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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described the overseas status of nuclear power reactors
decommissioning project and prospect. Up to now, only eight(8)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USA have been completed its decommissioning stages over the
world. About 138 nuclear reactors are currently in the decommissioning preparation
and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in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the worldwide
decommissioning business would be rapidly expanded in the nuclear industry and
needs the commercial grade technologies in the near future. As we are well awar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Kori #1 will be shutdown in June 2017 and its
decommissioning will be performed immediately in Korea.
keyword : Nuclear power reactors, , Kori #1, Decommissioning

Ⅰ. 서 론
2016년 3월 현재 599기의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는 운전 중 또는
장기 정지 상태인 442기가 있고, 영구정지 또는 해체된 157기가 포함된다. 30년 이상
노후 원전 약 80%가 G8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
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20~30년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체가 시작될 것
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해체완료된 원전 중 상업용 원전은 미국의 8기이며, 나머지
11기는 실증로와 원형로이다. 이 외 138기는 해체 준비단계에 있거나 해체 진행 중에
있다. 유럽 및 북미의 경우에는 이미 본격적인 해체가 진행 중에 있으며, 러시아, 프랑
스, 일본 등의 경우에는 원전 해체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국가별 해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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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
미국의 경우 33기가 영구정지 되었으며, 그 중 15기는 해체완료되었고, 현재 13기
원전(Vallecitos, San Onofre #1, Humboldt Bay, Humboldt Bay, La Crosse, Zion

1&2,

Dresden #1, Fermi 1, Three Mile Island #2, Millstone #1, India Point #1, Peach
Bottom #1)에서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Fig. 1은 미 Connecticut Yankee 원전의 해체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Connecticut Yankee NPP: (Left)Before decommissioning(June 2003),
(Middle)Under decommissioning(Jan. 2006), (Right)After decommissioning(Sept. 2007)
2.2. 독일
독일에서는 총 19 기의 해체가 진행되어 왔다. 4 기는 해체 완료되어 녹지로 변경되었
으며, 현재 12 기는 현재 해체 중이고, 3 기는 안전저장 상태에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22 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해체 대상 원전
수는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3.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를

포함해서

16기의

원전(BWR

11기)이

영구정지된 상태이다. 이 원전들은 계속운전에 대한 경제성 악화, 안전심사기준 불만족
등으로 정지 상태이다. 1966년 상업운전 후 2001년 해체를 시작한 도카이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전력(운영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방폐물 처리 문제로 2020년
끝내기로 한 해체 목표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2.4. 영국
영국에서 영구정지 원전은 30 기이고 대부분 GCR(Gas Cooled Reactor) 이며, 아직 해체
완료된 원전은 없다. 영국의 해체 전략은 안전저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정지
원전은 방사능 감쇄를 위해 약 80 년에서 125 년까지 저장된다. Berkeley 원전(138MWe,
2 기)은 해체를 개시한 첫 번째 상용설비로서 1989 년에 운전 중단 후 1992 년 사용후핵
연료가 인출 및 터빈홀이 해체되었으며, 2074 년에 해체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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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랑스
프랑스에서 58기 원전이 운전 중에 있으며, 1세대 원전 12기 (GCR 9기, PHWR 1기,
PWR 1기, FBR 1기)가 영구정지 상태이다. 영구정지 원전인 1기의 PWR(Chooz A)과 1
기의 FBR을 포함한 9기의 발전용 원자로가 해체 중이며, 2036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이
다. 또한, 2기의 1세대 GCR은 지연해체 대상이다. Chooz-A은 PWR로서 1991년에 운전
중단되어 1999년에 부분적 해체 승인을 받았으며, 2011부터 1차 계통과 설비의 해체작
업이 진행 중이다.

III. 결론
원자력 선진국들(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 대한 해체사업 추진동향을 분석하였
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업원전 중 해체가 완료된 경우는 미국원전 8기뿐이나,
138기가 해체단계에 있으며 향후 20~30년내 원전해체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별로 원전해체는 즉시 및/또는 지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경우는
즉시해체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운영정지가
되면 사용후핵연료 인출 후 건물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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