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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ate
reactors, including 띠tic려
date,, 뼈1
well over 650 research reactors,
critical assemblies
have been built or are in the construction or planning phase throughout
the 뼈dd.
world. Over 370 research reactors have 려ready
already been shut down and
decommissioned to different
different stages. By the tum
turn of the century
century,, about 220
research reactors operating today 뻐II
will have reached 30 맺ars
years of age and
llkely candidates for decommissioning.
will 려so
also become likely

/D) activities
ac섬찌힘es were introduce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D
decommissioning(D/D)
IAEA’ s programme in 1973. Since 1980
in the IAEA's
1980,, the lAEA
IAEA has published
more than ten technological review reports and safety and regulatory

/D.
guidance reports in the area of D
D/D.
In part 1
I ,, concept of exemption level and outline of deriving method
for exempt quan.뼈es
quantities are described and e뼈mple
example exempt quantities
presented. An
d part II describes the outline of the IAEA
lAEA technical report
And
on “"Decommissioning
Decommissioning T
echniques for Research Reactors" which has been
Techniques
publish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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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처l 폐기물의

규제제외 기준

1. 머리말
IAEA는 원자력시설의 제염과 디커미셔닝에 관한 활동을 1973년에

개시하여， 1980년 부터 현재까지 기술보고서， 안전， 규제지침에 관한 보
고서를 10여편 출판하고 있다I) -9)

오늘날， 세계중에서 37071 의 연구로가 이미 폐쇄되어 있다. 그 외에，

햇수가 30년을 넘은 원자로는 연구로가 22071 , 발전로는 11기이다10. 11)
앞으로 이들 원자로는 연명조치 또는 폐지조치의 대상으로 된다. 햇수가

30년이 넘은 연구로 및 발전로의 수를 각각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현재， 원자로의 제염， 디커미셔닝하는 기본척인 기술은， 선진국에서
는이미 개발되어 있다.

lAEA의 디커미셔닝 활동중에서 화제로 되어있는 것은 원자력 시설
의 제염， 해체기술은 당연한 것이며， 최근에는 해체자재를 일반사회로

환원 (recyc1e

: 용융처리， 가공후의 재이용)하는 것과 재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들에 관련되는 규제제외기준 (exemption level) 도 중요한 과제
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 화제에 대하여， IAEA의 활동상황을 소개하

고있다.

1.

디커미셔닝

2.1.

원자력시설의 디커미셔닝

디커미셔닝 (decommissioning) 라는 말은， 임무를 해제하고 퇴역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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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0년을 초과한 발전로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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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퇴역， 폐지조치 또는 경우

에 따라 해체라고 번역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디커미셔닝라는 말의
뜻은， 원자력시설의 유효수명이 끝녔을 때， 디커미셔닝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장래에 대하여 공중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시
설의 역할 폐지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6) 즉 디커미셔닝라는 행위에
는 제염， 방사성 폐기물제거， 개인피폭의 최적화， 불필요한 건물의 해체，

최종적인 시설이나 장소의 무구속해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저장， 수송
및 처리라는 여러 과정이 포함된다.
발전로는 일반적으로 30년에서 40년의 설계년수를 가진다. 이 설계년
수에 도달한 원자로는， 만약 경제적인 매력이 있고 또 규제가 허용되면

연명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임무는 끝나게 된다. 즉， 디커미셔
닝 된다.

수명연장 또는 디커미셔닝을 고려해야 할 수명이 30년 이상 경과한 연

구로 및 발전로의 수는，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가일로
에 있다. 예를 들면， 1986년까지 50071 의 연구시험용 원자로가 선진국
22개국과 개발도상국 33개국에서 운전되고 있는데， 그 중 40071 이상은
1957년에서 1970년 사이에 운전을 개시한 원자로이다.
한편， 발전로쪽은 해체를 고려하고 있는 원자로는 현재로서는 별로 많
지 않지만， 몇몇 원자로는그수명을다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디커
미셔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노후화한 시셜을 디커미셔녕하거나 수
명을 연장시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몇 나라에서는， 이미 필요가 없어진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효율적으

로 또 타당한 비용으로 디커미셔녕하는 전략을， 국가의 원자력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당연히 국가가 정한 필요한 요건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디커미셔닝에 관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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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및규칙

@방사선방호

@ 잔류방사능의 허용농도

@ 폐기물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
@ 디커미셔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
@인허가조건

@환경 영향평가
원자력발전소 디커미셔닝의 계획은， 국가의 디커미셔닝 전략의 지도

하에서， 각각의 시설소유자가 작성해야 한다. 오늘날， 원자로의 디커미
셔닝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원자력시설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연료제조시설，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의 제작과 조제시설， 기타 연구용방사성물
질 취급시설이 있다.

2.2.

원자력발전소의 디커미셔닝

현대로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완전한 디커미셔닝의 예는 없지만，
대규모의 원자력발전소도 작업자 및 환경에 영향올 주지 않고， 또 터무

니 없이 비싼 비용을 들지 않고 디커미셔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생
각하고 었다. 지금까지 연구로， 원형로 그리고 Shippingport와

이라는 실증로 둥

JPDR

14071 이상이 디커미셔닝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

과 실적에 근거를 둔 의견이다. 또한 TMI2호기의 디커미셔닝도 완료
되었다. 그 외에 디커미셔닝에 직접 관련되는 원자로 구성 부품의 교환
기술 및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디커미셔닝방법 및 기술의 발달은， 최근에 특히 놀라운 것이 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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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내의 화학제염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다이아몬드 톱 절단 및

원격조작의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처럼 규모가 큰
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저감할 수 있고， 또 발생폐기물량
및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해체 장치나 기술의 개

량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커미셔닝에 소요되는
시간， 해체후에 남는 방사능 농도 및 해체폐기물의 처분을 고려하여， 그

해체의 최종목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었다.
방사성물질의 제거가 디커미셔닝의 첫째 단계이며， 핵연료， 제어봉，

이온교환수지， 중성자로 방사화된 물질 및 이것으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하느냐가 기본이 된다. 이 때의 문제로서는，

오염물과 비오염물과를 구별하는 측정기술이 었다.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 갖가지 형태를 갖는 백그라운드 준위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시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디커미셔닝의 비용에 관계
된다. 또 다커미셔닝 종료시에 시설 또는 부지내에 남을지 모르는 방사
능의 관점에서， 최종목적에도 관여된다.

2.3.

디커미셔닝 비용

원자력발전소의 디커미셔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 따라 또는 노
형， 운전년수， 규제， 폐기물량， 처분장， 인건비 둥에 따라 달라진다. 규제

제외기준의 설정에 따라도 변할 것이다. 또 원자력폐쇄후 몇년의 냉각기
간을 두고 해체를 개시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 외에， 곁보기의 비용

은 각국의 통화 환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한 제염
및 디커미셔닝의 경험， 및 통상작업과 같은 역무비에서， 그 비용을 개략
시산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디커미셔닝의 총비용， 즉 디커미셔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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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부지의 무구속 해방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전소건설 초기투

자액의 약 20%정도이다. 이 비용은 그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요금에서
보면， 큰 비율은 아니다. 가령，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25년으로 잡

고， 그 기간의 전력요금의 2%를 디커미셔닝에 할당한다면， 디커미셔닝
비용은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이미， 디커미셔닝의 비용을 전력요금의

일부에 할당시킨다는 생각은， 여러 나라에서 채돼하고 있다.

3. 고체폐기물의
3. 1. 규제제외의

규제제외기준

배경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어 있으

며， 따라서 방사션원의 사용은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
류의 방사선원은 조건에 따라서는 위험도가 매우 작아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우주선처럽 제어불가능한 것으로서 규제에서 벗
어난것도 있다.
규제제외의 개념에 대해서는 lAEA에서는 주로 폐기물처분과 관련하
여 “ derninimis ", 즉 “법률은 지나치게 자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라
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었다.1984년에 방사선원의 규제제외와 법
률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다음 해인 1985년
에 NEA와 WHO와의 공동으로 규제제외의 원칙을 주제로한 회의를 개

최하였다. 1987년에， IAEA는 규제제외의 원칙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처분에의 적용에 대하여 논의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제외원칙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의 일치를 얻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1988년에 lAEA와 NEA가 공동개최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자문 위원회에서의 결의는 “방사선원의 규제제외 및 규제관

-9-

리의 법절차”라는 표제로
12).

lAEA

일련의 안전보고서로서 출판되어 있다

lAEA는 이 규제제외원칙을 원자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일반

사회로 환원하는 것， 재사용에 적용하는데의 문제점， 병원과 연구시설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반
100만 kW급의 가압수형 또는 비퉁수형의 원자로에 사용되고 있는 철

의 중량은 약 1 만톤이며， 그 중의 약 반은 제염함으로써 사회로 환원， 재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수 10만톤의 사용량
중， 약 반은 콘크리트를 새로 만들 때의 골재로서 재이용할 수 있다면，

폐기물처분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상기 검토는， 자재를 일반사회로 환원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각국에서 제외값을 규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규제에서 제외된 자재， 특히 철 및 비
철금속은 일반사회로 환원된 후， 다른 나라로 매각되어 거기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구속 규제제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3.2. 규제제외의

원칙

lAEA의 안전지침

No.89 (l 988) 12) 에，

규제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기준이 명기되어
있다. 그것은 규제상의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로 개인의 위험도가 적어

야 한다는것과， 방사선방호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규제제외의 관점에서 개인이 받은 선량(외부피폭에 의한 실행 선량
당량+내부피폭에 의한 예탁실행선량당량)을 고려할 경우， 연간 수 10μ

Sv 정도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은 선량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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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선량은 개인이 몇 가지의 규제제외물질로부터 피폭되는 선량의
총량이며， 총선량이 이자리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IAEA의

지침에는 각각의 규제제외 물질로부터의 결정집단의 평균적인 개인에
대한 선량이 10μ:Sv /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선량은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의 약 1/100이다.
방사선방호의 최적화에 관해서는， 규제제외함으로써 집단당의 집단
설행선량이，

1man

3.3. 규제제외

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칙의 적용

규제제외의 원칙은 위험도 (risk) 및 선량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

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방사능농도로 표현하는 것이 실
제적일 것이다. 규제제외치를 방사능농도

Bq/g

또는 Bq/cm2으
. 로 나

타내는 것이 실제적일 것이다.
규제제외의 일반적인 개념은， 제외물을 비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안전히 법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으로는 안전히 법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정한 사

용조건부로 제외물로서 허용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구속 규제제
외라부르고 있다.

안전히 법규제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피폭경로를 모두
검토하여， 규제를 제외시킨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계없

이， 그들의 피폭경로에서 산출되는 방사능농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규제제외를 무구속규제제외라 한다. 이와 같은 무구속 제외물

은 다른 나라로 이동되어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무구속 제외물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간의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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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속규제제외에 의한 피폭선량의 계산은， 핵종에 따라서 얻을 수 있
는 가장 높은 산량을 고려한 피폭시나리오， 그리고 피폭경로에 따라 계

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계산으로 얻은 값， 즉 규제제외농도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
다. 통상， 규제제외 농도의 산출에는 계산결과가 안전 쪽으로 되도록 가
정할 것이고， 또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고

를 바탕으로 산출된 규제제외 농도는 안전한 것이며， 이 방사능농도를

제외된 물질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피폭되는 선량은， 개인의 피폭선량기
준인 10μSv /년보다 훨씬 낮은 값이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규제제외할 것인가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오염금속스크랩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는， 그 한정조건， 비오염금속으로서의 희석률과 같은 특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이용에 의한 방사성핵종으로 부터의 직접선량이
낮다는 것이 명백하면， 그 재이용분야에서는 더 큰 선량 (수10μSv) 을
규제선량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또 규제방사능도를 계산할 때， 가장
실상에 알맞는 가정을 선량계산에 도입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피폭시

나로오의 수를 제한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구속 규제
제외의 경우는， 무구속 규제제외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방사능 농
도의 규제제외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방사성 물질

을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의 조건부 구속규제제외 농도로 된다. 만약，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를 보증할 수 없는 경우는， 무구속제외의 사고방

법으로 결정한 규제농도를 사용하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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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규제제외농도의

산출

최근， 규제제외농도의 산출에 관한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이들 분야

는 핵연료사이클에서의 저준위고체폐기물， 의료 · 연구기관에서의 방사

성핵종 이용에서 발생하는 저준위기체， 액체 빛 고체 폐기물， 그리고 원
자력시설의 디커미셔닝에서 발생하는 철， 비철 및 콘크리트이다.
일반적으로， 고체폐기물은 처분되고， 기체 및 액체폐기물은 환경으로

직접 방출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금속류 및 콘크리트는 사회
로 환원하여 재이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디커
미셔닝에 관련하여 철， 알루미늄 및 큰크리트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

또 규제제외 농도의 산출에는， 통상 개인의 실행선량 당량이 가장 많이
통하므로 10μSv /년이라는 개인피폭의 선량기준에서 계산한 규제제외

치만을 제시한다. 규격제외치의 계산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
기해 둔다. 각종 시나리오， 가정， 입력자료의 상세한 것은 lAEA의

Safety Series No.1 1l 13 ) 을 참고하기 바란다.
외부피폭에 의한 개인의 실효선량당량의 계산은 다음식을 이용하였

다.

HEXT.i .s.

=tCDFEXT.i .sWP

(1)

여기서，
HEX
았
Tτ.샤

:

Source Category

s 의 방사성 핵종 i 에서 받는 연간 외부

피폭에 의한 실효선량당량 (Sv /년)

t

개인피폭시간 (h /년)

C

재이용을 위하여 규제제외를 받은 물질내 방사성 핵종 i 의
초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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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EXT 냉

:

Source Category

s의 방사성 핵종 i로

에 의한 실효선량당량 ;

W

부터의 외부피폭

(SV /h) /(Bq/g)

: (작업자가 취급하는 규제제외 물질량) / (작업자가 취급하
는 전물질량)， 이 평가에서는 1. 0로 함

p

피폭자수(개인피폭선량계산에서는 P=l로 잡음)

재이용피폭시나리오에서 한정되어 있는 개인이， 방사성핵종을 섭취하
므로써 받은 예탁선량의 일반적인 평가식은 다음과 같다.

HINH.i=Vt DFINH. iW(CdCw.i+Cs.iRF . TFINH)

(2)

여기서，

H뻐

방사성핵종 i를 1년간 홉입섭취하여 받은 예탁실효선량 당
량 (Sv)

V

작업자의 환기율 (m3 Ih) ( 계산에는

DFINH .i

방사성핵종 i를
량 (Sv

1Bq

1. 2m3 Ih를 사용)

홉수섭취하여 받은 예탁실효선량 당

/Bq)

Cd

공기중에 존재하여 호홉에 관여하는 먼지의 농도 (g

Cw.i

규제제외 되어 재사용하고 있는 물질내에 폰재는 방사성
핵종 i의 농도 (Bq

Cs.i

/g)(lBq /g로

1m3 )

잡음)

표면오염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 i의 농도 (Bq

/cm2 )

(104Bq 1m2 또는 lBq Icm2로 잡음)
RF

표면 방사능의 재부유계수 (m- 1 ) (1 0-6m -l로 잡음)

TFINH

표면방사능이 홉입섭취에 옮아가는 계수 ; 즉 재부유하는
표면오염의 비율 (m- 1 ) (1Q -6m -l로 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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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금속의 표면방사능오염을 2차섭취한 경우， 즉 손， 식물， 담배에

서 경구섭취한 경우， 개인의 피폭션량은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H1NG.i=tDFlNG.i W (I . C1NG.i+K • TF1NG Cs.i)

(3)

여기서，

H1NG.i

: 방사성 핵종 i를 1 년간 경구섭취하여 받은 예탁실효선량당
량 (Sv)

DF1NG.i : 방사성 핵종 i를 lBq 경구 섭취하였을 때의 예탁실효선량당
량 (Sv

IBq)

g

: 표면 오염으로부터의 2차 경구 섭취율 (g Ih) (0.01꿇한 Ih로
잡음)

C lNG.i

먼지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i의 농도 (Bq

I g) (1. 0Bq I g로

잡음)

K

표면오염으로 부터의 2차 경구섭취율 (m2

Ih) (1O- 4m 2 Ih로

잡음)

TF1NG.i

표면 방사능이 경구 섭취되는 율 (0.01로 잡음)

Cs.i

표면 오염중의

방사성 핵종 i 의 농도 (Bq 1m2 )

004

또는

lBq/cm2 로 잡음)
그 외에， 용융， 제련과정에서 발생하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개인피폭선

량도계산하고있다.
규제상， 문제가 되는 방사성핵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고에너지의 y
선을 방출하는

Co-60 및 장반감기를 갖는 a핵종의 Pu-239를 채태하여，

각각의 단위비방사능 OBq/g) 에 의한 개인피폭선량을 시산하였다.
Co-60의 재사용 경우， 그 기기의 크기에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 펌프
류라면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은 개인피폭 기준 보다 한자리수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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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수톤이라는 큰기기를 사용할 때 받은 선량은， 개인피폭기준보다

두자리수 큰 값으로 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규제
제외치를 설정하는 경우는， 그 기기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을알수있다.

3.5.

일반사회로의 환원 및 재사용을 고려한 규제제외 농도

철，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를 일반사회로 환원할 때의 규제제외 농도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씬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상정되는 피
폭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피폭시나리오에，
개인피폭의 선량기준 10μSv /년을 적용시켜 산출하였다. 단， 이들 산출

되는 가정의 셜정， 파라미터의 입력값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철의 경우 희석률 1, 즉 전혀 희석하지 않고 오염물질 그 자체를 사
용한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의 값이다. 이 표를 보면， 철은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재료 보다도 약간 제한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방사성 핵종
별로 보면，

고에너지의

Co-60 및 장반감기의 a방사체인 Pu-239과

Am-241 에 대한 규제제외농도가， 다른 핵종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었
다.

재사용인 경우는 규제제외기준을 건물， 공구류， 모터， 펌프 및 기타 장
치로 부터의 홉입 및 섭취에서 산출하였다. 계산결과를 단위표면적당의
농도를 표 1 에 나타내었다. 역시，<<방사체인

Pu-239

및 Am-241 의 농도

제한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사회로의 환원， 즉 재이용 및 재사용에 대한 규제제외 농도의 범위를
표 2에 나타낸다13) <<핵종 (U-238， Pu-239 , Am-241) 의 규제제외기준은

섭취에 의한 피폭으로 제한된다. 금속 또는 콘크리트를 재이용하는 경
우， 약

0.1 ~10Bq /g의

범위이며， 공구류， 설비 또는 방을 재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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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이용 · 재사용에 대한 핵종별 규제제외 농도

Rad ionuclidc group

Recyclc or

Dcriv혀

Atte야able

rcu e
calcgory

cllcmpuon
levcl

‘。 r

‘

amount
rccyclc
(t1a)

‘
’

‘
’
‘

’
’

‘

AlpJuJ emÏlu rs:
U.238 , Pu .239 ,
Am.24 1

Slccl recyclc
Aluminium recyclc
Concrc c rccyclc
Room rcusc (s urfacc)
Room rcusc (volume)
Toollcquipmenl rcusc

0.3-1
I-S
0.9-3
0.2 - 1
0.3-1
0.7-4

Bq /g
Bq /g
Bq/g
Bq /cm 1
Bq /g
Bq lcm 2

2 x 10 -6 x 10
I )( 10 3 _4 x 10
S )( 10 -1 x 10

Phα0If I ", illlrs:
Co.60 , Nb.94 ,
Eu.IS2 , Mn. S4,
Zn.6S. Cs.137

Stecl rccycle
Aluminium recycle
Concrclc recyclc
R∞m πusc (surface)
Room rcusc (volume)
T。이 Icquipmenl reuse

0.1 一 0.6

Bq /g
Bq/g
Bq /g
Bq /cm 2
Bq /g

S x 10 -6 x 10
3 x 10 -2 x 10'
10 -2 x 10

No. pJ,OI01f
ImUSIOII:

Sr-90 , Pu .241

Olhlr 10 M! dou:
CI-36, Ca41 ,
Fc'SS. Ni.63 ,
Tc.99

표

‘

0.3-2
0.3-2
0.1-0.6
1-6
10-SO

“

’

7 x 10 -2 x 10'
1 x 10]-4 x 10
2xIO'-2xI0
9 x 10 -3 x 10
9 x 102 _2 x 10
S x 10 -1 x 10

’
’

’
‘

’
’

’
’
‘

3 x 10 -2 x 10'
3 x 10 2 _1 x 10
S x 10 -1 x 10

Bq /g

‘ Bq/g
’ Bq /g
’ Bq/cm
‘ Bq/g
‘ Bq/cm

’
’

‘

2

10-SO 뼈Ig
70-200 Bq /g
SO-300 Bq/g
10-100 Bq /cm 2
20- 70 뼈Ig
40-100 Bq/cm 2

Scecl πcycle
Aluminium rccycle
Concrele recycle
R∞m reusc (sur ce)
R∞ m reuse (volume)
TooJ /equipmcnt rCU5e
Scecl recycle
Aluminium recyclc
Corκrete recycle
R∞m πusc (surface)
R∞ m reusc (volumc)
Tool/.댁uipmcnl rcuse

빼Icm

‘

2 x 10 -9 x 10
2 X 10 2_S X 10
S x 10 -1 x 10
1

1

2 재이용 · 재사용에 대한 방사선별 규제제외 농도

Radionuclide group

Recycle or
reuse catcgory

Overall range o(
앙timaccd

exemplion level

Overall range of
acceptable amount
for recycie (t)

’ ‘

Alpha emitters

Metallconeretc recycle
Reuse (’urfac앙)

0.1-10 Bq/g
0.1-10 빽Icm 2

10 -10

Photon emitters

Metal/toncrete recycle
Rcusc (sur ces)

“

0.1-1 Bq/g
0.1-10 Bq /cm 2

10 -10

No.pholon emission

Metallconcrete recycle
Reuse (surfaces)

10-100 Bq/g
10-100 Bq/cm

10 2τ 10‘

Other low dose

Me taJ /concrelc rccycle
Reuse (surfaces)

10 3 _10 Bq /g
10 2 _10 Bq /t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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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10 2 _10

‘

경우는 약

0.1 ~10Bq /cm 의
2

y핵종 (Co-60，

범위이다.

Nb-94, Eu-152, Mn-54 , Zn-56 , Cs-137) 에 대한 규제

제외농도는， 개인의 외부피폭평가를 근거로 구하였다. 금속 또는 콘크리
트를 재이용하는 경우， 약 0.1 에서 10Bq/g의 범위이며， 공구류， 설비
또는 방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약 0.1 에서 10Bq/cm2의 범위이다.
β 핵종 (Sr-90， PU-241) 에 대한 규제제외 농도는， 체내 섭취로 제한 되

고 시나리오에 따라 변한다. 금속 또는 콘크리트를 재이용하는 경우， 약

10에서 100Bq/g의 범위이며， 공구류， 설비 또는 방을 재사용하는 경우
는 약 10에서

2

100Bq /cm 의

범 위 이 다.

기타， 저에너지 방출핵종 (Cl-36，

해서는，

재이용의

경우

103에서

Ca-4 1, Fe-55 , Ni-63 , Tc-99) 에 대

lOSBq/g,

재사용인

2

경우 10 에서

104Bq/cm2 이라는 규제제외 범위가 산출되고 있다.

여러가지의 방사성핵종이 혼재하고 있을 경우， 전체로서 규제제외기
준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식을 사용한다.

. c

(4)

휠 간r 드 1. 0
여기서

c;

사회로의 환원， 재이용 또는 재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물질 내의
방사성 핵종 i의 농도 (Bq

/g)

Cü

그 물질내의 방사성핵종의 규제제외농도 (Bq/g)

n

그 물질내에 혼재하는 방사성 핵종의 수

그 물질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의 각각 방사능 (Ci /C디)를 합한 값
이 1. 0 보다 작다는 것은， 그 물질의 방사성핵종농도는 규제제외의 이하
라는것은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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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구속규제제외치
무구속규제제외치도， 조건부 구속 규제제외치의 계산과 같은 사고방
식으로 계산하여， 방사성핵종을 5그룹으로 나눠서 나타내었다. 즉 법규
제에서 제외된 고체불질을 어떻게 사용하드라도， 개인피폭선량은 그 기

준치 인 10μSv /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고 방식 이다.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당연한 일이지만， 규제제외기준은 방사성핵종의 에너지 및 독성에 따
라 달라진다. 또 재사용의 경우와 비오염금속으로 희석시킨 금속을 재이
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제외기준은 달라진다. 그 외에 규제제외기준을 결
정하는 경우， 재사용하는 품목 및 그 면적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는
것을알수 있다.

현재， 금속의 재이용분야에서 이탈리아는 O.lBq/g및
라는

값이

a핵종에

대한

제한치로서

사용되고

O.lBq /cm2 이

있다.

독일에서는

0.05Bq/cm2을 a핵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β 핵종에 대해서는，

O.lBq /g이라는

무구속규제제외치가 스웨덴과 독

일에서 제시되고 있다.

3.7 규제제외기훈의

측정

개인의 피폭선량이 그 기준치인 10μSv /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 규제제외 기준을 결정할 때의 전제조건이다. 즉 측정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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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체물질에 대한 핵종별 무구속규제제외기준
L e v e 1 s

Radlonuc l1 de
Group

1. Th-232 series and
transuranlc
a1pha e톨 ltters

Radlonuc11des

Pu-239
C.-244
Am-241

Reuse of 1arge
1t e톨s or
JIIanufactured
products

Recyc1e
and
d 1s posa1
average)

r:

Sma11 ltems

Pu-240
C매-244

0.04

0.2

l

0.2

l

5

2

10

Co-60
Eu-152
Mn-54
%n-65
Cs-1H
C.-l37
Ag-llOm
U-234
U-238

Sb-124
Co-57
Na-22
Na-24
Tc-99m
1-123
1r-192
U-235

3.

energy beta
and
1 0v ener9y/1 。“
emJssion
photon emltters

Cr-51

Y-90

5r-90
Pu-241
Ce-144

Ru-106
1-125
Cd-109

4. No photon
lntermedlate beta
e .. itters

C-14
Ca-45
Fe-55

P- )2
5-35
Nl-6J

200

1000

5. No photon
l 。‘ energy beta
emitters

Tc-99
C1-36

H-J
1-129

2000

10 , 000

*단위 :

0

‘

2. Hlgh/llloderate
ener9Y e. 1t ters
and uranlu lII

Low

f

Bq/g 또는 Bq/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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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 , 000

50.000

자연방사능의 1%정도의 선량률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사능측정
기로는 GM관， 가스 유입식 가운터， 신틸레이션 검출기， 반도체검출기

가있다.

가스가 들어있는 검출기의 경우， Pu-239에 대한 측정한계는 30초 측

정에서
로는，

O. 005Bq / cm2,

β선에 대해서는 0.lBq/cm2정도이다. 실제적으

0.05Bq / cm2정도의

α오염은 측정가능하다 . Co-60에 대해서는 수

100kg의 물체를 수분간에 측정할 수 있다. 그 측정 한계는 Co-60에 대한
규제제외농도인

0.2Bq/g

보다 매우 낮은 농도이다. 따라서， 상기한 규

제제외농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농도임을 알 수 있다.

문제점은， 오염된 대량의 물질 및 광대한 면적의 전량 및 전면적을 측
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히 샘플령하느냐에
았다. 그 외에， 압력용기의 방사화로 생성하는

Fe-55

및

Ni-59

따위의

저에너지 방출 핵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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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연구용원자로의 다커미셔닝 기술
1.머리말

핵분열에 관한 연구가 제시된 이래， 연구료(임계실험장치를 포함)는

그 실험적 연구의 중핵으로서 널리 세계 각국에 건설되었다. 지금까지
건셜된 연구로는 65071 를 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그 사용 목적， 노형， 운전 형태 둥도 다종다양하
다. 그 중에서 약 37071 는 이미 원자로 정지 또는 해체 되었으며， 그 상

황도 갖가지이다. 또， 현재 운전되고 있는 연구로도

22071 이상은 금세

기말에는 30년을 넘거나， 그것에 가까운 운전 년수로 되어， 그 대부분이

해체의 대상으로 된다.
세계적으로 봐서， 연구로가 진부화 또는 노후화하여 운전 정지시켜，
해체하거나 또는 개조， 신설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해체하고 그 건물

이나 부지를 재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또 원자력개발의 정체， 저락 경향
과 연동하여 연구로 운전관리의 자금 획득이 어렵게되어， 운전을 정지하

여 해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는 연구로도 증가 일로에 있다.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에 대해서， 최근 구미제국을 비롯하여 세계각국
에서 실제적으로 해체공사가 계획 또는 실시되어， 귀중한 경험이나 각종

기술적인 자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각개의 프로젝트로
서 평가， 정리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기술력 고찰， 다른 연구로에의 적용

성 동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에 연구로를 가지고 있는 발전도상국으로부터 디커미셔냥

계획， 실시방법， 기술적 지견 둥에 대하여 lAEA에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IAEA는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에

μ

”

관하여 연구로 전반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기술보고서 동
의 작성을 계획하고，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진

행하여 왔다. 여기서는， 최근에 간행된 「연구로의 디커미셔닝기술」 보고
서에 대하여 그 개요를 소개한다.

2. 경위
lAEA에서는， 연구로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추진하
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상위에 있는 기준

(Safety Standard) ,

그것에 계속되는 지침 (Safety G띠de) 및 그것들

을 지탱하는 제 3단계의 기술 보고서 (Technical Report) 이다.
디커미셔닝에 대해서는， 1986년에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에 대한 안

전」이 지침 1)으로 간행되고， 이어서 1991년에는 전문가회합이 개최되어
「연구로 및 중소 원자력시설을 디커미셔닝하기 위한 계획작성과 관리」

를 기술 보고2) 로서 정리하여 1993년에 간행하였다. 또한 연구로 디커미
셔닝기술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기)가 1993년 6월에 비엔나의
lAEA본부에서 개최되어， 디커미셔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음미 · 검토하여， 기술보고서「연구로 디커미셔닝기술})

(이하 보고서로 약기)이 1994년에 발간 되었다.

3. 보고서의 내용

3.1. 목적과대상

상기 위원회서는 이마 lAEA사무국， 영국원자력공사， 독일 칼스루에
원자력여구소， 미국 오크리지연구소 동의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희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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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된 「연구로디커니성기술」의 (원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술
적인 내용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사고
방식의 의견 통일을 꾀하였다.

1)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시설의 해체에 대해서는， 사고의 규모나 형
태에 따라크게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대상으로하지 않는다.

2) 국가에 따라 규제치가 다른 방사성폐기물의 기준 풍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서 명 기 하는데 끝낸다.

3) 연구로에 부속한 방사화학연구시설， 핫셀， 폐기물처리 • 제염시설
퉁과 같은 작은 시셜은 대상으로 고려한다.

4) 앞으로

lAEA가

추진하고

Waste Safety Standard) 와의

있는

RADWASS (Radioacitive

정 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의 제공을 첫째 목적으로 삼고 었다. 특히， 디커미셔닝을 실시하는
데 종사자와 일반공중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보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들이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도움되는 것을 기대

하고 었다. 또 이 보고서는 연구로와 그것에 관련된 보조셜비를 대상으
로 한 것인데， 20~30MW이상의 연구로나 연구로의 범주에 들어가는

비교적 출력이 작은 시험용 동력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보다 오히려
동력로의 디커미셔냥 기술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2. 연구로의 분류

현재， IAEA에 퉁록되어 있는 연구로는 표 4와 같이 합계 69371 이다.
표 4에는 세계중에 있는 연구로의 운전 및 정지상황， 원자로 출력별분

류， 운전년수 풍에 관한 최신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다종다양한 연구로
는 원자로 형식， 원자로 출력， 냉각재 • 감속재별의 분류방식이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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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로에대한통계

1) 연구로의 기수
IAEA자료

추가정보
합계

584
109
: 693

2) 현황
운전중

290
373
11
17

정지중
건셜중
계획중
불명

2
합계 :

693

합계 :

46
100
17
693

mω
째깨
생씨

3) 원자로출력 (P)
P~lkW

1kW<P~
1MW<P~

1MW
5MW

5MW<P~10MW

lOMW<P
불명

4)

운전년수 (A)

A<20년

62
227

20년 ~A

불명

1
합계 :

290

5) 디커미셔닝 상황 (D)
전용，개조또는이관

14

D계획중

S-l
S-2
S-3
S-1
S-2
S-3
S-l
S-2
S-3

D중

D완료

불명

합계

14
2
8

16
27
8

157
113
: 373

χ
ω

연구용， 재료시험용， RI 생산용 동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있

다.
디커미셔닝기술에서 본 연구로의 분류는 원자로의 구조적인 차이를

첫째로 하여 방사능 인벤토리， 해체와 제염기술，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

강도와 용량동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로는 풀형로와 탱크형로를 합치

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로의 경우， 열출력의 크기를 원
자로의 구조적인 차위에 의폰할 때가 많다. 풀형로는 수조깊이의 제약으
로 20MW.까지의 것이 많고， 그 이상의 출력을 갖는 것은， 노심냉각관계

로 1차계를 가압하는 탱크형로가 많다. 따라서， 원자로의 구조적인 차이
는 열출력에 관계되고， 또 방사능인벤토리， 디커미셔닝 방법에도 연관된

다.

3.3.

디커미셔닝의 단계(스테이지)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의 스테이지 (stage) 에 대해서는， 원자로의 로형
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디커미셔

닝이 실시되고， 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lAEA가 이미 제안한 세가지 스테이지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

표 5
형

노

연구로의분류
ιι

기

T

1) 풀형

225

TRIGA형

66

SLOWPOKE형

10

기타

149

탱크형

검

기타

낀

ARGONAUT

144
싫

혀。

흙

2)

계

합

3) 균질용액형

40

40

4) 고속로

30

30

5) 혹연로

27

27

6)

기타

227

임계실험장치

90

균질고체형

45

불명

92

총계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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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감시하 저장)
제

:

1 오염벽은 운전중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기계적 개구부

에 대해서는 영구 밀봉한다. 멀봉 건물은 폐쇄하여 규정된 관리
하에 둔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시，
모터링 및 검사가실시된다.

Stage 2 (제한부 부지

개방) :

제 1 오염벽은 간단히 철거할 수 었는 부분을 제거하여 최소의
범위로 한다. 장벽의 밀폐는 물리적 방법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에는 장벽을 완전히 싸기 위하여 생체 차폐체를 보강한다. 제엄

한 후 방사능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치 않을 때는 밀봉 건물
은 개조 또는 철거해도 좋다. 건물의 출입은 허용된다. 부지내
의 비방사성 건물을다른목적으로사용가능하다.

Stage 3 (무제한 부지

개방) :

방사능이 있는 기기， 재료， 부품 둥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을 철
거하고， 시설 및 부지는 제한없는 이용으로 개방한다. 따라서

모니터링이나검사는필요없다.

연구로의 디커미셔닝에는 이 세 단계를 모두 밟을 필요는 없다. 또 원
자로 부지가 다른 원자로시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하일지라도， 제한

없는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이， 세 단계의 각각 과정에 대

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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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커미셔닝의 계획과 관리

원자로를 정지하고， 디커미셔닝이 계획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은아래와같다.

1)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방사선학적 특성

2)

원자로 및 관련 시셜의 물리적 상태

3) 원자로 및 관련 시셜의 방사선적 및 산업적 위험성

4) 계획한 폐로 활동과 시간에 관계되는 상기의 변화
5) 방사선적 및 통상적인 안전성에 관한요구

6) 사용후 연료의 저장， 처분
7) 폐기물 관리
8) 기기， 공구， 건물， 부지의 재이용

9) 새로운 공구 및 공법의 도입
10) 경비와 그 시간 변동
11)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영향

12) 규제 및 인허가 사항

13) 경험자의 활용
이 중에서， 사용후 연료와 해체폐기물의 저장， 처분은 디커미셔닝을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디커미셔닝의 각 스테이지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이점 및
결점을 표 6에 정리하였다. 또 연구로 및 소형원자력시설의 디커미셔닝
계획， 그리고 대표적인 순서와 내용을 각각 표 7과 표 8에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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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디커미셔닝의 각 스테이지에 대한 이점과 결점
점

스테이지

S-l

CD

결

개인의 직접 피폭선량이 낮다

정

CD 장기점유， 감시와 보수를 위한

비용이필요하다.

@ 연료， 원자로 구조물의 방사성
붕괴가 해체시까지 진행한다.

@ 액체， 연료 폐기물의 경로를
만들시간이 었다.

@ 연료， 설비의 구성자재가 열화
한다.

@ 구조물， 시설의 재이용이 어렵
다.

@ 해체 기술의 진보(개량)를 전
망할수있다.

@ 장기간의 허가 교부가 필요하
다.

@ 주요 해체비용을 미룰 수 있
다.

@ 사회적， 정치적 입장이 불리하
다.

@ 경험자를 활용할 수 있다.

@ 경험자가 S-2, S-3를 실시하기
전에 없어진다.

S-2

S-l의 @,@,@,@,@

S-l 의

CD,@,@

·당연히 해체 비용의 증액이 필

요하다.
·경험자는 S-3이전에

없어진

다.

S-3

• 재사용을

위하여 부지를 개방할

수있다.

• 연료， 폐기물의 경로가 바로 필
요하다.

·전체기획올위하여 경험자를활

·노형， 출력에 따란 잔류고방사
성 핵종에의 고선량피폭의 위험

용할수있다.

성이있다.

• 차세대의 유산(해체시설)올 남
기지 않는다.

• 즉시 전체의 해체비용이 필요하
다.

• 즉시 원격조작기술과 공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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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폐

로

순

서

1)

원자로 및 관련시설 건설의 도변의 수집과 그들의 현황 확인

2)

안전 및 환경 개념의 명확화

3)

시설내 방사선 물질과 유독 물질의 인벤토리 조사

4)

폐기물관리 절차의 확립

5)

이자돼일의 폐로선태 평가

6)

계획한 선택의 타당성 평가

7)

필요비용을포함한상세한작업 계획의 준비

8)

장비와요원의 필요사항명확화

9)

안전과환경 평가의 실시

10)

비용 견적， 자금원의 결정 및 인허가 취득

11)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한 폐로 계획의 준비

12)

계획과 폐로 인허가를 얻기 위한 규제당국에의 제출

13)

계획에 대한규제상의 인허가취득

14)

언허가된 폐로 계획의 이행

15)

해체 철거하지 않을 때의 감시 /보수 계획의 이행

16)

해체 작업의 완료

17)

필요시 규제당국의 최종 방사선감시 계획의 허가 취득

18)

최종적인 부지의 정리와 방사선 서베이의 완료

19)

부지의 무구속 해체를 위한 규제당국의 허가 취득

ι

”

표 8

폐로계획의 내용

1.개요

2.

안전성 평가

6.

시셜의 개요

1) 운전제한과조건

1) 부지 및 시셜의 물리적 개요

2) 계획된 방출기준

2)

3)

폐로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있는

3)

임무를 위한

중대한 사고를 포함한 시설의 운전

4)

방사선 감시와 방어 시스탬

이력

5) 물리적 안전과 재료 관리

계통 및 설비

6)

4) 방사선과 다른 위험 물질의 특성 및

8) 리스크관리

3. 폐로방책

9) 운전규칙과지시

10) 종사자， 일반인 및 환경에 대한 안

1) 목표

4.

긴급시의 조치

7) 안전 관리

인벤토리

2)

ALARA 실증

폐로선돼

전확인

3) 안전개념 및 기준

7. 환경영향평가

4) 폐기물의 종류， 용량 및 수송 경로

8.

5) 선량평가

6) 비용견적

9. 방사선 방어와 안전
10. 연속감시/보수

7) 재정 조종

11. 최종적 인 방사선의 조사 계획

8) 적절한 옵션의 선돼과 확인

12.

품질보증계획

계획

폐로최종보고

계획관리

1) 업무의 요약

1) 자원

2) 잔폰구조물의 상세

2)

3) 폐로중에 생긴 중대한 사고의 상세

조직과 책임

3) 재조사및 감시 조직

4) 요구사항에 대환 준수의 중명

4) 훈련과자격

5) 업무 선량의 결과

5) 보고와기록

6) 최종조사결과

5. 폐로활동

7) 방사성 폐기물량과 특성

1) 단계와 임무의 개요 및 예정

8) 재사용을 위하여 벙출된 물질과 셜비

2)

9) 앞으로의 부지 사용과제환

제염 업무

3) 해체

4) 감시/보수계획

10)

13.

교훈

앞으로의 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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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규제의 개요

lAEA참가국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특별히 디커미셔닝
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다. 따라서 디커미셔닝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현
상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책이다.

만약， 디커에셔닝에 관련한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원자로 설치자는 빠

른 시일내에 규제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커미셔닝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 참가국 중에서 디커미셔닝에 관한 독자적인 취급절
차서， 규격기준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당국은， 통상 디커미셔닝계획이나 스테이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디커미셔닝에 대한 규제는 원자로의 운전에 대한 규제와
는 다르다. 예를들면， 폐기물량이 중대하거나 독특한 형태를 한 폐기물
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는 특별한 규제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또
원자로 또는 부지에서 연료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최종적으로 부지개방을 허가할 경우에도， 애
당초 제한된 허가 범위내에서 디커미셔닝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할수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서， 기기나 부지의 무제한 사용에 대
한 방사선 기준과 오염기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여러가지의

선량률을 채용하고 있다. 일례를 틀면 아래와 같다.

꺼

”

표변 : 백그라운드 이상， 10μR/h 이하
1m 떨어진 장소 : 백그라운드 이상， 5μR/h 이하

규정무 : 드 50μR/h

무제한 사용에 대한 최대허용 방사능 기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
음과같은조건이 있다.
견줌방사능 : 0.37~3. 7Bq

p오염 :

/g

0.37-3.7Bq/cm 2

α오염 : 0.037~0.37Bq

/cm 2

표변오염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기준이 있지만 상세한 것은

생략한다. 이들 기준치에 대해서는， 측정오차나 통계오차로서 50%정도
의 허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원자로 설치자 측과 규제측과의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IAEA에서는 이들 규제치에 대하여
국기기준으로 동조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3.6. 노형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lAEA의 보고서에는， 풀형로， 탱크형로， 균질용액로， 고속로， 흑연로，
기타 원자로 별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로
인 TRIGA원자로， 즉 풀형로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풀형로는， 통상 냉각재， 감속재 및 차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풀의 물속
에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특정이

있다.

열출력은 OW에서

10MW.를 넘는 것도 있다. 노심 풀속에 브릿지로 부터 매달려 있거나，

또는 풀의 밑바닥에 셜치되어 있다. 풀형로의 실험설비로서는 풀벽을 관

통한 빔 실험용 도관이나 조사용 도관， 또 풀상부에서 삽입한 조사설비，
풀 밑바닥에 놓인 각종 실험장치가 있다. 원자로 연료는 금속판 연료， 산
화물 연료， 수소화 Zr 연료 (TRIGA 연료)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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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 풀형로의 디커미셔닝은， 풀물의 차폐효과로 방사선 준위를 저
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 본체나 부속구조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다. 따라서， 디커미셔닝은 직접적인 공법으로 할 수 있다. 노섬 구조물이

나 기기， 배관 둥의 절단， 방사성 폐기물을 수송용기에 수납하는 것 둥을
풀속에서 할 수 있다. 풀의 물은 작업중에 발생하는 부유성 방사성입자
의 확산 억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1MW 또는

그 이상의 출력으로 운전한 풀형로에서는， 구조물 둥의 방

사화가 문제시 되지만， 이것도 비교적 낮은 방사능 준위하에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정지후 빠른 시기에， 스테이지 -2 또는

-3의 디커미셔닝계획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장기 냉각을 위한 풀
의 건전성， 풀물의 수질확보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측면에서도， 이 방법
이 타당할것이다.
콘크리트 차폐체에서 풀라이너를 철거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일례를 들면， 알루미늄 라이너를 콘크리트에 접착하였을 때
사용한 코오크 (cork) 와 탈 (tar) 물질에서 1산화탄소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또 풀형로에서는 풀속에 방사성 부식생성물이 축적하여 있을 때가

많다. 방사성 부식생성물에 대해서는 핵종， 형태， 양 둥에 대하여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7.

연구로 전만뻐| 적용활 수 있는 해체기술

각종 연구로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해체기술로는

1) 해체공사의 준비(사용후연료의 이동 둥)

2) 제염기술

3) 해체기술(콘크리트， 노내구조물 해체， 특수공구와 기기)
4) 보수， 감시， 모니터링(시험검사도 포함)

씨
X

둥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문
헌에서 설명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한 것은 생략한다.

3.8.

폐기물의 관리

디커미셔닝에서는， 특히 스테이지 -3에서는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
다.즉

1) 국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저장， 폐기할 방사성
폐기물

2)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폐기되는 것，
또는 특정사용에 한정된 것， 비방사성물질로서 폐기되는 것.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폐기물관리협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었다.

본질적으로는， 디커미셔닝에서는 국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준의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형 및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디커미셔닝계획을 수립할 때는， 폐기물의 저장이나 폐기
방책을 미리 추진해 두는 것이 펼요하다.

연구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급과 수송절차， 폐
기방법 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구분 및 특정을 지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또
lAEA의 RADWASS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체택하여 세계 각국의
통일화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정리된 대표적인

국가의 고체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구분의 예를 표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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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
폐기불구분

각국의 고체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구분

극저준위

-O.4MBq/t

저준위

- 0.4MBqjt-4Bq /t , α
또는

중준위

폐기방법

방사능한계
이하

규제관리에서 제외

영국

·얄은땅처분

12GBq /t, ß-r

• 4GBq/t이상， α
또는

가맹국명

• 공학적 감시 계통이 있는 저장
시설

12GBq / t , ß-r

(고준위 이외)
고준위

·사용후 연료또는재터리로부터

·디커미셔닝 대상에서 제외

의 폐기물(디커미셔닝 대상에서
제외)
A급

- Co-60 : 26TBq /m 2

·얄은땅처분 ;최저한의 요구

미국

Cs-137 ::GBq/m2
B급

- Co-60 : 구체적인

제한 무

Cs-137 :1. 6TBq/m 2
C급

-Co-60: 구체적인

제한 무

Cs-137 : 170TBq /m2
구분 1

-Co -60: 3.7Bq/g

·얄은 땅 처분 ; 최저한의 요구와

안정성
·얄은 땅 처분 ;침입자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부수적 감시 계통

·일반폐기(비핵물질)

Cs-137: 3.7Bq/g
구분 2

-Co -60: 3.7MBq/g

Cs-137: 3.7MBq/g
구분 3

-Co -60 :3. 7M Bq/g

• 얄은땅 처분， 최저한 요구
(한정폐기물)
·얄은땅처분은부적절

Cs-137: 3.7MB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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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우리나라는， 현대 271 의 연구로 (TRIGA

정지중이며，

이

중에서

스테이지 -3의

TRIGAMARK-ill( 출력

:2MW)

MARK - 11 와 -ill) 가 영구

디커미셔닝이

것는

뿐이다. 앞으로， 이 연구들의 디커

미셔닝 계획 수립에 이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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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될

Projects in the NEA co-op.erative
co-operative programme

’

。peratl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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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missionlng
Decommissioning
。ptio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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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cess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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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nt, D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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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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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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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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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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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ed
cooled

of stage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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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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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clear
materials α'oduclion
production

1958-80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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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
reprocess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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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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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cooled
Gas-c∞led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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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pan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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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3.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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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뼈에
Cooled Reactor
Reactor,, Wlnd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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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Pr
oduction 01
Production
of mixed PU
Pu

1968-76
1968-76

Stage 3

heavy water

moderated

14. BN
Fl, Co-precipita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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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ecipitation Plant
Sellafield, UK
Sellafie삐，

and U02fu에
UO 2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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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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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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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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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roces잉r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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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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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EB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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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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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insberg
Re
actors, Ge
rmany
Reactors,
Germany
A1 Reactor
Reactor,, Bo
Bohunice,
21. A1
hunice, CSFR
πhedecαnmissioning
The decommissioning optiα'"
options are

St핫~3

Stages

1952-81

st야183

1952-81
1952-73
1952-73

Stage 3
Stage2
Stage 2

Rheins뼈rg:
Rheinsberg: Prot，얘'PEl
Prototype PWA
PWR
Greifswald: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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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A-440
WR-440PWRS

1196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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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990

SI핫~3
Stage 3

Gas-cooled, Heavy
Gas-cooled.
water moderated
watermα:lerated

1972-79

Stage 3
st윌183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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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

defined accordir갱
according tothe
to the IAEA
AEA Classi
Classification
fication (see IAEA Technic허
Technical 많α:wtSeries
Report Series No. 경이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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