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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연구로 1,2호기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자체처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관계시설의 해체시 다량의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러한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의 대부분은 그 오염도가 매우 미미하다. 그러므로, 발생

된 폐기물은 적절한 기술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활용되거나 매립 처분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종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량의 극저준위 방

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극저준

위 방서성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및 매립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로 1,2호기에서 해제과정에서 발생된 자체처분 대상 콘크리트폐기물의 재

활용 및 매립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술기준인 

IAEA Safety-Series 111-p-1.1와, 미국 US NRC의 NUREG-1640을 재활용에 

대해서 적용하 고, 매립의 경우 미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가 규

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정하고 있는 RESRAD Ver 6.21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극저준위 방사성콘크리트폐기물은 재활용과 매립에 대한 해외의 연구를 바탕

으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여 국내의 자체처분 규정과 비교하 다. 또한 국제

적인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해제 농도를 핵종별로 도출하 다. 최종

적인 규제해제농도기준은 일반평가결과와 세부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보수

적인 평가결과를 추출함으로써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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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s for Clearance of the Concrete Waste from 

KRR-1 & 2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concrete waste is generated from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but a large portion of this concrete is only slightly 

contaminated. Therefore, the generated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s can be 

recycled and landfill disposal through the appropriate technical procedure.

  In some advanced countries, the lively discussion and research are made 

progress for recycling in the large amount of radioactive concrete waste 

generated from the variety of nuclear facilities. In our case the shortage of the 

natural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study on the estimation for 

the exposure dose for the recycle and landfill disposal of radioactive concrete 

wastes.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Projects

 In order to estimate the exposure dose for the large amount of very low level 

concrete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of the KRR-1,2 is processed by using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riterion and recommendation which were IAEA 

Safety-Series 111-p-1.1 and NUREG-1640 of US NRC for recycling, and the 

RESRAD Ver 6.21 computing codes for landfill disposal.

Ⅳ. Results for the Application

 The exposure dose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clearance level of the 

Korea Atomic energy act through the research of the Clearance level based on 

the international criteria for recycling and landfill disposal. The Clearance levels  

was respectively derived for the radionuclides which are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riterion and recommendation. The clearance criteria was ultimately 

determined by extracting the most conservative value from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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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원자력 시설이 운  중에 있다. 이러한 시설은 약 30 ∼ 40

년의 수명한계를 가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해체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해체

단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금속, 콘크리트 등 종류도 다양하며 발생량 또한 방대

하다. 실제 콘크리트폐기물은 PWR의 경우 180,000톤이 발생하며, BWR의 경우 

350,000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콘크리트 폐기물은 대부분 아주 

미미하게 방사성오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경우 경제적이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DOE 단지 제

염․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경우보다 재활용하는 경

우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과정에서 소량의 콘크리트폐기물이 발생하고 있

고, 연구로의 경우 2001년 6월 연구로 1&2호기에 대한 해체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승

인을 받은 이후 동워원소시설과 부속시설인 실험실의 해체 작업을 수행하 고, 

2003년도부터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해체를 약 2년 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작업의 결과로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콘크리트이며 이들 중 상당부분이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력관계시설의 해체시 발생되는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은 잘게 분해되어 가

공․처리된 후 골재를 이용하여 주차장, 개인주택이나 빌딩의 벽체 등을 위해서 재

활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각각의 콘크리트 처리과정 동안 작업자의 작업시간 또

는 콘크리트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근무시간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콘크리트 재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피폭되

는 유효선량 값은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

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로 1,2호기에서 발생된 자체처분대상 방사성 콘크리트폐기

물의 재활용 및 매립 처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도출하고, 도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문헌에 제시된 기술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국내 원자

력법 상의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처분제한치

를 만족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피폭방사선량 평가를 위해 재활용의 경우 IAEA 

Safety Series 111-p-1. 1와 US NRC의 NUREG-1640을 적용하 고, 매립의 경우 

미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가 규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

구로서 인정하고 있는 RESRA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결과적으로 향후 

연구로 및 원자력 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콘크리트폐기물의 처리 방

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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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규제해제 기준의 도입 및 기본개념

  특정한 방사선원 (Source) 또는 행위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향이 사소하거나 또

는 이에 대한 규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개념을 규제면제, 

규제해제, 규제배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배제 (Exclusion)란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로

서 우주선 (Cosmic rays)과 체내에 존재하는 K-40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는 방사선원 또는 행위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향이 미미하여 이를 규

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규제면제 

(Exemption)는 신규 선원 및 행위를 처음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 이며, 규제해제 (Clearance)는 기존에 규제 대

상이던 선원 및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한 방사선원 및 행위에 따른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사소함에 따라 규제대상에

서 제외하는 개념은 1970년대 초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 으며, 

1980년대에는 미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규제해제에 대한 개념과 선량기준치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종별 

농도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규제해제 선량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종별 규제해제농도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으며 아직까지 자국 규제체계에서 규제해제농도기준

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EU(유럽연합)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규제해제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법령에 정량적인 규제해

제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5년 핵종별 규제

해제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IAEA TECDOC-885의 

기준(안)을 법령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및 핀란드 등은 알파선 방출핵종과 

베타/감마선 방출 핵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전문부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법령화를 추진중이다.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970년 발간된 ICRP-13에서 

처음으로 개봉선원의 규제면제 개념을 제사하 으며, ICRP-46 (1985)에서는 고체방

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연간 개인선량 10 μSv/y 및 연간 집단선량예탁 1 

man․Sv/y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권고하 다. 한편, 1990년 발간된 

ICRP-60에서는 규제제외 개념과 관련하여 ICRP-46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고로 인한 “잠재적인 피폭”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IAEA(국제원자력위원회)는 TECDOC-244 (1981) 및 TEEDOC-282 (198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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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육지처분에 따른 규제제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  

하 으며, TECDOC-401 (1987)에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에 따른 

선량평가 방법론을 제시하 다. 1988년 발간된 Safety-Series 89에서 방사선원 및 

행위의 규제제외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입되었으며, Safety series 111-p-1.1 

(1992) 에서는 재활용 및 재이용에 따른 선량평가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1995년 발

간된 Safety-Series 115에서는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었고 규

제면제기준이 정량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IAEA는 TECDOC-885 (1996) 및 

TECDOC-1000 (1998)에서 고체폐기물의 규제해제(안)을 핵종별로 제시한 바 있으

며, 최근에는 규제해제기준을 Safety-Series로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우 US NRC는 1990년 BRC(Below Regulatory Concern) 정책성명을 발

표함으로써 규제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 으나, 환경단체와 일반인의 

반대로 인하여 이듬해 정책성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4년까지는 사안별 평가

를 통하여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일부 고체폐기물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허

가된 사례가 있다. US NRC는 BRC 정책성명을 철회한 1994년부터 규제해제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재개하 으며, 1999년 NUREG-1640의 발간을 통하여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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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주도로 검토를 재 수행하고 있

다. 미국 보건물리학회는 규제해제를 위한 사전 선별기준에 관한 산업기술기준 

ANSI/HPS-N13.12 (1999)를 발간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기관이 동 기준을 채

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30호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관한 규

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고시 별표 1에서는 기타 방사성의 제한농도를 “개인에 대

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핵종의 경우 처분제한치를 만족하는 농도기준을 신고자 스스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규제기관이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체처분 선량기준치의 만족여부는 자체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른 피폭경로 및 시나리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평가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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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평가방법론 및 평가대상의 선정

3.1 평가방법론

  핵종별 규제해제농도기준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방법은 크게 일반평가(Generic 

Application)과 세부평가(Specific Appl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1 세부평가 방법론

  세부평가는 규제해제에 따른 피폭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고려하여 예상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농도기준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금속의 재활용 시나리오에 수반되는 방사선학적 향을 평가하는 과정

에서, 소비재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규제해제 폐금속을 프라이펜으로 이용하는 세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학적 향을 예측하는 것이 세부평가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매립장의 상황에 대한 수문학적 현상, 생물학적 농축현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

는 경우도 세부평가의 일환이다. 이러한 세부평가를 수행하기 구체적인 피폭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매립에 대한 평가도구로 

선정한 RESRAD Ver 6.21전산코드의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3.1.2 일반평가 방법론

  일반평가에서는 개별 피폭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사기 보다는 유사한 다수의 피

폭상황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 방법론은 세부평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수월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피폭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시나리오를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한다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세부평가와 달리 일

반평가에서는 방사성핵종의 생물학적 농축현상, 수문학적 이동현상 등 복잡한 모델

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평가모델에

서는 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력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다.

3.1.3세부평가와 일반평가의 혼용

  최근에는 일반평가와 세부평가를 혼용하여 규제해제에 따른 향을 평가하는 사

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IAEA Safety Series 111-p-1.1에서는 소비재 이용과정에 

대한 방사선학적 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원기둥 

형태로 단순화하고 원기둥의 높이, 반경, 두께 등을 변화시켜 소비재 이용과정을 고

려할 수 있는 외부피폭선량환산인자 (Dose Conversion Factors, DCF)를 수십 가지



- 5 -

로 도출하여 적용하 다. 이는 세부평가와 일반평가를 함께 적용한 사례이며, 

NUREG-1640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3.2 평가대상 선정

3.2.1 평가대상 핵종

  원자로를 운전하는 동안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거나 방사

화 되는데, 연구로 1, 2호기의 경우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에 대한 핵종 및 비방사

능을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로 1,2호기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폐기물의 농도 및 수량

핵 종 Na-22 Mn-54 Fe-55 Co-60 Cs-137 Eu-152 Eu-154

수량(Ton) 2700 (1000㎥)

농도(Bq/g) 0.4

  폐기물에서 발생 가능한 핵종의 농도는 현재 MDA(최소검출하한치) 이하, MDA 

∼ 0.4 Bq/g,  0.4 Bq 이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MDA 이하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모든 핵종에 대해서 보수

적으로 0.4 Bq/g으로 가정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하 다.

그림 1. 평가 대상 콘크리트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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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도구

  연구로 1, 2호기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및 매립에 따른 피폭방

사선량을 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도구를 선정하 다. 단, 콘크리트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 다.

- 재활용 시나리오 - IAEA Safety Series 111-P-1.1(1992)

      US NRC NUREG-1640(1999)

- 매립 시나리오  -  RESRAD 6.21 전산코드 이용

  위 평가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4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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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에 대한 평가

  재활용의 경우 관련 기술적인 문서인 IAEA Safety-Series No. 111-p-1. 1, 

NUREG-1640을 적용하 고, 매립의 경우 RESRAD 6.21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우선 재활용의 경우 IAEA Safety-Series (1992)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과

정 등에서 발생 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콘크리트 재활용/재이용에 대한 개인 및 집

단선량 평가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NUREG-1640 (1999)에서는 세부평가방

법론(Specific Approach)과 일반평가방법론(Generic Approach)을 조합하여 1)기기의 

직접 재이용, 2) 철강의 재활용 및 매립, 3) 구리의 재활용 및 매립, 4) 알루미늄의 

재활용 및 매립, 5) 콘크리트의 재활용 및 매립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각

각 시나리오별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매립의 경우 RESRAD 전산코드를 이용하 는데, 이 전산코드는 원자력이용시설

의 해체 후 부지재활용에 따른 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현

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해체부지 또는 오염부지에 대한 규제요건 만족여부

를 입증하는데 RESRAD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는 현재 RESRAD 전산코드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RESRAD 전

산코드는 다른 전산프로그램과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하여 그 신뢰도를 

충분히 입증하 다.

4.1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평가(Ⅰ)

4.1.1 피폭경로별 평가모델

  IAEA는 1992년 Safety-Series No. 111-p 1. 1 (Application of Exemption 

Principles to the Recycle and Reuse of Materials from Nuclear Facilities)의 발간

을 통하여 금속 및 콘크리트의 재사용/재활용에 수반되는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방법

론과 함께 16개의 핵종에 대한 규제해제기준농도를 제시하 다. 

  고려된 핵종은 Cl-36, Ca-41, Mn-54, Co-60, Ni-63, Zn-65, Sr-90, Nb-94, 

Tc-99, Cs-137, Eu-152, Pu-239, Pu-241 및 Am-241 등이며, 재활용 물자는 철, 알

루미늄 및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외부피폭선량 평가모델 

  IAEA Safety-Series No. 111-p 1. 1에서는 외부피폭선량의 평가를 위하여 피폭

선원을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외부피폭군 (External Exposure Category)로 구분하

고, 각 각의 분류를 토대로 선량환산인자를 유도하여 적용하 다. 외부피폭선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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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고려된 선원은 주로 원기둥형(Cylinder), 반원기둥형(Half-cylinder) 및 디스크

(Disk)형의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외부피폭선량 평가에 사용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HEXT, i, s= t․Ci․DFEXT, i, s․W․P
 

여기서

HEXT, i, s  = 선원의 종류 s에 대하여 방사성핵종 i에 의한 연간 유효선량당량 [Sv/a].

t  =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시간 [h/a]

Ci  = 선원의 종류 s에 대하여, 방사성핵종 i의 초기농도 [Bq/g]; 1.0으로 가정

DFEXT, i, s  = 선원의 종류 s에 대하여 방사성핵종 i에 의한 유효선량당량 [Sv/h per 

Bq/g]

W  = 작업자가 취급하는 규제해제될 물자의 양을 작업자가 취급하는 전체 물자의 

양으로 나눈 값 ; 1.0으로 가정

P  = 피폭대상인구 ; 개인선량 계산시 1로 가정

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호흡에 의한 개인선량과 집단선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호흡 가능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축도는 각 작업위치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자는 취급되는 물질의 조건, 제시된 물질의 양, 건물의 공기순환 등에 따

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
-5
 ∼10

-3
 g/㎥의 범위에 있다. 호흡에 의한 선량

환산인자(Dose Conversion Factors)는 ICRP 30에 제시된 핵종과, Pu과 관련된 핵

종은 ICRP 48에 제시된 인자를 인용하 으며, 모든 선량은 ICRP 23에 제시된 모델

을 적용하고 있다. 

 

HINH, i, s=V․t․DFINH,i․W․(Cd․Cw, i+Cs, i․RF․TFINH)

여기서

HINH, i  = 방사성핵종 i를 흡입(inhalation)함으로써 유발되는 연간 예탁유효선량당량 

[Sv]

V  = 작업자의 호흡률 [m
3/h] ; 1.2으로 가정

t  =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시간 [h]

DFINH, i  = 방사성핵종 i를 1 Bq 흡입함으로써 유발되는 예탁유효선량 [Sv/Bq]

W  = 작업자가 취급하는 규제해제 될 물자의 양을 작업작가 취급하는 전체 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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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나눈 값; 1.0으로 가정.

Cd  = 호흡을 통해 흡입될 수 있는 공기중 부유물의 농도 [g/m
3
]

Cw, i  =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자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g]; 1.0

으로 가정

Cs, i  = 표면 오염된 상태의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cm
2
]; 10

4
 Bq/m

2
 또는 1 Bq/cm

2
 

으로 가정.

RF  = 표면 방사능에 대한 재부유인자 (Resuspension Factor); 10
-6
 m
-1
로 가정

TFINH  = 표면 방사능의 흡입에 의한 전이계수(Transfer Factor); 10
-6
 m
-1
로 가정

다.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방사성물질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다. 

   1) 제거 가능한 방사성물질의 2차 섭취.

   2) 프라이펜 사용에 따른 침식에 의한 섭취.

   3) 제련소에서 발생되는 공기 중 먼지에 의한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2차 섭취경로는 오염된 표면에서 손, 음식물, 담배 등의 경로로 전이된다. 성인의 피폭에 

관계된 2차 섭취율은 10 mg/h 이라고 추정하고, 최종 완제품의 취급에 의한 2차 섭취는 

없다고 가정한다. 

  재활용된 물질로 만들어진 프라이펜의 경우, 프라라이펜의 침식율은 0.127 cm/a로 추정

된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Stainless)나 알루미늄 (Aluminum)으로 제작된 프라이펜의 경우 

철재의 경우와는 달리 약 0.13 mm/a 정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철재와 동일한 값으로 선정

하 다. 금속물의 용융과정에서 굴뚝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모델에서 모든 

방사능은 공장굴뚝에서 방출되거나 증발한다고 가정하고, 지표면에서 풍하방향 (down 

wind) 공기의 오염도는 IAEA Report에 제시된 Gaussian Plume Model을 적용한다. 선량

환산인자의 경우 호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RP 30과 ICRP 48에 제시된 인자를 적용하

다.

HING, i= t․DFING, i․W․(I․CING, i+I 2․TFING․Cs, i)

여기서

HING, i  = 방사성핵종 i를 섭취함으로써 유발되는 연간 예탁유효선량당량 [Sv]

t  =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시간 [h/a]

DFING, i  = 방사성핵종 i를 1Bq 섭취함으로써 유발되는 예탁유효선량당량 [Sv/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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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작업자가 취급하는 규제해제될 물자의 양을 작업작가 취급하는 전체 물자의 

양으로 나눈 값; 1.0으로 가정.

I  = 제거성 표면오염의 2차적인 섭취율 [g/h]; 0.01로 가정.

CING, i  = 제거성 오염물 내의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g]; 1.0으로 가정.

I 2  = 제거성 표면오염 내의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g]; 1.0으로 가정.

TFING  = 표면방사능의 섭취에 의한 전이계수;  0.01로 가정.

Cs, i  = 표면오염 상태로 존재하는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m
2
]; 10

4
 Bq/m

2
 또는 1 

Bq/cm
2
 으로 가정.

라. 풀룸(Plumes)에 의한 풍하방향의 선량

  금속의 용융 및 재활용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풀룸 (Plume)의 풍하방향 

(Downwind)에서의 선량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Ca, i=χ․f i․R․W․Ci,w

여기서

Ca, i  = 최대농도 거리의 지표면에서 방사성핵종 i의 연평균 공기중 농도 [Bq/m
3
]

χ  = 최대지표면 농도를 나타내는 거리에서, 지표면에서 연평균 방사능농도와 굴뚝

을 통해 유출되는 물질의 평균 방출율의 비 [s/m
3
]

R  = 용광로 또는 처리계통의 평균처리율 [g/s]

f  = 굴뚝을 통해 유출되는 물질의 초기농도에 대한 비

W  = 시설 내에서 규제해제기준을 만족하는 물질의 비

Ci,w  = 재활용된 물자내의 방사성핵종 i의 농도 [Bq/g]

  한편 풍매물질(Airborne Material)의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분산되는 과정에서 지표

면에 침적되며, 이러한 침적물질의 양은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축적․증가될 것이다. 

지표면에 침적되는 방사성핵종 i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g, i=Vg, i․Ca, i․Di(θ)

여기서

Vg, i  = 침적속도 [m/s]

Di(θ)  = 방사선붕괴 및 풍화작용 md의 제거과정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제거되는 

  방사성핵종 i의 손실비율의 시설수명기간 동안에 대한 시간적분 값 [s]

4.1.2 적용된 시나리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300,000톤의 콘크리트를 포함하는데 이중 약 600톤 정

도가 약 4000 Bq/g정도로 방사화된다, 또한 1200 톤은 약 1000 Bq/g 정도로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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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매우 미미하게 오염된다. 

  재활용된 콘크리트는 골재만을 선별하여 건물의 기초재나 도로포장의 보조기층 재로 

이용된다. IAEA Safety-Series에서 고려된 콘크리트 재활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세부

입력값은 표 2와 같다.

표 2. 개인 및 집단선량에 대한 콘크리트 재활용 시나리오 DATA

No

Scenario

외부피폭

구분

내부피폭

경로

개인피폭

기간

(h)

집단 

피폭기간

(h)

피폭자의 

수

공기 

오염도

(g/㎥)

비고

1.1
적재

작업자
호흡 4 4 2 0.0005

1.2
수송

트럭운전자
- 4 4 5 -

2.1 가공업자 호흡/섭취 12 12 3 0.001

3.1 작업자 호흡 80 80 10 0.001

3.2
적재

작업자
호흡/섭취 20 20 5 0.00001

3.3
수송

트럭운전자
- 5 5 5 -

4.1 건설노동자 호흡 80 80 20 0.00001

5.1
주차장 

사용
- 2000 2000 1 -

5.2 방 거주 - 6000 2000 10 -

4.1.3 평가결과

  연구로 1,2호기 해체시 발생된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성핵종 중 

IAEA Safety-Series No. 111-p. 1. 1에 적용 가능한 핵종인 Mn-54, Fe-55, Co-60, 

Cs-137, Eu-154에 대하여 0.4Bq/g 또는 0.4Bq/㎠ 의 동일한 비방사능을 함유한다고 가

정한 경우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각의 핵종에 따라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에 대해서 평

가하 다. 단 수량의 경우 100톤의 콘크리트가 재활용된다고 가정하다. 

  평가결과 Co-60인 경우에는 γ 방출체이고, 유효선량등가율인자 (Effective Dose 

Equivalent Rate Factor)이 외부피폭, 흡입 및 섭취 등 모든 피폭경로에 대하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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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에 대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진다. Co-60에 대한 개인 및 집단선량을 시나리오별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연간개인예탁유효선량은 작업자의 경우 작업자

(worker) 시나리오가 일반인의 경우 방 거주자 (New Room)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각각 8.40×10
-8
, 1.28×10

-5 
Sv으로 가장 높은 방사선량 값을 나타내었으며, 집단선량

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각각 8.40×10
-5
, 4.80×10

-5 
man․Sv로 나타났다. 

이 값은 국내 원자력법 상의 자체처분기준치에 개인선량한도인 경우 최대 1.28배로 

나타났다. 집단선량의 경우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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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나리오별 방사성핵종 (Co-60)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Loader

Truck driver

Processor

Worker

Loader

Truck driver

Cponatruction worker

Parking lot

New room

1E-8 1E-7 1E-6 1E-5 1E-4

 

 

Individual Dose [Sv]

S
ce

na
rio

그림 3. 시나리오별 방사성 핵종 (Co-60)에 대한 집단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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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평가 (Ⅱ)

  NUREG-1640은 미국 SAIC (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Application)이 

US NRC의 위탁과재로 1999년 수행하 으며, 1)기기의 직접재이용 2) 철강의 재활

용 및 매립 3) 구리의 재활용 및 매립 4) 알루미늄의 재활용 및 매립 5) 콘크리트 

재활용 및 매립 등 5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를 통한 규제해

제 농도는 85개 핵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4.2.1 피폭경로별 평가모델

  원자력 시설에서 규제해제된 콘크리트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과정 개념도

현재 재생업자

가공업자

수 송
및

취 급

수 송 제 조

사 용

처 분규제해제
파편/잔해

재활용

직접처분

현재 재생업자

가공업자

수 송
및

취 급

수 송 제 조

사 용

처 분규제해제
파편/잔해

재활용

직접처분

- 수송 및 처리 :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 가공업자에

게 수송되거나 일부는 처분장으로 직접 처분을 위하여 

수송되게 된다. 이러한 두 경우 모두 트럭을 이용한 수송

과정이 처리의 과정이 발생하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 블록 단위로 약 1.5 ×1.5 ×0.8 m의 크기로 파쇄

된다.

- 제조 : 제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소량의 첨가제 (additives)와 혼합된

다. 이러한 첨가제 (additives)는 점착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

다. 도로의 기초재로 사용되는 재활용된 콘크리트를 골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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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파쇄과정과 선별과정만을 거치며, 추가적인 과정 없이 

활용된다.

- 제품이용 : 일반적으로 재활용된 콘크리트는 도로의 기초재료, 아스팔트

의 안정재료, 비 구조물의 골재 물질로 사용된다. 그러나 집

이나 건물간은 콘크리트 구조재의 골재로는 사용되지 않는

다. 

-처분 : 결국 일부 콘크리트폐기물의 최종점은 공공 위생시설에 매립하는 

것이다. 콘크리트폐기물 파쇄 후 발생되는 콘크리트 파편은 재활

용되기 부적합하여 직접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재활용된 

콘크리트를 포함한 완제품 또한 사용 후 처분장으로 보내진다.

  1년간 재처리 과정의 전체 물질의 총질량

M T=M C+M CA

여기서

   M T
 = 1년간 재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물질의 총질량 [g/y]

   M C
 = 1년간 재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규제해제된 콘크리트 파편의 질량 [g/y]

   M CA
 = 1년간 재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다른 콘크리트 및 골재의 질량 [g/y]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재생된 콘크리트의 핵종농도

C T=
M C

M T
*C C

여기서

   C T
 = 재조과정에 들어간 재활용된 콘크리트의 핵종농도 [PCi/g]

   C C
 = 규제해제된 콘크리트 파편의 원래 핵종의 농도 [PCi/g]

피폭경로에 따른 선량계산모델

  NUREG-1640에서 규제해제농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량인자 (Dose Factor)를 

적용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적용하 다.

Clearance level = Dose Criterion ÷ Dose Factor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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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ance level  = 규제해제농도준위 [Bq/g or Bq/㎠]

Dose Criterion  = 년 간 개인선량기준 [10μSv/y]

Dose Factor  = 선량인자 [μSv/y per Bq/g or μSv/y per Bq/㎠]

  NUREG-1640에서는 외부, 섭취, 흡입에 대한 계산모델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

해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외부피폭 계산모델

- 취급, 처리, 저장, 수송, 제품이용의 시나리오에 대해 적용되는 계산모델

Dext = CO×GF×UGF×t xs×t ys

여기서

Dext  = 외부피폭 유효등가선량 [mrem/y]

CO  = 선원의 핵종농도 [PCi/g : waste]

GF  = 시나리오에 대한 기학학적인자 [mrem/h per PCi/g]

UGF  = GF에 대한 불확실인자 [무차원]

t xs  = 시나리오에 대한 일간 피폭시간 [h/d]

t ys  = 시나리오에 대한 년간 피폭일수 [d/y]

- 처분활동에 대한 시나리오

Dext = CO×UGF×DFext×SF×ρw×t xs×t ys×3600

여기서

Dext  = 외부피폭 유효등가선량 [mrem/y]

CO  = 선원의 핵종농도 [PCi/g : waste]

UGF  = GF에 대한 불확실인자 [무차원]

DFext  = 무한깊이 토양에 대한 외부피폭 선량인자 [mrem-㎥ per PCi-s]

SF  = 자동차(트럭) 차폐인자 [무차원]

ρw  = 규제해제된 폐기물의 도 [g waste/㎥]

t xs  = 시나리오에 대한 일 간 피폭시간 [h/d]

t ys  = 시나리오에 대한 년 간 피폭일수 [d/y]

3600 = 단위환산인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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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폐쇄 후 거주자의 외부피폭 시나리오

Dext = ( t od×SFO×CS( t)×ρ s×UGF×DFext×86400)+( t id×SFI×ρ s×UGF×DFext×86400)

여기서

SFO  = 실외활동 기간동안 차폐인자 [무차원]

SFI  = 실내활동 기간동안 차폐인자 [무차원]

CS( t)  = 매립장으로 이주해온 때의 토양의 핵종 농도 [PCi/g : dry-weight 

soil]

DFext  = 무한깊이 토양에 대한 외부피폭 선량인자 [mrem-㎥ per PCi-s]

86400 = 단위환산인자 [s/d]

ρw  = 규제해제된 폐기물의 도 [g waste/㎥]

UGF  = GF에 대한 불확실인자 [무차원]

t od  = 실외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t id  = 실내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 재련소에서 방출되는 공기에 의한 내부피폭

Dext = ( t od×SOF+ t id×SFI)×Cgrnd×DFgrnd×UGF×86400

여기서

SFO  = 실외활동 기간동안 차폐인자 [무차원]

SFI  = (실내활동 기간동안 차폐인자 [무차원]

Cgrnd  = 토양 표면의 핵종농도 [PCi/㎡ : T=0]

DFgrnd  = 표면오염에 대한 외부피폭 선량인자 [mrem-㎥ per PCi-s]

UGF  = GF에 대한 불확실인자 [무차원]

t od  = 실외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t id  = 실내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 트럭운전자에 대한 잠재적인 외부피폭

Dext = (GF×CO)×t xs×t ys×UGF

여기서

GF  = 시나리오에 대한 형상인자(Geometry Facto) [mrem/h per PC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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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선원의 핵종농도 [PCi/g : T=0 시나리오가 시작된 시점]

UGF  = GF에 대한 불확실인자 [무차원]

t od  = 실외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t id  = 실내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흡입피폭 계산모델

- 흡입에 대한 피폭경로

작업자관련 : 공기중으로 부유된 물질(예 금속, 파편, 슬래그, EPA먼지)등에 의한 

작업자의      흡입피폭

Dinh = CO×ML×RF×BR×PF×DFinh×(1E-03)×t xs×t ys

여기서

Dinh  = 흡입에 관한 유효등가선량 [mrem/y]

CO  = 시나리오가 시작된 시점에서 선원물질의 핵종농도 [PCi/g]

ML  = 선원물질의 질량하중 [mg/㎥]

RF  = 재부유된  선원물질에 대한 호흡가능 분율 [무차원]

BR  = 적절한 물리적 활동에 대한 호흡율 [㎥/h]

DFinh  = 흡입선량인자 [mrem/PCi 섭취]

PF  = 마스크에 의한 방호인자 [무차원]

1E-03  = 단위환산인자 [g/mg]

t xs  = 시나리오에 대한 일간 피폭시간 [h/d]

t ys  = 시나리오에 대한 년간 피폭일수 [d/y]

- 매립장 거주자 : 폐쇄된 매립장 거주자에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호흡피폭

         아래의 식은 건물내부, 먼지가 많거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전체 

   흡입 선량으로 평가된다.

Dinh = (BRdust×t dd×MLdust×CS( t)×DFinh×24)

 + (BRout×( t od- t dd)×MLout×CS( t)×DFinh×24)

 + (BR∈×t id×(ML∈×Pd×RFr)×CS( t)×DFinh×2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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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dust  = 실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의 활동에서 재부유된 토양에 대한 질량하중인자 

[g/㎥]

MLout  = 실외의 일반적인 장소의 활동에서 재부유된 토양에 대한 질량하중인자 [g/

㎥]

ML in
 = 재부유된 토양이 건물의 실외에서 실내로 불어오는 질량하중인자 [g/㎥]

Pd  = 실내의 바닥의 먼지 하중인자 [g/㎡]

RFr  = 실내 재부유인자 [1/m]

BRdust  = 먼지가 많은 실외활동에 대한 호흡율 [㎥/h]

BRout  = 일반적인 실외활동에 대한 호흡율 [㎥/h]

BR in
 = 실내에서의 호흡율 [㎥/h]

DFinh  = 호흡선량인자 [mrem/PCi 섭취]

24 = 단위환산인자 [h/d]

t dd  = 먼지가 많은 실외활동으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t od  = 실외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t id  = 실내에서 보내는 년 간 일수 [d/y]

섭취피폭 계산모델

- 부주의한 2차 섭취 피폭경로

  2차 섭취는 오염된 손이나 음식의 방사성물질을 섭취하는 것이다.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통한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빈약하게 정의된 경로이다.

 

D sec  = CO×IR×DFing×t xs×t ys

여기서

CO  = 시나리오가 시작된 시점에서 선원물질의 핵종농도 [PCi/g]

IR  = 이차 섭취비율 [g/h]

DFinh  = 섭취선량인자 [mrem/PCi 섭취]

t xs  = 시나리오에 대한 일간 피폭시간 [h/d]

t ys  = 시나리오에 대한 년간 피폭일수 [d/y]

- 오염된 지하수를 섭취하므로 발생되는 음료수에 대한 선량

Ddw = CW×UW×DFing×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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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W  = 지하수의 핵종 농도 [PCi/g]

UW  = 인간의 물 섭취 비율 [l/d]

DFing  = 섭취 선량인자 [mrem/PCi 섭취]

365.25 = 단위환산인자 [d/y]

- 전체 섭취모델에 대한 유효등가선량

  섭취에 대한 총유효등가선량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오염된 토양과 

오염된 지하수를 관개용수로 이용하여 재배된 야채를 소비함으로 발생된다. 전체 

선량은 비관개 (non-irrigation)와 관계 (irrigation)의 경우 아래의 식 ①, ②, ③으로 

계산된다. 모든 식물의 핵종의 농도와 인간이 소비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식물의 수

분함유(wet-weight)인 반면 토양내의 핵종의 농도와 인간이 토양을 섭취하는 비율

은 수분배제(dry-weight)된다.

PFn = Ulv×Clv,nh+Uveg×Cveg,nh  ----------①

PFi = Ulv×Clv, ih+Uveg×Cveg, ih   ----------②

Ding=[DIET×(PFn+PFi)+(CS( t)×Usoil×1000)+(Csg×Usoil)]×DFing   -----③

여기서

PFn  = 비관개 모델에서 섭취활동 [PCi/y]

PFi  = 관개 모델에서 섭취활동 [PCi/y]

Ding  = 섭취에 의한 유효등가선량 (관개와 비관개모델) [merm/y] 

그리고,

Ulv  = 엽채류의 소비율 [㎏ wet-weight plant/y]

Uveg  = 야채 소비율 [㎏ wet-weight plant/y]

Usoil  = 토양 소비율 [㎏ dry-weight soil/y]

Clv,nh  = 저장기간 후 엽채류의 가식부에 대한 소비율(관개모델) [㎏ wet-weight  

  plant/y]

Cveg,nh  = 저장기간 후 야채의 가식부에 대한 소비율(관개모델) [㎏ wet-weight 

  plant/y]

Clv, ih  = 저장기간 후 엽채류의 가식부에 대한 소비율(비관개모델) [㎏ wet-weight 

 plant/y]

Cveg, ih  = 저장기간 후 야채의 가식부에 대한 소비율(비관개모델) [㎏ wet-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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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y]

CS( t)  =  매립지로 이주해온 때의 핵종농도(비관개모델) [[PCi/㎏ dry-weight soil]

Csg  = 재배기간종료 후 관개용수의 직접적인 농축에의한 토양의 핵종농도 [PCi/㎏  

       dry-weight soil]

1000 = 단위환산인자 [g/㎏]

DFing  = 섭취선량인자 [mrem/PCi 섭취]

4.2.2 적용된 시나리오

  NUREG-1640을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에 적용시 7가지 시나리오와 85개 핵종에 

대해서 평가하 으며, 위 시나리오에는 취급, 공정처리, 저장, 운반, 생산품의 사용 

및 처분이 포함된다. 콘크리트 시나리오 평가시 특이한 사항은 폐쇄된 매립장 부지

의 거주자를 고려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표 3. NUREG-1640의 콘크리트 재활용 시나리오 및 피폭경로

약자 시나리오 

피폭경로

외부 흡입
2차 

섭취
물섭취 섭취 비고

CN-SCRP-HANDLIN-W 콘크리트폐기물 처리 1 0 0 - 작업자

CN-SCRP-ROADBED-N
콘크리트폐기물 이용 

도로건설
F1 - - - 일반인

CN-SCRP-TRANSP-W 콘크리트폐기물 수송 4 - - - 작업자

CN-SCRP-DISPOSL-W
매립을 위한 

처분활동
F1 0 0 - 작업자

CN-SCRP-ROADBED-W
도로포장재로 대량의 

콘크리트 이용
F1 0 0 작업자

CN-SCRP-LGMASS-N
대량의 콘크리트에 

인접
2 일반인

CN-SCRP-LANDFIL-N
매립지 폐쇄 후 

거주자
F1 0 0 0 일반인

   

   외부피폭에 대한 기준 Geometry Factor 

   1 : large pipe

   2 : large metal(concrete) object

   4 : driver of truck

   F1 : FGR No 12 보고서의 값 기준 (무한깊이 토양 오염)

4.2.3 평가결과

  NUREG-1640을 적용하여 연구로 1,2호기 해체시 발생된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에

서 검출되는 방사성핵종 (Na-22, Mn-54, Fe-55, Co-60, Cs-137, Eu-152, Eu-154)에 

대하여 0.4Bq/g의  동일한 비방사능을 함유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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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핵종에 따라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에 대해서 평가하 다. 

  평가결과는 별첨 4에 각 시나리오별로 제시하 다. 평가결과 결정집단은 규제해제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상용트럭 운전자로서, Co-60인 경우 2.2×10
-4
 Sv/y으로 평가되었

다. 이 값은 국내 원자력법 상의 자체처분기준치에 개인선량한도인 경우 최대 22배

에 해당하는 값이고, 집단선량의 경우 NUREG-1640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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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성핵종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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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나리오별 개인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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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립을 통한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의 처분

  RESRS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매립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한 입력 자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 다. 입력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특성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국내 자료가 

부재한 경우에는 외국의 문헌에 제시된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매립시나리오에 대한 방사선학적 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정집단으로 매립장에 

근무하는 작업자와 매립장 폐쇄 후 매립장 상부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가하 다.  매립의 경우 미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가 규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정하고 있는 RESRAD Ver 6.21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4.3.1 피폭 평가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개별 핵종에 의한 피폭경로별 선량환산인자를 도출하

고, 이를 합산하여 특정 시나리오에 의한 전체적인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는 방법

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피폭방사선량 계산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H E(t) = ∑
i
∑
p
HE, i, p(t)

HE, i,p = DCFi,p․ETFi,p

여기서

HE, i,p(t)  : 핵종 i, 피폭경로 p에 의해서 유발되는 유효선량당량

  DCFi,p  : 핵종 i, 피폭경로 p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ETFi,p  : 환경이동계수(Environmental Transport Factor)

가. 외부피폭 계산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오염토양에 의한 외부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ETFi(t) = FO․FAS․FDi(t)․FCi(t)

여기서,

FO  : 거주 및 차폐인자 

FAS  : Area and Shape Factor

FDi(t)  : Depth Factor (오염토양의 자체흡수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

FCi(t)  : Cover Factor (복토(cover)의 차폐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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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입피폭 계산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유래

된 방사성 물질의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ETFi(t)=ASRi․FA․FCD(t)․Fo․FI

여기서

ARSi  : Mass Loading Factor (공기/토양 핵종 농도비)

FA  : Area Factor (오염면적과 풍속의 함수)

FCD( t)  : Cover and Depth Factor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층의 침식효과 고려)

FO  : 거주인자 (Occupancy Factor)

FI  : 연간 호흡량 (Annual Intake of Air)

다. 섭취피폭 계산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ETFij = FA․FCD( t)․∑
k
 [DFk․FSRik(t)]

여기서

FA  : Area Factor

FCD( t)  : Cover and Depth Factor

DFk  : 연간 음식물 k 섭취량 (Dietary Factor)

FSRik(t)  : 음식물/토양의 농도비

한편 부주의하게 오염토양을 섭취함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ETFi = Fa․FCD( t)․FO․FI

여기서

FA  : Area Factor

FCD( t)  : Cover and Depth Factor

FO  : Occupancy Factor

FI  : 연간 토양 섭취량 (Annual Intake of Soil) 

  RESRAD 전산코드는 ICRP Pub. 26에 근거한 총유효선량당량(TEDE :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를 기준으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도록 개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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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는 EPA FGR No. 11(1988)에서 제시한 

값을 채택하고 있고, 무한면적 오염토양에 대한 외부피폭 선량환산인자 즉 EPA 

FGR No. 12(1993)를 근간으로 오염면적과 오염두께를 보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방사선방호기준으로 ICRP Pub. 60이 

권고한 유효선량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유효선량 개념에 근거

한 성인의 내부피폭 평가를 위해서는 ICRP Pub. 72의 호흡과 섭취에 의한 내부피

폭 선량환산인자 값으로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매립 작업자 및 매립 후 

거주자에 대한 내부피폭(호흡, 섭취)으로 구분되며 작업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ICRP Pub. 68의 작업자에 대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를 선정하여 적용하 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선량환산인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ICRP Pub. 72의 

일반인에 대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 값의 2배를 호흡과 섭취에 대한 내부피폭 선

량환산인자로 채택하 다. 또한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는 ICRP Pub. 68에 근거

하여 작업자에 대해서 5 μm의 AMAD(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 입

자크기를, 일반인에 대해서는 1 μm의 AMAD 입자크기를 적용하 으며 흡수율 파

라메터(F(Fast), M(moderator), S(Slow)는 핵종의 반감기에 따라 F, M, S 값을 각

각 적용하 다.

  외부피폭 선량환산인자의 경우 ICRP Pub. 60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효선량의 개

념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ICRP Pub. 74에 제시된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Zankl(1992)등은 연구논문에서 대부분

의 경우 유효선량 및 유효선량당량에 근거한 외부피폭선량 평가결과의 차이는 수 

퍼센트 내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외부피폭에 대해서는 유효선량당량에 근

거한 EPA FGR No. 12를 적용하 다.

표 4. 폐쇄 후 거주자와 매립작업자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핵 종 반감기(Year)

폐쇄 후 거주자 매립 작업자

선량환산인자(ICRP Pub. 60) 선량환산인자(ICRP Pub. 60)

섭취 흡입 섭취 흡입

Na-22 2.6 6.40E-9 2.60E-9 3.20E-9 2.00E-9

Mn-54 0.856 1.42E-9 3.00E-9 7.10E-10 1.20E-9

Fe-55 2.68 2.00E-9 7.40E-10 3.30E-10 3.30E-10

Co-60 5.27 6.80E-9 1.92E-8 3.40E-9 7.10E-9

Cs-137 30.2 2.60E-8 9.60E-9 1.30E-8 6.70E-9

Eu-152 13.2 2.80E-9 7.80E-8 1.40E-9 2.70E-8

Eu-154 8.59 4.00E-9 1.00E-7 2.00E-9 3.50E-8  

4.3.2 적용된 피폭경로 및 입력자료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오염된 토양에 의한 직접 외부피폭, 공기 중으로 비산

된 분진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및 부주의한 토양

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이 고려되었고, Radon에 의한 피폭경로도 선택사항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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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있다. 고려된 각종 피폭경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RESRAD 전산코드에서 적용된 피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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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RS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매립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한 입력 자료를 아래

와 같이 선정하 다. 입력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특성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국내 자료가 부재한 경

우에는 외국의 문헌에 제시된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매립시나리

오에 대한 방사선학적 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정집단으로 매립장에 근무하는 

작업자와 매립장 폐쇄 후 매립장 상부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가하 다. 

 연구로 2호기 시설 제염․해체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에서 발생 

가능한 핵종 및 수량은 표 1.에 제시하 다.

  매립장 상부에 근무하는 매립작업자의 경우 폐기물에 의한 외부피폭, 분진의 흡입 

및 2차 피폭의 경우를 고려하 으며, 규제해제 직후 (0년)부터 1,000년까지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선정하 다. 

  폐쇄 후 매립장 상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립된 폐기물에 의한 외부피폭, 

분진의 흡입 및 2차 섭취, 지하수, 지표수, 매립장 상부에서 재배된 농축산물과 수

산물에 의한 피폭경로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매립장 폐쇄 후 일반인의 거주가 

일정기간동안 제한된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사용종료 및 폐쇄 후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하되, 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

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매립장 폐쇄 후 관리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의 거주가 예상되지 않음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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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기간을 매립장 폐쇄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000년까지로 선정하 다.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 가정을 반 하여 오염지역의 기하학적 형상을 원기둥 

형태로 가정하 다. 위의 가정을 반 하여 폐기물의 질량(M), 폐기물의 도(ρ), 높

이(h)를 이용하여 단면의 반지름(R)과 지름(D) 및 단면적(A)를 아래의 식을 통해 

도출하 다.

반지름(R : raidous)  R =
M

π․ρ․h

지름(D : Diameter)   D = 2R = 2․ M
π․ρ․h

단면적(A : Area)     A = π․R 2 = M
ρ․h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질량은 204 Ton이며, 폐기물은 대부분 콘크리트 덩어리이

지만 일부분은 재염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가루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보수적으

로 모두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정하여 폐기물의 도를 일반 콘크리트의 도인 2.4 

g/cm
3
로 선정하 다.

  매립층의 두께는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폐기물을 일시에 내리는 경우 매립층의 두

께는 일반적으로 1 ∼ 3 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 m로 가

정하 다.

  복토층(Cover Soil)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매립층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매립폐기

물 상부에 덮는 청정 토양이나 기타 청정 매질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환경부 규정을 근거로 매립작업자의 경우에는 일일 복토요건인 15 cm

로 가정하 고,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60 cm 식생대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매립층의 도는 RESRAD 전산코드에서 오염토양의 도를 기본값인 1.5 g/cm
3

로 설정하고 있는데, 매립층의 도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

서는 폐기물의 도인 2.4 g/cm
3
로 가정하 다.

  강수량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울산지역의 강수량의 평균

치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 5에 제시된 평균치를 

적용하 다.

  연평균 관개율의 경우 RESREA 전산코드에서는 기본값으로 0.2 m/y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해제기준 도출에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일본 

내 경작지의 관개율을 0.4 m/y로 가정하 다. 국내 경작지의 형태가 미국 보다 일

본과 유사함을 고려하여 연평균 관개율을 0.4 m/y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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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된 울산 지역 평균 강우량 [mm/y]

강수량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평균

울산 1649.4 921.4 693 1015 1198.6 1796 1864.9 1027.1 869.1 1559.8 1259.4

  

  물의 이동현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물질수지모델 

(Material Balance Model)과 비분산모델 (No Dispersion Model)을 적용하고 있는

데, 매립층이 협소한 (1,000 m
2
 이하) 경우에는 물질수지모델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매립층의 면적 (66.7 m
2
)을 반 하여 물지수지모델을 적용

하 다.

  우물의 양수율의 경우 2002년도 건설교통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울산지역의 총 

관정수는 7,068개이고, 년 간 총 채수량은 54,992,262.4 m
3
/y이므로 각 관정 당 년 

간 평균 채수량은 7771 m
3
/y로 선정하 다. 매립장 하단에서 우물까지의 거리는 매

립장 지하수 하류단에 우물이 있다고 한 보수적인 값인 0 m를 적용하기 위해 

RESRAD 전산코드의 최저값인 0.00001를 적용하 다.

  매립작업자의 호흡률은 일반적인 방사선량 평가 시 일정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 

성인의 호흡률(1.2 m
3
/h = 10519 m

3
/y)로 가정하 고, 폐쇄 후 매립장 상부에 거주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사선량 평가용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호

흡률인 8,400 m
3
/y로 선정하 다.

  매립장 환경에서 호흡가능한 분진의 농도는 일본에서 조사된 폐기물 매립장 상부

에서의 분진의 농도로 매립작업자의 경우 5.0E-4 g/m
3
,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 

RESRAD 전산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6.0E-6 g/m
3
을 선정하 다.

  외부감마선차폐계수(External Gamma Shielding Factor)는 일본에서 Co-60 핵종

을 기준으로 폐기물 매립장 작업환경에서의 감마선 차폐계수를 0.4로 채택하고 있

으며, RESRAD 전산코드에서도 동일한 기본값을 선택하고 있다.

  실내거주비율(Indoor Time Fraction)은 1년 중 매립장 상부에 위치한 건물 내에

서 체류하는 시간의 비율로 정의되며, 매립작업자와 폐쇄 후 거주자의 거주비율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작업자의 경우 매립장 부지 내에서 1년간 총 작업시

간을 2000 시간으로 가정하여, 부지 내 옥내에 거주하는 기간의 비율을 1/4로 가정

하면 1년간 작업자가 건물 내에 거주하는 기간의 분율은 0.057로 산출된다.

 [
2000h
1y

]*[
1
4
]*[

1y
8766h

]=0.057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 중 1/2을 옥내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 으며,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과 동일하다. 

  실외거주비율(Outdoor Time Fraction)은 1년 중 매립장 상부에 위치한 건물 외부



- 30 -

에서 체류하는 시간의 비율로 정의되며, 매립작업자와 폐쇄 후 거주자의 거주비율

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작업자의 경우 매립장 부지 내에서 1년 간 총 작

업시간을 2000 시간으로 가정하여, 부지 내 옥외에 거주하는 기간의 비율을 3/4로 

가정하면 1년 간 작업자가 건물 외에 거주하는 기간의 분율은 0.171로 산출된다.

[
2000h
1y

]*[
3
4
]*[

1y
8766h

]=0.171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 중 1/4을 옥내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 다.

  연간 음식물 섭취량은 KINS/GR-119에 고려된 국내 성인의 최대개인자료를 보수

적으로 적용하 다. 매립 작업자의 경우 매립장의 운 기간동안 매립장 상부에 농

작물을 경작하거나 음용수용 지하수 관정을 설치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립작업자에 대해서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경로는 고려하지 않았

다. 그러나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 아래의 표 6과 같이 입력 자료를 선정하 다.

표 6. 음식물 섭취량 관련 입력자료

INADC 분류
INDAC

최대개인자료
RESRAD 분류

RESRAD 

기본자료
최종입력자료

음료수 138.0  [L/y] Drinking Water 510.0  [L/y] 138.0  [L/y]

어류 41.4 [kg/y] Fish 5.0 [kg/y] 41.1 [kg/y]

연체 갑각류 7.5 [kg/y] Other 

See Food
0.9 [kg/y] 13.4 [kg/y]

해조류 15.9 [kg/y]

곡류, 과일 , 

뿌리채소
141.0 [kg/y]

Fruit, Vegetable 

and Grain
160 [kg/y] 141.0 [kg/y]

엽채류 100.0 [kg/y] Leafy Vegetable 14.0 [kg/y] 100.0
1) 
[kg/y]

우유 32.0  [L/y] Milk 92.0  [L/y] 32.0  [L/y]

육류 24.0 [kg/y]
Meat and 

Poultry
63.0 [kg/y] 24.0 [kg/y]

1) RESRAD 전산코드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값인 100 [kg/y] 적용

* 토양섭취(Soil Ingestion)는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36.5 [kg/y]) 적용

** 음식물 오염분율은 보수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1로 적용(거주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모두 오염된 것으로 가정)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음용수, 가정용수, 가축용수, 관개용수로 전량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통계청 자료에서 매립장이 위치할 수 있는 경남(울산) 군지역의 

지하수를 음료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30.4 %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에 약수로 이

용되는 경우 11.7 %와 기타 음료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음료수로서 지

하수 이용률은 50 %로 가정하 다. 또한 가축의 사육 및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는 2002년 건설교통부 자료를 인용하여 울산 지역의 전체 지하수 이용량(59,9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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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
/y) 중에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양(7,378,534 m

3
/y)과 기타(1,389,158 m

3
/y)의 경

우를 고려할 경우 20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의 사육 및 관개용수 사용량의 

1/2를 지하수로 가정하여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하 고, 매립작업자의 경우 

오염된 음식물 섭취경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지하수 이용률은 계산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 우유, 육류, 어류, 음용수 등을 섭취하기 전까지 저장기간은 INDAC의 기

본값과 KINS/GR-199 보고서에서 제시된 값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표 7. 음식물의 저장기간에 대한 가정

대 상 저장기간(day) 대 상 저장기간(day)

과일, 비엽채류 및 곡식 14 갑각류 및 연체류 1

엽체류 1 우물물 0.5

우유 1 표층수 0.5

육류 7 가축 사료 75

어류 1

  단위 면적당 농작물의 가식부(Edible Parts)의 생산량, 생장기간, 전이계수

(Translocation Factor), 풍화작용에 의한 제거상수, 습윤침적에 의한 엽면 핵종침적

비율, 건조침적에 의한 엽면 핵종 침적비율 등은 IADAC의 기본값을 채택하 고, 

일부 INDAC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을 채

택하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타 농작물 관련 입력자료는 표 8과 같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입력변수는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을 그대로 준용하

다.

표 8. 기타 농작물 관련자료

비엽체류 엽체류 사료

Wet Weight Crop Yield 0.7 Kg/m2 1.5 Kg/m2 1.1 Kg/m2

농작물 생장기간 0.17 y 0.17 y 0.08 y

전이계수 0.1 1 1

풍화작용에 의한 제거상수 18/y 18/y 18/y

습윤침적에 의한 엽면 

핵종침적비율
0.25 0.25 0.25

건조침적에 의한 엽면 

핵종침적비율
0.25 0.25 0.25

4.3.3 평가결과 

  연구로 1,2호기에서 발생한 콘크리트를 대상 폐기물로 선정하여 RESRAD Ver 

6.21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ICRP Pub. 

6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선량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해 내부선량환산인

자를 수정하 고, RESRAD 전산코드의 입력변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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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적용하고, 일부 자료는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과 외국의 자료를 비교

하여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여 적용하 다. 

  콘크리트 매립처분에 대한 작업자 및 일반거주자에 대한 결과는 표.9 표.10에 각

각 제시하 다. 매립 작업자 경우 가장 위해도가 큰 핵종인 C0-60을 기준으로 평가

된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은 50.76 μSv/y, 2.283×10
-3
 man․Sv/y이고, 폐쇄 후 거주

자의 경우 가장 위해도가 큰 핵종인 Cs-137을 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는 53.44 μ

Sv/y, 3.411×10
-3
 man․Sv/y로 평가되었다. 

표 9. 매립장 작업자에 대한 세부평가결과

일련번호

핵 종
매립작업자

유효선량

평가시점 t = 0 y

단 위 [Sv/y]

1 Na-22 3.293E-5

2 Mn-54 9.411E-6

3 Fe-55 4.693E-14

4 Co-60 5.076E-5

5 Cs-137 7.785E-6

6 Eu-152 1.980E-5

7 Eu-154 2.199E-5

8 합 계 1.427E-4

표 10. 매립장 상부 거주자에 대한 세부평가결과

일련번호

핵 종
매립 상부 거주자

유효선량

평가시점 t = 5 y

단 위 [Sv/y]

1 Na-22 6.843E-6

2 Mn-54 2.025E-7

3 Fe-55 2.425E-8

4 Co-60 1.368E-5

5 Cs-137 5.344E-5

6 Eu-152 3.567E-7

7 Eu-154 3.567E-7

8 합 계 7.497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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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매립시나리오에 대해 도출된 집단선량

매립장 면적 인구 도 인구수 개인선량 집단선량

단 위 [km2] [man/km2] [man] [Sv/y] [man․Sv/y]

매립 작업자 0.04487 - 16 1.427E-4 2.283E-03

폐쇄 후 

거주자
0.04487 1,013 45.5 7.497E-5 3.411E-03

  위 결과를 바탕으로 Cs-137의 경우에는 폐쇄 후 거주자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이 매립작업자 시나리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핵종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길고, 감마선을 방출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경우(Mn-52, 

Co-60) 등은 매립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폐쇄 후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는 경우 매립 작업자의 경우에는 Co-60,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 Cs-137 핵종의 위해도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결과를 바

탕으로 자체처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핵종에 따른 선량의 비교는 그림 10에 나타

내었다. 매립작업자와 폐쇄 후 거주자 시나리오를 모두 만족하기 위한 핵종의 농도

는 7.485×10
-2
 Bq/g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콘크리트 폐

기물의 경우 모든 핵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0.4 Bq/g로 선정하 으나, 실제 연구로 

시설에서 제거된 콘크리트 폐정도기물의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Co-60이나 Cs-137의 

경우 약 0.01 Bq/g 이하로 검출되고 있으며, 제염 후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MDA

이하로 자체처분제한치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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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작업자에 대한 핵종별 개인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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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매립장 상부 거주 일반인에 대한 핵종별 개인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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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핵종별 피폭방사선량과 규제해제기분 선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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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극저준위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 및 매립에 대한 IAEA 및 

US NRC 등 국제 기구들의 규제해제 대한 기준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서로 다른 피폭시나리오와 평가모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

활용의 경우 US NRC의 NUREG-1640이 IAEA Safety Series 111-p-1.1보다 보수

적인 결과를 보 다. 재활용의 경우와 산업폐기물장에 매립하는 경우 도출된 결과

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표 12. 재활용 및 매립에 따른 최대개인선량

구  분  재 활 용 매립

적용기준 NUREG-1640
Safety Series 111 

- p -1.1 (IAEA)
RESRAD 6.21

최대개인선량 2.20×10
-4
 [Sv/y] 1.28×10

-5
 [Sv/y] 1.101×10

-4
[Sv/y]

시나리오
상용트럭운전자

(Trick driver)

방거주자

(new room)

폐쇄 후 거주자

(Public)

  위 표 12의 결과는 핵종의 농도를 일정하게 0.4 Bq/g으로 적용하 으나 실제 자

체처분대상의 콘크리트폐기물은 MDA이하 (약 0.01 Bq/g)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로 1,2호기 해체시 발생되는 극저준위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의 피폭방사선  

   량 평가를 통해 자체처분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매립처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  

   다.

 - 향후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극저준위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을 자원으로 재  

   활용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적 기준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향후 설립되어야할 규제해제농도준위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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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건설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및 품질현황

  근래에 들어와서 콘크리트의 폐기처분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따른 폐기장소의 제한은 콘크리트폐기물의 처분거리를 증가시키

며, 골재자원의 고갈에 따른 천연골재 구입거리의 증가와 함께 건설 산업계에 2중

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폐기 처분장소를 구해도 처분물량과 입자의 크기를 제한

하므로 파쇄 후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게다가 폐기처분 비용까지 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

내외의 건설폐기물 중 콘크리트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실태 및 품질현황을 비교

하 다.

1. 콘크리트 재활용 실태 및 연구동향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연골재 자원의 고갈에 따른 골재

의 공급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하천 골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천연골재의 주를 이루고 있는 하천 골재의 비중은 전체 골

재수입량의 54.2 % (88년)에서 28.4 % (97년) 으로 저하되어가고 있으며, 반면 산림 

등에서 생산하는 인공(쇄석) 골재는 동 기간동안 26.5 %에서 41.8 %로 개발이 활발

해 지고 있다. 또한 수요량도 1998년 9,800만 ㎥에서 1993년에는 2배인 18,500만 ㎥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 현재 가매장량은 향후 10

년 분량 정도에 불과하며, 운송거리의 제약 등으로 인한 지역적 수급불균형이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 

1.1 콘크리트폐기물의 발생현황

  국내의 재건축․재개발 등의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발생 증가 추세는 1일 평균 10

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기준) 그중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40,000천 톤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재생골재 

원)가 29,108천 톤으로 전체 건설폐기물의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경

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건설 재고량과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른 최근

의 건설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건설폐기물 발생 실태 (2001년)               단위: [천톤/년]

구 분 계 토사류 콘크리트류 아스팔트류 기타

발생량 39,609 2,997 24,108 5,000 7,504

점유비 100 7.6 60.9 12.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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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폐기물의 처리업체는 2001년 현재 수집․운반업체 913개 사, 중간처리업체 

288개 사, 최종처리업체 4개 사로 총 1,44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표 1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01)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1,145 913 228 4

  위 업체 중 중간 처리업은 해체․철거 공사업 및 수집․운반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10개 업체는 생산시설 및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

며, 양질의 골재 생산이 가능하다.

  국외의 콘크리트폐기물 발생량을 한국건축폐기물협회(92년) 통계를 살펴보면 유

럽공동체(EC)에서 매년 철거되는 콘크리트폐기물의 양은 약 5,000만 톤으로 추산되

고 있으며 그 중 국에서만 매년 1,100만 톤, 프랑스에서는 매년 1,300만 톤 등의 

콘크리트가 철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그 물량은 약 6,000만 톤으로 추산되며 

일본에서도 약 2,540만 톤의 콘크리트폐기물이 1990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중 일부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것도 구조용 콘크리트 

골재로 재활용되기 보다 대부분 매립용 막석 대용이나 도로의 기층 또는 보조기층 

등 저급 재료로 사용될 뿐 나뭐지는 그냥 사토장에 버려진다.

 덴마크의 Henson에 의하면 2000년 세계적 콘크리트 철거 물량은 1980년대 후반의 

약 3배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물량의 처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될 것이고 결국 재활용만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

은 대부분의 철거되는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은 지금까지의 

외국에서 많은 연구와 실제 사업의 시행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동향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1991년 “재생자원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민관의 재활용 추진체계를 확립하 으며, 1994년에는 “건설부산물 

대책 행동계획 - Recycle Plan 21"을 책정하여 2000년을 목표연도로 성상별 재활용

률 등이 정해져 그 달성을 위한 민관 각각의 자주적 대처를 촉진하고 있다. 

”Recycle Plan 21“은 철저한 발생원 규제, 공공기관의 정보교환 등에 의한 재활용의 

곤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추진, 적극적인 재활용기술개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래에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을 Zero로 하기 위하여 2000년도까지 예측

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하여 10%의 발생억제와 함께 콘크리트폐기물과 아

스콘폐기물의 재활용율 90%, 건설발생토의 공공계 공사 재활용율 70%등 전체 건설

폐기물 8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건설

공사 자재 재자원화법안“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콘크리트나 목재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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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재별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주택을 개축하는 개인도 처

리업자가 적절히 처분했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공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실적과 능력, 입지에 따라

서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업자의 거래실적과 치리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에 있다. 

  미국의 폐기물 관리의 근간이 된 것은 1976년 제정된 “자원절약과 재활용법

(RCRA)"으로 모든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도시고형

폐기물(MSW)의 적정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또

한 혼합폐기물로부터 유기물(금속, 유리, 종이, 플라스틱)의 회수와 콘크리트폐기물, 

아스콘폐기물의 도로재료로서의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폐기물관리는 감량화, 재회수, 재이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건설폐재 억제를 위한 목표결정안”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의 촉진 및 환경과 조화되는 폐기물처리의 확보에 관한 법

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품목은 각 행정단위에서 

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재료에 화학약품, 접착제, 납 등의 유해성분이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건설오니, 잔토 

등을 모두 재이용하고 있으며, 재생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없으며 약 80%가 재활용되고 있

다. 또한 현재 건설폐기물의 매립처분을 Zero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일정량이

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생골재를 

만드는 재활용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골

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 도로 보조기층용 재생골재(KS 

F 2574)에 대한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고도의 재활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다. 

표 15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목표율

년도
목 표 율 (%)

토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1996 ∼ 1997 45 35 25

1998 ∼ 1999 60 50 35

2000년부터 65 55 40

  국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정부의 재활용정책 중점추진으로 1997년부터 

증가하여 2001년 85.9%로 크게 상승하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는 성토․매

립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기층용이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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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서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구 분 계 (A)
매 립 (B) 소 각 (C) 재 활 용 (D)

B/A(%) C/A(%) D/A(%)

1996 28,425 10,988 38.7 848 3.0 16,589 58.4

1997 47,777 9,747 20.4 1,457 3.0 36,573 76.5

1998 47,693 7,112 14.9 1,007 2.1 39,574 83.0

1999 62,221 10,600 17.0 1,278 2.1 50,343 80.9

2000 78,777 10,021 12.7 2,071 2.6 66,685 84.7

2001 108,520 12,943 11.9 2,424 2.2 93,153 85.9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체계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역할분담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건설폐기

물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을 담담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재생골재의 

재활용 및 건설 분야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제

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법률 및 지침 주 요 내 용

국무총리실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처리방법, 재활용 자재의 

품질기준 등 규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정부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아

스콘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 수립과 재활용 의무를 부여

환경부 ․ 

건교부

건설폐재 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

제

건설교통부

건축법
건축폐자재의 사용 비율에 따라 용

적률등 건축기준의 완화를 규정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건축물에 건축폐자재 사용 비율 및 

기준완화에 대한 세부규정

건설표준품셈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발주자 및 건설업에의 재활용 의무, 

폐기물처리비 산정기준을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

한 제도 현상 및 기준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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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점관리 대상업자(건설업체)에 대한 재활용 의무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92년 제정)

  ◦ 내용 :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업자’로 지정,  

건설폐기물 중 ‘지정부산물’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50∼75%)

     ★ 지정부산물 : 철강슬래그/석탄재, 토사(토석 포함), 콘크리트 덩이/아스팔

                     콘크리트/벽돌/폐목재

 나. 공공기관의 재생제품 우선 구매  

  ◦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 내용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

 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근거 : 환경부와 건교부 공동 고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 하위지침)

  ◦ 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재활용계획의 수립, 발주자의 의무, 건설폐재

류 재활용 권고기준 설정,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규격․

지침 등을 규정

 라. 해체공사시 생활폐기물 우선 제거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내용 : 건물 등을 철거할 때에는 건물 내부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

 마. 재생 자재의 품질기준 정립

  ① 재생골재의 최대치수 및 이물질 함유량 규정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내용 : 건설폐기물을 성토용․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직경은

100 리미터 이하,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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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생자재의 KS규격 제정

     - 근거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 내용 : 재생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KS F 2572(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골재)

              KS F 2573(폐콘크리트 재생골재)

              KS F 2574(도로포장용 재생골재) 등 3종의 KS규격 제정

 바.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 산정기준 마련

  ◦ 근거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표준품셈 (1998년)

  ◦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한 기준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해체공사)》         (단위 : 톤/㎡)

용    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계

주 거 용
단 독 주 택 1.409 0.050 0.204 1.664

아  파   트 1.566 0.063 0.170 1.799

비주거용

업무용

RC조 1.409 0.060 0.153 1.622

S조 0.783 0.057 0.128 0.967

SRC조 1.488 0.113 0.145 1.746

공공용

RC조 1.331 0.060 0.136 1.527

S조 0.783 0.057 0.119 0.959

SRC조 1.409 0.113 0.136 1.659

 사.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시공평가 가산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내용 : 발주청이 공사별로 평가한 시공평가 평점 합계에서 건설폐자재의 

물량과 재활용율이 일정수준(35∼60%) 이상인 때에는 1.5점을 가

산

  ② 재활용 실적에 따른 용적율 등 완화

   ◦ 근거 : 건축법  시행령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 내용 :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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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중량 비율(15∼25%)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율을 최고 15%

까지 완화

 

  콘크리트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콘크리트폐기물의 불법 

매립 및 투기에 따른 건설공해의 방지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재생골재의 품질현황

 콘크리트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재생골재는 일반적으로 천연쇄석의 형상과 유

사하지만 비중, 흡수율, 세척손실량 및 불순물의 함유량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

다. 또한 파쇄기의 종류, 파쇄횟수 및 콘크리트의 물성에 따라 재생골재의 물성 및 

품질의 변동 폭이 천연골재에 비하여 매우 크다. 

  재생골재의 제조 과정은 그림과 같고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해체 현장에서 브레이커(Breaker)를 이용하여 500mm 정도의 크기로 거칠게 분

쇄한 후, 재생공장으로 운반한다.

② 분쇄물에 섞여있는 흙, 목재, 금속류,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을 분리․제거한다.

③ 임펙트크러셔(Impact Crusher) 또는 죠크러셔(Jaw Crusher)로 파쇄하고 자선기 

등으로 철근조각을 제거한 후, 각 체의 치수별 체분석을 행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한

다.

 

그림 11  재생골재 재조과정

콘크리트폐기물

재생플렌트 반입

전처리

파 쇄

선 별

자선기

채분석
40 mm이상

나무조각

철근조각

0-5mm 5-25mm 5-40mm

토사 및 기타 불순물

콘크리트폐기물

재생플렌트 반입

전처리

파 쇄

선 별

자선기

채분석
40 mm이상

나무조각

철근조각

0-5mm 5-25mm 5-40mm

토사 및 기타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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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폐기물 파쇄 후 생성된 재생잔골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입도를 만족

하고 있으나, 재생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표준입도와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파쇄장비의 파쇄간극 조정이나 파쇄횟수 및 정 한 체가름 과정이 필요하다. 비중 

및 흡수율의 경우 모두 재생골재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용

적중량, 실적율 및 파쇄율의 변동율이 적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흡수율 및 씻기

손실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골재의 제조시 콘크

리트폐기물의 선별 및 살수 등을 통하여 토사 및 미립분의 제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폐기물을 재처리

하여 잔골재 및 재생 굵은 골재를 이용하여 만든 재생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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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 - 30호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5호와 동법시행규칙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

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35호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방

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용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35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2. “처분제한치”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으로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

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l 맨·시버트 이상으로서 제3조에서 정하

는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이상을 말한다

제3조(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허용기준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규정준수 및 표지제거)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

기물은 처분제한치 미만이어야 하며 처분시점에서 본 규정의 제반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임

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세척 

또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핵종별 농도를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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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는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 · 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처분 절차서)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

물 자체처분 절차서(별지 제1호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참조)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생되는 폐기물의 핵종별 종류

  2.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

  3. 폐기물의 분리저장방법

  4. 자체처분 관련기록 내용 및 양식

  5. 폐기물의 방사선/능 측정방법

  6. 자체처분방법

  7.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처분방법

제8조(첨부서류)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

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처분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 방사선량률.

  2.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3.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처분절차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7-19호(‘97. 12. 

17)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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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방사성 핵종 제한 농도

   H-3,      C-14,     F-18,     Na-24,    P-32,  

   S-35,     K-42,     Ca-45,    Ca-47,    SC-46,

   Cr-51,    Fe-59,    Ga-67,    Ge-71,    Se-75,

   Br-82,    Sr-85,    Rb-86,    Mo-99,    Tc-99m

   In-111,   Sn-113,   I-123,    I-125,    I-131,

   Pr-144,   Yb-169,   Au-198,   Tl-201,   Hg-203

  및 반감기 100일 이하의 베타/감마 방사선 방출 핵종

     100Bq/g

  기타 방사성핵종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

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

트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

시버트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

          * 방사성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Y ( i)
X ( i)

< 1   

            Y(i) : 방사성 핵종 i의 방사능농도

            X(i) : 별표에 주어진 방사성 핵종 i의 제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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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1.0 목적

     이 절차서는 000(원자력관계사업자명)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이 절차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 고시 제00-00호, 2001. 

00. 00)의 [별표1]에서 규정한 방사성핵종 중에서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I-125, I-131, Mo-99, Tc-99m, Sr-89, Ga-67, Tl-201

  2.2 이 절차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자체처

분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3 이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구슬(bead)

     ㅇ 시험관(coating tube, PPT)

     ㅇ 병(I-125, I-131, Tc-99m, Sr-89, Ga-67, Tl-201 등의 vial)

     ㅇ Mo-99 column

     ㅇ 주사기

     ㅇ 기타 오염물

3.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수거”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3.2 “수거봉지”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봉지를 말한다.

  3.3 “수거용기”라 함은 수거봉지를 넣어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내에 비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3.4 “보관”이라 함은 자체처분시점까지 방사능 감쇄를 목적으로 격리된 일정시설내에 저

장하는 것을 말한다.

4.0 직무

  4.1 병원장

      이 절차서에 따른 폐기물 자체처분 업무를 총괄하며 운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2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폐기물의 자체처분 계획의 수립.지시 및 감독을 하며, 필요한 조치와 함께 자체처

분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폐기물의 자체처분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0 폐기물의 수거

  5.1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즉시 사용시설내에 비치된 

수거봉지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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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폐기물 수거봉지는 사용전에 누설여부를 점검하고 사용개시일자를 기록한다.

6.0 폐기물 수거방법

  6.1 폐기물은 동일 핵종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한다.

  6.2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한 보관기간이 유사한 핵

종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핵종별로 제일 긴 기간을 

적용한다.

7.0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

  7.1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는 쉽게 누설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한다.

  7.2 수거봉지는 00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수거용기는 수거봉지를 충분히 수

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3 수거용기는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닫을 

수 있도록 한다.

  7.4 수거봉지에는 부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고, 수거용기에는 부표 2와 같은 표지를 부

착한다.

8.0 수거용기의 구분

  8.1 수거용기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사용시설내에 비치한다.

  8.2 수거용기에는 표 1 에 따라 구분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표시한다.

9.0 폐기물 수거봉지의 보관

  9.1 폐기물이 수거봉지에 가득차면 수거봉지 입구를 봉입하고 봉입일자, 자체처분 예정일

자, 부피 및 표면선량률을 측정한 후 부표1의 표지에 기록하여 수거봉지에 부착한다.

  9.2 봉입한 수거봉지는 폐기물보관시설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보관한다.

  9.3 수거봉지는 발생순서대로 보관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0 폐기물의 자체처분

 10.1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표2 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제시된 기간에 도달하면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장에게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

서”를 제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자체처분계획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없

으면 동 자체처분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자체처분 할 수 있다.

 10.2 자체처분시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자연방사능 수준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

다. 이 때, 측정기는 인근의 다른 폐기물레 의하여 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3 자체처분시 수거봉지의 표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11.0 자체처분 관련기록

     자체처분과 관련한 기록은 표3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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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핵종 및 폐기물 종류별 코드부여 방법

핵   종 코드번호 폐기물 종류 코드번호

I-125 I Vial 1

I-131 E 주사기 2

Mo-99 M tube 3

Tc-99m T bead 4

Ga-67 G column 5

Sr-89 S 컵 6

Tl-201 L 잡고체 7

  예) Sr-89 주사기의 경우 S-2

      I-125 tube의 경우 I-3

[표 2 ]        핵종 및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가능일자 (예시)

코드구분 핵   종 폐기물 종류 보관 기간 비    고

I-4 I-125 bead 22개월

I-1 I-125 Vial 8개월

T-2 Tc-99m 주사기 1주일

 *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산정방법 (예시)

  1. I-125 bead, tube 등 계측이 가능한 종류

   ㅇ측정값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 bead 1개의 최고 측정값을 230,000cpm로 가정하고, bead 1개의 무게를 0.15g으로 

가정하면 계측기효율 60%일 경우 42,593 Bq/g 임.

          I = I0(1/2)
n에서 100/42,593 = (1/2)n,n = 1n(0.0023)/1n(0.5) = 8.76

          보관기간 N = n x 1.2 = 10.5

          ∴ 약 11반감기 즉 65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22개월

  2. vial, 주사기 등과 같이 계측이 불가능한 종류

   ㅇvial, 주사기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을 측정하여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

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1) I-125 vial 1개에 남은 량을 15,328 Bq/vial로 가정하고, vial 1개의 무게를 약 

15g으로 가정하면 1,021 Bq/g임.

           I = I0(1/2)
n에서 100/1,021 = (1/2)n, n = 1n(0.098)/1n(0.5) = 3.35

           보관기간 N = n x 1.2 = 4.02

           ∴ 약 4반감기 즉 24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8개월

     (예2) Tc-99m 주사기 1개에 남은 량을 500MBq로 가정하고, 주사기 1개의 무게를 3g

으로 가정하면 167 MBq/g임.

           I = I0(1/2)
n에서 100/167,000,000 = (1/2)n

           n = 1n(0.0000006)/1n(0.5) = 20.7

           보관기간 N = n x 1.2 = 24.8

           ∴ 약 25반감기 즉 7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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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체처분 기록양식

                                                                        코드번호 :    

일련

번호

발

생

일

발

생

원

 

방

사

성

핵

종

 내용물

(폐기물의

종류)

부  

피

봉   입 자 체 처 분

확  

인

비  

고
일  

자

표  면

선량률

일  

자

표  면

선량률
방  법

※ ※ ※ ※

※ : 신규첨부사항

부표 1. 수거봉지용 표지

  코드구분 : I-1-97-001

  발생일자 :

  봉입일자 :

  자체처분

  예정일자 :

  부    피 :

  표면선량률 :    (측정일자 :    )

               예)  I : I-125(방사성핵종)

                    1 : Vial(폐기물의 종류)

                    97-001 : (‘97년 1번째 봉지)

                    표면선량률 : 00 mR/h ('99. 5. 5)

부표 2. 수거용기용 표지

  코드번호 : I-1

  내 용 물 : vial

                예)  I : I-125(방사성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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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IAEA Safety Series No. 111-P-1.1 (1992) :  콘크리트 재활용에 따른 핵종 및 

시나리오별 규제해제준위

   1) 표 2에 제시된 시나리오 구분 번호

핵 종 구분
1)

시나리오 규제해제 농도(Bq/g)

Cl-36 3.1 작업자 1.9E+04

Ca-41 2.1 가공업자 2.5E+05

Mn-54 5.2 방 거주 1.1E+00

Fe-55 3.1 작업자 1.5E+05

Co-60 5.2 방 거주 3.1E-01

Ni-63 3.1 작업자 1.2E+05

Zn-65 5.2 방 거주 1.5E+00

Sr-90 3.1 작업자 3.0E+02

Nb-94 5.2 방 거주 5.0E-01

Tc-99 3.1 작업자 5.3E+05

Cs-137 5.2 방 거주 1.3E+00

뗘-152 5.2 방 거주 1.2E+00

U-238 3.1 작업자 3.1E+00

Pu-239 3.1 작업자 8.0E-01

Pu-241 3.1 작업자 4.8E+01

Am-241 3.1 작업자 8.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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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NUREG-1640 (1999) :  콘크리트 재활용에 따른 핵종 및 시나리오별 규제해제

준위

핵 종

시나리오별 규제해제농도준위 [Bq/g] 규제해

제농도

준위

[Bq/g]

CN-SCRP-

HANDLIN-

W

CN-SCRP-

TRANSPO

-W

CN-SCRP-

DISPOSAL

-W

CN-SCRP-

ROADBED

-W

CN-SCRP-

ROADBED

-N

CN-SCRP-

LGMASS-

N

CN-SCRP-

LANDFILL-

N

Na-22 9.09E-2 4.55E-2 3.57E-1 5.56E-2 8.33E-2 2.08E+0 5.26E+5 4.55E-2

Mn-54 2.33E-1 1.18E-1 9.09E-1 1.47E-1 2.78E-1 7.14E+0 8.33E+18 1.18E-1

Fe-55 2.94E+3 - 1.43E+4 4.35E+3 - - 8.33E+9 2.94E+3

Co-60 7.14E-2 4.00E-2 3.03E-1 4.55E-2 6.25E-2 1.79E+0 1.89E+2 4.00E-2

Cs-137 3.23E-1 1.61E-1 2.00E+2 5.88E+1 1.28E+3 6.25E+0 2.04E+0 1.61E-1

Eu-152 1.79E-1 9.09E-2 7.14E-1 1.06E-2 1.41E-1 3.85E+0 3.13E+0 1.06E-2

Eu-154 1.54E-1 8.33E-2 6.25E-1 4.00E+0 1.30E-1 3.45E+0 1.67E+1 8.3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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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578

/2003

제목 / 부제

연구로 1,2호기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자체처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홍상범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연구자 및 부서명

정운수, 박승국, 서범경, 박진호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3. 10.

페 이 지 54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연구로 1,2호기에서 해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및 매립

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술기준인 IAEA 

Safety-Series 111-p-1.1와, 미국 US NRC의 NUREG-1640을 재활용에 대해서 

적용하 고, 매립의 경우 미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가 규제요건 만

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정하고 있는 RESRAD Ver 6.21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국제적인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해제 농도를 핵종별로 도

출하 다. 최종적인 규제해제농도기준은 일반평가결과와 세부평가결과를 종합하

여 가장 보수적인 평가결과를 추출함으로써 결정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선량평가,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 매립처분, 규제해제준위, 원자력법, 

IAEA Safety-Series 111-P-1.1, NUREG-1640, RESRAD 전산코드.



- 56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578

/2003

Title / Subtitle

 Radiological Dose Assessments for Clearance of the Concrete Waste from 

KRR-1 & 2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S.B Hong

(Division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U.S. Chung, S.K. Park, B.K Seo, J.H. Park

(Division of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3. 10.

Page 54 p. Fig.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In order to estimate the exposure dose for the large amount of very low 

level concrete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of the KRR-1,2 is processed 

by using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riterion and recommendation which were 

IAEA Safety-Series 111-p-1.1 and NUREG-1640 of US NRC for recycling, 

and the RESRAD Ver 6.21 computing codes for landfill disposal.

 The exposure dose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clearance level of the 

Korea Atomic energy act through the research of the Clearance level based on 

the international criteria for recycling and landfill disposal. The Clearance 

levels  was respectively derived for radionuclides which are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riterion and recommendation. The clearance criteria was 

ultimately determined by extracting the most conservative value from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adiological Dose Assessments Concrete wastes, Recycle, Landfill 

Disposal,  Clearance Levels, Korea Atomic energy act, IAEA Safety-Series 

111-P-1.1, NUREG-1640, RESRAD Codes.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해제 기준의 도입 및 기본개념
	제3장 평가방법론 및 평가대상의 선정
	3.1 평가방법론
	3.2 평가대상
	3.3 평가도구
	제4장 방사성 콘트리트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에 대한 평가
	4.1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평가(Ⅰ)
	4.2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평가(Ⅱ)
	4.3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매립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건설 콘크리트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및 품질현황
	별첨 2.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별첨 3. 콘크리트 재활용 규제해제준위 (Safety Series-111-P-1.1)
	별첨 4. 콘크리트 재활용 규제해제준위 (NUREG-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