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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동 원전의 수명 관리 세계적 현황

전 세계 가동중 원전 448기(2017년 11월 기준)중 250기가 30년 이상 운

전중에 있다. 인허가 수명에 가까워진 원전은 현재의 높은 안전성과 이용

률을 바탕으로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설계수

명 이후 대부분 추가로 10년 혹은 20년 동안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

관으로 부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일부 원전은 계속운전 승인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승인한 Licensing Renewal 

Application(LRA)을 통하여 혹은 IAEA에서 개발한 Periodic Safety 

Review(PSR) 방법을 통하여 기기,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체가 불

가능한 주요 기기의 잔존 수명을 확인한 후 발전소 계속운전을 할 수가 있

다. 

<그림 1>은 가동중 원전의 가동 수를 보여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Power 

Information System(PRIS)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가동중 448기의 평

균 가동년수는 37.4년이며 267기 원전이 31년 이상 운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계속운전의 경제적 관점

원전의 계속운전 시 주요 계통, 구조물, 기기의 유지보수는 원전의 수명 

관리(Plant Life Management Programme : PLiM)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그리고 필요 시 주요 기기의 교체 등을 통하여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가동률을 높여 계속운전을 통한 경제적인 이점을 최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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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시 오랜 건설 기간

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운전중에는 상대적

으로 저렴한 연료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장기간 

운전하면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 증

명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향

상을 위한 투자, 낮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의 둔화, 낮은 전력요금, 그리고 원전 발전에 대

한 특별세 부과 등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

업자가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관점을 중요한 인자로 보고 있다. 

2. 가동 원전의 조기 영구정지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영구정지되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고리 1호기가 설

계수명(30년)에 더해 한 차례 계속운전(10년)한 원전

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이 충분하나, 정부의 정책 결정

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는 것보다 폐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전이 2014~2015

년 정치적 혹은 경제성이 없다는 근거로 조기 영구정

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전 해체가 세계적으

로 중요한 토픽으로 대두되었다.

•Ringhals 1 & 2, Sweden

•Oskarshamn 1& 2, Sweden 

•Kore 1, Korea

•Pilgrim, USA

•FitzPatrick, USA   

•Vermont Yankee, USA

•Kewaunee, USA

•San Onofre, USA

•Crystal River, USA

원자력산업에서 해체(Decommissioning)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정지 후 방사선 및 비방사선의 영향으로

부터 작업자와 일반 대중의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규제 관리로부터 해제하기 위

한 모든 기술적ㆍ관리적 행위 일체”를 의미하고, 해체

는 원자력시설의 운영 정지로부터 시작하여 시설 부지

로부터 시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며, 이들 

<그림 1> 세계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년수 (2017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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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시설 및 설비의 해체, 철거(Dismantling), 오염

된 토지의 제염 및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발전소를 영구정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다. <그림 2>는 이러한 영구정지된 157개 원전(2016

년 기준)을 PRIS 데이터베이스가 분석한 그림이다. 대

부분의 원전 영구정지는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

한 요인이 가장 크고 안전성이나 인허가 문제로 인한 

원전의 영구정지는 극히 일부분임을 보여준다.

가동중인 원전의 영구정지 후에는 다음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조직적 전환 : 새로운 조건에 대한 조직의 적응

• 해체의 규제 체제와 면허 : 새로운 규제 측면을 

수반하는 새로운 조건

• 설계 및 시스템의 변경 : 설계 변경, 사용후핵연

료 인출 등 기술적 변화와 도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Safety Standard)

에서 다양한 종류의 해체 전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는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 즉시 철거(immediate dismantling) : 영구 정지 

영구정지�이유 자세한�사항

노후�정지(Obsolete) 가동중인�발전소가�구형이므로�더�이상�기자재�구매가�불가능하여�정지�

경제적�효과(Unprofitable)� 가동원전의�운전/보수�비용으로�인한�경제적�손실의�증가로�정지

인허가(Licensing) 인허가�규정의�변경으로�인해�계속운전의�허락을�받지�못함�

사고(Incident)��� 가동�원전의�운전�시�사고로�인해�정지�

기술의�노화(Technology) 기술적인�이유

경제성�상실(Economy) 전력�수요의�감소로�인해�경제성�효과�이외의�다른�사항�

사회적�수용(Acceptance)� 사회적�수용성�및�정치적�이유�

주요기기�문제(Equipment) 주요�기기의�기능�상실�및�기능�저하�

기타(Others) 위의�범위에�속하지�않는�경우�

출처�:�IAEA�PRIS�데이타베이스,�2016년�12월�말�기준
<그림 2> 원전 영구정지 이유 분석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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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속해서 해체 진행

• 안전 폐쇄(safe enclosure) 또는 지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 : 영구정지 후 최종 해체 전까지 일

정 기간 동안 자연 감쇄를 고려하여 원전을 안전한 

조건으로 바꾸는 과정이 포함된 전략

• 무덤화(entombment) : 원자력시설이 기본적으

로 폐기물 저장소가 됨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이 영구정지 

후 60년 이내에 인허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기 해체 정책은 제염 해체 기술 개발이 미비하

고 해체 경험이 없이 대상 시설의 오염을 일정 기간 동

안 자연 감쇄시킨 후 해체하는 방식인 지연 해체 방식

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

전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즉시 해체 전략을 선

호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운전원 활용

•해체 부지의 재활용 및 이용

•제염 해체 기술의 발전

• 해체 비용의 경제성(지연 해체에 따른 미래 불확

실성 해소) 등 

원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는 해체 

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해체 후 부지 사용의 결정이 해체 전략, 부

지의 재사용 및 해체 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체 후 부지의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제한 없이 부지를 사용 : 부지의 미래 사용은 농

업용 혹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산업용으로 

사용한다.

②  제한적 부지 사용 : 사업자가 부지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하여 산업용으로 부지를 활용한다. 

미국의 Trojan 발전소 및 미국 Maine Yankee 발전

소는 부지를 green field로 결정하고 해체 작업을 진행

<그림 3> 미국 Maine Yankee 원전의 가동 원전 상태(상)와 

해체 후 그린필드가 된 부지 상태(하)

하였다. <그림 3>은 미국 Maine Yankee 원자력발전

소의 해체 전ㆍ후 부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해체 추진 전략 및 부지 사용에 대한 결정은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영구정지의 기획 단계

에서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해체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

여야 한다.

부지 재사용의 기준은 규제기관에서 선정된 방사선 

준위에 따르고, 방사선 준위 0.25 mSv/yr 이하로 상

대적으로 저방사선 준위를 유지하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를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준위를 허용한다. 

제염 및 해체 방안의 단계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

이 나눌 수 있다.

① 제염 전 과도 상태, 즉 transition 단계 

②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밖의 건식 저장소로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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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③ 높은 방사선 준위로 오염된 시스템을 해체

④ 저준위 시스템의 해체

⑤ 구조물의 제염

⑥ 최종 복구 작업 및 부지의 측정, 복구 작업

3. 원전 해체와 관련된 국내법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 18

일 정지되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 허가를 받고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즉 2022년 6

월까지 해체안전성분석보고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포

함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에 제출해

야 할 것이다. <표 1>은 관련 법규를 보여준다.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했지만 원자로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원안법 제23조 및 시행령 36조에 의해

서 수행되어야 한다. 법규상 영구정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PSR))를 가동 원

전과 동일한 안전성 평가 적용을 요구한다. 

단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치 아니하는 계통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예외로 하는 규

정은 원안법 시행령 36조 5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원전 역사상 최초로 영구정지한 고리 1

호기의 예외적인 PSR 적용의 수행 범위, 방법 등은 충

분한 분석과 규제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사업자

의 시행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2>는 해체와 관련된 안전성 평가 시기 및 방법

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보여준다.

원전 해체 전 고려되어야 할 사항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표 1> 원전 해체의 신청, 승인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8조(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해체�승인�신청)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

때에도�또한�같다.�다만,�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때에는�이를�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①�법�제28조제1항�전단에�따라�원자로시설의�해체�승인을�

받으려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법�제21조제2항에�따라�

영구정지에�관한�변경허가를�받고�원자로시설을�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와�총리령으로�

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해체�승인�신청을�받은�위원회는�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원자로시설의�해체에�필요한�

기술�능력을�확보하고�있을�것

2.�원자로시설의�해체계획�등이�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

기준에�적합할�것

3.�원자로시설의�해체�과정에서�발생하는�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및�별표�1에�따른�선량한도를�초과하지�아니할�

것으로�예상될�것.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상황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이�경우�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

상황을�확인·점검하여야�한다.

③�법�제28조제1항�후단에�따라�원자로시설의�해체�승인을�

받은�자가�승인�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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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전 해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3조�(주기적�안전성�평가) 제36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시기)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안전성을�주기적으로�평가하고�

그�결과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21조�제2항에�

따라�변경�허가를�받고�영구정지한�발전용원자로�및�관계�

시설의�주기적�안전성�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5.1.20)�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법�

제23조제1항�단서에�따라�법�제21조제2항에�따른�변경허가를�

받고�영구정지한�원자로시설의�전부�또는�일부가�다음�각�호의�

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사용하지�아니하는�부분에�

대하여�주기적�안전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1.�원자로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하지�아니할�것

2.�제1호에�따라�사용하지�아니하는�시설의�부분에�대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하여도�안전상�지장이�

없을�것

3.�제1호에�따라�사용하지�아니하는�시설의�부분에�대하여�이�

조부터�제39조까지의�규정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의�시기,�

내용�및�방법�등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울�것.�

(개정�2015.7.20)

이다. 미국 혹은 스웨덴처럼 원전에 특정한 세금을 부여

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조치로 인해 원전의 경제성이 만

족치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원전을 영구정지할 것이다. 

영구정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염 해체 수

순을 밟는다. 발전소 설계 시 해체를 고려한 설계를 해

야 하나 대부분의 가동중 원전은 설계 시 해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영구정지 전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어떠한 규제 조항

을 적용받을 것인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전 운영

자는 이익 당사자 등과 사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해체 시 발생되는 산업용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제염 해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언제 완

전하게 제염 해체가 완결될 것인지 등이 성공적 수행

의 중요한 인자이다.  

먼저 중요한 인자는 제염 해체 후 원전 부지의 최종 

상태에 대한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종 부지의 상

태가 향후 부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어떻게 사용될 것

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부지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안 및 폐기물 수용 능력, 규제 및 법적인 제한 

사항,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정책과 절차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해체 방안 수립 시 폐기물 수송 및 처리 방

안,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재처리 등에 대한 방안 등 

이러한 제한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되어야 한다고 하

면, 재처리 공장의 가동이 주요한 제한 인자이므로 초

기 전략 수립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해체 시에도 

안전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염 해체 작업이 성공치 

못한 이유는 천이 상태에서 발전소의 제염 해체에 대

한 명백한 전략 및 해체 후의 최종 상태에 대한 사용을 

확정치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제염 해체 과정에서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여 비용 증가와 안전성에 위협을 

받은 것이다.  

건설 발전소와 해체 발전소의 차이점은 건설 발전소

는 건설 도중 작업자의 실수 혹은 설계의 잘못이 있다

면 재작업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해체 발전소의 경우 

만약 해체 과정에 실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58   

양의 방사성 오염물이 발생할 것이며, 다시 같은 작업

의 반복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시설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시점부터 해체

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을 천이 기간으로 정의하며 

천이 기간은 운영 허가 아래서 운영되므로 원자력시설

이 안정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제 요건을 지키야 할 것이다. 

해체 전 천이 상태에서 설계기준을 변경하고 영구적

으로 핵연료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설계 및 엔

지니어링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5> 참조)

•해체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규제기관 제출 

• 시스템 다운 등급 결정(철거 혹은 계속운전되어야 

할 시스템)

•해체기술사양서

•프로그램 및 절차서의 변경

•제염 작업을 위한 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양 추정

•제염 및 해체 시 사용될 기술 설정

•부지 해제 기술 개발 및 최종 부지 검사 방법

1. 천이 상태(Transition Period)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본 논문은 원전의 영구정지 후 발전소를 제염, 해체 

전까지의 천이 상태(transition period)에서 어떠한 전

략으로 발전소를 관리해야 하는지 기술하기로 한다. 

천이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체 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제염, 해체가 완료된 최종 상태에서 원전의 부지

가 어떠한 상태로 사용될 것인지, 이러한 최종 상

태의 부지를 만들기 위한 예산 및 기간의 결정

• 발전소 운전원 및 발전소 운영 조직의 경험 및 지

식을 이용하여 발전소 특성에 맞는 상세한 해체 

계획을 작성 

• 규제기관, 지역 및 중앙 정부의 관련자의 참여를 

통한 지식의 공유 및 지원

•해체를 위한 조직의 결성 

• 제염, 해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결정 및 관련 자

<그림 4> 스페인 Vandellos 원전의 해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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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전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 및 해체 작업 과정

료, 장비 준비

• 사용후핵연료의 외부 반출 혹은 부지 내 보관을 

위해 핵연료 저장조에서 이송 

비록 원전은 영구정지하였지만 제염해체안전성보

고서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가동 원전의 

운영 허가 상태이므로 발전소의 안전성 검토 및 수명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의 관리를 가동 원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관리해야 한다. 발전소를 영구정지

하기 전에 천이 상태로 가기까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언제 영구정지할 것인지 최종 영구정지 날짜를 

결정

• 영구정지 후 즉시 해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해체할 것인지?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원자로의 노심 전체를 저

장할 여유가 있는지? 

•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 혹은 최종 저장할 장소

가 있는지? 

• 해체 후 발전소 부지의 최종 상태를 완전히 녹지

로 하여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 산업용으로 재사용할 것인지?

•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시설이 가능한지?, 그

리고 제염,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

•제염 해체 비용의 추정

• 최종 영구정지 전까지 가동 원전에서 축적되는 제

염 해체 비용이 해체 비용에 충분한지?

• 해체를 위한 조직의 문화 및 충분한 인력의 준비 

여부 

인허가 과정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

별 규제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조항은 

부지의 특성, 부지 정리 요건, 일반적인 관심, 운전 기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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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아래의 문제점이 천

이 기간 동안 제염, 해체 및 환경을 고려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해체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인 기술적 지식 및 

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

• 해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발전소 근무자의 개인 

및 조직의 반발

•부지 내 저장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

• 각 관련자 간의 요구사항 및 관심이 다름에 따른 

의견 불일치 

• 각 관련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의 제한

•제염 및 해체에 대한 경험의 부족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원 부족

•법률적 사항 및 행정 절차의 변경 

•관련 기관 간의 신뢰성 부족

•환경, 경제성 및 사회적 관심에 대한 상대적 부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의 전략이 

천이 상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 발전소 내에 저장중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의 정확

한 계산과 처리 방안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이해

•문제점에 대한 분석, 잠재적인 협조 방안 구축

• 제한된 예산의 최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초기 

계획

•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 당

사자의 계획 수립 참여를 통한 대화를 위해 기본 

규칙 제정

• 제염 및 해체 수행 과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

한 분석 및 보고

천이 상태는 가동 원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가동 원전의 영구정지 후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

항이 설계되어야 한다. 정지 후 원전의 상태는 운영 허

가 상태이므로 기술지침서 제한 사양 및 운전 절차는 

인허가 상황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소 운전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발

전소 건설 후 운전으로 넘어가는 시운전 요원이 운전

요원으로 되는 것보다 심리적인 변화가 클 것이다. 따

라서 원전사업자는 원전이 영구정지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천이 상태에 대해서 운전원과 대화와 협의가 되

어야 할 것이다. 

• 원전이 영구정지되고 난 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원전이 최종정지 되기 전에 대화의 채널 

및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 또한 영구정지되기 전에 운전원의 인력 운영 계획

을 개발하여야 하고 인력 운영 계획에는 제염 해

체에 필요한 핵심 요원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

지할 것인지와 떠나는 운전원에 대한 향후 대책

도 수립되어야 한다.  

영구정지되는 원전의 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 해

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자원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지가 염려된다. 즉시 해체 및 연기 해체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된다. 

고려되어야 할 인자에 대한 예를 들면, 한 부지에 다

중 원전이 운전되고 있는 경우, 해체를 위한 자금, 해

체 후 폐기물 처리 방안 및 기술 개발 동향등이 고려될 

수 있다. <표 3>은 해체 시 고려되어야 일반적인 사항 

및 특정적인 사항을 요약하였다. 원전 각 시스템의 상

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축적된 중저준위 폐기물이 어

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파악을 통하여 마련된 자료가 

제염 및 해체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제염 해체에 대한 전략 : 일반적으로 방사선 준위

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해체가 주전략이었으나, 

부지의 재사용 등을 고려해 즉시 해체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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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 제염 해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결정 : 해체 계획의 

주목적은 해체 후 원전 부지가 어떤 상태가 될 것

인지 해체 방안을 기술하는 것이다. 예비 상태의 

해체 계획에는 해체 시 주문제점, 해체 계획, 폐

기물 처리 방안, 기술 개발 계획, 비즈니즈 모델, 

위험도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전이 

영구정지하기 전에 천이 상태에서 해체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 천이 기간 동안 주요 활동 : 천이 기간 동안은 원

전이 가동치 않더라도 운영 허가 상태에 있으므

로 안전 정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

염 해체는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천이 

기간 동안 일상적인 작업은 승인이 필요치 않다. 

아래의 작업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가능한 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설비의 특성 조사를 위한 표본 조사를 위해 일부

의 천공 및 파손 작업

• 제염 해체를 위한 중간 저장, 전기 공급 및 환기 

장치 설치 

•설치된 시스템의 변경 및 수정

2. 해체 기간 안전기준 비교 

미국의 경우 발전소 설계기준 보고서 및 도면을 발

전소 영구정지 후 조건에 맞게 변경한 후 규제기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전소의 안전계통 기

기의 제염 해체가 가능하다, 또한 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PSDAR)를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SDAR은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계획된 해체 

활동을 설명하는 50 페이지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문

서이다. 

•계획된 해체 활동에 대한 설명,

•중요한 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부지별 원전 폐기 원가 추정 

•해체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

미국 내에서 해체 절차로의 전환 개시는 원자로 가

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에서 사용

후핵연료가 영구적으로 제거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자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참고 

- NRC 규정 : 10CFR50.82 (a) (1) (ii)) 

그런 다음 사업자는 원자로에서 핵연료 제거 및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배치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 

기관에 통보한다. 규제기관(NRC)에 의해 접수되고 규

<표 3> 원전 해체 시 고려되어야 일반적인 사항 및 특정적인 사항

각�국가에�따라�요구되는�특정적�사항 해체�발전소에�일반적으로�요구되는�사항

지방�정부�요구사항�및�규제기관�요구�사항� 계획�정지�및�비계획된�영구정지�

폐기물�처리�방안�

즉시�해체�및�연기된�해체�방안�

해체�후�발전소�부지의�특성�

해체를�위한�해체�자금의�조달�

부지에�다중�원전의�경우�해체�방안�및�시기

해체�원전의�운전원의�인력�운영�방안�

원전의�영구정지와�관련된�정치적�문제점� 같은�부지에�다중�원전의�경우,�타원전에�대한�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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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특정 부분의 해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CFR50.82에 정의

된 안전계통의 주요 해체 활동은 운전 면허 취소 사후 

해체활동계획보고서가 승인되고 제염 및 해체 활동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때까지 금지된다.

10 CFR 50.82 (a) (4) (i)에 따라 사업자는 영구 

운전 정지 후 2년 이내에 PSDAR(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을 규제기관

(NRC)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림 6> 참조)

또한 PSDAR에는 통상적으로 해체 시 예상되는 방

사선 피폭 및 방사성 폐기물량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

된다. <부록 2>는 Vermont Yankee 원전의 PSDAR의 

목차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프랑스 및 스페인 등 유럽의 경우에는 제염 해

체에 대한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운영자는 기술적·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

어야 제염 해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발전소가 

영구정지 되기 3년 전에는 발전소 해체안전성분석보

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천이 기간의 주요 활동 비교 

미국, 유럽의 경우 PSDAR 제출 전에 허용된 작업

은 다음과 같다.

•제염

•운전중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이전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수송 용기로 이전 

•시스템과 기기의 표본 조사(sampling) 

•부지 특성 조사 

•비안전 계통의 해체(사무실 빌딩)

미국의 경우는 제염 해체 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spent fuel pool island(SFPI)’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단독 

시스템으로 인정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핵연료

<그림 6> 미국의 원전 해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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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장된 상태에서 주요 시스템의 해체가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을 위해서 <그림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부 기기가 설치되므로 저장조의 

냉각을 유지하여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기존의 설치된 

시스템을 보다 편하게 분리,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해체 발전소는 대부분은 SFP 시스템을 SFPI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SFPI 시스템은 해체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기 및 비용의 절감에 상당히 기여

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연결된 펌프 및 시스템 제

거 

•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작동 특성을 가진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상당한 에너지 절감 및 유지 

보수 및 시험 지원 종료

• 핵연료 건물의 관련 보안 요구 사항, 통제 지역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허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의 제어가 용이

•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소 운전 동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를 지원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제

거할 수 있다. 

- 순환수 계통(Circulating Water System)

-  기기냉각수 계통(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계통(Spent Fuel Pool 

Clean-up System (Ion Exchangers and Filters))

위의 시스템은 핵연료 건물이 아닌 독립된 빌딩에 설

치되어 시스템이 작동 가능 상태로 유지되면 다른 건물

의 해체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3~5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열이 냉각되고 난 후 건식 저장조로 

운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 기기의 해체 작업은 최

소한 3년 후 사용후핵연료가 건식 저장조로 옮기고 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참조)

천이 기간의 시작 시기 및 마무리 시기는 여러 가지 

<그림 7> 독립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시스템(Spent fuel pool island, SFPI)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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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발전 정지의 원인, 운

전 이력, 규제 인자 및 사회적 영향 등에 의해 천이 기

간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이 기간 동안 발전소의 제염 해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발전소의 제염 해체는 엄청나

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며 해체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안전 분석의 변경, 조직 및 관리 시스템의 변경, 계

통의 운전 기능 상실로 다른 환경이 조성되므로 해체 

작업에 상당한 지연이 우려된다. 성공적인 천이 기간

의 준비는 제염 해체 작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아

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염 해체 조직을 결성하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규제기관의 조기 승인 

• 역방향 엔지니어링을 통한 관련된 안전 조건의 검

토 및 제염 해체 계획

• 제염 해체 동안 인식치 못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에 대한 충분한 특성 조사

• 발전소 운전 자료의 조사를 통한 각 시스템에 대

한 지식 및 자료화 

•현재 상태와 발전소 정지 후 상태에 대한 인식

•제염 해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제염 해체의 위험도 분석  

특정 경우는 규제조항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많

은 경우에는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게 된다. 어

떠한 경우라도 발전소가 영구정지하기 전에 천이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천이 기

간에 사용후 핵연료의 이송, 소내에 보관중에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이력 조사, 규제기관의 규제조항, 기술 

사양의 변경 등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될 많은 

사항들은 제염 해체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은 발전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운전원

들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8> 유럽 원전의 경우 천이 기간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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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용기 절단 방법 비교 

발전소의 해체를 위해 많은 부분의 기술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로용기를 절단할 것인지, 

해체한다면 몇 조각으로 절단할 것인지, 아니면 절단

치 않고 그대로 보관할 것인지, 제염 해체로부터 발생

하는 고준위ㆍ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디에 보관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 저장 빌딩

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장기 보관을 위한 습식ㆍ건식

의 방법 결정과 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준

비되었는지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설비의 설

계 시 원자로용기를 저장하기 위한 설계가 미리 반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참조)  

미국 Zion 원전의 원자로 용기는 10.6m 높이의 크

기로 내부 직경은 4.4m이고 벨트라인에서 28cm의 두

께를 가지고 있다. 원자로용기의 무게는 약 317 톤이

며 방사선 준위는 400 Ci 정도이다. 내부는 5mm의 스

테인리스로 피폭되어 있으며 원자로 용기는 oxygen 

propane torch를 이용하여 수평적으로 4개의 등분을 

하였고, 4개의 절단된 원통을 22개로 작게 절단하였

다. (<그림 10> 참조) 

원전의 해체에 대한 경험 및 최근 동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의 해체를 3가

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DECOM : 신속한 제염, 해체

•SAFSTOR : 연료의 이동 후 안전 상태로 유지

• ENTOMB : 원전을 안전한 상태에서 영구정지, 폐

쇄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

fact-sheets/decommission.htmi)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체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원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그림 9> 핀란드의 Loviisa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 이송 및 저장 방법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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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국 Zion 원전의 해체 시 원자로 용기 절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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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체 후 부지 사용의 결정에 따라 해체 전략, 부

지의 재사용 및 해체 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체 후 부지의 사용은 규제기관에서 선정된 

concentration, 혹은 방사선준위 0.25 mSv/yr 이하

로 유지할 경우 제한 없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

로 농업용 혹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산

업용으로 사용한다. 제한적 부지 사용은 사업자의 부

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미국의 Trojan 원전 및 

Yankee Rowe 원전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처리 처분을 위한 장소

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부

지 내 중간 저장조에 저장되어 최종 부지가 확정될 때

까지 기다릴 것이다. 발전소가 제염 해체되면 인허가

가 종결되나 중간 저장조에 있는 핵연료의 관리를 위

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부록 1, 2>에 미국 원전의 PSADR의 목차 및 리투

아니아의 Ignalina 원전의 해제 규제 지침 목차를 기

술하였다.  

1. 미국의 가동 원전 천이 기간

<표 4>는 미국 가동 원전의 영구정지 후 제염 해체 

전의 천이 기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2. 천이 기간 전  준비 활동

가. 관리 및 조직, 인적 관리 변화, 사업 관리 모델 

다른 해체 사업의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해체 계획

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다른 원전의 해체 경험, 교훈 및 혁신적인 방법과 기

술을 고찰하여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600MWe급 2 loop 가압경수로 고리 1호기와 

유사한 설계, 운영 이력 및 구조의 원전을 벤치마킹하

면 훨씬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벤치마킹은 자금 조

달, 계획, 작업 공기, 종료 상태 결정 및 해체 프로젝트 

<표 4> 미국 8개 원전의 천이 기간 및 제염 해체 현황  

발전소명� 가동�정지일
초기�제염해체�

계획
천이�

기간(년)
제염�해체�준비�

기간(월)
현재�상태

Connecticut�Yankee� 1996.�12 즉시�해체 2.8 0 핵연료�이관�

Maine�Yankee 1997.�8 즉시�해체 1.8 8-20 핵연료�이관

Zion�I 1998.�2 지연�해체 2.4 1 해체중

Zion�2 1998.�2 지연�해체 2.4 1 해체중

Oyster�Creek 2000.�1 즉시�해체 N/A 33 운전�정지

Crystal�River�3(CR3)� 2013.�2 지연�해체 2.4 0 지연�해체

Kawaunee� 2013.�5 지연�해체 1.6 7 지연�해체

San�Onofre�2(SONGS�2) 2013.�6 즉시�해체 4.1 0 해체중

San�Onofre�3(SONGS�3) 2013.�6 즉시�해체 4.1 0 해체중

Vermont�Yankee(VY) 2014.�12 지연�해체 1.3 16 지연�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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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

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PM) 모델

은 전력 회사가 해체를 자체 관리할지 또는 해체 일

반 계약자(Decommissioning Operations Contractor, 

DOC)라고 알려진 해체 운영 계약자(DOC)에게 프로젝

트를 계약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원전의 경우 해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

해 자체 조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DOC와 계약하여 작

업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DOC를 사용할 때 다음

과 같은 잠재적 이점이 있다. 

• 강화된 감독 기능 : 원전 사업자는 제염 해체 작

업을 위해 DOC가 모든 해체 활동을 하므로 사업

자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 비용 통제 : DOC는 해체 일정에 대해 책임을 지므

로 공기 연장에 대한 비용 초과의 경제적 위험을 공

유하가 때문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문 역량 강화 : 해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및 

보수 등 정상적인 운영과 다른 독특한 도전적 문

제점을 제시한다. DOC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DOC 조직 및 

기능에 의해 제공되는 규모의 경제로부터의 이익

을 얻을 것이다. 

• 기술 혁신 추진 : DOC는 이전 제염 해체 작업에

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원전 해체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사업 관리 Tool 및 주요 성능 인자

PM 모델은 원전 제염 해체 계획 및 공기 선정을 위

해 사용 가능한 IT 도구를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진행 

여부를 지표를 사용하여 해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많은 원전 해체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설정된 각 지표를 사

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자가 성과 지표를 감시하였다. 

다음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주요 성과 지표 또는 Key 

<그림 11> 해체 비용의 인건비, 기기 구조물 제거, 폐기물 처리 및 기타 비용 분석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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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dicator(KPI)라고 하는 프로젝트 성과

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식별되는 지표를 

비롯하여 이러한 성과 지표 및 지표가 요약되어 있다.

 

1) 작업의 안전 

발전소 폐로 시 해체 작업은 일반적으로 운영 시보다 

인력의 안전성 관점에서 훨씬 더 위험한 작업이다. 이

러한 이유로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의 안전을 항상 강조한다.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면 

작업장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달성

된 안전 성과에 근거한 책임 보험 비용의 저감을 통해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11> 참조) 

미국 EPRI의 분석에 의하면 해체 비용의 43.5%가 인

건비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작업의 안전이 해체 

비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사

고가 발생한 경우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원전의 해체 중에 안전 책임자

는 분기 및 연간 기준으로 안전 사고 및 통계를 기

록하고 주 또는 연방 Occupational safety  healthy 

administration(OSHA)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해체 초기에 상세하게 폐로 사업의 방사선 피폭 추

정치가 산정된다. 매년 시작되는 시점에 예정된 작업

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근거로 해당 연도에 대한 

피폭 저감 추정치가 산정된다. 

피폭 예산에 대한 성과는 방사선 방호 부서에 의해 

추적되고, 적어도 분기별로 사후 관리팀에 의해서 검

토된다. 피폭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이 축적되는 경우 

피해 조사가 수행되며 방사선 피폭 감소 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예산, 비용, 및 공기를 포함한 재무 고려 사항

원전의 해체는 원전 건설 후 수행되는 최대 단일 사

업이 될 것이다. 해체 사업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해체

기금의 예산 내에서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가동 원

전에서 폐로로 전환하는 경영진의 능력뿐 아니라 대규

모 자금을 운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원전 폐로 사업

은 대규모 자본 사업으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 있다.

• 사업의 성공은 예산의 활용도에 의해 주로 판단된

다. 원전 건설 사업은 예산, 공기 및 품질 요구 사

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마찬가

지로 해체 사업의 경우, 예산 목표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으로 판

단된다, 

•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정된 예산이다. 

가동 원전의 운영 예산은 년 단위로 추정, 사용한

다. 그러나 해체 사업은 반복적인 연간 단위가 아

닌 고정 가격 기준으로 자금을 집행한다. 비용 초

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예산 주기로 작업을 연

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공정 과정의 예산을 절약하여 초과 

비용이 상쇄되어야 한다. 

• 해체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참여 직

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성공

에 결정적인 정보와 공정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관리 기반을 만들고 참여 직원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하여야 한다. 

4) 안전 규정 준수 

작업자의 안전 규정 위반 및 미준수 문제로 인해 안

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폭량이 증가되고 이에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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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규제 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 이해 관계자의 신

뢰가 떨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코네티컷 양키 발전소 해체 작

업 시 두 명의 근로자가 기체 방사성폐기물을 우발적

으로 흡입했을 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여

러 위반에 대한 경과와 수정 확인 지침(Confirmatory 

Action Letter, CAL)을 제기하였다. CAL 하에서 코네

티컷 양키 원전은 NRC의 적절한 관리 교정 조치가 취

해질 때까지 방사선 구역의 해체 작업이 금지되었고, 

CAL에서 해결하는 데 14개월이 걸렸으며, 그에 상응

하는 해체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상당한 비용, 

공기의 지연 등 공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다. 커뮤니케이션 계획 개발(내부/외부)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원전을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전반적인 계획은 먼저 원전 근무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원전 근무자는 일자리 감소, 새로운 일자리 찾

기,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이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걱

정할 것이다. 사업자는 계획된 가동 중지 시기를 발표

함에 있어 근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직원 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사업의 지속

적인 운영, 전환 및 해체를 위해 특정 직원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 영구정지를 발

표한 후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 감소가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로 발표 후 3개월 이내

에 약 70명의 직원이 발전소를 떠났다. 원전의 영구

정지 전까지 대부분의 직원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는 직원 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기 퇴직 및 

진로 상담 및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규제 방향 및 해체 인허가 

가. 계통 차단 기준 개발

원전의 안전 등급 계통에 대한 전원 차단, 격리를 통

해서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때 적용

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된 시스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 시스템

으로 대체 할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순환 및 냉

각 기능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독립된 계통(별

도의 Island)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시 냉각 및 순환 시

스템을 설치한 후 이전에 설치된 시스템의 차단을 허

용할 것이다. 

나. 계통 차단 기준 배경 

미국에서 이러한 지침은 10CFR 50.34 (a)(1) 또는 

10CFR 100.11에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 안전과 관

련된 시스템, 구조물 및 기기(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s, SSC)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여 안전성

을 유지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경계 건전성 유지 

•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안전하게 정지된 상

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 방사성 물질 노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한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핵연료가 원자로용기에서 인출되고 난 후 

더 이상 원자로 안전과 관련 기능이 필요가 없는 특정 

SSC를 다시 분류하여 발전소 운영 중에 요구되는 많

은 유지 보수 및 감시 작업을 제거하거나 발전소의 규

제 요구 사항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 계통 

SSC의 감축 과정은 천이 기간중에 분류, 사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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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여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SC 재분류 절차는 기존 프로그램 및 절차, 즉 예를 

들면 품질 보증, 보안, 화재 예방, 비상 사태 관리, 방

사선 방호, 안전성 분석, 예방 유지 보수, 수리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확인한다. 

미국의 경우 10CFR Part 50.59 필요에 따라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차단되어야 할 SSC를 분류하고, 더 이

상 시스템에 대한 감시,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발전소 내 운영검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SSC 재분류의 이점은 영구정지된 원전의 시설 일

부가 Cold and Dark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Cold 및 

Dark 용어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초기에 사용된다. 

기존 전기 시스템에 의한 전원이 차단되고 명확하게 

식별된 ‘임시배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해체 활동을 지

원하는 상태로 시스템은 감압되고 배수되거나 혹은 서

비스중인 것으로 명확히 식별된다,

사업자는 새 전원 시스템과 발전소 기존 시스템과 

구별하기 위해 고유하고 밝은 색상의 배전 시스템인 

‘전원 링’을 통해 임시 전원을 공급한다. Cold 및 Dark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해체 과정을 주도하는 제어실 재배치.

• 공기정화계통(HVAC) 수정 : 보조, 방사성폐기물 

및 연료 취급 건물의 HVAC 시스템을 수정하여 해

당 건물에 환기, 난방 및 냉각을 제공하고 방사성

폐기물 및 연료 취급 건물의 방사능 오염을 제어

• 액체 폐기물 배출 시 유출 경로 변경

• 통신 시스템 수정 : 기존의 공장 전화, 페이징 및 

라디오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전원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

• 스위치 야드 수정

• 화재 위험 분석 및 화재 예방 계획에 대한 개정 : 

시스템 포기 기준에 따라 화재 예방 계획을 수정

하고 기존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서비스에서 제거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필수 구역에 설치할 수 있

다. 또한 기존의 소화전 및 배전 설비를 서비스에

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립

형 화재 진압 시스템으로 특정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

•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

• 산업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다. 원자로 용기에서 핵연료 인출

미국의 경우 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적으

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해체 절차는 해당 규제 기관

에 영구 발전정지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규제기관에 영구적인 운전 중지를 알리고 모든 연료

는 원자로에서 영구히 제거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

업자는 원자로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원자로용기에 연

료를 장입할 권한을 포기한다. 그러나 제어봉 구동 장

치 또는 원자로 내부 부품과 같은 원자로 관련 품목이 

원자로 용기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 발전소 설계 기준 개정

규제기관이 영구정지 요구를 승인하면 발전사업자

는 영구적 종료와 일치하는 설계기준(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FSAR) 및 기술지침서와 같은 설계기준 관련 

규제 문서)의 개정을 준비한다. 

발전소 영구정지 상태, 설계기준 변경 사항 및 운

영 체제의 변경 등이 고려된 DSAR(Defueled Safety 

Analysis Report)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된 후에

야 발전소의 기술 지침 및 계통 상태가 변경될 수 있

다. 수정된 기술 지침은 원전의 안전 기능을 고려하고 

잠재적 가정 사고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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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제거 

• 필요하다면 독립형 사용후핵연료 저장 계통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sland, SFSI) 

건설,

• 필요 시 격납 건물에 설치된 Polar 크레인에 대해 

Single Failure을 고려한 품질 상향 조정

•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연료 저장 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핵연료 건물 기능 검토 

Defueled Safety Analysis Report는 미국 원전 해체

의 기본적 규제 문서로 기존 장비 사용 조건과 관련된 

장비, 구조, 시스템, 운영 제약 및 관행, 사고 분석 및 

해체 조치가 기술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DSAR을 승인하므로 사업자는 발전소

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의 감시, 절차, 기술 사

양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5>는 영구정지된 발전

소에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 분석 결과

를 나열한 것이다.

<표 6>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관

련 사고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가동중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들은 해체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사고 분석 결과로 추가되었다.

<표 5>, <표 6>의 원전 해체 시 사용후핵연료 이송 

혹은 외부 사건의 분석 결과, 현장의 선량은 10 mSv(1 

Re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비상 계획의 필

요성은 Environmental Protecton Agency(EPA) 보

호 행동 지침에 따르면 일반 주민의 소개는 10 mSv(1 

Rem)의 선량 이상일 경우에 시작되는데, <표 5>, <

표 6>에서 분석된 사고의 결과를 보면 현장 외부에 10 

mSv(1 Rem) 이상의 피폭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

부 비상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폐기

된 대부분의 원전은 해체 초기에 비상 계획에 대한 준

비가 불필요하여 많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마. 해체 비용 산정

계획된 원전 가동 종료 시점에서 5년 또는 그 이전

<표 5> Highest Offsite Doses Calculated for Postulated Fuel-Related Accidentsle 

Fuel�Related�Accident�Description�
(PerNUREG0586)

Plant
Site�boundary�
Whole�Body�

Dose�mSv�(Rem)

Cask�drop�into�spent�fuel�pool Haddam�Neck�(PWR) 4.18�(0.418)

Loss�of�spent�fuel�pool�inventory�(loss�of�heat�sink�

or�by�inadvertent�siphoning)
Maine�Yankee�(PWR) 2.3�(0.23)

Shipping�cask�or�heavy�load�drop�into�fuel�element�

storage�well
La�Crosse�(BWR) 1.86�(0.186)

Simultaneous�failure�of�fuel�assemblies Dresden�1�(BWR) 0.16�(0.016)

Spent�fuel�handling�accident Humboldt�Bay�(BWR) 0.13�(0.013)

Fuel-handling�accident Rancho�Seco�(PWR) 0.1�(0.01)

Heavy�load�drop Fort�St.�Vrain�(HTGCR) 0.07�(0.007)

Fuel�assembly�drop Haddam�Neck�(PWR) 0.026�(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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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업자는 10CFR 50.75 (f)(3)에서 요구하는 조사 

결과에 근거한 복구를 포함한 예비 해체 예상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10CFR 50.82 (a)(8)(iii)에 정의된 규정

은 영구정지 원전은 정지 후 2년 이내에 발전소의 비

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정에는 상당한 잔류 방사능

을 제거하고 복구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체비용산정보고서(DCE)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예비 DCE : 이 보고서의 주목적은 규제기관

(NRC)에 폐로 비용의 최근 추정치를 제공하고 폐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영구정지가 계획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예비 DCE 대

신에 PSDAR에 발전소 해체 활동과 관련된 예상 비용

을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다. 

• PSDAR에 기술된 해체 활동 관련 예상 비용은 다

음 4가지 방법으로 산출될 수 있다.

– 규제기관 (NRC)에 보고된 해체기금

– 해체 공기 및 주요 활동에 근거한 해당 원전의 특

정 비용 산정 

– 유사한 해체 활동을 수행한 원전의 해체 실제 비

용에 기초한 산정 

– 일반적인 비용 산정 : PSDAR에서 제공되는 특정 

유형의 원가 산정은 원전의 특정 요소 및 해체 계

획에 따라 선택 

• 해당 원전 DCE : 원전 정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원전의 특정 DCE를 제출해야 한다.

<표 6> Highest Offsite Doses for Postulated Radioactive Material Related Accidents

Radioactive�Material�Related�Accident�Description�

(Per�NUREG�0586)
Plant

Site�boundary�
Whole�Body�

Dose�mSv�(Rem)

Spent�resin�handling�accident�(exothermic�reaction�

during�dewatering)
Haddam�Neck�(PWR) 9.6�(0.96)

Explosion�inside�vapor�containment Yankee�Rowe�(PWR) 4.4�(0.44)

Radioactive�liquid�waste�system�leaks�and�failure Maine�Yankee�(PWR) 2.3�(0.23)

Materials-handling�event Yankee�Rowe�(PWR) 1.6�(0.16)

Fire Fort�St.�Vrain�(HTGCR) 1.2�(0.12)

Fire�in�intermodal�container�of�waste Yankee�Rowe�(PWR) 1�(0.1)

Decontamination�events Yankee�Rowe�(PWR) 0.39�(0.039)

Liquid�radioactive�waste�released�to�lake�through�

cracks�in�building�(earthquake)

Fermi�1�(Sodium�Cooled�

Fast�Breeder)
0.24�(0.024)

Release�of�resins�from�makeup�and�purification�

demineralizer
Three�Mile�Island�(PWR) 0.2�(0.02)

Loss�of�pre-stressed�concrete�reactor�vessel�

shielding�water�(fuel�removed)
Fort�St.�Vrain�(HTGCR) 0.35�(0.035)

Natural�disaster,�tornado Fort�St.�Vrain�(HTGCR) (0.001)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후 천이 기간(Transition Period) 추진 역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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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핵연료 반출 후 수정된 기술지침서

원전의 영구정지 후 잠재적 사고의 주요 변화를 반

영하여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영

구정지 후 안전 조건은 다음 활동에 대한 기술지침서

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핵연료 저장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ISFSI)의 준비

• ISFSI로 이송 핵연료 수송용기를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 이송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해체 활동 준비

원전의 영구정지 후 유지되어야 할 안전 기능과 

DSAR에 기술된 예상 가능한 사고의 분석이 기술지침

서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지침서는 원전의 영구정

지 후 운영에 대한 안전 관련 변수 작동 값의 제한 조

건, 보호 시스템의 자동 작동 한계, 최소 작동 조건, 시

스템 및 구성 요소의 검토, 교정 및 정기 검사에 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어가 포함된다.

영구 종료 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지침을 위해 

NUREG-1625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기준 1 :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건전성을 감시하

고 현상을 주제어실에 통보하기 위해 설치된 계

측 기기

• 기준 2 : 설계기준 사고의 초기 조건이나 방사성 

물질의 차단 방벽에 대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

는 프로세스 변수

• 기준 3 : 설계기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작동

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차단 방벽에 대한 건전성

을 해치는 구조, 시스템 또는 기기

• 기준 4 : 운전 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

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중요한 구조, 시스템 또

는 기기

예를 들면 기술 지침 변경의 영향을 받을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 제거되어야 하는 시스템 

•Reactor Reactivity Control Systems

• Instrumentation – Reactor Protection, Fire 

Protection, Safeguard Activation

•Auxiliary Building Emergency Filter System

•Electric Power Supply Systems

•Special Test Exceptions 

•Gaseous Waste Treatment System

• Spent Fuel Pool Storage and Cooling System 

– Instrumentation 

■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

• Radiation Monitoring Instrumentation

• Meteorological Instrumentation

• Seismic Surveillance System Instrumentation

사. 규제기관 제출 문서

원전의 해체 기간 초기에 아래의 문서가 규제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 품질보증 계획 : 주요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전의 품질보증 계획을 영구정지 및 해제 상태

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품질

보증 계획은 핵연료의 인출 후에는 일반 산업표

준을 적용하고, 규제기관의 규제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운영은 규제지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품질

보증 계획은 해체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도록 훨

씬 간단하고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 비상계획(Emergency Plan) : 미국의 경우 영구정

지 후에도 원전은 동일한 비상계획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의 해체 기간 동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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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인출 후에는 위험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미국의 거의 모든 해체 원전은 영구정지 후 비상

계획(EP) 면제를 신청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승

인을 받는다. 

• 보안(Security) : 사용후핵연료가 부지 내 혹은 

ISFSI의 핵연료 저장고에 남아 있어 보안 요구 사

항이 계속 시행된다, 

아. 형상 관리

첫 번째 목표는 원전의 영구정지 전 가동중 운전 

경험의 수집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Regulatory Guide 4.22에서는 원전의 해체 시 오염 

및 방사성폐기물 생성을 최적화하고, 지하 표면을 포

함한 적절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잔여 방사능 기

록을 유지하고, 해체를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 시설에 대한 요건을 수립되어야 

한다. 

가동중 방사선 사고의 경험이 있었으면 방사선 사고

의 상태 범위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일정 수준의 예

방 조치를 정의하는 문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수행

된다, 해체·계획 수립 시 운전 시 부지 평가(HSA)의 

특성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시설 내부에서 구성 요소를 제거하

는 계획에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링 도면, 장비 기술 설

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를 통해 

구성 요소의 실제 크기와 가중치를 정의하고 현장 제

거, 절단선의 위치, 리깅, 취급, 포장 및 운송을 계획하

기 위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기록은 조사된 

원자로용기 및 냉각재 계통의 방사성폐기물 특성을 알

리기 위해 발전소 가동 시간과 원자로 출력을 포함하

는 발전소 운전 이력이다. 

결언 

 

최근 스페인의 José Cabrera, 독일의 Neckarwestheim, 

Unterwesser, Isar, Philippsburg 원전이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다. 공통적인 교훈은 준비 작업 시 예상보다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특히 공기 정화 계통 및 

예상보다 많은 저준위 폐기물인 슬러지의 처리에 많은 

고려가 필요하였다. 

실제로 해체 작업중에는 압축 공기 및 용수 공급이 

중단되므로 해체 작업이 더욱 복잡하여 추가적인 공기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계통에 잔존하는 슬러

지 등의 양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 이를 제염할 수 있는 

해체 기술 사용 가능 여부,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과, 

2차 폐기물의 저감을 위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제약 조

건이 있을 것이다. 

고리 1호기의 성공적인 제염 해체 작업을 위해서 해

체를 완료한 발전소를 벤치마킹하여 이들의 경험을 공

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천이 상태에서 

준비가 철저해야만 해체 시 공정에 따라 작업이 순조

롭게 진행될 것이며,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천이 상태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해

체에 대한 변경된 설계기준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천이 기간 동안 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 계통,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계통, 공기 정화 계통, 

화재 방호 계통, 환경 방사선 감시 계통, 발전소 감시 

계통에 대해 기존 시스템이 작동치 않으므로 이를 해

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해를 방지하고 해

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 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지에 다중 원전이 가동중이므로 가동중 원전

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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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미국 원전의 비계획된 영구정지 시 천이 상태 각 활동 (참고문헌14)

<부록 표 1> Oyster creek 원전의 제염 해체 1 단계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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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Oyster creek 원전의 제염 해체 2 단계 (참고문헌 1)

<부록 그림 2> 미국 원전의  계획된 영구정지 시 천이 상태 각 활동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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