국 PNS (100여회 제염실 ), 독일 SIEMENS, 랑스 

Framatom에서  세계 제염시장을 부분 석권하고 있으며, site specific한 제

염여건에 따라 LOMI, OZOX, CORD-HP- UV 등 다양한 제염기술이 상용화되

었음. 국내 원  계통 화학제염 기 /기반기술은 선진국 수 으로 확보되어 있

고, 화학제염제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 수 에 근 해 있으나, 제염폐액 처리기술 

등 일부기술의 개량뿐만 아니라 원  1차 계통 용을 한 제염 공정장치와 안

성 확보를 한 기술실증이 필요함.

단

미국

스웨덴

벨기에

80%

미국,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는 증기발생기를 포함한 형 방사성 속폐기물의 

단이 상용화되었음. 국내 일반 산업에서는 속 단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으

나 방사성 속폐기물에 한 단기술은 연구로 해체 시 발생된 회 시료조사

 수 단장비 개발 등 한정된 부분에 하여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형 

방사성 속폐기물의 단 시 안 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해 규모의 실

증시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잔류

방사능 

측정  

자체처분

평가

미국

일본

랑스

75%

미국, 일본, 랑스 등의 규모 해체 사업이 진행 인 국가에서는 형폐기물

의 잔류방사능 측정  자체처분 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 음. 국내에서

는 연구로 해체를 통하여 잔류방사능 장 측정  콘크리트 자체처분 기술을 

수행함.

자체처분 

제염 

독일

벨기에

스웨덴

일본

65%

독일, 벨기에, 스웨덴, 일본 등 에서는 원자로 해체  유지보수 시 발생한 속

폐기물의 자체처분  재활용을 하여 해제염기술, redox 제염기술  건식 

연마제염기술 등을 상용화하여 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일부 산화환원제염 

 해제염 공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형 속폐기물에 용 

시제염성능이 우수하고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감된 고효율 제염기술의 개발을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제염/세

정 이차

폐기물 

처리

미국

랑스

독일

스웨덴

70

미국, 랑스, 독일 등 선진 화학제염  화학세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서는 이차폐액 처리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EDTA 등 분해처

리가 비교  어려운 유기산에 한 처리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부 실용화 

기단계에 있음.

건식 제염을 채택하는 스웨덴의 경우 오염된 폐 건식연마재 등은 용융 감용  

안정화 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한 기술은 국내에서도 콘크리트 미분말

의 용융 안정화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용융 

기술

랑스

독일

스웨덴

65%

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속폐기물 감용  재활용을 한 용융처리가 

상용화되었음.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한 유리고화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한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을 한 속

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실증이 이루어

진 단계임.

표 3-7-1. 주요 개발기술 국내외 기술수  비교

해외 원자력선진국에서는 각종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량의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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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와 방안에 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며, US DOE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으로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방사성 속폐기물을 재활용을 한 피폭평가 로그램으로서 

RESRAD-RECYCLE을 개발함. 한, IAEA, US NRC, DOE 등에서는 자체처분

을 한 시료채취 시의 평균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국내에서는 퇴역 증기발생기를 감용하고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완성된 

기술과 경험이 없으며, 퇴역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분을 한 기술로써 일

차측 화학제염기술  이차측 화학세정(제염)기술, 화학제염  세정폐액 처리

기술, 증기발생기 외각 동체  내부구조물 단기술, 자체처분/재사용 제염기

술(기계 /화학 / 기화학  복합제염기술), 용융 제염기술, 잔류방사능 측정 

 평가기술 등 단 기술들은 원(연)을 심으로 연구개발 는 소규모 실증 단

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용을 해서는 각 단 기술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

려야 함은 물론 단 기술들을 조합한 복합기술의 효과 인 용을 해서는 비

교  규모의 실증시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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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여건분석

제1  국내외 형 속폐기물 발생 황

1. 국외 형 속폐기물 발생 황

가. 독일

독일의 KRB-A 시설은 250 MW(e), BWR 형으로 독일에서 처음 상업 운  시

설이며, 1966년에 운 을 시작하여 1977년에 지되었다. 1983년에 해체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에 원자로 제거를 완료하 다. KRB-A 시설 의 steam generator 

개략도와 ice-sawing 기술을 용한 부분과 이때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집계표를 

나타내고 있다[4-1-1].

그림 4-1-1. KRB-A의 SG  발생 폐기물

나.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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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svik은 1987년 melting facility 운 을 시작으로 많은 형 컴포 트들을 

처리해왔으며, 최근 OKG가 운 하는 오스캬샴(Oskarshamn) 원  3호기의 

화 작업에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처리, 처분을 한 약 1,400톤의 속 폐

기물을 처리, 처분하는 로젝트를 2,800만 크로네(52.5억원)에 수주하 다. 

Studsvik이 그동안 처리한 표  형 컴포 트는 다음과 같다[4-1-2].

•Low- and High-pressure turbine shafts and turbine housings

•Condensers

•Heaters, pre-heaters and heat exchangers

•Steam Generators

•Fuel Elements Transport Flasks

•Reactor Vessel Heads

Studsvik이 형 컴포 트들을 처리하는데 주요 심사항은 최종 장 시설

로 보내기 해 폐기물 부피를 이는 것이다.

아래 표 4-1-1은 Studsvik이 melting facility을 이용해 지난 20년 동안 형 

컴포 트를 처리 과정  부피에 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Component Year
Weight of 

component(t)

Weight of secondary 

waste t(%)

Original volume 

for disposal (m3)

Waste volume for 

disposal (m3)

Pre heaters 1989 150 6 (4%) 220 4

SG's Agesta 1992 50 0.12 (0.3%) 40 5

Heat Exchanger 

NPP Isar
1994 275 16.3 (6%) 300 12.8

Heat Exchanger 

Wurgassen
2002 62.5 4 (6.4%) 40 3.5

Heat Exchanger 

Sweden
2000~2002 900 48 (6.9%) 600 32

Turbines 2004~2006 1,200 90 (7%) 1,000 90

SG, NPP 

Ringhals
2005~2006 310 50 (16%) 400 35

표 4-1-1. Summary of weight and volumes of large componen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다. 국

국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에 규모 방사성폐기물이 지속 으로 발생되

고 있으며, 2001년 기 으로 방사성 속폐기물이 LLW가 446,000 톤이고 ILW

가 70,000톤이 국 Nirex에 장되어 있다[4-1-3].

국의 경우 방사성 속 폐기물은 아래 표 4-1-2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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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c Radioactive Waste

ILW (15%)

70 000tQuantity awaiting 
conditioning:

LLW (85%)

446 000t

Source: 
Decommissioning (D) / 
Operational (O)

(O)

66 000t

(D)

383 000t

(D)

31 000t
(O)

39 000t

Metallic Radioactive Waste

ILW (15%)

70 000tQuantity awaiting 
conditioning:

LLW (85%)

446 000t

Source: 
Decommissioning (D) / 
Operational (O)

(O)

66 000t

(D)

383 000t

Quantity awaiting 
conditioning:

LLW (85%)

446 000t

Source: 
Decommissioning (D) / 
Operational (O)

(O)

66 000t

(D)

383 000t

(D)

31 000t
(O)

39 000t
 

표 4-1-2. 국 방사성 속 폐기물 발생량

아래 표는 국에서 운   주요 원자력시설 (ILW) 속 폐기물 발생

량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Operator Site
ILW metal weights(Tonnes)

Operational Decommissioning

BNFL

Capenhurst

Sellafield

Springfields

26,077 6,505

BNFL

Magnox

Calder Hall

Chapecross

Berkeley

Bradwell

Dungeness A

Hinkley Point A

Oldbury

Sizewell A

Trawsfynydd

Wylfa

Hunterston A

Bereley center

4,008 6,206

British

Energy

Generation

Ltd

Dungeness B

Hartepool

Heysham 1

Heysham 2

Hinkley point B

Sizewell B

Hunterston B

Torness

1,711 6,209

UKAEA

Dounreay

Harwell

Windscale

Winfrith

Culham

7,282 6,126

Ministry of Defence

Aldermaston

Devonport

Rosty Royal Dockyard

HMNB Clyde

Rosty Royal Devonport

Eskmeals

DSTL Fort Halstead

DSDC North Defence Estates

NRTE Vulcan

378 4,166

Amersham

Plc

Amersham

Cardiff

Harwell

Capenhurst

0 0

표 4-1-3. Intermediate Level Metal Wastes at UK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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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4-1-4]

일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해체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처분 책

은 폐기물을 방사능 별로 구분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제염한 후 구분

에 상응하는 합리 인 처분 는 재이용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표 4-1-4와 같이 해체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100 

MWe  원자력발 소에서 약 50∼55만 t으로 추정하고 있다. JPDR의 해체실지

시험에서 발생하는 추정폐기물량을 표-1에 제시한다. 이 폐기물을 별하면 

속폐기물, 콘크리트폐기물  기타로 구성되며 방사능 으로는 원자력시설의 운

폐기물의 " "로서 구분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보다도 낮은 

의 "극 "폐기물  방사성폐기물로서 취 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로 구분된

다.

가령 일반구분치(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로서 취 할 필요가 없는 폐기

물과를 구분하는 방사능 )를 3.7 MBq/t(1E-4 Ci/t)로 설정하면 그 부분은 

방사성폐기물로서 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안 장기간을 5

년으로 한 경우 방사능 가 3.7 MBq/t 이상의 폐기물은 약 2 %이며 그 부

분은 속폐기물이다. 한편 나머지 약 98 %의 폐기물은 방사능 가 3.7 

MBq/t 미만의 것이며 그 태반이 콘크리트폐기물이다.

표 4-1-4. JPDR 해체 발생 폐기물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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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1,100 MWe 원자로 해체 발생폐기물 추정치(10년간 

폐 리후 해체)

표 4-1-6. 일본 원자력발 소 방사성폐기물(드럼) 

발생량 연도별 추이

 그림은 일본 원자력발 소로부터의 방사성폐기물(드럼) 발생량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7. 원자로 해체폐기물 발생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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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해체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처분은 방사능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비방사성폐기물 는 클리어런스 상물은 일반 산업폐기물과 동등하

게 취 할 수 있으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재이용도 가능하다. 극

방사성폐기물은 용기에 고형화하지 않고 인공구축물을 두지 않는 간이 천지

처분이 가능하다. 방사성폐기물은 용기에 고형화하여 인공구축물을 사

용한 천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의 정령농도상한치를 과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터 형 는 사일로형과 같은 지하공동의 내부에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다시 메우는 처분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원자로시설의 해체에서는 방사성폐기물로서 취 할 필요가 없는 다량의 폐기

물에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수반되는데 비교  단기간의 해체

작업으로 방사능 가 낮은 것일수록 량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1).

한, 일본 백엔드 책워킹 그룹에서는 1998년에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수반하

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해체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의 처리처분비용의 

산정 개념 등에 하여 정리하 다. 처리처분방법에 해서는 국내에서의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의 실 , 해체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기술기  등에 

의거하여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한 표  공정  물량을 확정하 다.

처리처분비용의 견 에 해서는 공정을 (1) 처리·확인검사·구내수송, (2) 구외

(構外)수송·처분의 두 가지로 나 어 개별 산법  두 가지 근사식에 의한 간

이 비용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시산(試算)하 다. 근사식의 하나는 충분한 계산정

도를 갖는다고 평가하 다. 한 발 소 1 기당의 처리처분비용에 해서는 

1,100 MWe 의 경우 BWR에 하여 187억 엔, PWR에 해서는 197억 엔으로 

시산(개별 산법)되었다. BWR에 해서는 약 8할, PWR에 해서는 약 9할의 

비용이 구외수송·처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1-8. 해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추정(1,100MWe 발 소 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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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해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추정(800MWe 1기당)

표 4-1-10. 해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추정(500MWe 1기당)

마. 속용융 시설 운  사례

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아래 표 4-1-11과 같

이 방사성 속폐기물을 처리하기 한 속용융 시설을 운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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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Facility

(tart year)

Furnace

Type

Types of metal 

treated

Charged

size(t)
Products

Radiological 

limitations

Quantity of 

scrap melted(t)
Recycled/released

INFANTE 

Plant, 

Marcoule

France

(1992)

Electric arc 

melting 

furnace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12

Ingots,

shield 

blocks,

waste 

containers

Max. 250 Bq/g 

for Co-60, other 

limits for other 

nuclides

In excess of 

5,000t

Stored/recycling 

in nuclear 

industry

Studsvik

Melting 

Facilty

Sweden

(1987)

Induction 

for steel, 

small 

electric arc 

for 

aluminium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3 Ingots
No specified 

limits
1,500

230t released 

remaining stored 

for decay

(or disposal)

CARLA 

Plant,

Siempelkamp

Germany

(1989)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copper lead

(R&D)

3.2

Ingots,

shield 

blocks,

waste 

containers

Max. 200 Bq/g 

for beta-gamma 

nuclides,

Max. 100 Bq/g 

for alpha 

nuclides, 

separate limits 

for uranium

7,000

6,800t recycled in 

nuclear industry,

50t free release

SEG plant,

Oak Ridge

USA

(1992)
Inductio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planning to 

melt copper 

and titanium)

20

Ingots,

shield 

blocks at 

present,

waste 

containe 

and 

reinforcing 

steel after 

1994

Normally < 

2mSv/h, greater 

dose rates with 

prior review 

and approval

2,000
Recycling in 

nuclear industry

Capenhurst 

Melting 

Facility

UK

(1994)
Induction

Aluminium,

(brass, copper),

steel

4 Ingots 7,000
For unrestricted 

use

Centraco
France

(1999)
Induction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and to the 

lesser extent 

non-ferrous 

metals

4
Ingots and 

tubes

370 Bq/g alpha,

20,000 Bq/g 

beta/gamma

1366

(in 2000)

For restricted use: 

manufacture of 

storage drums or 

biological shield 

materials

표 4-1-11. Industrial Scale Mel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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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형 속폐기물 발생 황

가. 국내 원자력시설 방사성폐기물 발생 황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발생 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08년 12월말 재 기 으로 총 113,900.4 드럼이 발생하 으며, 발 시설은 발

생한 폐기물은 81,779.0 드럼이고 비발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2,121.4 드

럼이다. 체 발생한 폐기물 에서 속폐기물 련하여 정확한 자료 집계는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4-1-6].

그림 4-1-2. 국내 원자력시설 방사성폐기물 발생 

황 (2008. 12 재)

나.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폐기물 발생 황

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1호기와 2호기에 한 해체가 완료 단계

에 있으며, 우라늄변환시설에 한 해체 과정 에 있다.

아래 표는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사업 수행 에 발생한 폐기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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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황을 나타내고 있다.

종류

연구로 변환시설

방사성폐기

물(톤)

200리터 

드럼(환산수)

자체처분

상(톤)
계(톤)

방사성폐기

물(톤)

200리터 

드럼(환산수)

자체처분

상(톤)
계(톤)

속 32.6 164.5 205.1 237.7 15.4 53.75 67.7 83.1

콘크리트 267.9 790.25 1,852.1 2,120.0 69.8 294.0 3.7 73.5

가연성 9.9 154.00 31.3 41.2 6.2 67.00 6.2

비가연성 72.6 295.25 83.8 156.4 14.2 127.25 14.2

라군슬러지 33.0 141.00 33.0

계 383.0 1,404.0 2,172.3 2,555.3 138.6 683.0 71.4 210.0

표 4-1-12. 국내 연구로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발생 황(2009.03.31 재)



- 113 -

제2  국내외 시장규모

증기발생기는 1차 냉각계통측(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2차 냉각계통측으로 

달시키는 열교환기이다. 노심에서 가열된 1차 냉각수는 증기발생기의 2차 계통

측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그 증기로 터빈발 기를 회 시켜 기를 발생시킨다. 

아래 표 4-2-1은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형식의 변천과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4-2-1][4-2-2].

표 4-2-1. 증기발생기 형식의 변천과 특징

세계 으로 증기발생기 교체실 은 미국의 경우, 1979년에 서리(Surry) 2호기

에서 처음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이루어진 후 독일, 스웨덴, 랑스, 스 스,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1997년까지 36 기의 랜트가 SG를 교체하 다. 교체이

유로서는 운  의 SG 열 의 설량이 제한치에 달하여 계획 외 정지에 이

르는 험이 높아지는 것, SG 보수를 해 직 간 의 비용이 드는 것, 러깅

이 늘어 정격출력의 유지가 곤란한 것 등 안 성 측면보다는 경제 인 측면에 

의해 단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 6월에 다카하마 2호기에 한 원자로

설치변경허가가 인가되어 그 후 1995년 3월까지 8개 랜트에 해 설치변경이 

허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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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Country

First year 

of 

Operation

Net 

Capacity

(MWe)

Replace-me

nt

Year

Replacement

SG Tube 

Material

No.of

SG 

loops

Total Cost

(As of 1995)

Surry 2 USA 1972 781 1979  600TT 3 94 M$

Surry 1 USA 1973 781 1980 600 TT 3 94 M$

Turkey Point 3 USA 1972 666 1981 600 TT 3 90 M$

Turkey Point 4 USA 1973 666 1982 600 TT 3 90 M$

Point Beach 1 USA 1970 492 1983 600 TT 2 47 M$

Robinson 2 USA 1970 683 1984 690 TT 3 85 M$

Cook 2 USA 1977 1,060 1988 690 TT 4 112 M$

Indian Point 3 USA 1976 980 1989 690 TT 4 120 M$

Palisades USA 1972 755 1990 600 3 100 M$

Millstone 2 USA 1975 873 1992 690 TT 3 190 M$

North Anna 1 USA 1978 900 1993 690 TT 3 125 M$

Summer USA 1982 885 1994 690 TT 3 153 M$

Obrigheim Germany 1969 340 1983 800 2 ?

Ringhals 2 Sweden 1975 800 1989 690 TT 3 130 M$

Dampierre 1 France 1980 890 1990 690 TT 3 104 M$

Doel 3 USA 1982 900 1993 800 3 98 M$

Beznau 1 Swiss 1969 350 1993 690 TT 2 100 M$

Bugey 5 France 1980 900 1993 690 TT 3 105 M$

Gravelines 1 France 1980 910 1994 690 TT 3 ?

Mihama 2 Japan 1972 470 1994 690 TT 2 180 M$

Genkai 1 Japan 1975 529 1994 690 TT 2 ?

Takahama 2 Japan 1975 780 1994 690 TT 3 220 M$

Ohi 1 Japan 1979 1,120 1995 690 TT 4 270 M$

표 4-2-2. Completed Steam Generator Replacements

* 800 : Incoloy 800, 600 : Inconel 600, 690 : Inconel 690, TT : Thermally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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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Country

First year 

of 

Operation

Net 

Capacity

(MWe)

Projected 

year
SG Alloy

No. of

SG 

loops

Total

Tubes

Total

Plugged

Projected

Cost

(As of 1995)

North Anna 

2
USA 1980 887 1995 I-600 MA 3 10,164 1,332 140 M$

Ginna USA 1969 470 1996 I-600 MA 2 6,520 483 115 M$

Catawba 1 USA 1985 1,129 1996 I-600 MA 4 18,696 1,480 437 M$

McGuire 1 USA 1987 1,129 1997 I-600 MA 4 18,696 1,819 NA

McGuire 2 USA 1983 1,129 1997 I-600 MA 4 18,696 1,387 NA

Point Beach 

2
USA 1973 482 1997 I-600 MA 2 6,520 622 120 M$

St. Lucie 1 USA 1976 839 1997 I-600 MA 2 17,038 1,818 170 M$

Zion 1 USA 1973 1,040 2001 I-600 MA 4 13,552 948 NA

Braidwood 1 USA 1987 1,090 1998 I-600 MA 4 18,696 333 470 M$

Byron 1 USA 1985 1,120 1999 I-600 MA 4 18,696 847 NA

Tihange 1 USA 1975 870 1995 690TT 3

Tihange 3 USA 1985 1,006 1997 690TT 3

Doel 4 USA 1984 1,010 1996 690TT 3

Asco 1 Spain 1984 887 1995 800 3

Asco 2 Spain 1986 887 1996 800 3

Almaraz 1 Spain 1981 900 1996 900 3

Almaraz 2 Spain 1984 900 1997 900 3

Dampierre 3 France 1981 890 1995 690TT 3

St Laurent 

B1
France 1983 880 1995 690TT 3

Tricastine 2 France 1980 945 1996 690TT 3

Mihama 1 Japan 1970 320 1995 690TT 2 200 억엔

Mihama 3 Japan 1976 780 1996 690TT 3 140 억엔

Ohi 2 Japan 1979 1,120 1997 690TT 4 300 억엔

Takahama 1 Japan 1981 780 1995 690TT 3

표 4-2-3. Planned Steam Generator Replacements

* I-600 MA : Inconel 600 mill-annealed

* 800 : Incoloy 800, 600 : Inconel 600, 690 : Inconel 690, TT : Thermally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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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세계 으로 운  인 원자력발 소는 아래 표 4-2-4와 같이 435기

(우리나라 20기 포함)이며 건설 인 원자력발 소는 43기(우리나라 6기 포함)이

며, 계획 인 원자력발 소는 53기(우리나라 2기 포함) 이다.

운 건설 계획 합계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세계

(우리나라포함)
392,241 435 38,772 43 49,601 53 480,614 531

우리나라 17,716 20 6,800 6 2,800 2 27,316 28

표 4-2-4. 세계(우리나라 포함) 운 /건설 /계획  원자력발 소 황

한  세계  운  원자력발 소를 노형별 설비용량을 분류하면 아래 표

4-2-5와 같다.

가업수형

경수로

(PWR)

비등수형

경수로

(BWR)

수로

(HWR)

경수냉각흑연

감속로

(LWGR)

가스로

(GCR/AGR)

고속로

(FBR)
합계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출력

(MWe)
기수

세계

(우리나라포함)
255,782 265 88,519 94 23,998 44 12,500 12 10,702 18 740 2 392,241 435

우리나라 14,937 16 - - 2,779 4 - - - - - - 17,716 20

표 4-2-5. 세계(우리나라 포함) 운  원자력발 소 노형별 설비용량

미국의 경우 3-loop 900MWe PWR steam generator replacement 소요 비용이 

 표에서처럼 125~153 M$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단순 기 으

로 설정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규모를 출력단 와 기수 단

로 추정하면 아래 표 4-2-6과 같다.

구분 (A) 기 치 (B)
시장규모

(C=A×B)

세계

(우리나라 포함)

출력 392,241MWe 0.14~0.17 M$/MWe 54,913.74~66,680.97 M$

호기 435 125~153 M$ 54,375~66,555 M$

우리나라
출력 17,716 MWe 0.14~0.17 M$/MWe 2,480.24~3,011.72 M$

호기 20 125~153 M$ 2,500~3,060 M$

표 4-2-6. 세계(우리나라 포함) 운  원자력발 소 출력/호기별 시장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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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세부기술별 국내 수 평가

1. 방사선 측정  평가기술

해외의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SG 등의 형 속폐기물의 방사선 측정  

평가는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자

국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하여 실제 장에서 용성을 평가하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설비, 시설 내부를 규모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 규모에 따라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오염특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측정 기술의 용이 요구된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배  내부와 

시설 내부의 바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 으며, 재 고  

시설에서의 알 선 오염도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 까지의 연구를 바탕

으로 지속 인 노력을 통해 본 분야에 한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크게 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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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제염기술

기술 

항목
국내 기술개발 동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기술수  (%)

 기 20 40 60 80 100

화학

제염기술

- 원  1차계통 제염기술로 고온 화학제염과 재생성 

LOMI 제염기술을 개발하여 SF Cask  역지밸  

제염에 기술을 용한 바 있음.

- 해체를 한 제염을 해서는 고농도의 부식성 용액을 

용해야 하며 장치 부식을 고려한 공정 개념은 

확보하고 있음.

- 다양한 해체 시설을 상으로 용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 비해 해체 상의 부재로 기술 축 이 부족한 

상태임.

CEA,

JAEA

해제염

기술

- 방사성 오염 속을 상으로 산성, 염기성  성 

해액 조건에서 기화학  연마 기술을 개발하 으며 

실험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임.

- 제염 효율이 높으나 용 상의 형상에 따라 제약이 

있어 해체를 한 제염기술로는 선진국에서도 용 가 

많지 않음 실정임.

CEA,

JAEA

물리제염

기술

- 방사성 오염 속 재질에 산화막을 제거하기 하여 

모사 분사 제염 기술을 개발한 바 있고, 비고착성 

오염에 효과 인 CO2 펠렛 제염기술을 확보하 음.

- SG를 상으로 한 제염기술은 스웨덴, 벨기에, 일본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연마제염 기술을 추 하고 있는 

상태임.

JAEA,

STUDSVIK

제염폐액

처리기술

- 화학제염 폐액의 특성에 맞는 폐액 처리기술은 

국내에서도 기술 축 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산업 으로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

JAEA

DOE

CEA

종합평가

- 선진국의 경우 해체 경험이 풍부하여 개발된 기술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실험실 으로 기술을 

개발한 상태에서 장 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태임

표 4-3-1. 국내 처리 제염기술 개발 동향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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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술

가. 유압 Shear 단기술

연구로 2호기 내부의 속 이   노심을 단하기 해 유압 Shear장비

를 개발하 다. 이 장비는 원격 조작을 해 유압 단기에 유선 컨트롤러를 장

착하여 원거리에서도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이 장비의 

최  단력은 28.1 톤이며, 날 심의 단력은 약 11.1 톤의 힘을 발휘하며, 

Shear 날 에서의 단력은 약 6 톤의 힘을 낼 수 있다. 날 사이의 최  폭은 

100 mm이며 장비의 무게는 8.6 kg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2호기 내

부의 각종 이 와 노심을 완벽하게 해체하 다. 

 

그림 4-3-1. 원격 유압 Shear 장비

 

나. Plasma 단기술

Plasma 단장비는 연구로 2호기 내부의 속 상물을 빠르게 단할 목

으로 개발하 다. 이 장비는 Plasma 단 장비를 긴 스의 에 장착하여 작

업자가 원거리에서 단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2호

기 Thermal column, 회 시료조사  연결 이   빔포트의 일부를 단하는

데 사용하 다. 그러나 이 장비는 단 시 발생되는 다량의 흄으로 인해 그린 

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으며 흄을 포집하기 한 HEPA 필터가 다량 소요

되어 추가 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림 4-3-2. Plasma 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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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heel saw 단기술

Wheel saw 단 기술은 연구로 내부의 속 이   속 재를 단하

기 해 개발하 다. 이 장비는 연구로 2호기 원자로 내부의 라이  해체에 

용하 다. 먼  두께 6 mm, 길이 7.5 m의 연구로 2호기 라이 를 해체하기 

해 라이  외부에 일을 설치하고 일 에 Wheel saw 장비와 Wheel saw를 

구동하기 한 유압 공 장치를 장착하 다. Wheel saw 장비는 유선 리모트 컨

트롤러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해체를 수행하도록 하 다. 단 결과 Wheel saw 

단 장비는 단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장비가 비교  렴하여 용성이 매우 

좋은 반면, 라이 의 재질인 알루미늄이 단열로 인해 공구에 달라붙어 단을 

방해하여 날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한 단 시 발

생되는 칩이나 particle 등을 포집하기 해 vacuum 회수 장치를 별도로 제작

하 다. 이 장비는 연성재료의 단 보다는 Carbon 스틸류의 해체에 용할 경

우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하며 해체 시 발생된 형 속 구조물이나 잡고철의 

세 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4-3-3. Wheel saw 단 장비

 

라. Diamond wire saw 단기술 

Diamond wire saw 단기술은 연구로 2호기의 비방사화 콘크리트 차폐체를 

해체하기 해 사용되었다. Diamond wire saw로 콘크리트를 단하기 해 먼

 와이어의 자리를 만들기 해 단 부 에 코어드릴로 홀을 뚫고 홀에 와이

어를 걸어 콘크리트의 2~3면을 단하여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고 천정 크

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외부로 이동하여 재하 다. 총 단한 

콘크리트 무게는 1,685 톤이며 155 조각의 비방사화 콘크리트 블록이 발생되었

다. 총 작업기간은 5.3 개월이며 작업인력은 1,920 man-days가 소요되었다. 

Diamond wire saw로 콘크리트를 해체할 경우 와이어의 냉각을 해 많은 양

의 물이 소요되었으며 단과정에서 물과 콘크리트 분진이 혼합된 슬러지가 생

성되어 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Diamond wire saw 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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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방사화 콘크리트의 해체에 경우 타 해체기술에 비해 비교  빠르고 깨끗

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방사화된 콘크리트 해체에는 다량의 2차 폐기

물 발생으로 인해 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그림 4-3-4. Diamond wire saw 단장비

 

그림 4-3-5. 단된 콘크리트 차폐체

 

마. 코어보링 단기술 

코어보링 단기술은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차폐체 내부에 묻 있는 빔포트

를 해체하기 해 용된 기술이다. 코어보링 장비는 빔포트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 차폐체 외부에 설치하고 코어보링 원통을 유압모터로 회 하여 단

하며 단을 마치면 유압 인출장비를 이용하여 단된 콘크리트와 빔포트 블록

을 빼내어 해체를 수행한다. 코어보링 단 장비는 Diamond wire saw 단장

비와 마찬가지로 코어보링 장비의 삭날의 냉각을 해 물을 사용하므로 다량

의 슬러지가 발생된다. 코어보링장비는 콘크리트 내부에 묻 있는 3 m 이상의 

긴 상물의 해체도 비교  쉽게 해체가 가능하며 별도의 숙련된 기술자 없이

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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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코어 보링 장비

 

바. 고방사성 설비 단기술 (수 단기술)

고방사성 설비 단기술은 연구로 1, 2호기에서 사용된 고방사능 회 시료조

사 를 해체하기 해 개발되었다. 고방사능 회 시료조사 는 스테인 스 스틸 

부품들이 고방사화되어 스테인 스 스틸 부품들만 분리할 경우 방사성폐

기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기 한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

방사성 설비 단장비는 회 시료조사 의 고방사화로 인한 작업자 피폭을 방

지를 해 수 에서 원활히 단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CNC 로그

램에 의한 원격제어  단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한 단 툴은 

고정된 형태로 링과 Wheel saw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하 다. 

최종 으로 본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1호기 회 시료조사 를 상으로 연구

로 1호기 실험수조 내에서 원격 단을 수행하 다. 

그림 4-3-7. 고방사능 수  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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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회 시료조사  해체 모습

 

아. 방사화 흑연 인출장비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과정  Thermal column 내부에 재되어 있은 흑

연블록의 일부가 장기간 고하 으로 착되어 서로 떨어지지 않아 해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었다. 한 Thermal column 내부의 방사선 가 높아 사람이 

근하여 작업하기가 불가능하여 흑연블록을 효과 으로 탈착 할 수 있는 해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한 흑연블록 인출장비는 긴 이  끝에 진공패드

를 부착하고 이 진공패드를 흑연블록 표면에 착시키고 인출장비를 지지하고 

있는 테이블을 기모터로 이동시켜 흑연블록을 물리 으로 빼내도록 개발하

다. 인출공구는 가로형으로 재되어 있는 흑연블록 인출공구와 세로형으로 

재된 흑연블록 인출공구 2종류로 제작되었으며 면에 각종 공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하 다. Vacuum의 흡입력은 흑연블록 무게  마찰계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 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부에 고착되어 있는 모든 흑연블록을 성공 으로 해체하 다. 

그림 4-3-9. 방사화 흑연 인출장비

 

자. 방사화 흑연 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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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2호기 Thermal column 해체에서 발생된 다량의 흑연블록은 

약 13톤 규모이며 흑연블록 1개의 길이는 약 150 cm이고 무게는 약 25 kg이다. 

이런 흑연블록을 용기에 장하거나 시료채취를 해서 당한 길이로 단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한 단장비는 직쏘 단 공구를 이용하

여 단이 이루어지며 흑연 단 시 발생되는 다량의 미세 분지를 포집하기 

한 분진 회수장치를 장착하 다. 그리고 분진의 외부 출을 방지하기 해 흑

연블록 커버 주변을 실리콘으로 하 다. 한 방사화된 흑연블록을 단 시 

작업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해 작업자가 치한 부분에 납차폐 을 설치하

고 한 작업과정을 작업자가 찰 할 수 있도록 납 차폐 유리도 설치하 다. 

그림 4-3-10. 방사화 흑연 단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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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 제염기술

속성 폐기물은 자원 재활용  처분 안 성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되어 OECD/NEA 국가들을 심으로 재활용 기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유럽 

국가 심의 CEC 공동체에서는 소규모 노후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속 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연구와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극 인 재활용을 모색하고 있

으며, 각 국가에 맞는 재활용 기 을 비하고 있다.

퇴역 증기발생기의 경우 독일, 벨기에, 스웨덴, 일본 등 에서는 원자로 해체 

 유지보수 시 발생한 속폐기물의 자체처분  재활용을 하여 해제염기

술, redox 제염기술  건식 연마제염기술 등을 상용화하여 용하고 있는 수

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퇴역 증기발생기를 감용하고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완성

된 기술과 경험이 없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시설 속폐기물 감용  자체처분을 한 제염기술로 화

학제염, 성염 해제염기술 등 단 기술들은 원(연)을 심으로 연구개발 

는 소규모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속폐기물 재활용을 한 제염 기술 용 

시 화학제염은 이차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해 제염은 열  등에 용이 

어렵다. 증기 발생기 수실  세 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제염 기술로 

이차폐기물의 발생량이 고 제염성능이 우수한 물리화학  제염기술 개발  

규모의 실증시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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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융기술

해외 원자력선진국에서는 각종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량의 방사성 

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와 방안에 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며, US DOE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으로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방사성 속폐기물을 재활용을 한 피폭평가 로그램으로서 

RESRAD-RECYCLE을 개발하 으며 IAEA, US NRC, DOE 등에서는 자체처분

을 한 시료채취 시의 평균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제강분야의 70년  용융로는 부분 탄소 이 장착된 삼상 는 단상의 아크

용융로를 사용하 으나, 90년  반에는 아크로 신 불순물제거  운 조작

의 용이성, 용융물의 고른 온도분포로 고순도의 철 생산이 쉬운 유도로를 선정

하여 ․소규모의 제강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도로와 아크

로의 장 만을 목한 ESR 공법을 사용하여 특수강  고순도의 강을 생산하

고 있다.

국내 으로 퇴역 증기발생기를 감용하고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완성된 기술과 

경험은 없으나 퇴역 증기발생기 감용  자체처분을 한 기술로써 용융 제염

기술은 원(연)을 심으로 연구개발, 실험실 규모 실증 실험과 일럿 규모의 

유리고화실증시설에서의 고온 용융 실증실험을 통해 속과 비철 속의 최 의 

용융  제염조건을 악하여 속성 폐기물 감용․재활용을 한 용융제염 핵

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용을 해서는 각 단 기술의 완

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함은 물론 단 기술들을 조합한 복합기술의 효과

인 용을 해서는 일럿 규모의 유리고화시설  설비를  속폐기물 용융

제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보수 하여 규모의 실증시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 에 한 상용화 비 

정성  분석 결과를 표 4-3-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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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  기술수  분석

기술

수

(%)

용융제염

요소기술

베타/감마 

해체폐기물 

용융기술

국제 

수

미국, 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다양한 속성 폐기물

에 한 오염핵종 거동, 분배특성, 운 조건 확립을 통

해 상용시설 운  

100

국내 

수
Co-60  Cs-137로 오염된 스테인 스강, 탄소강  알

루미늄에 한 운 조건  분배특성 평가 완료
80

U 오염 

해체폐기물 

용융기술

국제 

수
U 오염 속폐기물의 상용화 용융제염 기술이 성숙단계

에 있음
90

국내 

수

베타/감마 오염 속성폐기물 용융 기본기술을 토 로 

U 오염 속폐기물의 용융에 필요한 설비의 보완 요건 

등 확보

70

설계  

제작기술

공정 

Scale-up 

기술

국제 

수

원자력 선진국들은 아크로, 유도로, ESR 등의 처리시설

에 한 설계경험과 다년간의 속성 폐기물 용융제염 

처리공정의 연구경험, 데이터 확보를 통해 독자 으로 

상업화 기술을 확보함.

100

국내 

수

원(연)에서는 20 kg/hr의 실험실규모 실험  200 kg/hr 

일럿 규모의 실증실험을 통한 요소기술과 운 경험, 

용융 시스템에 한 설계경험, 공정 Scale-up을 한 데

이터 확보  해석능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음

70

실용화 

설비 

구축 

처리설비

국제 

수

다양한 형태의 속성 폐기물을 단, 쇄 할 수 있는 

처리 설비  드럼채로 용융하는 폐기물 투입설비 완

비

100

국내 

수
두께 5 mm 이하의 속폐기물의 쇄가 가능한 유압식 

단, 쇄  분쇄된 조각 폐기물 투입설비 구축
60

표 4-3-2. Melting technology analysis compare with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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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기술개발 추진방안

1. 방사선 측정  평가기술

기존에 개발한 배  내부 방사성 오염도 측정기술을 활용하여 퇴역 증기발생

기 세 과 같은 소형 배 (직경 20 mm 이하)에서 원격으로 오염도 측정이 가

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한, 방사능 분석 시에 측정이 어려운 형 속 폐기

물을 장에서 직  측정하기 하여 기존에 확보한 ISOCS(In-Situ Object 

Counting System)를 이용하여 규제해제 시 잔류방사능의 존재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검증 기기로 이용할 정이다.

속성 방사성 폐기물의 규제해제는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

는 규제해제  재활용 방안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합하도록 재활용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규제해제 농도를 도출하

며, 퇴역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 기술실증  안

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기  인증을 한 주제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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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제염기술

해외 선진국의 기술 개발  용 사례를 통하여 볼 때 SG를 감용 는 자체 

처분하기 해 효과 인 제염 기술로는 화학제염과 분사  방법인 물리제염 기

술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한 종류의 기술을 용하여 해결하지는 못

하고 있으며 여러 기술들을 융합 으로 용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을 고려할 

때 구체 인 기술을 확보하기 해서는 국내외 후보 기술을 선정하고 실험실

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후보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표  화학제염 기술로 산화-환원 제염 공정(KAERI, CAN-DECON)

- 고농도 화학제 연마능을 활용한 S-C, N-C (황산-세리움, 질산-세리움) 공정

- 2차 폐기물 처리가 용이한 습식 유동 연마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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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술

국내 해체기술은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체 상물의 특성

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 다. 지 까지 개발된 해체장비를 요약하면 연구로 노

심 해체를 한 원격 유압 Shear 장비와 라즈마 단 장비, 노심 라이  해체

를 한 유압 Wheel saw 장비, 연구로 2호기 콘크리트 해체를 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와 유압 로커 장비, 빔포트 해체를 한 코어보링  밴드 쏘 장비 

등이 있다.  한 연구로 1,2호기에서 사용된 고방사능 회 시료조사 를 수

에서 원격으로 해체할 수 있는 특수 해체장비를 국내 개발진에 의해 자체 개발

하 고 실제 해체작업에 활용하여 성공 으로 완료하 다. 지 까지 언 한 장

비 외에도 연구로 2호기 Thermal column 내부에 층되어 있는 흑연 인출장비

와 흑연 단 장비도 개발 완료하 다. 

이상과 같이 연구로 해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단기술을 확보하 으며 확보

한 기술들은 부분 일반 상용 해체기술을 응용한 수 이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와 같은 특수구조물의 해체작업은 지 까지 개발된 수 의 해체기술을 활용하

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이유는 재 개발된 기술들은 연구로 1,2호기 

해체 상물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물의 특성이 바 면 

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즉 증기발생기 경우, 내부 구조는 수천 개의 세  다

발이 외발보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단 시 진동이 유발되어 단을 방해할 우

려가 매우 높다. 한 세 의 재질은 인코넬로 인장강도와 항복 이 매우 높아 

기존 단기술을 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증기발생기는 고방사화 해체 

상물로 기존의 상용 단기술을 용할 경우, 칩이나 흄과 같은 다량의 2차 폐

기물 발생이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체 시 2차 폐기물 발생이 은 단기술을 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방사

능 단 상물의 해체작업은 부분 원격으로 수행되므로 원격 조작이 가능한 

단 기술을 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해체기술은 상물의 독특한 구조 , 

재료 , 방사선학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합한 해체기술을 용해야 하

므로 해체 상물 고유의 해체기술 개발에 을 맞추어 연구 개발을 수행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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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 제염기술  용융기술

기존 국내 제염해체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용융기술을 기반으로, 기 

확보된 기술의 개선  용을 통해 퇴역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 처리

기술  공정을 개발할 정이다.

퇴역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을 한 최종단계의 

기술로서의 용융기술 개발을 해서 기 확보하고 있는 연구로/우라늄변환시설 

발생 속폐기물 용융기술을 기반으로 실험실  아크용융 장치  기아크 방

식의 일럿 규모 고온 용융시설 등 기존 연구 설비  기술 실증 시험설비를 

최 한 활용, 최신 기술의 용융시스템과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 투입설비, 용융

로, 배출 시스템 공정을 개선하고 구축하여, 일럿 규모의 비방사성  방사성 

속 폐기물 용융제염 실증 시험을 통해 기술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형 속

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기술을 구축하고 상용 설비의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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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한 일반 국민들의 깊은 심과 함께 사회·문화

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두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방

사성폐기물을 근본 으로 일 수 있고, 처분 안 성 증 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내 여건에서 볼 때 환경친화  이미지 제고와 원자력에 한 

국민 신뢰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퇴역 증기발생기의 감용  자체처분 

기술로 표면제염, 단, 속폐기물 감용 등 복합 처리기술의 용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는 원 에서 발생하는 표 인 형 속폐기물로서, 해외의 퇴역 

증기발생기 처리사례 분석을 통한 형 속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요소 기

술을 악하 으며, 악된 요소기술에 한 실험실  성능 평가  일럿규모 

실증시험을 수행하되, 증기발생기 mock-up 등을 제작하여 유사한 환경에서 

련 단 기술  공정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한 고리 원 의 퇴역 증

기발생기 는 열교환기 등 기타 ㆍ 형 속폐기물에서 인출한 방사성 속

폐기물을 상으로 기술 실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기술 황분석을 통하여 퇴역 증기발생기 처리 제염  자체처분을 한 

제염기술 개발을 해서 후보기술을 선정하고, 후보기술에 한 실험실 규모의 

물리 /화학  제염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상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제

염 특성 실험을 통하여 감용  자체처분에 가장 효율 인 제염기술을 선정한 

후 실험실  hot 실증을 수행하여 공정 최 화  종합 인 기술 성능을 검증

함. 실험실  결과를 바탕으로 증기발생기 mock-up  자체 설계 제작한 실증 

공정장치와 원  증기발생기 인출 세  등을 사용하여 기술 실증을 수행함으로

써 실용화 단계의 기술을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퇴역 증기발

생기 외곽 동체, 수실부  내부 튜  단 시 2차 폐기물 발생이 고 단 성

능이 우수하며 원격 조작이 가능한 단기술을 선정하고,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단기술의 용성 검증  단장비 설계 사양을 도출을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도출한 설계 변수를 이용하여 실제 증기발생기 해체에 용 가능

한 단 장비를 설계/제작하고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성능 실험을 통해 최 의 

운  조건을 도출을 해야 한다.

한편, 퇴역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을 한 최종

단계의 기술로서의 용융기술 개발을 해서는 기 확보하고 있는 연구로/우라늄

변환시설 발생 속폐기물 용융기술을 기반으로 실험실  아크용융 장치  

기아크 방식의 일럿 규모 고온 용융시설 등 기존 연구 설비  기술 실증 시

험설비를 최 한 활용하고, 최신 기술의 용융시스템과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 투

입설비, 용융로, 배출 시스템 공정을 개선하고 구축하여, 일럿 규모의 비방사

성  방사성 속 폐기물 용융제염 실증 시험을 통해 기술 성능을 입증함으로

써 형 속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기술을 구축하고 상용 설비의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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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야할 것으로 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퇴역 증기발생기 등 형 속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 기술실

증  안 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기  인증을 한 주제보고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기술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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