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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의 처분개념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20여년 이상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처분기술을 축적해온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의 고준위 방사성 

페기물 처분 개념에 대한 기술 현황과 인허가 관련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기준 및 인허가 요건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자세한 기술적 요건까지 인허가 요건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둘은 가장 상위의 설계 목표인 방사선적 안전성 기 

준만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부시스템 (subsystem)으| 성능 요 

건들은 설계시에는 설계자가 가정한 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의 인허가 규정을 유카마운틴 부지특성에 맞는 

요건g로 개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인허가 및 기술기준둘이 생산뭘 

예정이다. 

각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올 조사한 결과，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 모두 사용후핵연료 회수성 (retrievability)을 개념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처분용기 거치후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수십년간 

의 감시 (caretaker) 기간을 두어， 향후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핵연료의 채이용 가치가 있을 경우률 대비하고 있다. 카나다 개념은 미국의 

개념과 같은 감시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으나， 처분용기의 회수가 가능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스웨덴 개념은 시스템 운영을 두 단계로 구분 

하므로서 사용후핵연료 회수에 대비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총 시설 용량 

의 약 10%(약 800톤)를 먼저 처분하여 일정 기간(약 5년)을 운영적인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 종합 점검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처분시설의 배치에 있어서 캐나다는 지하 시설에 각종 보조시설들 

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의 개념은 보조시설들을 가능한 지상에 배치시키고 

있다. 지하 시설에 각종 보조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비상사고시 지하 

시설내에서 대응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건설비용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나다의 경우 지하 시설에 보조시설을 두는 이유는 

지하시설의 깊이가 1 ，OOOm로서 미국의 경우 약 300m보다 매우 깊기 때문인 



경우로 판단된다. 

핵연료 거치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개념은 수평식 돔굴처분인 반면 카나 

다 및 스웨덴의 기준개념은 수직 처분공 거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개념에서는 수평으로 동굴에 처분하면서도 차폐보강 필요성을 없애 

기 위해서 원격으로 운전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미국의 개념은 카나다와 스웨덴의 개념과는 달리 처분갱도내에는 완충재 

및 뒷채움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하시설의 열적 제한조건올 조사해본 결과 미국의 경우는 핵연료 피복 

관의 온도률 잃O.C 이내로， 그리고 처분동굴표면의 온도를 200.C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카나다의 경우는→ 처분용기 외부표면 및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 

도률 100'C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를 8 
O.C 로 가장 낮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열적 제한조건 때문에 각국의 핵연 

료 처분밀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처분밀도는 미국의 경우 

20.5kgH빼m2， 스웨덴의 경우 7.8kgHM/m2, 그리고 카나다의 경우 47.5kgHM 

1m2로 나타났다. 카나다의 경우는 중수로 핵연료의 단위무게당 붕괴열이 작 

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스웨덴과 미국의 처분밀도 차이늠 열적 제 

한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한 기준 개념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부지특성 

조사 및 추가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반영하여 처분개념이 

재평가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기준 개념들운 단지 참고용이라 할 수 있으 

며， 향후 충분히 변경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이 전무한 우리 실정에서는 외국의 처분시스템 개발과 인 

허가 및 기술적 요건들을 주시하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기준과 

처분개념을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 차 

L 서 론 … ............................... … .................................... … .......... 1 

11. 미 국 ..................................................................................... 3 

1.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및 유카마운틴 프로그램 …… ........ 3 

가.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정책변천사 ““‘ ....... ‘ ••• ““ ...... ‘·““3 

나. 유차마운틴 프로그램 …… .... …… .................. …… ............... …5 

다. CRWMS 및 MGDS 기 능 … ........... … ...... … ........... … ...... … .. 8 

2. 고준위 폐기 물 처분 관련 인 허가 규정 … ............... … .............. 11 

가. 인 허 가 규정 … ........ … ............. …… ......................................... … ........ …… •.•.. 11 

나- 인 허 가 규정 개 정 방향 … .................................................... … ... 15 

다. 주요 설계요건 및 가정사항 … ........................ … ...... …… .... 16 

3. 고 준위 폐 기 물 처 분시 스 댐 개 념 설 채 … .................................... 26 

가. 처 분시 스탬 운영 시 나리 오 … ...... ……… .............................. 26 

나- 지 상시 설 설 계 ............................. … ......... …… ........................ 28 

다. 지 하시 설 설 계 …… ...................... … ........................................ 37 

라- 공 학적 방벽 설 계 ................................... ……… ...... … ......... …52 

마- 개 념 설 계 보 완 ……… ................ … .......... … ............... … .......... …58 

…- 카 나 다 ............................................................................... 63 

1. 고준위패기물 처분 관련 정책 및 처분 프로그램 ....... … .. 63 

m 
ω
 



2. 처 분개 념 정 립 을 위 한 인 허 가 관 련 요 건 … ............. … ......•..• 66 

가. 인 허 가 요건 … ....... …… .......... … ... …… ................... …… ... … ....... 66 

나. 개 념 설 계 를 위 한 주요 설 계 가정 사항 … .......... …… ... … .. 70 

3. 처 분 시 스탬 개 념 설 계 … ....... …… ............................ … ...... … ........ 72 

가. 지 상시 설 … ....... … .... … ....................... …… ................................ 72 

나- 지 하시 설 …… ......... … ................................................. …… ........ 86 

다. 지 하시 설 밀 봉 …'"… ............ … ................... … ......................... 107 

라. 핵 물 질 보 장조 치 …·… .......... …… .............................................. 109 

IV. 스 웨 덴 .............................................................................. … 113 

1. 고준위패기물 처분 관련 정책 및 처분 프로그램 … ...... … .. 113 

2. 처 분개 념 정 립 을 위 한 인 허 가 관 련 요 건 … ...... …… ... … ... … .. 117 

3. 처 분 시 설 개 념 … ....................... …… .. … ............... … ...................... 121 

가. 처 분 용기 … ................... … ............. … ...... … ........................ … ... 121 

나- 지 하처 분 개 념 비 교-분석 … ...... … ....................................... 137 

다- 기 준개 념 지 상시 설 ........................ … ...... … ................... … ..... 208 

라. 기 춘개 념 지 하시 설 ............................................................... 215 

V. 종 합 분 석 … ...... … ............................................................. …221 

W 



1. 처 분 장 안전 성 및 기 술 기 준 … ........................................ … ........ 221 

2. 처 분시 스탬 개 념 … ........ …… ...... …… ............... … ............................ 223 

참고문헌 

부록 1.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 설계요건 … ........... … ... 231 

부록 2.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처분장 설계 요건 … ........................ 243 

부록 3.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셰부 기술적 가정사항 … ............... 257 

V 



표목차 

표 11-1. 방사성핵종 누출에 대한 격납 요건 ...................................... 10 

표 11-2 고준위폐기물 수납시나리오 ..................................................... 14 

표 11-3. MGDS으| 기 능 할당 ................................................................... 18 

표 11-4. 폐기물팩키지 규격자료 ............................................................ 54 

표 11-5. 단계벌 필요한 자료 및 자료 수준 .. ~ ...................... … ............ 59 

표 川-1. 카나다에서의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개발 ......................... 64 

표 川-2. 카나다의 처 분용기 대 안 ......................................................... 83 

표 111-3. room-and-pillar 처분개념의 배열방식 별 대안 비교 ........ 87 
표 111-4. 환기 계 통 성 능 ......................................................................... 106 

표 V-1. 주요국의 안전성 기준 비교 .................................................... 222 

그림목차 

그림 11-1 CRWMS 구조 ........................................................................... 8 

그림 11-2. 유카마운틴 처분장 운영 일정 .......................... … ............... 27 

그림 11-3. 유카마운틴 처분장 배치도 .................................................. 29 

그림 11-4. 북부 운영지역 배치도 .......................................................... 30 

그림 11-5. 펴|기물 추|급 건물 .................................................................. 32 

그림 11-6. 수송 용기 유지 보수 건물 ............................................ …… 34 

그림 11-7. 지하시설 배치도 .................................................................... 40 

그림 11-8. 폐기물 거치 작업 순서 ........................................................ 42 

그림 11-9. 중심위치 커치 방법 .............................................................. 49 

그림 11-10. 비 충심 위 치 커 치 방법 ........................................................ 50 

그림 11-1 1. 독립된 환기 시스템 ............................................................ 51 

그림 11-12. MPC(Multi-Purpose Canister) 개 념 ................................... 55 

그림 川-1.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배치도 .................................... … ...... 73 

그림 川-2.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지상시설 배치도 ..................... … .. ,]4 

W 



그 림 111-3. UFPP 건 물 배 치 도 ............................................................... 75 

그 림 川-4. UFPP 평 면 도 ......................................................................... 76 

그 림 111-5. UFPP의 운영 절 차 ................................................................. 77 

그림 川-6. 도로 수송용 수송용기 ......................................................... 79 

그림 川-7. 철도 수송용 수송용기 ......................................................... 80 

그림 111-8. UFPP의 사용후핵연료 포장셀 ........................................... 82 

그림 111-9. 처분 바스켓 ........................................................................... 84 

그 림 111-10. 처 분 처 분용기 ..................................................................... 85 

그 림 111-1 1. 처 분장 개 념 도 ..................................................................... 89 

그림 111-12. 지하시설의 각종 보조 설비 배치도 ............................... 91 

그 림 111-13. 수직 갱 단면 도 ..................................................................... 92 

그 림 111-14. 지 하 볼트 개 념 도 ............................................................... 94 

그 림 111-15. 처 분룸 단면 도 ..................................................................... 96 

그림 111-16. 패널의 굴착 및 폐기물 거치 순서 ................................. 98 

그림 111-17. 처 분룸의 운영순서 ............................................................. 100 

그림 111-18. 처분공 굴착 및 초기 완충재 설치 ................................. 102 

그림 111-19. 처 분용기 거 치 작업 ........................................................... 103 

그림 111-20. 환기 계통의 공기 흐름 ..................................................... 105 

그림 111-21. 폐기물 거치 작업시 환기 ................................................. 108 

그림 IV-1. 스웨덴의 처분 프로젝트 일정표 ....................................... 116 

그림 IV-2. 환경 영향 평가 대상 ........................................................... 120 

그림 IV-3. Copper-Steel 처분용기 개념도 .......................................... 122 

그림 IV-4. Lead Filled Copper 처 분용기 개 념 도 ......................... …… 124 

그림 IV-5. HIP 처분용기 개념도 .................................................. ‘ ........ 125 

그림 IV-6. Lead Filled Steel 처분용기 개념도 ................................... 126 

그림 IV-7. Hemispherical Copper-Steel 처 분용기 개 념 도 ............... 128 

그림 IV-8. Concrete Filled 티타늄 처분용기 개면도 ........................ 129 

그림 IV-9. 결정질 암층의 깊이에 따른 지하수， Salinity 및 주요 

양이온 분포 처분용기 개면도 ............. . 

W 



그림 IV- lO. KBS-3 (a) 및 MLH(b) 처 분 캐 념 도 ................................ 138 

그림 IV-1 1. 수평처분공 또는 수평터널 처분방식에서의 완충재 및 

처 분용기 거 치 작업 개 념 도 ............................................... 140 

그림 IV-12. VLH 처 분 개 념 도 ............................................................... 142 

그림 IV-13. VDH 처분 개념도 ............................................................... 144 

그림 IV-14. 수직처분공 커치개념 용기 (a) 및 수평 처분거치 용기 (b) 으| 

손상가능 부위 ...................................................................... 163 

그림 IV-15. KBS-3 처분캐념 Near-field의 방사능 물질 이동 

가능 경 로 .............................................................................. 172 

그림 IV-16. MHL 처분개념 Near-field에서의 방사능물질 

이 동가능 경 로 ...................................................................... 175 

그림 IV-17. VLH 처분개념 (a) 및 Near-field에서의 방사능물질 

이 동가능 경 로 .................................................................... 176 

그림 IV-18.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체제 ................................. 182 

그림 IV-19. 비용평가를 위한 KBS-3 처분개념 배치도 ................... 201 

그림 IV-20. 비용평가를 위한 MLH 처분개념 배치도 ................. …… 202 

그림 IV-21. 비용평가를 위한 VLH 처분개념 배치도 ....................... 203 

그림 IV-22. 지상 시설 조감도 ............................................................... 209 

그림 IV-23. 밀포장 시설 조감조(지하는 CLAB 시설임) ................... 210 

그림 IV-24. 밀포장 시설 배치도 ........................................................... 212 

그 림 IV-25. 핵 연 료 취 급조 ..................................................................... 213 

그림 IV-26. 핵연료 포장 핫셀 ............................................................... 214 

그림 IV-27. 코어 및 원자로 재료 취급셀 ........................................... 216 

그림 IV-28. 처분룸에서의 처분공과 완충재 ....................................... 217 

그림 IV-29. 캐니스터 및 완충재 커치 순서 ....................................... 218 

VIII 



L 서 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폐기물)이란 높은 방사능을 지닌 방사성 

폐기물로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을 때의 폐용액 또는 사용후핵연료 그 

자체를 말한다. 고준위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쳐서 방사능을 지니는 소위 장수 

명의 방사성 핵종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핵종에서 나오는 붕괴열 때 

문에 특벌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니는 장기적 방사성독성 (radiotoxicity)과 붕괴열 

의 방출은 심지총처분장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파라메터이며， 

이러한 요소들과 심치총처분 환경과의 장기적 양립성을 분석.예측할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심지층처분장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듬극복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이 수십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97년도 

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처의 

중장기 과제로 수행중이며， 1 단계가 종료되는 2003년 3월까지 우리나라 환경 

에 맞는 기준처분개념 (reference disposal concept) 설정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기준 처분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밀봉포장 개념， 처분용기 사 

양， 지하처분시설의 형태， 처분공의 형상， 인공방벽의 구성요소 등과 같은 부 

시스템들에 대한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인 안전성과 연계되어 세워 

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성 부시스템의 성능 요건， 그리고 방사성 방호기 

준 등과 같은 운영중/펴|쇄후 안전 요건 등이 반영된 지상 및 지하시설에 대 

한 개략적인 예비개념설계도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처분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70년대부터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여년 이상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처분기술을 축적해온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의 처분 개념과 관 

련 인허가 기준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국의 

처분개념과 인허가 기준의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처분개념 도출 

시 대안분석의 대상， 요건 및 방법 등을 고찰하여 우리의 기준 처분개념을 

도출하는데 잡고하고자 하였다. 기타 국가， 즉 벨기에， 일본， 독일 등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준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으나 미국， 카나다 및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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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만큼 구체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처분장 모암(결정질암 또는 화강암류)과 성질이 다른 암염 또는 점토층 등을 

처분매질로 고려하고 있어 위 3개국의 현황만을 우선적으로 조사.분석하였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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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 국 

1.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정책 및 유카마운틴 프로그램 

가-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관련 정책 변천사 

1945년 세계 최초로 핵무기 생산에 성공한 미국은 1954년에 원자력 에너 

지의 평화적인 사용과 이의 부산물인 고준위폐기물의 관리책임이 연방정부 

에 있음을 알리는 원자력에너지법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 

리정책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 

1956년 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는 고준위폐 

기물의 처분은 심지층처분이 적당하며， 심지층처분을 위하여 암염층을 포함 

하여 여러 지질암층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원자력위원회 (AEC)는 미시간주와 오하이주의 근처에 있는 Salina Basin의 

암염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지방 정부의 반대로 조사가 중단되 

는 사태카 발생하였다. 그후 1970년대초 원자력위원회는 캔사스주 Lyons 암 

염층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제시하였으나， 캔사스주의 지질학자들에 

의해 그 지방에 과거 석유 및 가스탐사를 위한 많은 굴착공들이 있음이 밝 

혀지면서 계획이 취소되었다. 

1980년어I DOE(Department of Energy)는 여 러 처 분 대 안에 대 한 광범 위 한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통하여 심지층처분의 우수 

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82년 미 의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 즉 

NWPA(Nuclear Waste Policy Act)[ll을 통과시키므로서 본격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NWPA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관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점을 위하여 후보부지를 소유하는 주정부， 연 

방정부 및 일반주민의 관계를 제시 

-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권 부여 

- 최종부지 선점에 대한 주정부의 거부권 부여 

·전력생산자의 비용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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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연방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수납 

·중간저장 및 처분시설에 대한 인허가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 한 환경 보호기 준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마련 

-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의 한 인 허 가 

NWPA를 기초로 하여 DOE는 1983년에 잠재적으로 6개주에 9개의 후보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이중 7개가 암염층이며 2개가 화성암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4년에 제시된 DOE으| 최종 부지 선정 기준에 의해서 1986년에 9개 

의 후보부지를 5개로 압축하고， 이어 3개 부지로 압축하였다. 이때 3개 후보 

부지로는 네바다(Nevada) ， 텍사스(Texas)， 및 워싱턴(Washington) 주가 포함되 

었다. 한편 1985년에는 핵무기 제조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도 상업용 원전에 

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과 함께 처분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 DOE는 주정부 및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후보부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에 테네시(Tennessee)주에 중간저장시설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건 설 의 필 요성 을 제 안하였 다. 1987년 에 는 부 

지특성조사의 지연과 비용이 과다로 인하여(당시 부지당 10억불로 추정) 미 

행정부는 부지확보조사의 연기를 포함한 폐기물관리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하 

였고. 1987년말 미의회는 새로운 폐기물관리 정책인 NWPAA(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2]을 통과시켰다. NWPM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지선별작업을 당분간 중지하고 유카마운틴 (Yucca Mountain)부지에 대해 

서만 부지특성조사를 실시 

·화강암층에 대한 연구 중지 

·테네시주에 대한 MRS.z:!설계획을 취소하고. MRS를 처분장 부지특성조사 

와 연계하여 건설 

-MRS 및 처분부지 확보를 위하여 협상기구(Office of the Nuclear Waste 

Negotiator)를 설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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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으| 부지특성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조직으로서 기술검토기구 

(Nuclear Waste T echnical Review Board)를 설 립 

·후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네바다주에 대하여 경제적 혜돼을 제공하며， 네 

바다주는 유카마운틴지역에 처분시설 건설을 반대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됨 

1987년으I NWPAA으| 발표로 본격적인 유카마운틴 프로그램이 착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2년 DOE 장관은 1998년부터 MRS에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받기 위한 전력사업자(Utilities)들과의 계 

약의 무를 실 행 하기 위 하여 협 상단(Nuclear Waste Negotiator)의 노력 이 실 패 

로 돌아갔음을 공포함과 아울러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전소내에 저장중이던 사용후핵연료를 1998년부터 MRS시설로의 이송.저장 

을 기대하고 있던 전력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액에 대한 정부계획의 실패 

를 문제삼아 현재 법적 소송들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문제가 현재 폐기물관 

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유카마운틴 프로그램 

현재 1987년으I NWPAA어| 근커하여 진행되고 있는 유카마운틴 프로그램 

의 주관 키관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담당하는 DOE로서， 산하에 방사성폐 

기 물관리 국(Office of Civilian Radiation Waste Management, OCRWM)을 두어 

총괄하고 있다. 실제적인 프로젝트 관리는 운영관리 (O&M) 계약을 맺은 TRW 

사(TRW Environmental Safety Systems I ncJ가 하고 있으며， 부지 특성 조사를 

위하여 25개 기관이 TRW사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정책결정 및 인허가 관련 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기술검토기구 

(Nuclear Waste Technical Review Board), NRC, EPA, 국립과학아카데미， 네바 

다주 폐 기 물사업 국(State of Nevada’s Nuclear Waste Project Office), 지 역 폐 기 

물처 분 사무국(Nye Country Nuclear Waste Repository Office) 등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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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마운틴 프로그램에 소요된 예산은 1994년에 $잃OM， 1995년 $522M, 

1996년 $315M, 그리고 1997년에는 $400M이다. 1998년에는 $380MOI 예정되 

어 있으며 부지특성 연구에 $325M, 폐기물 수납.저장 및 수송에 $10M, 프로 

그램 관리에 $45Mol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010년에 처분장 운영 목표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일 

정은 다음과 같다. 

-1997 : 터널 및 시험장 공사 완료， 광범위한 열시험 (thermal testing) 시작 

-1998 : 예비 타당성평가(viability assessment) 완료 

-2α)(): 최종 환경영향 평가 

-2001 부지 타당성 여부 최종 발표 

-2002 : NRC어| 인허가 서류 제출 및 건설 

- 2010 : 처분장 운영 시작 

현재 관심의 대상은 1998년까지 수행하게 될 예비 타당성 평가이다. 이는 

2001 년까지 수행하게될 최종 부지타당성 평가의 중간 단계로서， 처분장 및 

포장용기 핵심기술에 대한 예비 설계 개념을 도출하고， 1998년 9월까지 가용 

한 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TSPA(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를 

수행하고， 도출된 설계 개념에 입각한 처분시설의 건설/운영비용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처분장 인허가의 근간은 1982년의 NWPA, 1987년의 NWPM, 그리고 1992 

년 에 개 정 된 원 자력 정 책 법 (Energy POlicy Act, Section 80 1 of the Act) 0 I 다. 

1992년의 개정된 원자력정책법은 현재의 처분장 인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가 

능한 유연성을 두어야 하며， 너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입장과 기존으I NRC 및 EPA 인허가 규정이 너무 엄격 

하여 YMP 프로그램의 지연 및 비용증가률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한 DOE으| 

제의를 반영하여 상원의 에너지/지하자원 위원회 (Senat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에서 검토한 후 처분시설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에 

너지정책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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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로 하여금 유카마운틴 부지에 대한 부지특성을 반영한 환경규제기준 

(site-specific environmental regulations)을 정 립 하도록 지 시 

• 새로운 환경기준은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권고한 "reasonable" safety 

standards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 

-NRC로 하여금 새로이 마련될 EPA의 환경규제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 

적인 인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처분장 인허가 기준(reposit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새로 정립할 것을 지시함 

1993년부터 DOE는 유카마운틴부지에 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y) 건 

설을 시작하여 (1997년 완료)， 현재 광범위한 부지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4년에는 유카마운틴 부지특성조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접근방안 

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지에 고준위폐기물은 2010년부터 수납 시작함 

-1998년부터 전력회사들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받기 위해서 수송， 저장 및 

처 분에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용기 인 MPC(Multi-Purpose 

Containers)7 ~ 필 요 함 

• 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새로운 일정계획 제시 (2001 년에 NRC에 인허가 신 

청， 총 소요비용 60억불) 

• 다른 후보부지에 대한 부지특성조사는 최초의 처분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커치후 장기적인 안전성 및 성능이 확인되는 100년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 

그러나， 1995년 미 의회는 DOE에서 제시한 처분프로그램의 예산요구액을 

약 반으로 삭감시킴으로서 DOE는 기존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기에 이르렀 

다. 따라서 중간저장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던 MPC 개발을 줌지하였고， 1998 
년까지 "viability assessment"를 실시하여 부지카 처분장으로서 적당한지를 

예비 종합평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만일 이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부지타 

당성 평가(site suitability)는 2001 년에 마무리될 것이며， 2002년에 건설 인허가 

를 제출하여 2010년에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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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WMS 및 MGDS 기 능 

유카마운틴 프로젝트가 많은 기관이 잠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 

에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CRWMS(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으| 기능별 분류 및 요건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DOE의 CRWMS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개인 

혹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중간저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CRWMS는 그림 11-1 에 

나타남 바와 같이 기능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인 

MGDS(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에 는 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ies)에서 수행되는 부지특성조사 연구 및 실험실 규모에서의 실험을 포 

함하는 부지분야(site segment)와 처분장분야(repository segment), 그리고 인공 

방벽시스템분야(erìgineered barrier system segment)로 세분되고 있다. 

Waste Acceptance Transportation MRSSystem 
MGDS Element 

System Element System Element Element 

.contractlagreemenl ·σansportation cask • MRS subelemenl • Sile segmenl 

managemenl m뻐agemenl .on-site tansfer syslems • engineered barrier segmenl 
.waste fund • carnage ser、~ces support πeposllolγ segmenl 

managemenl .ser찌ce/mainlenance 

.support support 
.plaru피1& and control 

그림 11-1 CRWMS 구조 

CRWMS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분야(segment)에서 수행해야 

될 기능들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MGDS는 다음과 같이 6개의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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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고 있다. 

·부지 특성 조사 

-MGDS 건설 

-MGDS 운영 

·시스템 성능평가 

-MGDS 펴|쇄 

-MGDS 펴|쇄후 격납 및 관리 

표 11-1 에는 상기한 기능들에 대한 세부기능들과 그 세부기능들이 각 분 

야(segment)어| 적 용되 야 하는 항목들을 나타낸 결 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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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MGDS의 분야별 기 능 

기능 부지부문 처분장부문 인공방벽부분 

부지 특생 조샤 X 

지상조사 X 

지하 조사 X 

테이터 평가 X 

ESF 폐쇄 X 

MGDS 건셜 X 

MGDS 운영 X X 

MGDS 운영 지원 X 

폐기물 취급 X 

지하시셜 진업계통 X 

폐기물 이송/저장 X 

시스햄 생능 명가 X X 

MGDS 메쐐 X 

지하시설 진업계통 폐쇄 X 

지상시셜 해체 X 

감시 방벽 CInstitutiona1 Barriers) X 

부지 복구CReclaim Site) X 

폐기물 격려 X X 

폐기물 처분 X 

방사능핵종 이동 제한 X 

방사능핵종 누출 제한 X X 

성능모니터링(필요시) X X 

m 



2.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인허가 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1992년에 개정된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새로운 인 

허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므로 현재까지 제시된 고준위폐 

기물 처분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카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먼저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인허가 규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허가 큐정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인허가 기준은 EPA와 NRC가 담당하고 있다. 

EPA는 가장 중요한 인허가 기준인 방사선적 환경영향 기준을 제시하고， 

NRC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인 기술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역 

할분담을 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기관에서 제시한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중요 인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0CFR20 :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준떠] 

.1OCFR50 : 원자력발전소 및 재처리시설에서의 품질보증 기준， Appendix B 

(NRC)[4] 

.lOCFR60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5] 

.10CFR71 방사성 물질 의 포장 및 수송 [6] 

.10CFR72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에 관한 인허가 

요건 [7] 

.lOCFR960 :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에 관한 일반 지침 [8] 

.lOCFR961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표준 계약 

[9] 

.40CFR191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초우라늄 원소 처분에 대 

한 환경측면에서의 방사선 방호 기준[10] 

.49CFR171-179 (DOT): 독성을 갖는 물질에 대한 규제 지침 [1 1] 

n 



.40CFR197 : 유카마운틴에 대한 환경 방사선 방호 기준 (현재 개발중) 

이중에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만 적용되며， 카장 구체적으로 설계 및 

인허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EPA에서 1985년과 1993년에 수정하여 

발표한 40CFR191 과 NRC으I 10CFR60을 들 수 있다. 40CFR191 에서는 방사선 

적 환경영향 관점에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0CFR60에서는 처분용 

기 성능， 인공방벽 성능， 지하수 이동시간 등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포 

함하고 있다. 그 세부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40CFR191 (1985년) 

- 일 반 주민 피폭 선량 < 25 mrem/yr over 1000 yr 

- 식수 오염 < 4 mrem/yr 

- 방사성핵종 격납 요건 

10，αB 년 동안 환경으로 누출되는 누적 방사선량이 표 11-1 에 제시된 수 

치를 초과할 확률이 0.1 보다 작아야하고， 제시된 수치으I 10배를 초과할 

확률이 0.0이 보다 작아야 함 

• 40CFR191 (1993년) 

- 일 반 주민 피폭 선량 : < 15 mrem/yr over 1α)() yr 

- 식 수 오 염 : safe drinking water act를 만족시 켜 야 함 

- 방사성핵종 격납 요건 

10，αB 년 동안 환경으로 누출되는 누적 방사선량이 표 11-2에 제시된 수 

치를 초과할 확률이 0.1 보다 작아야하고， 제시된 수치으I 10배를 초과할 

확률이 0.0이 보다 작아야 함 

• 10CFR60 

- 처분용기 성능 : 300 - 1α)() 년 

- 인공방벽 성능 

인공방벽을 통한 방사성핵종 누출율이 처분장 폐쇄후 1000년 되는 시점 

에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의 양(inventory)의 1/105 보다 작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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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이동 시간 

accessible environment까지 지하수의 가장 빠른 이동 경로를 통한 이동 

시간이 1000년을 초과해야 함 

- 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50년후 고준위폐기물의 호|수(retriability)가 가 

능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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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방사성핵종 누출에 대한 격납 요건 

(처분 후 10，000년간 누적 누출량) 

방사성 핵종 
1 ，α)() MTHM 당 
누출량(curies) 

Americium-241 or -243 100 
Carbon-14 100 
Cesium-135 or -137 1 ，αm 

lodine-129 100 
Neptunium-237 100 
Plutonium-238, -239, -240, or -242 100 
Radium-226 100 
Strontium-90 1 ，αm 

Technetium-99 10αm 

Thorium-230 or -232 10 
Tin-126 1 ，αm 

Uranium-233, -234, -235, -236, or -238 100 
Any other a -emitting radionuclide with a hal f-li fe 100 
greater than 20 years 
Any other radionuclide with a half-li fe greater than 20 years 1 ，αm 

that does not emit alpha particles 

• 연 소 도 : 25,000 - 40，α)() MWd/MTHM 

• 반감기 가 20년 -100년 인 gamma 혹은 beta 방출 핵 종에 대 해 각 100，α)()，αm 

cunes 

• 반감기가 100년보다 큰 gamma 혹은 beta 방출 핵종에 대해 각 1 ，α)()，α)() curies 

혹은 반감기가 20년보다 큰 alpha 방출 핵종 

• 반감기가 20년보다 큰 alpha 방출 초우라늄 핵종 1 ，α)()，OOO curies을 포함하는 

초우라늄 폐기물의 양 

• 만일 HLW 50，α)()톤과 alpha 방출 초우라늄 핵종 5，α)()，α)() curies을 포함하는 

특벌한 처분 시스템일 경우에-.50.000 MTlLM + 5.000.000 απ‘esTR~ =55 
1. 000 MTHM ' 1. 000.000 απ:esTRU 

• 연소도가 25，α)() MWd/MTHM 보다 작거나 40,000 MWd/MTHM 보다 클 경우， 

30，αm을 실제 연소도로 나눈 수치를 곱해훈다. 그리고 평균연소도가 5,000 

MWd/MTHM 이하， 혹은 10,000 MWd/MTHM 이상일 경우에 연소도는 각각 5,000 
MWψMTHM， 1 ，α)()，α)() MWd/MTHM으로 가정한다. 

Qa Qb Q 
• 핵종 A，B，C가 있을 경우에 ;ra + ;: + ;/ s 1 

RLa RLb RL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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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 규정 개정방향(40CFR197) 

현재 진행중인 인허가 수정 작업은 1992년 발표된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lO/I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너지정책법에 의하면， “EPA는 국 

립과학아카데미의 권고를 기본으로 유카마운틴에 건설될 처분장에 적용할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하며， NRC는 이를 반영한 관련 세부 기술기준 

을 포함한 인허카 기준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향후 개정될 인허가 규정 방향을 카늠해보기 위하여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기술 검토 보고서 (Technical Bases for Yucca Mountain 

Standards)[ 12]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규제 형 태 (form of standard) 

치명적인 암발생 위험도(risk)에 대한 일반주민의 년간 제한치를 사용할 것 

을 권고 

-그 이유로는， 기존의 선량-위험도 관계함수(dose-response relationship)7 ~ 

변 경 되 더 라도 리 스크에 입 각한 기 준(risk-based standard)을 개 정 할 필 요가 

없게되고， 

-다른 원자력 관련시설， 즉 원자력발전소， 재처리 시설 등에서의 리스크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함 

·안전성 평카 대상 기간 

기존의 40CFR191에는 페쇄후 안전성 평가 기간이 10，000년으로 되어 있었 

으나， 최대 리스크를 보이는 시점이 10，000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반영해야 함 

·인간 침입 

폐쇄후 처분장에 인간의 고의 혹은 부주위로 침입할 확률을 예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종합안전성분 

석에서 이를 제외하여 평가해야 함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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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선량평가에 있어서 결정그룹(critical group) 사용 

개인 선량평가에 있어서 결정그룹 사용을 권고하고， 결정그룹을 정의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 즉 확률론적 방법과 subsistence farmer 사용방법을 제 

시하고 있음. 현재 어느 방법이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개인에 대한 방사선 방호 기준 

위험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로 보고 있으며， 그 연간 위험도를 1O-6~ 10-5 부터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 

다고 제시 

·지하수 보호 요건 

40CFR191에는 개인선량 제한과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safe drinking 

water act어| 제시된 지하수 보호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NAS는 이처럼 

지하수 기준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보다 개인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통합 

하여 규제하여야 함을 제시 

1995년 8월에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기술 검토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여러 

번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현재는 이를 반영한 수정작업이 EPA 및 NRC에 

의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EPA의 유카마운틴에 

적용할 환경 기준은 40CFR197로 공포될 예정으로 있다. 

다- 주요 설계 요건 및 가정 사항 

여 기 서 는 1995년 에 발간된 。CRWM으| 보고서 (CRWM1S M&O 1995b)에 나 

온 주요 설계 요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EPA 및 NRC의 안전성 

기준들을 반영하여 DOE에서 처분장 개념설계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 

술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설계 편의를 위한 많은 가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 

어 설계요건이라기 보다는 가정사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인공방벽 및 처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요건은 부록 1~3어| 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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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설계요건 

EPA 및 NRC으| 안전성기준이 반영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주요 설계 

기준(인허가 차원에서 준수해야될 안전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핵종 누출율 

방사성핵종의 연간 누출율은 처분후 1αm년 시점에서 평가된 방사성핵종 

총량의 1/105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0 CFR60.113(a)(1)(jj)(B)1. 

·핵임계 

최소한 예기치 않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사건하에서도 핵임계사 

고는 일 어 나지 말아야 한다.[ 1 OCFR60.113(a)(i j)(A)]. 

·방사선 준위/유출 

처분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방사선 제한구역으로의 방사선 누출율은 

IOCFR20의 방사선 방호 규정이 준수 되야 한다 [10CFR60.131 (a)l. 

·처분장 최대 저장용량 

처분장의 용량은 두 번째 처분장이 운영될 때까지 70，α)() 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시설의 일반 기준 

지하시설의 기하학적 구조， 방향， 처분장 갚이 등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의 

일부분인 인공방벽의 설계는 방사성핵종을 효과적으로 격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1 OCFR60.133(a)]. 

·열 부하 

지하시설은 열 및 열.기계적 반응으로 암반 주위 지총 및 지하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CFR60.133(j)l. 

·격 납 

처분용기내에서의 고준위테기물 격납은 처분장 폐쇄후 300년에서부터 

1 ，αE년 동안은 유지되어야 한다 [10CFR60.113(a)(jj)(A)]. 

·폐기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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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및 인공방벽 시스템은 향후 폐기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lOCFR60.11 1(b)(1)] 

·대안분석을 위한 일반설계기준 

인공방벽 및 자연방벽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방사성핵종의 누출관점에 

서 다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설계 특징들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CFR 6O.21(c)(1)(ii)(D)]. 

2) 설계 가정 사항 

개념설계를 위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준위페기물 수납 시나리오 

처분장 설계를 위하여 시설에서 연간 수납되는 시나리오는 11-3와 같다. 

표 11-3 고준위폐기물 수납시나리오 

(단위:톤) 

년도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폐기물 

2010 300 O 
2011 600 O 
2012 1,200 O 

2013 2,000 O 
2014 3αm O 

2015-2031 3.000 400 

2032 3.000 200 

20잃 1 ，앉)Q O 
겨| 63αm 7，αm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나리오 

-처분 용량 : 70，α)Q MTU 

• 상업용 사용후핵연료 63，α)Q MTU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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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사용후핵 연 료 : 2,333 MTU 

• 군사용 시설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 : 4,027 MTU (equivalent) 

• 상업용 시설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 : 없o MTU (equivalent) 

·폐기물 형태 및 수납율 

연간 최대 사용후핵연료 수송 횟수는 않8회로서， 다목적 캐니스터， 포장되 

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고준위폐기물 캐나스터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수송의 대부분은 다목적 캐니스터 (MPC)가 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밀집 

사용후핵연료 밀봉.포장시 연료봉 밀집은 고려하지 않는다. 

- Burnup Credit 

핵임계 평가시 핵연료의 연소도를 고려해야 된다. 

·기차 수송 

폐기물은 기차로 수송된다. 

·거치 방법 

폐기물 거치 방법은 수평갱도 처분방식(jn-drift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치 

작업시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로보트 혹은 원격조절 구동장치를 이 

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폐기물 회수성 

폐기물 거치가 시작된 후 최소 100년까지 폐기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안전성 및 자원으로서의 가치 때문임) 

·열부하 범위 

지상， 지하시설 및 포장용기의 설계는 기준열부하(80-100 MTU/acre)에 따 

라 이루어 져야 한다. (기준열부하는 83 MTU/acre) 

-2 차 폐기물 처분 

처분장에서 발생된 2차 폐기물(저준위폐기물)은 처분을 위해 정부가 승인 

하는 지역으로 수송될 것이며， 수송전 저장을 위한 임시 저장공간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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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처분용기 수명 

평균 처분용기 수명은 1 ，000년으로 한다. 

·처분용기 성능 

1 ，αm년 경과후 처분용기의 파손율은 1%보다 작아야 한다. 

·처분동굴에서 완총재 사용여부 

처분동굴에서 완충재 및 뒷채움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향후 이것에 관한 

타당성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 

·중간저장과의 연계 

처분장은 네바다주 이외의 지역에 있는 중간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될 

것이다， 

·작업자 피폭 

지상시설에서 작업자 방사선 피폭은 ALARA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 

폭선량 제한치는 년간 닷)()mrem 이다. 

• 방사성 폐 기 물 취 급시 설 (Waste Treatment Building) 

고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취급시설은 

처분장과 연계하여 건설되며， 향후 처리/저장/처분을 위해 외부로 수송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제염 장비 및 제염 공간 

제염을 위한 장비 및 공간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건물에 확보되어야 

한다. 

·독성 폐기물 처분 

기본적으로 비방사성 독성 폐기물은 발생지점에서 90일까지 저장할 수 있 

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하시설에서 발생하는 독성폐기물은 방사선 

제한구역 밖의 저장공간에 임시 저장된 후 주기적으로 외부로 수송된다. 

·지하시설에서 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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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에서는 많은 양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혹은 혼합폐기물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HLW 발생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초우라늄 원소 및 HLW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만일 어떤 지점에서 그러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발생지점에서 

포장한 후 처리시설을 거처 지하시설에 처분된다. 

·성능 확인중 발생 폐기물 

성능 확인 작업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매우 작아서 방사성폐기 

물 처리시설 설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송용기 유지/보수 

수송용기 유지/보수 시설은 독립적인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과 연계되 

어 건설한다. 

·수송용기 보관소 

수송용기 보관소의 용량은 최 대 12 truck casks 및 72 rail casks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동굴 굴토 

처분 동굴 굴토는 기본적으로 기계적 방식인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적 방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 

해서는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대 굴착율 

처분동굴에 대한 최대 굴착율은 30%로 한다. 

• 최대 램프(Ramp) 경사 

레일 수송을 위해서 램프의 최대 경사도는 3%01내이어야 한다. 또한 처분 

동굴에서의 경사도는 배수를 위해서 0.25 - 0.75% 범위에 있어야 한다. 

·지하 처분장내 물질 이송 장비 

지하 처분장내에서 물질 이송은 레일을 이용하고， 굴토된 암석은 콘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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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를 이용한다. 

·지하 처분장의 순환 공기 

지하 처분장의 순환 공기는 표준밀도 1.2 kg/m3, 열전달계수 0.02564 

W/mK, 열 용 량 1.2082 kJ/m3K으로 가정 한다. 

·지하 처분장내의 최대 순환 공기 속도 

지하 처분장의 최대 허용 공기의 속도는 램프에서 7.6 m/s, 환기수직갱에 

서 20.3 m/s, 사람출입용 수직갱에서 11.7 m/s, 건설중인 처분돕굴에서 3.0 

m/s으로 한다. 

·지하 처분장내의 최소 순환 공기 속도 

지하 처분장의 최소 허용 공기의 속도는 굴토 작업시 및 유지 보수시 램 

프에서 각각 0.51 m/s, 0.31 m/s, 수직갱에서 각각 0.51 m/s, 0.31 m/s, 처분 

동굴에서 각각 0.51 m/s, 0.31 m/s이다. 

·지하처분장에서의 최대 공기 온도(처분갱도r 

처분갱도에서의 최대 허용 공기 온도는 건설 공사중 27 oC (e什ective) ， 캐 

니스터 거치 작업 및 뒷채움(backfilling) 작업시 5Q
OC, 처분후 감시 

(Caretaker) 중에는 제한이 없으며(이때는 암반 온도에 의해서 좌우됨)， 그 

리고 회수기간 중에는 5Q
OC 로 한다. 

• 접근톨로(Access Mains)Ol I 서의 공기 온도 

접근통로에서의 최대 허용공기 온도는 건설， 운영， 회수， 감시 등 모든 단 

계 에 서 2TC(e什ective)로 한다. 

·지하시설에서 공기의 질 

사람이 출입하는 지하공간에서 공기는 건설， 운영， 회수， 감시 등 모든 단 

계에서 。2 능 19.5%01 고 공기냉각 power 는260 W/m2 이어야 한다. 

• 
환기를 위한 K Factor 

환기 수직갱에서 0.003 kg/m3, Man-and-material 수직갱에서 0.0176 kg/m3 

이며， 처분동굴에서 폐기물 펙키지가 없을 때 0.013 kg/m3, 폐기물 팩키지 

가 있 을 때 0.0158 kg/m3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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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쇄전 최대허용 암반 표면 온도 

폐쇄전 최대허용 암반표면온도는 환기계통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직갱에서 35 0

C, 램프에서 50 0

C, 메인동굴에서 50 0

C, 처분동굴에서 200 0C 

로 한다. 

·지표면 상승제한 

열에 의한 지표면 상승은 연간 0.5 cm 이내로 한다. 

3) 폐기물 팩키지 (Waste Package) 설계를 위한 주요 가정 

인공방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팩키지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폐기물 팩키지 외부 규격 

- 지 름 1 ，802 mm for 21 PWR canistered fuel package (MPC) 

1,629 mm for 21 PWR UCF(Uncanistered Fuel) waste package tube 

type. 

- 길 01: 5,682 mm for 21 PWR canlstered fuel package (MPC); 

5,335 mm for 21 PWR UCF waste package tube type. 

·폐기물 팩키지 무게 

- 65,900 kg for the 21 PWR canistered fuel package (MPC) 

내 부 떼ler material를 첨 가할 경 우 최 대 20,327 kg 이 추가된 다. 

• 폐 기 물 팩 키 지 Drop Tolerance 

폐기물 팩키지는 펑펑한 표면위 2m 높이에서 낙하시 건전성이 유지된다. 

·처분용기 부하 

정상적인 취급 및 수송중 25 kN static loads시 건정성이 유지된다. 

·처분용기 무게 

빈 처분용기 무게는 32，α)() kg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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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up Credit 

임계계산시 연소도를 고려한 분석이 수행된다. 

·폐기물 처분용기 수명 

평균수명은 1 ，α)()년이며， 처음 1 ，α)()년이 지남후 파손되는 율은 1% 보다 작 

아야 한다. 

·임계사고 통제 기간 

핵임계에 대한 통제기간은 IOCFR60 및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권고에 따라 

1 ，α)()，α)() 년까지 조사한다. 

·처분용기 재질 

-내 부 - UNS N08825 

-외 부(SNF package) - UNS GI0200. 

외부(HLW packages)- UNS C71500. 

·사용후핵연료 무게 

가장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였는데， 

- 887kg for PWR assembly 

- 332 kg for BWR assembly} 

·공학적 방벽의 신뢰도 

처분장 폐쇄전 폐기물 팩키지 각각의 파손율은 연간 10-6보다 작아야 한 

다. 

·암반에 의한 폐기물 팩키지의 부하 

일 정 한 외 부 압력 0.5 MPa, 그리 고 동적 부하(dynamic load)가 50 kN이 작 

용한다.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제한 : 르 350.C 

• HLW Glass의 온도 제 한 : 르 5OO .C. 

·펴|기물 팩키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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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 1,000 년 

-핵임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기계적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온도 제한치를 만족해야 한다. 

-방사선량 제한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처음 1 ，000년 후 격납 기능 손상율이 1%보다 작아야 한다 . 

• Near-field 환경 

-Water flux 기 본적 으로 。{느: 
I:IA고二 것으로 간주하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0.1 

mm/yr까지 허용 가능하다. 

-pH : 2 - 12 (평균 7.4) 

-상대 습도 10% (max. dryout) to 98%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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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 처분시스템 3. 고준위폐기물 

위한 대안 

분석과 이를 통한 개념설계를 수정하여 왔으며， 1996년 3월에 

[14](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Advanced Conceptual Design Report, US 

DOE, 1잃6)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MGDS 보고서에 기술된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기술하고자 한다. 

설정을 

MGDS 보고서 

처분개념 합리적 걸쳐 번에 여러 지금까지의 DOE는 

시나리오 

처분시스템 운영 시나리오는 건설단계， 개발(developementl 단계， 지하처 

분장내 폐기물 거치 (emplacement) 단계， 감시 (caretaker) ， 회수 및 폐쇄후 감 

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nI 
;r a 가. 처분시스탬 

·건설단계: 모든 지상시설 및 지하 굴토 작업은 일정한 폐기물 처분율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 

01 개시후에 작업 폐기물 거치 작업은 처분동굴 굴토 ·개발단겨1: 전체적인 

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커치 ·폐기물 커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를 수납.포장하여 

하는 단계이며， 시점상 개발단계와 동시에 진행된다. 

약 76년이 위하여 감시하는 기간으로 • 감시 (caretaker): 회수여부를 판단하기 

01 안전성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 

다. 

·회수: 폐기물이 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 혹은 처분장이 

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처분된 폐기물은 회수할 수 

발생 

고 

자연재해 및 운영단계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페쇄후 사고감시: 기대치 않는 사고 혹은 

할 수 있는 기타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려하여 작업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 있으며，좀더 나타냈 그림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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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단계에 대한 일정계획이 

운영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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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수납 및 검사 

• 케리어 베이 및 수송용기 준벼 

• 폐 기 물 팩 키 지 취 급 및 저 장 (Waste package assembly/storage) 

·지하시설 이송을 위한 폐기물 펙키지 준비 

·지하시설로 폐기물 펙키지 이송 

·이송장비 지상으로 이동 

·폐기물 펙키지 거치 

• 불량 폐기물 팩키지 회수 

·시스템 성능평가 

-MGDS 폐쇄 

·모든 지하시설 폐쇄 

·지상시설 철거 

·폐쇄후 폐기물 고립 

나i 지상시설 설채 

지상시설은 그림 1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북부진입로 운영지역， 남 

부진입로 개발운영지역， 폐기물 거치용 수직갱 운영지역， 개발수직갱 운영지 

역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1) 북부진입로 운영지역 

북부진입로 운영지역(그림 11-4 참조)은 80 에이커 (0.32 km2)의 면적을 차 

지하는 넓은 지역으로서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시설들이 대부분 

이 들 지 역 에 있 다. 이 지 역 에 는 방사선 제 한구역 (Radiologically Controlled 

Area)으로 분류된 5개의 핵심 건물(폐기물취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송용 

기보수시설， 페기물처리건물， 수송장비 준비 시설)과 14개으I BOP(Bal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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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시설 및 26개의 부지 서비스 관련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 폐기물 취급 건물 

폐기물 취급 건물은 사용후핵연료 밀봉포장시설로서 그림 1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7m x 137m x 24m(높이)를 갖는 5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체 

건물 면적은 29,802 m201 다. 시설 구성은 수송용기를 수납하기 위한 케리어 

베이 (Carrier bay}, 에어록(air lock}, 수송용기 준비실， 수송용기 포트(cask port 

room}, 폐기물 이송실， 처분용기 용접실， 성능확인실 (performance 

conformation cell), 운전지역， 원격보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 취급 시설의 기능은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수송 

용기를 수납하여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 다음， 처분용기에 

넣고， 필요한 경우 필러물질 (filler materiaD를 채운다음 밀볼하여 지하시설로 

이송할 준비를 하는 시설이다. 

·수송용기 수납 및 준비 셀 

수송용기를 트럭 혹은 레일케리어로부터 하역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레 

일카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는다. 필요시 수송용기 외부제염을 실시한 후 

핵연료 하역을 위한 준비(수송용기 내부 압력 측정 수송용기 내부의 가스 

채취 및 분석 등)을 수행한다. 

·캐니스터 이송 시스템 

수송용기의 뚜껑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용기를 차폐된 지역으로 옮겨 뚜 

껑을 제거한 후， 다시 셀포트에 접착시킨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포트 플러 

그를 제거한다. 핫셀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송용기 안의 캐니스터를 들 

어 올려 처분 용기로 넣는다. 빈 수송용기는 다시 뚜껑을 닫고 수송용기 

준비 지역으로 이송시킨다. 한편 캐니스터 없이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수송용기는 트럭으로 수송하게 되는데， 이송 및 취급절차는 위와 동일하 

다. 

·처분 용기 용접 및 이송 시스댐 

핫셀에서 처분용기롤 자동용접장치로 옮긴 후 뚜껑올 닫고 용접한다.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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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실시한 후 임시 저장공간에 저장한다. 

·캐니스터 필러 첨가 시스댐 

처분용기 내부충전 물질이 필요한 캐나스터(핵임계 조절을 위해서 117개의 

캐니스터에 필요함)인 경우 캐니스터 뚜껑을 제거한 후 사용후핵연료 사이 

의 빈 공간에 카본스틸삿(carbon steel shot)을 채운 후 다시 뚜껑을 채운 

다. 이러한 작업은 원격으로 작업하게 되며 뚜쟁의 제거 및 용접 작업은 

레이져 용접법을 이용한다. 

·수송용기 준비 및 이송 시스템 

빈 수송용기는 반출을 위해 제염실로 옮긴 후 오염 검사를 한 후 제염한 

다. 만일 수송용기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송용기 유지보수 

건물로 이송하게 된다. 

나) 수송용기 보수 시설 

수송용기 보수시설은 그림 1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0m x 70m x 18.3m 

(높이)을 갖는 3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0,776 m20i 
다. 이 시설은 정기적인 수송용기 검사， 여러 종류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 

기 위한 내부 바스켓의 조정， 수송용기의 제염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송용기 

준비/제염 지역， 바스켓 저장풀， 수송용기 재배치 지역， 시험/검사/보수 지역， 

저장지역，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폐기물 처리 건물 

폐기물처리건물은 총면적 14,143 m2을 갖는 2총의 철콜 구조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건물의 내부는 구역별로 콘크리트 차폐가 되어 있다. 이 시설은 

액체폐기물 추|급 지역， 펴|기물 고화 지역， 고체폐기물 처리 지역， 폐기물 수 

납/반출 지역， 폐기물 저장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수송장비 준비 시설 (carrier staging shed) 

단층의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수송장비 준비 시설은 수송용기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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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캐리어가 폐기물 취급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수송용기 및 수송장비 표 

면 오염 측정， 외부 온도 측정， 충격완화재 제거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 충격완화제 제거장비， 방사선 측정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마) 수송장비 보수 시설 

단층의 철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송장비 저장， 

서비스베이， 폐기물 저장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벼
 
며
 

저장， 제염지역， 

바) 기 타 BOP(Balance of Plant) 및 부지 서 비 스 시 설 

·보안 시설 1 

정문에 위치하며， 대기실， 통신시설， 출입뱃지 보관소， 보안 운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 시설 2 

방사선 통제구역 입구에 위치하며， 보안 검사시설， 보건물리 시설 등이 있 

다. 

·보안 시설 3 

방사선 통제구역중에서 트럭진입 입구에 위치하며， 오염 장비 보관소， 보 

안 검사 시설， 보건물리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동 

일반 사무실， 실험실， 훈련실， 운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식당/의료시설 

·소방시설 

·콤퓨터 센터 

·중앙 창고 

• 모의 시 설 (Mockup Building) 

야
 ω 



·전기시설 

스위치 기어， 대기발전기， 디젤연료 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 타워 

·유틸리티 건물 

냉.온수， 냉각타워 수처리시설， 압축공기 등 

·방문 센터 

극장， 회의/컨퍼런스실， 사무실， 식당，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공급시설 

·우|생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 

2) 남부진입로 운영지역 

남부진입로 운영지역은 12 에이커 (4，856 m2)의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서 8개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로 지하시설 굴토 작업 및 지하 

시설 환기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들로서 인력지원시설， 장비보수시설， 창고， 

보안， 물질수송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는 굴토 및 폐기울 거 

치 작업시 50명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나， 굴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상주 인원은 필요 없게 된다. 

3) 폐기물 거쳐용 수직갱 운영지역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수직갱(지하시설의 공기를 방출하는 지름 6.1m 

으 concrete lined shaft) 입구에 위치하며， 두 개의 시설， 즉 환기팬(exhaust 

fan) 운영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시설 환기 

계통의 운영은 폐기물 거치 작업과 지하시설 개발시(굴토 작업시)로 나누는 

데， 폐기물 거치 작업중인 지역의 공기가 개발지역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독 

립적으로 운영된다. 이 지역에는 팬 (fans) ， HEPA 필터， 모니터링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운영시 상주 인원은 없다. 

했
 



4) 개발수직갱 운영지역 

이 지역은 남쪽에 위치한 수직갱 입구에 위치하며 지하시설에서 비상시 

인원 출입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다- 지하 시설 설채 

1) 열적 고려 인자 

열 해석은 지하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처분후 안전성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위 면적당 열 부하는 폐기물 처분 밀도 

및 지하시설 배치를 결정하고， 환기계통， 감시， 유지보수， 회수 등과 같은 운 

영계획에 영향을 준다. 또한 열은 폐기물 팩키지 혹은 보강 구조물에 대한 

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처분시설의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결정하고， 

주위 암반에 대한 방사선 핵종 이동， 수리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개념설계에서 열적 설계 목표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위 암반의 온도 : 드 115 0C 

-처분동굴의 표면온도 :.:;;; 200 0C 

-지하 처분장 바로 위의 암반 상승 :':;;;1m 

-처분장 지표면 온도 상승: 드 2 0C 

-처분장 지표면 상승률: 드 0.5 cm/yr 

-주 접근 통로에서의 동굴표면온도:.:;;; 5Q
o
C 

지하처분장은 가능한 평탄한 열분포를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처분대 

상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열 분포를 고르게 배치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부분적으로 온도가 매우 높거나 혹은 낮을 경우 암 

반의 안정성 혹은 처분장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거치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3가지 다른 방법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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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즉， 면적열 밀도(areal power density), 면적질량밀도(areal mass 

loading density), 등가에 너 지 밀 도(equivalent energy density) 방식 이 다. 여 기 서 

는 면적질량밀도(areal mass loading density)가 적용되었으며， 단위 면적당 열 

부하를 80 - 1 OOMT /acre 즉， 20 - 25 kgHM/m2 로 가정하였다. 

면적열밀도(areal power density)를 적용할 경우， 열은 폐기물 거치시점에 

서의 팩키지 열발생률만을 고려하며， 단위는 kW/acre로 표시된다. 만일 팩키 

지의 열발생률이 9.6kwol 고， 팩키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0.096 에이커 (폐기 

물 팩 키 지 spacing x drift spacing) 라고 하면 , 면 적 열 밀 도는 100 kW/acre7 ~ 

된다. 따라서 면적열밀도 기준과 터널간격이 결정되면 처분 룸에서의 팩키지 

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즉， 처분대상의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에 

따라 처분룸에 거치되는 폐기물 팩키지 간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10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팩키지일 경우 팩키지간 간격은 22.3m, 20 

년 냉각일 때 17.3m, 30년 냉각일 때 14.4 m, 그리고 40년 냉각일 때 12.2 m 

등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팩키지간 간격을 팩키지의 초기 열량을 기준으 

로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방사선 붕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면적질량밀도(areal mass loading density)를 적용할 경우 폐기물 팩키지에 

들어 있는 MTU어| 따라 간격이 결정된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폐기물 팩키지 

의 발생열을 무시하고 폐기물이 거치되기 때문에 hot spot 혹은 cold spotOI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운영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등가에너지밀도(equivalent energy density)방식은 사용후핵연료가 붕괴되는 

열를 고려한 것으로서， 폐기물의 붕괴열을 시간의 함수로 표시된 그래프에서 

의 시 간축의 면 적 (integral area)을 계 산하여 적 용시 킨 다. 단위 는 GJ/m20 I 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축의 적분구간인데， 가령 시간길이를 10년으로 

하였을 때는 폐기물 팩키지 간격이 면적열밀도(areal power density)방식의 경 

우와 유사하며， 시간길이를 10，000년 이상 길게 잡았을 때는 면적질량밀도 

(areal mass loading density) 방식을 적용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된 

다. 

2) 지하시설 배치 

지 하시 설 은 지 름 7.62 m를 강는 접 근통로(access ramp), 지 상과 지 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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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을 연결하는 수직갱 (shaft) ， 지하시설에서 팩키지 이동 통로인 수송갱도 

(main drift), 폐기물이 처분되는 처분갱도(emplacement drift)로 구성된다. 여기 

서 처분갱도는 카나다 및 스웨덴 개념에서의 처분룸(disposal room)을 의미한 

다. 지하시설은 두 개의 펑펑한 블록(upper block, lower block)으로 구성되는 

데， 상부블럭은 하부블럭보다 약 65-70m가 더 높으며， 상부블럭 끝에서 램 

프(ramp)를 통하여 하부블럭과 연결된다(그림 11-7 잠조). 처분 밀도가 83 

MT /acre( - 20kg/m2)일 때 처분동굴의 총 길이는 160 km가 된다. 

3) 지하시설 건설 

지하시설 굴착은 대부분 TBM공법을 이용한다. 수송갱도는 지름이 7.62-

9.0m o l 며， 처분갱도의 지름은 5.0-5.5 mol 므로， 30년간 총 굴착되논 암반의 

체 적 은 5,900,000 m3가 될 것 이 다. 

건설기간은 약 6년으로서， 이 기간에 두 개의 수직갱， 수송갱도， 13개의 

처분갱도가 굴착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 독립된 환기 시스템도 장착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간이 끝난 후 폐기물 거치 작업과 동시에 굴착작업이 이루 

어지게 된다. 먼저 상부 블록의 북쪽에서부터 굴토 작업을 시작하여 남쪽으 

로 내려온 후 하부블럭을 위한 통로를 개척하고 하부블럭으로 이동하게 된 

다. 그리고 상부블럭의 굴토작업은 두 개으I TBMol 필요하며， 하부 블록 작 

업시는 1 개으I TBM만이 필요하다. 

4) 지하 환경 조절 

지하 구조물은 장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온도， 구조적 안정성 등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약 100년간 지하 동굴의 견 

고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00년의 회수기간을 상정한다면 현재 ESF으| 일부 

로서 작업을 끝낸 북쪽 진입 통로의 수명이 150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 동굴은 방사선 붕괴열에 기인하여 온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고， 

또한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되므로 장기 건전성을 위하여 락볼트， 철 

망， fibercrete 등의 보강재 가 사용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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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팩커지 거치 작업 

폐기물 거치작업 순서가 그림 11-8에 자세히 나와 있다. 폐기물 팩키지는 

지상의 폐기물 취급 건물에서 차폐가 된 이송장비에 싣고， 레일를 이용하여 

지하로 이송하게 된다. 북쪽 램프를 이용하여 지하로 내려온 수송팩키지는 

주동굴를 거쳐 처분 동굴입구에서 폐기물 팩키지와 레일카를 처분동굴안으 

로 밀어 넣는다. 다시 원격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거치기관차(emplacement 

locomotive)를 처분동굴 안으로 밀어 넣고 폐기물 팩키지를 실은 레일카와 

연결시켜 거치 위치로 이동시킨 후 다시 거치기관차는 빠져 나온다. 

처분 동굴내에서 폐기물 팩키지를 실은 레일카를 위치시키는 방법은 그 

립 11-9,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기준방법으로 제 

시 하고 있는 중심 위 치 거 치 (center in-drift emplacement)는 처 분동굴의 지 름 이 
5m 필요하며， 비중심위치거치 (off-center in-drift emplacement)는 지름이 5.5m 
필요하다. 비중심위치거치는 폐기물 팩키지 옆에 새로운 레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후 폐기물 팩키지의 원격 감시가 용이하고， 비정상 상태를 

초래하는 폐기물 팩키지상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러나 처분동굴의 크기가 커야하고 이에 따른 뒷채움재의 양이 많이 들어가 

는 단점이 있다. 

6) 지하시설 환기 계통 

지하시설의 환기계통은 독립된 두 개의 시스템， 즉 지하시설 개발지역과 

폐기물 거치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11-11 참조) 개발지역의 환기시스 

템은 지상의 공기를 지하로 빨아들이는 inlet fan을 이용하고， 폐기물 커치지 

역은 지하의 공기를 외부로 뿜어내는 。utlet fan을 이용한다. outlet fan 시스 
템에는 비상용 HEPA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운영중 비상사태 발생시(방사선 
량의 증가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커치가 끝난 처분캠도에서는 쟁 

도입구에 있는 도어를 닫고， 환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굴 

내 온도가 올라가도록 허용한다. 만일 처분동굴내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 

보수시 혹은 회수 작업시에는 동굴표면 온도를 5Q
O

C 로 낮춘 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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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동굴(disposal drift or disposal room) 뒷체움(backfi ll) 

처분갱도내에 뒷채움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현재 이 

뒷채움재의 사용 여부를 평가 줌에 있으며， 만일 뒷채움재가 사용된다면， 암 

벽조각 낙하에 의한 폐기물 팩키지 보호， 처분동굴의 붕괴에 의한 영향 감소 

등과 같이 안전성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 

제로 처분동굴내에서는 원격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채움째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 곰학적 방벽 설계 

1) 폐기물 팩키지 설계 

공학적 방벽 설계의 핵심은 폐기물 팩키지 설계이다. 이 폐기물 팩키지에 

는 처분용기， 충전물질， 내부 바스켓， 뚜껑， 지지대， 차폐재 등을 포함하게 된 

c~. 

폐기물 팩키지에 차폐기능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는 폐기물 거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직 처분공을 이용한 거치 형태 

에서는 팩키지에 차폐보강이 필요 없으나 수평동굴에 거치 할 때는 차폐보 

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평동굴에 처분하면서 

도 차펴1 보강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원격으로 운전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 

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2) 처분 용기 

처 분 용기 는 MPC에 담겨 진 채 로 이 송된 핵 연 료(canistered fuel), MPC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이송된 핵연료(uncanistered 

fuel), 혹은 고준위폐기물을 담은 캐니스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처분 대상 핵연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핵연료 종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처분용 

기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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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WR uncanistered spent fuel disposal container with tube-type basket 

- 44 BWR uncanistered spent fuel disposal container with tube-type basket 

- 4 canister HLW glass disposal container 

- 21 PWR/40 BWR large 125-ton canistered spent fuel disposal 

container(MPC) 

- 12 PWR/24 BWR small 75-ton canistered spent fuel disposal 

container(MPC) 

표 11-4는 기준 폐기물팩키지의 규격자료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1-12에 

는 MPC(multi-purpose container)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MPC는 두 가지 크 

기， 즉 21 PWR!40 BWR, 12 PWR/24 BWR를 갖고 있다. 이 경우 핵연료는 

발전소에서 캐니스터에 밀봉된 채로 처분시설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분시설 

의 폐기물 취급시설에서 처분용기에 집어 넣어 처분하게 된다. 밀봉된 캐니 

스터는 특별히 핵임계적 측면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밀봉된 채로 집어넣고， 

만일 핵임계조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밀봉된 캐니스터의 뚜껑을 해체하여 

충진물진(혹은 핵임계조절 물질)를 삽입하게 된다. 

처분용기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핵임계 계산시 연소도를 고려하 

는 burnup credit개념이 적용되었다. 처분용기 필러 물질의 사용은 선택사항 

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빈 공간의 85%을 lron shot을 이용하여 채우게 된다. 

처분용기는 이중 채질로 되어 있는데， 내벽은 부식저항물질 (20mm Alloy 825) 

이 사용되며， 외부는 부식허용물질(100mm carbon steel, 50mm for HLW)이 

사용되고 있다. 내부 바스켓은 구조적 건전성과 핵임계 조절을 위하여 

stainless steel-natural boron alloys로 되 어 있 다. 

상기한 기준 처분용기는 총 처분대상 핵연료의 96-97% (94% of all 

PWR fuel and 97% of all BWR fuen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수용 가능한 핵연료는 열적， 방사선차폐 및 핵임계 측면에서 처분용 

기의 변경 없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서 이러한 핵연료를 설계기준핵연료 

(Design Basis Fuen, 그리고 연소도 혹은 붕괴열이 너무 높아 수용할 수 없 

는 핵연료를 비설계기준 핵연료(Non-Design Basis Fuel)로 구분하여 처리하 

고 있다. 비설계기준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선태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서， 여기에 

여
 ω 



표 11-4. 폐기룰팩키지 규격자료 

Loaded Mass 
Disposal Mass of 

Waste αJt side Ou tside Mass including 
Container Mass Fi ller 

Pakage Dia. Length wi thout Fi ller 
bare Mass (kg) Material 

Types (1) (mm) (mm) Fi ller Material 
(kg) 

(kg) 
(kg) 

(kg) 

21 PWR UCF 
(BU Credit) 

1.629 5 ,335 31 ,413 16 ,384 47.797 15 ,047 62 ,844 

44 BWR UCF 
(BU Credit) 

1,626 5 ,335 31 ,756 14 ,568 46 ,325 13 ,858 60 , 183 

DHLW 
1. 709 3 ,680 13 ,494 8 ,728 22.222 

(4 Canisters) 

21 PWR MPC CDR 

(BU Credit) 
1.802 5.682 31 , 176 34.724 65.900 20 ,327 86 ,227 

40 BWR MPC CDR 
(BU Credi t) 

1,802 5 ,682 31 , 176 34.287 65 ,463 20 ,327 85 ,790 

12 PWR MPC CDR 
(F!ux Trap) 

1,531 5 ,647 25 ,371 22.381 47 ,752 14 ,533 62 ,285 

24 BWR MPC CDR 
(BU Credit) 

1,531 5 ,647 25 ,371 21 ,718 47 ,089 14.533 61. 622 

* Uncanistered Fuel (UCF) Defencse Hi방1 Level Waste(DHLW); Multi-Purpose 
Canister (MPC);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Boiling Water Reactor(BWR); 
Burnup(BU); Conceptual Design Report(CDR). 

* Ou tside Length includes reduced-thickness extensions of the outer barrier 
as "skirts" for handling purposes , extending 225 mm each end. 

* Tube basket design (Tube wall thicknesses: PWR-굶IßI， BWR-3. 바IßI) • 

* Inner barrier 2야Dll Alloy 825 , outer barr ier 100rr0n A 516 carbon steel for 
UCF and Canistered Waste Pakages; 50um C71500 cupronikel for DHLW Waste 
Pakages. 

* The use of fi ller material is a design opt ion; fi ller material is assumed 
to be graded iron shot , filled to 85% of free space volume.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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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붕괴열 및 방사능농도를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선택하여 넣는 방법， 

임계조절봉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필러물질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 

된다. 두 번째 방법은 팩키지에 규정된 핵연료수를 채우지 않는 방법 

(derating)OI 다. 

사고를 고려하여 

사고를 나열한 후 

작업은 정성적인 

범 주(category)로 

고려된 설계기준 사고 

설계기준 사고는 처분장 폐쇄전， 즉 운영중 발생 가능한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가능한 

세번의 선별 (screening) 과정을 거쳤다. 처음 두번의 선별 

평가를 통하여 도출되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9개으| 

분류되었다. 

3) 폐기물 팩키지 설계에 있어서 

질 

-낙하사고 사용후핵연료 낙하， 암석낙하 등 

-폐기물 팩키지 낙하사고 .. 수평 낙하， 수직 낙하， 미끄러짐， puncturing 등 

-수송/충돌 사고 : 수송장비 레일탈선 혹은 충돌， 수송장비의 비정상적인 
::><: c::: 
..,- (5" 

-충격사고 ; 고암하의 장비들에서 발생 

-지진 사고 : 지진， 단열층의 이동 

-내부 압력 증가 ; 핵연료 피복관 파손 

-열적 사고 ; 화재， 열제거원(환기계통 등)으| 

-화학적 오염사고 

-홍수 

소실 

음
 

다
 

도출하여 발생확률을 통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다시 분류하였다. 

세 번째 선별작업은 

과 같이 3개의 범주로 

발생가 

-category 1 

처분장 폐쇄전에 1 번 혹은 그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서 

능성이 1O-2/year보다 큰 경우 

% 

-category 2 



처분장 폐쇄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일어난다면 안전성에 중요 

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고로서 발생가능성이 10-6/year보다 큰 경우 

-category NC 

처분장 폐쇄전에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고로서 발생가능성이 

10-6/year보 다 작은 경 우 

4) 기타 공학적 방벽 설계 

여기에서는 뒷채움재， 처분동굴 밑바닥의 invert등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처분동굴은 뒷채움재 및 완총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므로， 여 

기서 뒷채움재는 램프， 수직갱， 수송갱도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뒷채움 

재 후보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물질을 고려하고 있다. 

- crushed TSw2 tuff 

- quartz sand 

- crushed PTn tuff 

- crushed CHnz tuff 

그리고 화학 조건을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후보물질로서 다음 

과 같은 물질을 고려하고 있다. 

- iron oxide 

- crushed basalt 

- lime을 선정하였다. 

5) 설계대안분석 

향후 설계요건， 규제 기준， 성능 요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 

하여 설계 대안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열부하(thermal 

loading), 폐기물 격납(waste containment and isolation) 정도， 핵임계 조절 방 

법， 처분대상 폐기물 협태， 폐기물의 양 및 수납시나리오의 변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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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였다. 

·열부하 

지하시설의 열부하 문제는 처분장의 설계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인자이다. 지금까지 설계에 적용된 기준값은 83MTU/acreo I 다. 이 값은 

처분장 성능평가와 관련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도출한 값이며， 실험적 

검증은 실험실 규모에서만 일부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처분부지특성조사를 

위하여 건설된 지하시험시설(ESF)를 이용한 대규모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 

이며， 이 실험 결과에 따라 기준 값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폐기물 격납 

처분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방사성핵종의 격납기능은 지하수 이동 속 

도， 펴|기물 팩키지에서의 폐기물 격납 능력， 파손된 폐기물에서의 핵종 유 

출율， 공학적 방벽을 통한 방사성핵종 이동성， 자연방벽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성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향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요소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것이다. 

·핵임계조절 

연소도를 고려한 핵설겨I (burnup credit)를 설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안이지만 그 외 가능한 대안으로서 다음 

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성 자 홉수물질 (neutron absorber)의 사용 

-감속채 변 형 (filler material의 사용으로 감속재 의 침 입 을 최 소화) 

-reduced capacity(폐 기 물 팩 키 지 용량을 감소시 킴 ) 

-basket geometry, separative gaps(flux trap)을 이 용 

마. 개념설계 보완 

여기서 수행된 개념설계 결과는 향후 수행될 실험자료들을 반영하고， 설 

계대안 분석 및 종합 안전성분석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표 11-5는 

개념설계률 보완하여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 

표에서 SC(Substantially Complete)는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향후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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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단계벌 필요한 자료 및 자료 즈
”


수
-
-

Project Phase 

Future Phase(s) 

Data Needs ACD Design to 
Docket LA 

TSPA 

1.0 Geographic Data 
1.1 Topographic Map B (y) B (y) SC (y) 

1.2 Borehole As-Builts C (Y) C (Y) B (y) 

1.3 Trench As-Builts C (Y) C (Y) B (y) 

2.0 Geologic Data 

2.1 Stratigraphy 
2.1.1 Surficial Deposits C (Y) C (y) B (y) 

2.1.2 Rock Stratigraphic Units B (y) B (y) B (y) 

2.2 Structure 
2.2.1 Bedding Structure B (Y) B (Y) B (y) 

2.2.2 Faults C (y) C (Y) B (y) 

2.2.3 Joints C (y) C (y) B (Y) 

2.3 Groundwater Hydrology 
2.3.1 Groundwater Elevation B (y) B (y) B (Y) 
2.3.2 Perched Groundwater elevation B (y) B (Y) B (Y) 

2.4 Geochemistry 
2.4.1 Mineralogy B (y) B (y) B (y) 

2.4.2 Geochemical Effects A (y) C (y) B (y) 

2.4.3 Radiation Induced Changes A (y) C (y) C (Y) 

3.0 Geoengineering Data 
3.1 In Situ Rock Mass Conditions 
3.1.1 Degree of Saturation B (Y) B (Y) B (Y) 

3.1.2 In Situ Rock Stress B (y) B (y) B (y) 

3.1.3 In Situ Rock Temperature B (y) B (Y) B (Y) 
3.2 Rock Index Properties 
3.2.1 Density B (y) B (Y) B (y) 

3.2.2 Porosity B (Y) B (Y) B (Y) 

3.3 Joi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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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단계별 필요한 자료 및 자료 수준(계속) 

Project Phase 

Future Phase(s) 
Data Needs ACD Design to 

TSPA Docket LA 

3.3.1 Joint Strength C (y) C (Y) C (Y) 
3.3.2 Joint Deformability B (Y) B (Y) B (Y) 
3.3.3 Joint Characteristics B (Y) B (Y) .B (Y) 

3.4 Trench As-Builts C (y) C (Y) C (y) 
3.5 Rock Mass 빼ality Parameters 
3.5.1 Intact Rock Compressive Strength B (Y) B (Y) B (y) 
3.5.2 Rock Mass Strength B (y) B (Y) B (y) 
3.5.3 Rock Mass Tensile Strength B (y) B (Y) B (y) 
3.5.4 Intact Rock Deformability B (y) B (Y) B (Y) 
3.5.5 Rock Mass Deformability C (y) C (Y) B (y) 

3.6 Rock Thermal/Thermomechanical/ 
Thermohydrologic Parameters 

3.6.1 Rock Mass Thermal Expansion A (y) C (N) B (N) 
3.6.2 Rock Mass Thermal Conductivity C (y) C (Y) B (N) 
3.6.3 Rock Mass Heat Capacitance C (y) C (Y) C (Y) 
3.6.4 Drift Humidity C (y) C (N) B (N) 
3.6.5 drainage/Reflux of Liquid by A (y) C (N) C (N) 

Fracture Flow 
3.6.6 thermohydrologic Properties of A (y) C (N) C (N) 

Backfill Candidates 
3.6.7 changes in Rock Saturation A (Y) C (N) C (N) 

3.7 Rock Dynamic Properties 
3.7.1 Wave Velocity B (Y) B (y) B (y) 
3.7.2 dynamic Deformability C CY) C (Y) C (Y) 

3.8 Rock Mass Performance Parameters 
3.8.1 De formation Around openings A (Y) C (N) C (N) 
3.8.2 Convergence of openings A (Y) C (N) C CN) 
3.8.3 Ground Support Load and A (Y) C CN) C CN) Deformation 
3.8.4 Rock Temperature Change C (Y) C CN) C CN) 
3.8.5 Mechanical Excavation Parameters C (Y) C CY) C (Y) 

3.9 Soil Parameters 
3.9.1 Bearing Capacity C (Y) C (Y) B (Y) 
3.9.2 Load vs Settlement C (Y) C (Y) B (Y) 
3.9.3 Soil Chacteristics C (Y) C (Y) B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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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단계별 필요한 자료 및 자료 수준(계속) 

Project Phase 

Future Phase(s) 

Data Needs ACD Design to 
Docket LA 

TSPA 

4.0 Natural Phenouena 

4.1 Air Temperature/Humidity B (Y) B (y) B (y) 

4.2 Precipitation B (Y) B (y) B (Y) 

4.3 Floods B (y) B (Y) B (Y) 

4.4 Wind/Tornados B (y) B (Y) B (y) 

4.5 Earthquakes 

4.5.1 Ground Motion Parameters B (Y) B (y) B (y) 

4.5.2 Ground Motion vs Depth B (Y) B (y) B (Y) 

4.5.3 Fault Rupture Parameters B (Y) B (Y) B (Y) 

4.5.4 Ground Failure B (Y) B (Y) B (Y) 

5.0 Environmental Conditions 

5.1 Ai r Qua I i ty B (Y) B (Y) B (Y) 

5.2 Water Quality/Quantity 

5.2.1 Surface Water Quality/Quantity B (Y) B (Y) B (y) 

5.2.2 At-Depth Water Quality/Quantity C (Y) C (y) C (Y) 

Legend A Assumed:8 bounded C Conservative SC= Substantially 

Complete 

Y = Yes , data are available at this level or values are assumed 

N = No , data are not current Iy ava iÎ able at this level 

TSPA =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LA = Licens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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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말하며， B(Bounded)는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 

어 상한값(upper bound)와 하한값(lower bound) 정도만 확보된 상태를 말한 

다. 또한 C(Conservative)는 극단적인 상.하한값만 정의된 상태를 말하며， 

A(Assumed)는 자료가 상.하한값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충분한 상태 

를 말한다. 또한 괄호안의 문자 “Y"는 자료확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N"는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현재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하여 개념정립단계， 종합안전성분석단계， 그리고 인허가 단계 

에서 필요한 자료와 자료의 정확도 수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70년대 초 

반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해온 미국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료가 불충분하여 가정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보수적인 추정치 들 

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화학적 자료， 암반물성자료， 열-기계적， 열-수리화 

학적 자료 등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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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카 Lt 다 



11 1. 카 나 다 

1. 고준위페기물 처분 관련 정책 및 처분 프로그램 

카나다의 처분 프로그램은 1978년 카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간 

에 체결한 “핵연료폐기물 관리프로그램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어| 근거 를 두고 있 다. 이 협 의 안에 의 해 서 AECL(Atomic Ene띠Y 

Canada ItdJ 0 I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연구개발의 책임기관으로 선정되었으 

며， 카나다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온타리오전력 (Otario 

Hydr이사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온타리오 전력회사로 하여금 AECL으| 처분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처분개념의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은 AECLol 중심이 되고， Otario Hydro사가 보조역할을 하면서 

수행되고 있다. 

1981 년에 카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처분 

부지선정은 처분개념이 정립된 후 실시 해야하며，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기 

관 선정도 처분개념이 정립된 후에 하기로 하였다. 그러묘로 카나다에서의 

처분연구는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책임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 

이며， 연구기관인 AECL어| 의해서 부지확보 및 부지특성 조사와는 별도로 처 

분개념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미국이나 스웨덴의 처분개념연 

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연구는 대부분 AECL으I Whiteshell 연구소와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field studies는 카나 

디언 쉴드 지역의 여러 연구지점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AECL은 환경영향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발된 처분개념으로 고준위페 

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표 川-1 은 현재 AECL 

에서 중접을 두고 있는 처분관련 연구개발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카나다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약 6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건 

물내의 습식 저장풀에서 저장되고 이후는 부지내에 건설된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다. 일정기간 저장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 

분할 것인지 혹은 재처리하여 자원으로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결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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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一1. 카나다여|서의 고준위며|기물 처분 관련 주요 연구 항목 

항목 주목적 셰부 연구 항목 

지하환경에서의 처분용기의 꺼동 • titanium, copper, nickel alioys 및 
및 성능을 이해하고， 이를 롱하 여러 가지 λ테인레스틸에 대한 

처분용기 여 수명이 긴 처분용기를 설계 부식 연구 

및 시험하기 위합 • 처분용기 용접 및 용접검사 

• 처분용기 구조분석 및 시험 
폐기물에서 방사성핵종 방출률 • 유리고화체 제작을 위한 공정연구 

waste 
추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한 핵연료 거동 이해 dissolution 및 leaching 연 구 
fonn 

·자연유사연구를 위한 우라늄 

광물체 연구 

seal를 통한 핵종 이동율를 평가 • 점토 및 콘크리트 sealing 연구 

지하처분장 
하고 새 로운 seal를 개 발하기 위 •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 

밀봉 
하여 볼 트(vault) seals 특성 연 구 • 터널 및 샤효 E 어|서의 뒷채움재| 

• 암석 의 open fractures에 서 의 grout 

Geosphere 화강암반에서의 성능평가를 위하 • 핵종이동 경로 
여 지하수시스템 및 화강암반의 • geosphere 감시 및 성 능 검 증 
트..，서 〈그 방법 개발 

자연생태계를 통한 방사선 피폭 • 지표 및 지표 근처에서의 핵종이동 

Biosphere 
평가를 위한 지표환경의 이해 연구 

• geosphere 감시 및 성 능 검 증 방법 
개발 

처분시스텀의 타당성， 안전성 및 ·굴토방법 시험 및 검증 
Total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처분 및 • 수송용기 설 계 및 시 험 등 

System 수송시스템을 고려한 전체 시스 

텀의 공학적 개념설계 개발 

인간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결정 

환경영향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개발 ·평카모델 개발 및 검증 

평가 
·폐기물 처분영향 평가 

• 민감도 평가 등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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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처분 개념 역시 미국의 경우처 

럼 폐기물 회수(retrieability) 옵선을 고려하고 있다. 

카나다는 현재 운영되고 건식 중간저장시설(발전소 부지내 저장)이 안전 

하게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이 급박한 것은 아니다. AECL은 

이를 고려하여 처분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5 단계로 구분하였 
다. 첫째 단계는 부지단계 (siting stage)로서 잠재적인 부지에서 충분한 지질학 

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단계는 

건설， 운영， 해체 단계로서 각각 최소 5년， 20년，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폐쇄 단계로서 제도적 관리 없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받은 후 실시하며，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부지단계에 조차 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장 운영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처분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AECL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연방 환경영향평가 심사단(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view Panel) 0 I 다. AECL은 연 방 환경 영 향평 가 
심사단으로 하여금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 

도록 Vaultj:~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EIS, 즉 환경영향평가 보고서(1 5-17]를 

1994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처분방안이 기술 

적，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시스 

템의 개념설계， Canadian Shield의 지질학적， 수리적 특성， 처분용기-완총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적 방벽， 종합 안전성/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 기술 

사항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AECL에서 1980년 초반부터 

1993년말까지 약 10여년간에 걸쳐 수행한 처분개념 설정의 타당성확보를 위 

한 연구결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1992년에는 AECL에서 개 

념설계보고서 [18]를 제출한 바 있는데， 본 절에서는 상기한 보고서들을 잠고 

하여 캐나다의 처분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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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개념 정립을 위한 인허가 관련 요건 

가- 인허가 요건 

카나다에 서 는 원 자력 법 (Atomic Energy Control Act)ol 모든 원 자력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라 규제기관으로 AECB (Atomic Energy 

Control Board}7 ~ 만들어 졌으며， 현재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활동， 기술적 인 

규칙 제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는 처분개념정립에 필요한 주요 관 

련 법규， 인허가 규정 및 지침을 기술하고자 한다. 

• 원자력 인허가 규정 (Atomic Energy Control Regulations) 

이것은 1974년에 만들어 쳤으며 AECB의 규정중에서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운영 및 응용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인허가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 

서 방사선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작업자의 경우 연간 5rem, 일반 

주민에 대하여 연간 O.5rem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었으나， 1991 년 수정된 

규정에는 작업자는 연간 2rem, 그리고 일반주민은 연간 100mrem으로 기 

준치를 강화하고 있다. 

• 방사성물질 수송/포장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용기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송용기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조건 시험 차원에서 수송용기는 시간당 50mm으| 강우에 견딜 수 있 

어야 하며(최소 1시간 이상 시험)， 최소 O.3m 낙하에 견딜 수 있어야 한 

q. 

-사고조건 시험차원에서 평평한 평면위 9m 낙하시험， 지름 15cm인 스틸 

바우I 1m 낙하， 30분간 800 0C 화염에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심 
15m에서 8시간동안 잠수시 물의 침투되지 말아야 한다. 

-수송용기의 표면선량은 1m 거리에서 1rem/hr 이내이어야 한다 . 

• AECB Regulatory Document R-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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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 은 1985년 AECB어| 의 해 서 “Regulatory Policy Statement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of Nuclear Fuel Waste: Background Inform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Concept Assessment Phase" 저| 목 

으로 발표되었늠데，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 

을 제시하고 있다. 

-폐쇄전 처분시스템은 다음의 인허가 규정이 준수해야 한다. 

• 방사선적 보건물리 및 안전성 요건 

• 일반적인 보건물리 및 안전성 요건 

• 환경 보호 

·핵물질보장조치 

• 방사성물질 수송 

-폐쇄후 처분장에 기인한 일반주민에 대한 피폭량은 자연방사선량의 

일부이어야 한다. 

-펴|기물처분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으 
-, L-

-처분시스템은 인공방벽 및 자연방벽을 고려한 다중방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처분시스템은 모든 단계에서 품질보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처분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중 비상수단으로서 폐기물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 

• AECB Regulatory Document R-72 

1987년 어I AECB어| 의 해 서 “Regulatory Guide Geological Considerations in 

Siting a Repository for Underground Disposal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처분장 부지관련 요건을 제시 

하고 있다. 

-처분장의 암반과 주위 지질시스템은 방사성 물질의 이동 및 누출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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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처분부지는 향후 지하자원 탐사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어야 한다. 

-처분장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반이어야 한다. 

-처분장의 암반과 주위 지질시스템은 자연방벽의 변형없이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한다 . 

• AECB Regulatory Document R-104 

1987년 어1 AECB어| 의 해 서 “Regulatory Policy Statement Regulatory 

Objectives,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Long Term Aspects"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처분장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一처분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장래 세대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처분장은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관리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 처분시점은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장래의 예견된 인간 및 자연환경에 대한 리스크 

가 없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에 의해 장래의 지하자원 이용이 방해받아 

서는 안된다. 

-펴171 물 처분장에 의해서 받는 개인의 방사선적 위험도(치명적 암발생 위 

험도)가 10-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제도적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 

에서의 계산한 것이라야 하며， 리스크는 시나리오 발생확률과 각 시나리 

오의 선량 그리고 선량당 영향확률의 곱으로 나타낸 결과의 합으로 표시 

된다. 

또한 R-l04어|는 기본적인 방사선적 요건에 대한 지칩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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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개인의 리스크는 자연방벽의 경계와 상관없이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해야 한다. 

-피폭 시나리오 확률은 상대적인 발생확률에 근거하든지 혹은 best 

estimate와 엔지니어링 판단에 근거한 수치가 사용되야 한다.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한 개인 리스크 평가는 10，αE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평가된 리스크가 10，000년 이내에 피크를 보이지 않을 경우， 

10，000년 이후의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크게 증가되지는 않는 다 

는 것을 보여야 한다. 

-개인 리스크 계산은 리스크-선량 변환펙터 (risk conversion factor, 

2x10-2/SV)와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 

인선량은 결정론적인 경로 분석 결과로 도출된 연간 개인 선량 혹은 확 

률론적인 분석 결과의 선량 분포에서의 평균값이 사용될 수 있다. 

고준위페기물 R&D 전담기관인 ACEL은 고준위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처분개념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요건 (General 

Requirement)를 설정하였다. 이 일반 요건의 내용은 카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간의 협약내용과 전술한 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의 원자력 

관련시설의 인허가 요건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IAEA 및 

。ECD/NEA 등의 국제기관의 처분관련 권고안을 잠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 

·장래 세대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요소가 고 

려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일반 주민이 잠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처분개념은 카나다의 지질학적 여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 

다. 

이러한 일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개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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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기술적 목표를 세웠다. 

·결정질암에서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시설해체 및 시설 폐쇄 기술이 확보 

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장기적인 제도적 관리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안 

전하게 성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현재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야 하며， 현재 인허가 요건뿐만 아 

니라 향후 요건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처분후 감시 및 폐기물 회수(retriebility)가 가능해야 한다. 

·처분장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나. 개념설계를 위한 주요 가정 사항 

이 부분은 AECB으| 일반 요건을 반영하여 AECL에서 처분시스템 개념설 

정을 위해 수행한 처분장 개념 설계를 위한 가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주 

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용량 : 191 ,000 MTU (10， 100，αE 다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현재 약 900.000다발이나 수십년 후에 건설될 처 

분장을 위해서 앞으로의 발생량까지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발 

생 예상치를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카나다에서의 원자력발전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경우 즉 향후 원자력발 

전을 3%씩 증가할 경우 잉33년에는 역 1αE만 다발(약 19만톤)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념설계시 처분용량은 가장 보수적인 추정 

치인 19만톤으로 설정하였다. 

• 처분장 : Canadian Shield의 Plutonic Rock 

·기준 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피커링 발전소 핵연료) 

-연 소 도 : 685GJ/kgU (7,928M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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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당 우라늄 무게: 18.9Kg/다발 

-최소 냉각기간:10년 

·처분용기 

-채질: ASME grade 2 Titanium 

-용량: 72 다발 

-최소 수명: 500년 

·연간 취급 핵연료: 250，αE 다발 

• 연간 취급 처분용기 : 3471 개 

·시설 운영: 40년 

·지하 처분시설의 갚이 1000 m 

·처분용기 외부표면 및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 100 .C 

• 평 균 strength to stress ratio : 최 소 2 

• maximum room extraction ratio : 0.25 

·처분용기 거치 : 수직처분공에 1개의 처분용기를 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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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시스템 개념설계 

가- 지상시설 

지상시설은 폐기물 포장시설 (used-fuel packaging plant, UFPP), 바스켓 및 

처분용기 제조시설， 기타 폐기물 수직갱과 같이 폐기물 거치 활동과 관련된 

시설들과 보조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지는 일반 주민의 출입의 자유로운 

비방사선 지역과 방사선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川-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부지는 5.2km x 3km 0 I 며， 이것은 UFPP로부터 exclusion zone을 1.5km 
반영한 것이다. 

그림 111-2는 지상시설의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약 40여개의 크고 작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부지접근은 고속도로와 철도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들은 security fence들과 분리되어 있는데(그림 

11-2에서 이점쇄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여기에는 UFPP, 바스켓/처분용기 제 

조시설， 암석처리시설， 뒷채움채 준비시설， 고체 및 기체폐기물 처리건물 등 

이 포함되어 있다. 

1) 폐기물 포장시설 (UFPP) 

UFPP는 지상시설중의 핵심시설로서 그림 111-3과 111-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65m x 50m 넓이를 갖는 2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다. 

폐기물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레일 혹은 도로로 수송되어온 수송용기 

를 수납하는 기능， 수납된 수송용기에서 핵연료를 하역하는 기능， 임시저장 

풀에 수송/저장 모률들을 저장하는 기능， 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장전하여 밀 

봉하는 작업， 처분용기를 저장풀에 임시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처분용기를 

헤드프레임을 통하여 지하 처분시설로 이송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그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그림 11-5에 나타나 있다. 

이 시설은 연간 4경O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으며， 72개의 다 

발을 수용할 수 있는 처분용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년간 필요한 처분용기수 

는 3471 개 이다. 

수송용기에 넣어 UFPP에 수납되는 장비는 96개의 핵연료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수송/저장모율(high density storage/shipping mOdule)을 카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UFPP에는 3개월 수송분， 즉 650 모률을 수용할 수 있는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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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pe따 80undary 

/Seπice-Shaft Complex 

Concrete Batching 
Plant 

s、--.\ Limits of Used-Fue’ 
Disposal Centre Protected Areas 

1... 5.2km 

u찌cast 
Ventilation 

Shafts 

|← O.7km 켜 

ì 
-• l 

3km 

Rock Crushing Plant 

그림 川-1. 고춘위폐기물 처분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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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d-Fuel Packaging Plant 
2. Waste-Shaft Headframe 
3. Stack 
4. Downcast Ventilation Shaft 
5. Service-Shaft Complex 
6. Auxiliary Building 
7. Admin. Bldg. Including Firehall 
8. Sealing MateriaJ Storage Bins 
9. Dust Collection Bag House 

10. Active-Solid-Waste Handling Building 
11. Waste Management Area 
12. Active-Liquid-Waste Treatmenl Building 
13. Low-Level Uquid Waste Storage Area 
14. Sewage Holding Pond 
15. Garage 
16. Storm Runoff Holding Pond 
17. Cafeteria 
18. Baskel and Conlainer Fabricalion Plant 
19. Warehouse 
20. Swilchyard 

Ir 를훌훌률톨 
훌훌형훌훌 

{311 톨~훌 

Note: 
Uκast Ventilation Shaft Protected Area is not shown 

21. Transformer Area 
22. Air Compressors 
23. Secu꺼ty Fen∞ (Main Protected Area) 
24. Powerhouse 
25. Fuel Tanks 
26. Waler Slorage Tanks 
27. Water Treatment Plant 
28. Pumphouse and Intake 
29. Quality Control Offices and Laboratory 
30. Concrete Batching Planl. Area 
31. Rock Crushing Plant Area 
32. Process-Water Senling Pond 
33. Rock Disposal Area 
34. Guard House 
35. Parking Area 
36. Storage Yard 
37. Sewage Trealment Planl 
38. Overhead Corridor 
39. Hazardous Materials Storage Building 
40. Service-Shaft Complex Water Senling Pond 

그림 川-2.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지상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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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 UFPP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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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tITAIN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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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POO.. sæGE 
5T뼈AGE 

AC(호ss A/'() 

HAINTENAICE 
Rα]에 

SCALE (rn) 

TRAN양ClHER 
RECEIVINC I SHIPPINC 

ÐPTY 
CASK 

LAYOOWN 
‘ AREA 

FU..L 
CASI< 

LAY i)()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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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川-4. UFPP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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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INED ELEVATOR 

CQNTAlNER 
AIRLOα 

HEADfRAME
POOL 

SURGE ST뼈AGE 

CARαJSEL 



Transler the Modules to the 
Receiving Surge-Storage Pool 

Dry the Storage/Shipping 
Modules and Bundles 

Transler a Damaged Bundle t。
a Damaged-Bundle Can 

FiII the Can with Glass Beads 
and Compact the Beads 

Store Sealed Cans Until 
Enough Have Accumulated 

Place 3 or 4 Damaged-Bundle 
Cans in a Disposal Container 

Transler the Container to the 
Headlrame Surge-Storage Pool 

Arrival 01 a Truck or a Railcar 
with a Transportation Cask 

Containing Used Fuel 

Aemove a Transportation Cask 
Irom the Truck or Railcar 

Remove the Storage/Shippíng 
Modules Irom the Cask 

1Mα끼ules 

Record the Seríal Number 01 
Each Fuel Bundle 

Inspect Each Bundle lor 
Damage 

Trans’er the Bundles ’rom the 
Module to a Basket 

Place the Basket 01 Bundles 
in a Disposal Container 

Fill the Container with Glass 
Beads and Compact the Beads 

Join a Líd onto the Container 
with a Diffusion Bond 

Inspect the Container 

Acceαable Container 

Record the Seríal Number and 
Contents 01 the Container 

Place the Container ín a 
Container Cask 

Transler the Cask to the 
Waste Shaft Headlrame 

그림 111-5. UFPP의 운영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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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ure 01 the Truck or 
Railcar with a Transportation 
Cask and Empty Modules to 
be Retumed to the Nuclear 

Generating Station 

Empty Module 

Remove the Basket 01 Fuel from 
an Unacceptable Contaíner 



저장풀을 강추고 있다. 처분용기 밀봉작업후 마지막 저장을 위한 임시저장지 

역인 임시저장풀에는 두달분， 즉 580처분용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 있다. 또한 기준 처분용기는 ASME grade 2 Titanium을 이용한 실린더 

형으로서 18 핵연료다발을 4층으로 쌍아 총 72개의 핵연료다발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 무게는 2.없3톤이다. 

·사용후핵연료 수납 

도로수송인 경우 수송용기당 두 개의 저장/수송모률， 그리고 철도수송인 

경우 수송용기당 6개의 저장/수송모률을 수용할 수 있는 수송용기를 수납하 

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 1.3모률을 수납하게 된다. 이용률을 고려하여 

수납지역의 갯수를 평가한 결과 4개의 수납지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마. 

이들 수납지역에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제염장비 등이 강추어져 있다. 

;7 ~)수송용기 

UFPP에 수납되는 기준 수송용기는 도로수송인 경우 96개의 핵연료다발 

을 수용할 수 있는 모둘 2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송용기(그림 川쉰 참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철도 수송인 경우는 6개의 모률을 수용할 수 있는 수송 

용기(그림 111-7 참조)를 가정하였다. 핵연료 적재시 중량은 도로 수송용기의 

경우 35톤， 그리고 철도 수송용기의 경우 80톤으로서 모두 IAEA 및 AECB 

의 수송인허가 규정을 만족하는 것들이다. 

나)모둘취급셀 

수송용기에서 적재된 모률의 하역은 1,260 mm 두께를 강는 차폐셀인 모 

률추|급셀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가위형태의 리프트를 이용하여 수송용기 

를 셀포트에 연결하여 뚜껑을 제거하고 내부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롤리에 

싣고 모률이송터널을 이용하여 밀봉작업셀로 이송된다. 한펀， 밀봉작업셀로 

이송하기전 일부는 수납저장풀에 임시 저장하게 된다. 밀봉작업셀로 이송하 

기 전에 모률은 습기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 역시 모둘추l급셀내에서 

이루어진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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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뻐AGEI당iIPPING 

tÐ마JLE 

CUTAWAY VIEW OF CASK 
APPROXlMATE SIZE - 2.1 m x 1.85 m x 1.5 m 

WEIGHT (fULL) - 35 Mg 

그림 川--B. 도로 수송용 수송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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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납저 장풀(receiving surge-storage pool) 

수납저장풀은 650모둘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밀봉포장시설에서 3개월 작업량이다. 수중 저장은 저장프레임에 6단계로 쌓 

아 올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풀의 크기는 10m x 25m으로서 저장풀 위에 

서의 선량이 2.5μSv/hol 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률 위의 물의 갚이가 최소 

한 약 2.3m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장모둘위 물의 깊 

이 는 3.25m(2.3m water depth + 0.65m module height + 0.3m clearance) 유 지 

되어야 하며， 총 물의 갚이는 7.37m로 설계되어 있다. 

라)핵연료포장셀 

핵연료포장셀은 UFPP에서 핵십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연속적 

으로 수행한다. 

-핵연료 모률을 포장셀에 수납 

-사용후핵 연 료 serial no. 확인 및 기 록 

-사용후핵연료 특성 검증 

-사용후핵연료를 바스켓에 적재 

-채 워 진 바스켓 을 처 분용기 (container)에 적 재 

-처분용기 내부를 glass bead로 채움 

-처분용기 뚜껑을 닫고 용접 

-처분용기 용접 검사 및 확인 

- 처분용기률 수송 캐스크에 싣고 지하시설로 이송 

그림 111-8은 핵연료 포장셀의 기능과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처리용량 

을 맞추기 위하여 2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1.26m 두께의 보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외부표면선량이 2.5 μSv/hol 하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2) 처분 바스켓 및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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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川-8. UFPP의 사용후핵연료 포장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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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바스켈 및 처분용기 제조시설의 용량은 년간 3,471 개의 바스켓 및 

처분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바스켓은 그림 川-9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8다발씩 4개층으로 쌓아올려 총 72다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 

질은 carbon steel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지름 10.16cm인 19개의 튜브가 

가운데 튜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바스켓이 지름은 0.61m o l 고， 높이는 

2.058mol 다. 한편 처분용기는 외부반경 0.642m, 높이 2.246m, 두께 4.76mmOI 

며，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 바스켓 내부 온도 분포를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중심부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넣지 않는다. 

처분용기는 1개의 바스켈을 적재하게 되며 4.76mm 두께의 타타늄으로 되 

어 있다(그림 11-10 잠조). 그러나 표 11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처분용 

기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표 川-2. 카나다의 처 분용기 대 안 

처분용기 규격 
재질 

두께 
용량 충진물질 

(φ x h), mm (mm) 

304L 
72 다발 910 x 1275 

스테인리스강 
25 cast lead 

304L 
고준위폐기물 

457 x 3275 
스테인리스강 

15 72다발 cast glass 
사c>다 c>브 L.!.. 

630 x 2246 Grade-2 titanium 4.76 72다발 cast bead 

860xl189 
Low-phosphoro us 

25.4 72 다발 bead glass 
copper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용기에 담기기 전에 원격으로 검사되고， 검사자 

료가 입력되어 IAEA가 규정하는 핵물질안전보장 기준을 준수토록 한다. 처 

분용기에 바스켓을 적재한 뒤 처분용기와 바스켓 사이 또한 사용후핵연료 

다발들 사이의 충진물질을 넣어 빈 공간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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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川-9. 처분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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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틸리티시설 

·전력 시스템 

처분장에서 필요한 전력은 22MW로서， 이중 7MW는 지하시설 운영에 필요 

하고 15 MW는 지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 부지외부의 전력시스템 고장을 

대비하여 방사선방호 등과 같은 비상수단을 위해서 약 4MW으| 대기 전력 

을 보유하고 있다 . 

• Water 시스템 

처분장에 필요한 물은 각 시설의 공정 및 화재방재에 필요한 process 

water, 작업자를 위한 domestic water, 그리고 각종 장비 및 핵연료 저장을 

위한 제염수로 구분된다. 필요한 물의 양은 process water가 17,280 m3/d, 

domestic water가 489 m3/d, 그리고 제염수가 6 m3/d로 분석되었다. 

·압축 공기 

전체 필요한 압축공기는 900 kPa어|서 3 m3/d로 나타났다. 

• 암석 처 리 시 설 (Rock Crushing Plant) 

암석처리시설은 암석을 뒷채움채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잘게 부수 

는 시설로서， 작업중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서비스수직갱 헤드프레임과 최 

소 500m 떨어져 있다. 처리용량은 시간당 150톤이다. 

• 콘크리트 batching 시설 

암석처리시설에서 받은 암석조각을 믹서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첨가하여 

만들며 암석처리시설 옆에 위치해 있다. 

나. 지하시설 

1)처분 방식 대안 분석 

카나다에서는 지하 처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비교평 

가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먼저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 중인 처분개념들에 대 

해서 1980년과 1985년， 그리고 1993년에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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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볼트가 단일총일 경우， 혹은 다층 구조일 경우 

·처분공 개념에서 수평 저장일 경우， 혹은 수직 저장일 경우 

• 터널에 처분하는 개념 및 매우 긴 처분공에 다층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들 대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하여 표 11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11-3. room-and-pillar처 분개 념 의 배 열 방식 별 대 안 비 교 

(단일층 처분실을 기준으로 표준화) 

길선볕맏~ 단일총 처분실 다층 처분실 다층 심층처분실 

유연성 
부지 특성 기준 기준안과 동일 기준안 보다 불리 

처분용량 기준 불리 불리 

처분 사용후핵연료 기준 불리 동일 또는 불리 j 

폐기물 고준위폐기물 기준 불리 불리 

처분폐기물 회수용이성 기준 동일 불리 

비용 기준 불리 매우 불리 

기술개발 정도 기준 동일 유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안인 단일층 처분실 방안이 기술성 및 경 

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어 결국 기준 처분방식으로서 단일층볼 

트구조가 선정되었다. 

또한 폐기물 거치방법에 대한 대안분석결과 동굴 및 토목사업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입증된 기술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room-and-pillar개 념 기 준개 념 으로 선 정 하였다. 

·부지 특성과 처분용량의 불확실성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개 

념으로 modular 설계가 가능함. 

·공학적 방벽 및 자연방벽의 온도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각 처분실 사이의 

X 

ω
 



간격 유지 및 처분용기 사이의 간격 유지에 용이함. 

·처분동글의 중.장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굴착의 크기， 형태 및 위치 

선정에 유연성이 있음. 

2) 지하시설 개념 

지하처분시설은 수직갱/호이스트 설비， 처분용기 하적지역 및 기타 지하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용기 하적지역은 지하 1000m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약 2km x 2km 정도가 된다. 하적지역과 지상과는 여러 종류의 수직 

갱로 연결되어 있다. 즉， 폐기물 용기등이 이송되는 수직갱， 환기를 위한 환 

기용 수직갱， 기타 유틸리티 및 서비스 용품 이송을 위한 서비스 수직갱 등 

이 있묘며， 개략적인 개념도가 그림 111-11 에 제시되어 있다. 

·수직갱/호이스트 설비 

-처분용기 이송용 수직갱 

-서비스 수직갱 

-환기용 수직갱 

·처분용기 하적지역 

-접근터널 

-펴|기물 하적실 및 수직갱 

·기타 지하설비 

-수송용기 저장지역 

-보수설비 

-디젤연료 저장지역 

-충진울질 및 뒷채움물질 저장설비 

-파쇄 암반 입시 하적지역 

-기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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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설비들은 오른쪽에 있는 shaft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 

한 지하설비의 배치도가 그림 111-12에 나타나 있다. 지하 1000 m 심도에 위 

치하는 처분장은 암반에 굴착되는 수평 터널과 처분실(disposal room)의 네트 

워크로 이루어지며， 지하면적은 2kmx2km로 되어 있다. 또한 지표부터 수 

평 터널까지의 수직갱도 이에 포함된다. 

3) 수직갱 

모든 수직갱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용기를 이송하기 위한 폐기물 

수직갱， 서비스 수직갱， 환기용 수직갱로 되어 있으며， 각 수직갱의 단면의 

그림 111-13어| 제시되어 있다. 수직갱은 운반용 1개 (service shaft), 폐기물용 

1 개 (waste shaft), 통기 용 3개 (downcast ventilation shaft, emplacement-panel 

upcast ventilation shaft, excavation-panel upcast ventilation shaft)로 구성 되 어 

있다. 

폐기물 수직갱은 지름 4.0m인 실린더형으로서， 지상출구의 헤드프레임은 

30m높01 의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 지름 3.8m인 드럼을 

갖는 700kW friction hoist7 ~ 천정에 매달려 있으며， 최대 호이스트 이송속도 

는 3.3 m/s로 설계되었다. 

서비스 수직갱은 작업자， 재료 및 장비등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지름이 

7.3m로 수직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완충재， 뒷채움재 및 굴착된 암석 

이송을 위한 두 개으1 9톤 용량의 skip 과 작업자 및 장비 이송을 위한 10톤 

용량의 cage, 그리고 1 톤 용량의 보조 cage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위로 압 

축공기， 벤토나이트 공급라인， 공급수 파이프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다. 헤드 

프레임은 60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3.66m 지름의 드럼을 

갖는 1α'tJkW friction hoist7 ~ 천정에 매달려 있다. 최대 호이스트 이송속도는 

13 m/sol c~. 

환기용 수직갱은 downcast 환기수직갱과 upcast 환기수직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owncastrrJ 경우 내부 지름이 4.6m인 실린더형으로 1,800 kW으| 팬 

을 이용하여 공기 462m3/s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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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 처분 볼트 

지하 처분불트는 그림 11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근터널 (access tunnel) 

과 8개의 처분구역 (panel)로 이루어진 처분룸(enplacement room), 그리고 각 

종 보조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사항을 근거로 하였다. 

-지 하공간 굴착비 율(extraction ratio)은 21%보다 작게 한다. 

-처분핵연료의 최대 표면온도는 1Cxrc 이다. 

-개폐구(openings)의 수를 최소화한다. 

-운전 의 유연 성 (flexibility)을 최 대 화한다. 

-굴토 작업과 폐기물 거치 작업을 동일 처분구역에서 동시에 수행되지 말아 

야한다. 

-모든 보조시설은 처분지역， 즉 처분패널 외부에 위치시킨다. 

-수직갱의 위치는 처분패널에서 최소 200m 0 I 상을 이격시킨다. 

-배수시설을 확보한다.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 처 분구역 (pannel) 

190，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지하처분장은 그림 11-14와 

같이 중앙 터널를 중심으로 4개씌 총 8개의 처분구역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처분구역에는 64개의 처분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처분구역을 채우기 위 

해서는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통로 

지하 볼트는 접근통로 및 물질 수송을 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 

다. 이 중에서 중앙접근통로는 두 개의 평행한 터널로서 구성되어 두 개의 

수직갱 그룹사이를 연결한다. 터널의 넓이는 6m 이며， 높이는 5m이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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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역 접근통로는 각 처분구역의 중앙을 따라 각각의 룸과 연결되는 두 

개의 평행한 터널로서 터널의 넓이는 6m 이며， 높이는 6.5m로서 높이는 

수송용기 취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접근통로보다 높게 되어 있다. 

주위접근통로(perimeter access tunnel)은 단일 터널로 되어 있으며， 처분구 

역 접근통로의 반대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터널의 넓이와 높이는 중앙 

접근터널과 같다. 

• 처 분 룸 및 처 분 공(boreh이e) 

총 512JH 의 처분룸으로 되어 있으며， 각 룸은 230m 길이를 갖고 있다. 터 

널의 넓이는 8m 이며， 높이는 5.5mol 다. 처분 룸은 배수를 위해서 길이 

방향으로 1% 경사， 넓이 방향으로 2%으| 경사를 강고 패널터널쪽으로 지 

히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 처분공은 지름 1.24m, 갚이는 5mo l 다. 처분공 

의 간격은 좌우 2.1m으로서 각 룸당 3개의 줄로 나란히 배열하여 총 282 

개의 처분공이 위치하게 된다(그림 111-15 참조). 

·기타 보조시설 

보조시설들은 크게 main shaft complex지역과 upcast shaft complex 지역으 

로 구분되며， 주요 보조시설들은 main shaft complex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는 수송용기 저장지역， 유지보수지역， 디젤연료보관지역， 완충채 

및 뒷채움채 물질 보관지역， 굴토암석취급지역， 펌프실 등과 사무실， 세척 

실， 의무실과 같은 보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5) 지하 처분볼트 개발(developmenet) 

최초 지하시설 공사시 작업순서는 먼저 모든 수직갱 공사를 마치고 접근 

통로를 개척한 다음에， 수직갱 근처에 위치하게 될 보조시설들을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첫째 패널의 처분룸을 굴착하는 것으로 건설단계는 끝나고 그 

이후늠 폐기물 거치작업과 처분룸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처분볼트 공사는 유사한 암반에 대하여 광산/토목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는 발파공법 (drill-and-blast)이 선돼되었다. 화성암류의 터널 공사시 주 

M 

갱
 



Buffer 

Sand 

( 1::' 6 3 

그림 111-15. 처분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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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T8M은 원형의 공동만을 굴착하기 때문에 편펑한 처분실의 바 

닥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굴착법은 연속 경암 굴착기 

(continuous hard-rock excavation machines)를 사용 하는 것 인 데 , 현 재 개 발 중 
에 있으며 발파보다 더 많은 장접을 가질 수도 있g나 그 실용성이 아직 입 

증되지는 않았다. 이 굴착기는 발파에 비해서 굴착된 공동 주변의 암반에 영 

향을 적게 미칠 것르로 예상되나 이 역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AECL으I URL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발파에 의한 주변 암반의 손상은 적절한 

제어발파 패턴의 적용S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동굴에 대한 보강은 록 볼팅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암반 상태를 파 

악하여 파쇄대가 없는 지역은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쇄대가 많이 발달한 

지역은 볼트를 사용한 후 철망을 씌우고 훗크리트룰 타설한다. 

처분장 개념 설계시에 가정한 공사에 필요한 버럭 처리율은 처분장의 건 

설 단계 동안 약 1,200 Mg!shiftOI 다. 이 처리율은 운영 단계 동안에는 770 

Mg/shift 로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650 Mg/shift은 추가 건설되는 처분실에서， 

그리고 120 Mg/shift은 시추공 설치를 위한 천공에서 나온 버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근거로 버럭 처리 장비의 종류 및 크기가 결 

정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 및 버럭의 처리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장 건설/운영 단계 

및 일정， 처분장 크기， 배열 및 설치 개념， 그리고 모든 처분장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처분 시설의 최적의 고안을 위하여 여러 번의 설계 변 

경도 불가피하게 된다. 버럭 운반에 필요한 트럭의 수는 굴착 장소와 운반 

수직갱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지하 처분장으로부터 지표까지 

버럭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수직갱 장비는 최대 굴착율에 달려있다. 

6) 지하 처분 볼트 운영 

지하처분볼트의 운영은 모든 수직갱의 장비가 완료되고， 지하터널， 지하 

보조시설 공사 및 한 개의 패널굴착이 완료된 후 거치작업과 동시에 다른 

패널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림 111-16에는 펴|기물 거치작업과 굴착순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upcast 

shaft complex 지역에 위치한 처분구역에서 처분공 굴착， 폐기물 거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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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OPERATIONS 

CONTAINER 
EHPLACEμENT 

CALENOAR 
YEARS 

OPERATING 
YEARS 

PANEL A PANEl B 2020-2024 5 1 -

PANEL B PANEL C 2025-2029 6 - 10 

PANEL C PANEL 0 2030-2034 11 - 15 

PANEL 0 PANEL E 2035-2039 16 - 20 

PANEL E PANEL F 2040-2044 21 - 25 

PANEL F PANEL G 

PANEL 꺼 

2045-2049 26 - 30 

PANEL G 
PAκEL H 

2050-2054 

2055-2059 

31 - 35 

36 - 40 

순서 커치 폐기물 굴착 및 

m 

갱
 

그림 川-16. 패널의 



및 룸밀봉 작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반대편 처분구역에서는 굴착작업 o 

행된다. 
-‘T 

처분구역의 굴착작업은 처분용기의 

이롤 토대로 하여 굴착율을 조사하면 

거치율(3471 개/년)과 관계되기 

다음과 같다. 

때문에 

-룸의 길이: 230 m 

-룸의 단면적: 43 m2 

-룸의 체 적 : 9,890 m3 

-톤 환산인자: 2.6 ton/m3 

-룸당 발생량: 26,209 ton 

-룸당 작업일수 : 18일 

-1 일 발생 량: 1,456 ton/day 

-1 일 진전률: 12.8 m/day 

처분구역의 배치와 운영순서는 운영중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거치작업이 이루어지는 처분구역에서 폐기물 거치 

는 처분공 굴착과 룸밀봉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교통의 혼잡함을 피하 

기 위하여 두 개의 평행한 터널이 사용되고 있다. 즉 한 개의 처분구역터널 

이 페기물거치 작업중이라면， 다른 터널은 굴착 터널 (drilling tunnel)로서 처분 

공 굴착 작업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굴착터널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레일 및 환기 덕트 설치， 처분공 굴착， 처 

분공 밑바탁에 완총재 거치， 처분룸에 뒷채움재를 룸 밑부분에 설치， 룸입구 

칸막이 설치 등이며， 거치터널에서 행해지늠 작업은 처분용기 거치， 완충재 

채움， 처분룸에 뒷채움재 설치이다. 한편 환기 덕트는 전정 양모서리에 연결 

되어 있다. 

밀봉으로 이어지는데， 그 

111-17 참조) 

처분공에서의 작업은 처분공 굴착에서 처분용기 

작업공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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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CONCRETE 

BUFFEA MATERIAL 

SAND 
CONìAINER 

BUFFEA 

BACKFILL MATERIAL 

8UFFER MATERIAL 

CONCAETE 

ACTIVITIE_S 

lNSTALL TRACK 
ANO SEAVICES 

lNSTALL DRILLING 
‘ EGUIPMENT 

OAILL BOREHOLES 

INSTALL BUFFEA 
EGUIPMENT 

lNITIAL BUFFER 

lNSTALL EMPLACEMENT 
EGUIPMENT 

EMPLACE CONTAINEAS 

REMOVE EGUIPMENT 

REMOVE TRACK 

BACKFILL ROOM 
LOWER PART 

8ACKF!LL ROOM 
UPCE디 PART 

CONSTRUCT BULKHEAO 

ROOM COMPLETE 

그림 川-17. 처분룸에서의 운영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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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공 굴착 및 초기 완충재 설치(그림 111-18 잠조) 

처분공을 지름 1.24m, 갚이 5.0m로 수직g로 굴착한다. 밀도 1.67Mg/m3

’ 
두 

께 15cm 혹은 20cm를 갖는 완충째를 처분공 아래부분부터 3.5m까지 삽입 

한다. 이때 50cm까지는 처분공을 완전히 채우나 그 이후는 처분용기가 들 

어갈 구멍을 남기고 주위만 채우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완충째는 습윤 

성분은 17% - 19% 이내의 것이 사용된다. 

·처분공 조정 및 건조모래 삽입 

처분용기를 삽입하기 전에 구멍을 지름이 74cm, 갚이가 2.8m되도록 10cm 

두께로 건조모래를 밑바탁에 고르게 채운다. 

·차폐링 장치 및 처분용기 거치 

구멍입구에 차폐링을 장치하고 처분용기를 수송용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린다. 여전히 처분용기는 수송용기 grapple에 매달려 있게 된다. 처분용 

기와 구멍벽간의 작은 공간을 건조모래를 이용하여 처분용기 상단부에서 

15cm 밑에까지 채운다. 

·수송용기를 제거 및 건조모래 채움 

수송용기 grapple를 제거하고 처분용기 위 30cm까지 건조모래를 채운다. 

사용되는 건조모래의 습윤성분은 0.5%01 내이다. 

• 차폐링 제거 및 임시차폐막 설치(그림 川-19 참조) 

차폐링을 제거하고 방사선으1 skyshine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시차폐막 

구조물로 입구를 덮는다. 

·완충채 설치 

마지막르로 압축된 벤토나이트를 채운다. 

처분용기 거치가 끝나면 룸을 밀봉하게 되는데， 룸을 밀봉하기 전에 먼저 

레일과 콘크리트 curb를 제거한다. 뒷채움째는 3.5m 높이의 lower backfill과 

1.5m 높이으1 upper backfill로 구분되는데， lower backfill의 채료는 화강암가루 

와 점토가 3:1 로 혼합된 것을 사용하며， upper backfill은 hydraulic conductivity 

가 훨씬 낮은 벤토나이트와 silica가 1:1 로 혼합된 것을 사용한다. 뒷채움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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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울 때 는 pneumatic 방법 이 사용된 다. 

7) 환기 계통 

환기계통은 지하시설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핵심으로서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강추어야 한다. 

• 디젤동력을 이용 충분한 공기 공급이 가능하여， 지하시설내에 유해한 가스 

가 허용치 이내에 머물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운전시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여 지하시설내에 허용농도 이내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내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공기가 폐기물거치패널로부터 굴토작업중인 굴토패널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처분용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방사성물 

질을 필터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계통의 공기흐름의 원리를 그림 111-20어|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tfv"는 환기 수직갱， “W"는 폐기물수직갱， 그리고 "S" 는 서비스수직갱를 의미 

한다. 환기계통은 거치패널 환기계통과 굴토패널 환기계통을 물리적으로 분 

리하여 독립적인 회로가 되도록 하였다. 공기 흐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 상의 팬 을 이 용하여 하향환기 축(downcast ventilation shaftl을 통해 들어 

온 다음 중앙/주위통로를 거친 다음 폐기물거치패널 및 굴토패널을 거친 다 

음 두 개의 상향환기축(upcast ventilation shaftl을 통해 지상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또한 공기의 일부는 폐기물수직갱 및 서비스수직갱 주위의 여러 보조 

시설들을 돌아서 역시 상향환기축을 통해 흐르게 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수직갱의 맨 위에는 폐기물수직갱 헤드프레임내에 음(negative)으| 압력이 걸 

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팬이 연결되어 있다. 

폐기물수직캠과 상향환기축 출구에는 HEPA 필터가 연결되어 있S며， 이 

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폐기물거치룸에는 폐기물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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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사용하기 위한 보조팬과 덕트들이 설치되어 있다. 

가) 지상팬 설치 

공기의 순환을 위한 지상팬은 3개의 주요 환기수직갱에 부착되어 있으며， 

폐기물수직갱에는 작은 보조팬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사양은 표 川-4에 

나타나 있다. 

표 111-4. 환기 계통 성능 

팬의 위치 
공기체적 정압력 모터사이 Z 

(m3/s) (kPa) (kW) 

하향환기축 462 2.10 1800 

건설중인 

처분구역의 190 2.20 750 
상향환기축 

거치작업중인 

처분구역의 178 1.87 670 
상향환기축 

폐기물샤효 E 25 1.36 55 

하향환기팬에는 히터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지하시설의 온도를 조절하 

기 위하여 홉입공기의 온도를 2
0

C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24，600kw를 갖는 propane systemOI 제 공된 다. 상향환기 축에 는 비 상시 탈출구 

로 사용하기 위한 service cage가 부착되어 있는데 정상운영시는 공기 순환 

율 차단시킨다. 

나) 필터 시스템 

거치패널의 상향환기축 위에는 공기순환 조절장치(damper)가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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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공기가 HEPA 필터를 거쳐서 흐르도록 조절된다. 

팬들의 

공기순환 

필터에는 

이때 HEPA 필터를 거쳐서 흐르는 공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주요 

공기 흐륨을 약 반으로 감소시킨다. 폐기물수직갱에도 비상을 위한 

조절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필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prefilter가 연결되어 먼지 등을 먼저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 거치 작업이 진행중인 룸 근처에도 

방사선 준위가 높아지면 작동하게되며 이동식 

보조팬이 연결되어 있어 

보조필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111-21 참조) 

8) 처분용기 회수 

혹은 폐기물 

모른다. 이러한 

지하시설 운영기간동안 핵연료 회수를 위해서 밀봉된 룸내 

이 거치된 처분공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핵연료 회수를 설계시에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 목적을 

용기를 회수하는 경우로 

같다. 

위해서 처분용기 회수는 손상되지 않는 건전한 처분 

한정하여 분석되었으며， 회수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룸입구에 

breaker오} 

설치된 

연결하여 

콘크리 트 bulkhead를 

발파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이는 

수행한다. 

·룸의 뒷채움재를 제거한다. 원격작업이 필요 없도록 방사선 

가정한다. 환기 덕트와 같은 시스템을 재 설치한다. 

·배수로， 레일 등을 거치작업의 역순으로 재 설치한다. 

hydraulic rock 

준위가 낮다고 

• 처 분용기 를 회 수하기 위 하여 core drill을 

으로 파낸다. 

이용하여 압축벤토나이트를 원형 

·새로운 platform을 셜치하여 처분용기가 포함된 core를 들어올린다. 이때 

여| 처분용기에 묻혀있는 완충재로 인해서 무게가 10톤이상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다. 지하시설 01.늘!. 
i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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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 운영이 끝나고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한 핵연료 회수 가능성 

(미국의 개념과 같은 caretaker 기간은 없음)이 없으면 지하시설을 밀봉하게 

된다. 지하시설 밀봉 대상은 처분구역터널， 주변접근터널， 중앙접근터널， 보 

조시설 및 각종 수직갱이다. 

먼저 처분구역터널과 주변접근터널에 대한 밀봉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상 

향환기축 및 중앙접근터널에 대해 수행한 다음 보조시설 및 수직갱 순서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밀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지하터널 및 룸을 지나는 단 

층지역이나 보조시설 운영 및 터널작업시 사용했던 처분공 혹은 앵커 구멍 

등에 대해서 밀봉작업을 수행하고， 또한 터널 혹은 보조시설이 위치하는 터 

널의 벽면을 깨끗이 한다. 

밀봉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전 절에서 언급한 룸밀봉하는 방법과 유사 

하며， 특히 처분구역터널에 대한 밀봉을 마친 후 중앙접근통로를 계속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룸밀봉시와 마찬가지로 입구를 콘크리트 bulkhead로 막아 

둔다. 

맨 마직막에 수행하는 수직갱 밀봉도 근본적으로 비슷한 원리이다. 먼저 

수직갱 측면에 붙은 각종 장비를 제거하고 구멍을 밀봉하고， 굴토시 발생한 

disturbed zone을 밀봉하고， 콘크리트 라이닝을 제거한 후 수행한다. 

수직갱을 밀봉하는 재료는 bulk backfill , 콘크리트， buffer seal 물질로 구성 

되 는데 이 중 bulk backfillol 99% 이 상을 차지 한다. 

라- 핵물질보장조치 

카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처분장 설계시에 핵물질보장조치 측면이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IAEA는 처분 

장에 대한 핵물질보장조치 적용방안에 대한 기술방안이 논의되고 있2나 아 

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적용방법은 AECL으| 

독자적으로 제안된 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으| 핵물질보장조치는 시설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시설 운영자에 의한 핵물질보장조치 기록보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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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운영， 추기적인 운영자료 제출， IAEA으| 사찰관에 의한 직접사찰 등의 

수단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사항을 처분장에 적용할 경우 IAEA 사찰관이 시 

설에 계속 상주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상시설때서의 핵물질보장조쳐 

·수송용기가 시설에 접수되면 사찰관은 발전소에서 핵연료 적재시 장치한 

수송용기의 봉합장치 (seals)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사찰관은 임시 저장된 수송용기의 봉합장치를 추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물론 임시저장시설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다. 

• 발전소 부지로 되돌아 갈 빈 수송용기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 질 것이다. 

사찰관은 수송용기에 빈 저장수송모률을 적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봉합장치 

를 장치한다. 

·사찰관은 봉합장치를 개봉해야 하는 모든 위치에 항시 있어야 한다. 핵연 

료 포장시설에서 봉합장치를 제거하고 수송용기의 뚜껑을 열고 핵연료 개 

수 및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수송용기에 나온 핵연료는 임시저장풀(surge storage pool)어| 저장하게 될 

것이다. 풀에 저장시 저장프레임위에 모률별로 저장하게 되는데， 한 프레 

임에 모두 저장되면 프레임 위를 덮개를 이용하여 다시 이중 봉합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풀은 연속적으로 감시 카메라에 의해 감시된다. 저장된 핵 

연료를 핵연료취급셀로 이송할 때도 역시 사찰관의 감시하에 이루어진다. 

·사찰관은 핵연료취급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감시할 것이다. 핵연 

료취급셀에서의 핵연료 확인은 방사선 측정법이 적용될 것이다. 

·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적재시 핵연료 10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처분 

용기에 serial number를 붙이고， 각 처분용키는 다시 수송용기에 적재될 때 

까지 감시할 것이다. 

·처분용기는 포장셀에서 수송용기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 수송용기에도 

IAEA으| 이중 봉합장치가 부착하게 된다. 

·이 수송용기늠 지하 볼트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송하기 전 폐기물수직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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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에서 무게를 달아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 역시 지하시설로 나오는 

수송용기도 이곳에서 무게를 달아 지하에 있는 핵연료가 수송용기에 실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2) 지하시설에서의 핵물질보장조쳐 

·사찰관은 지하 처분장에서 핵연료 거치되는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향시 

상주해야 한다. 특히 처분 처분용기의 표면선량이 높기 때문에 원격으로 

봉합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사찰관은 수송용기가 개봉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수송용기 봉합장치를 확 

인하고，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거치되고， 완총재를 채우는 과정까지 확인한 

다. 

·또한 redundancy 차원에서 처분용기를 삽입한 처분공을 방사선 에너지 스 
펙트럼을 측정하여 거치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지하시설이 완전히 밀봉된 후에도 사찰관은 주기적으로 처분부지 지역을 

방문하여 핵연료 도난여부를 확인하고， 지진기록계를 설치하여 처분장 부 

지에서의 진동이 있었는지를 파악 도난여부를 간접 확인하게 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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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웨덴 

1.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정책 및 처분 프로그램 

스워|덴은 현재 12기의 원자력발전소 (9.8 MWe)를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약 25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고 있다.2010년경에는 약 8,000 톤의 사 

용후핵연료가 발생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약 75%는 BWR에서 발생된 

것이며 나머지는 PWR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들의 관리는 현재 SKB사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l가 담당하고 있다. 

1977년 4월 스웨덴 정부는 향후 원자로에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는 그의 

안전한 처분방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방안 

이 규명되어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utilities)의 

후원하에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KBS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KBS-3 보고서로서 1983년 발표되었 

는데， 스웨덴 정부는 1984년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 

“지하 500m 갚이의 화강암층에 구리처분용기를 수직 처분공에 처분“ 을 한 

시적인 기준개념으로 승인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외국기술에 의존 

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SKB사는 이 원칙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 

기 위한 처리기술， 임시저장 기술 및 처분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착수하면서 현재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 CLAB (Central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spent fue l) 

Oskarshamn근교에 있는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로서 1985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장용량은 5，αm 톤으로 향후 밀봉포장시설과 연 

계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 SFR (Final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intermediate-Ievel waste)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서 1988년부터 운영올 하고 있으며， Fors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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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KBS-3개념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후 다음 단계로 KBS-3개념을 기준으 

로 처분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즉， KBS-3개념 

율 보완할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출하고， 각각의 처분개념에 대해서 비교.평 

가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처분개념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었 

다(Project Alternative System Study, PASSl. 각 처분개념들을 비교， 검토함에 
있어 KBS-3개념을 표준개념으로 하여 각 방안별로 처분용기， 장기 건전성/ 

안전성 및 기술성 관접에서 비교， 평가한 결과 기존으I KBS-3개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KBS-3 개 

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 정책이 컬정되었다. 

• 방사성폐기물 수송체계 확립 

주 수송은 M/S sigyn을 이용한 해상수송으로 한다. 이 M/S sigyn은 1 ，400톤 

의 용량을 강고 있으며 , roll-on/r，이1-0什로 운영 하게 된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CLAB)과 밀봉포장시설 및 지하처분장과의 연 

계체제 확립 

1985년부터 운영중인 CLAB.시설의 저장용량을 5，αE톤으로 확장하고(초기 

용량은 3，αE론임)， 밀봉포잠시설을 CLAB시설과 동일 부지에 연계하여 확 

장한다. 그러나 처분장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위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 설계 

기존의 구리 처분용기에서 Composite Canister 즉， Copper-Steel 처분용기 

를 기준처분용기로 한다. 

• 밀봉포장시설 (Encaps미ation Plant, EP) 개념설계 

2007년 운영 목표로 추진하며， 먼저 개념설계를 수행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처분장 부지선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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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부지를 결정하고， 전문가의 검증 및 인허가 신청과 취득까지 즉， 

처분장 운영 시작 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종 결정과정에는 원자력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경논의， 부지 주변 

주민들의 이해 및 협조 등과 같은 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개발과 자국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쉽 

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나， 주민 및 지방정부의 협조 등과 같은 기술 

외적인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IV-1 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스웨덴의 처분시스템 개발 일정표를 나타 

내고 있2며， 총 5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1 단겨I : 부지단계 

·제 2단계 : 특성평가 및 건설단계 

·제 3단겨I : 초기 시설 운영 및 평가 

·제 4단겨I : 실질적인 시설 운영 

·제 5단겨I : 시설 해체 및 폐쇄 

처분장 건설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 단계로 총 처분 

용량으I 10%인 약 400 캐니스터분(약 800톤) 핵연료롤 2008년부터 처분을 시 

작하여 2013년까지 완료한 다음 처분개념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재 수행할 

것이다. 평가후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에 중요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핵연료가 

회수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총 8，αm 톤 규모의 제 2단계 

처분이 2040년 초반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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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개념 정립을 위한 인허가 관련 요건 

스웨덴의 경우 미국의 10CFR60과 40CRF191에서 처럼 처분장 설계기준 

이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으며， 단지 IAEA 혹은 ICRP 등 국 

제기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 및 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정성적인 

처분장 설계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처분에 있어서 안전성 정도는 국가 및 국제기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은 장벽중에서 한 개의 장벽이 파손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중방벽의 개념에 근거하여야 한다. 

·처분장의 설계 및 시설배치는 스웨덴의 지형을 고려해야 하며， 가용한 기 

술을 이용해야 한다.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은 제도적 관리기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처분장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자연방사선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으로 예견된 기간 예상 가능한 방사성핵종 누출에 기인한 피폭율이 

연 간 10mremol 내 이 어 야 한다.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사고시의 밤사선피폭도 확률과 리스크 개념을 적용 

하여 고려해야 한다. 

처분용기 수명， 지하수 이동시간， 인공방벽에서의 핵종 누출율 등과 같은 

각 방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계시는 내부적 

으로 부시스템의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령 규제관점에서 용 

기의 수명을 명시하고는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처분후 300년에서 1C뻐년 

동안은 심각한( Substantial)의 용기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용기 수명에 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용기 

의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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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SSI(Swedish 

대한 예비 안전성분석 

National Institute of Radiation 

Protection)는 처분장에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장 폐쇄전 

전성분석을 주의 

그리고 폐쇄후 1 ，αm년 기간에 

갚게 수행해야 한다. 

방사선적 방호 측면에서 안 

있음)까지 개인 

형태로 나타내야 

예상하고 

best-estimate 

• 다음 빙하기(향후 약 10，α)Q년 이내에 올 것으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데 불확실성을 고려한 

한다. 

·다음 빙하기이후 방사선 누출의 

어 져야 한다. 

증가여부를 포함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 

처분장의 건설， 운영 및 폐쇄후 일정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장 

을 구성하고 있는 부시스템의 안전성 키능(safety function)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중방벽중에서 부지 위치 및 암반에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암반의 기계적인 안전성 

·캐니스터/완충채와의 지하수와의 화학적 친화성 

·캐니스터 부식을 촉진하는 물질 이송의 억제 

·장래 부주의한 침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핵종 용해도 및 생태계로의 이동 제한 

또한 처분용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처분용기의 밀봉(leaktightness) 

·부식에의 저항성 

• 심부지하에서의 지하수압(hydrostatic head), 완총재의 팽윤압(swelling 

pressure), 빙하기로 인한 추가 부하(load) ， 처분장 건설결과로 생기는 응력 

재배치에 기인한 암반의 이동 등에 의한 기계적인 응력에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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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e가 깨 졌을 경 우 핵 연 료의 dissolution rate 

한편， 완충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야야 한다. 

·오랜 기간 캐니스터를 완전하게 둘러싸여 캐니스터가 처분공 중앙에 위치 

시 킴 (bearing capacity) 

• 지 하수 이 동 을 지 연 (retardation) 

• 캐니스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소산(dissipation) 

• 장기간 동안 화학적 조성 변화에 대한 조절기능(chemical bu야er) 

스웨덴의 환경규제법은 시설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시설 혹은 시스템에 대한 

대안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자체의 존재 타당까지를 고려하는 

"zero alternative"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B는 처분시설의 인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그림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성 

하였다. 또한 "zero alternative" 고려 차원에서 중간저장시설(CLAB)의 운영을 

기존으I 50년에서 100년까지 연장하여 처분시설운영을 수십년 연장하는 방안 

까지 대안분석에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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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EIA for the total system 

EIA for the 
encapsulation plant 

EIA for the 
transportation s뿜tem 

EIA for the 
deep repository 

AIternatives concerning: • Choice of technical system • Siting 

- In tenns of: 
• Radiological 

effects 
• Non-radiological 

effects 
• Economical 

impact 

• Social im며d 

Consequences 

- during: 
• Site investigations 
• Construction 
• Operation phase 1 
• (Aetrieval) 
• Operation phase 2 
• Closure 

• Closed repository 
(Iong times) 

-for: 
.Operative 

personnel 
• Public 

• AnimalsINature 

그림 IV-2. 환경 영향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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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시설 개념 

여기서는 PASS 프로그램[23-26}을 통해 검토된 각 처분캐념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처분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 PASS 프로그램에서 고려된 처분개념 

대안으로 기존으I KBS-3 개념， 중수평터널식 (MLH, Medium Long Holes), 장 

수평터널식(VLH ， Very Long Holes) 및 심층수직터널식(VDH ， Very Deep 

Holes)ol 다. 먼저 각 방안벌로 고려된 처분용기들에 대해서 기술한 후 지하 

시설 개념에 대한 장기 건전성， 안전성， 그리고 기술성 관점에서 비교.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기준 캐념에 대한 지상시설 개념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가. 처분용기 

1) 처분용기 대안 

가) KBS-3/MLH개념에서 고려된 처분용기 대안 

심도 500m으| 화강암층에 굴착된 수평 처분터널의 중앙바탁에 천공되어 

있는 수직 처분공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KBS-3개념과 250m 

길이의 수평 처분공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수평 거치하는 MLH개념에 

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의 처분용기가 같이 고려되었다 . 

•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 (그림 IV-3) : 5cm 두께의 steel과 5cm 

두께의 copper재질이 이줌으로 용기의 벽을 형성하고 있음. 

- 크기 : O.92m (외경) x 4.85m (길이)， copper 5cm-steel 5cm 

- 표면적 14.65m2 

- 내부용적 : 1.22m3(BWR), 1.4m3(PWR) 

- 총 무게 : 

.BWR용 14,480kg (copper: 6,060kg; steel: 4,780kg; 연 료: 3,640kg) 

.PWR용 : 13,500kg (copper: 6,06Okg; steel: 4,780kg; 연 료: 2,6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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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er/lead-filled 처분용키 (그림 IV-4) 

- 크기 : O.80m (외경) x 4.68m (길 0 1)， copper shell thickness-6cm 

- 표면적 12.78m2 

- 내부용적 : O.68m(내경) x 4.55m(길 0 1)에 납이 충전 

- 총 무게 : 

.BWR용 : 23,670kg (copper: 6,240kg; 납: 13,790kg; 연 료: 3,640kg) 

.PWR용 : 24,720kg (copper: 6,240kg; 납: 15,820kg; 연 료: 2,660kg) 

• Copper-HIP 처분용기 (그림 IV-5) : copper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Hot Isostatic Pressing방법 으로 압축시 킴 . 

- 크기 : O.80m (외경) x 4.61 m (길이) 

- 표면적 12.6m2 

- 총 무게 : 

.BWR용 : 20,420kg (copper: 16,780kg; 연 료: 3,640kg) 

.PWR용 : 21 ,040kg (copper: 18,380kg; 연료: 2,660kg) 

• Steel/lead-filled 처 분용기 (그 림 IV-6) 

- 크기 : O.80m (외경) x 4.70m (길 01 )， steel shell thickness-2.5cm 

- 표면적 13.98m2 

- 내부용적 : O.75m(내경) x 4.65m(길 01)에 납이 충전 

- 총 무게 : 

.BWR용 : 23,840kg (steel: 2,500kg; 납: 17,700kg; 연 료: 3,640kg) 

• Steel 처분용기 

- 크기 : O.880m (외경) x 4.740m (길 01) ， steel shell thickness-10cm 

- 표면적 14.33m2 

- 내부용적 1.2m3 

- 총 무게 : 

.BWR용 : 13,390kg (steel: 9,750kg, 연 료: 3,640kg) 

이상과 같은 5가지의 처분용기의 재질 및 제조공정상의 특성으로 분류해 

볼 때 크게 copper-steel composite용기， copper용기 및 steel용기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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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될 수 있다. 

나) VLH개념에 고려된 처분용기 대안 

심도 500m으| 화강암층에 굴착된 4，500m길이의 수평 처분공에 사용후핵연 

료 처분용기를 수평 거치하는 VLH개념에는 KBS-3/MLH개념에 고려된 처분 

용기 대 안과 같은 copper-steel composite 용기 , steel 용기 등 2 가지 개 념 이 

고려 되었으나 copper-steel처분용기의 모양은 위와 아래부분이 평탄한 것과 

빈구형 (hemispherical)모양등 두가지이며 크기가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다 . 

•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 (그림 IV-7) : 16cm 두께으I steel과 6cm 

두께의 copper재질이 이중으로 용기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데 용기는 

hemispherical 모양이고 내부 용적은 약 5배 크고 사용후핵연료 수용양 

역시 약 2배 크다 .. 

- 크기 : 1.66m (외 경 ) x 5.65m (길 이 ), copper 6cm-steel 16cm 

- 표면적 : 29.0m2 

- 내부용적 : 5.83m3(BWR), 6.02m3(PWR) 

- 총 무게 : 

.BWR용: 48,340kg (copper: 15 ，95이<g ， steel: 25,120kg, 연료: 7,270kg) 

.PWR용: 47.480kg (copper: 15,950kg, steel: 25,120kg, 연료: 6,410kg) 

다) VDH개념에 고려된 처분용기 대안 

지하 2,OOO-4,OOOm 갚이의 화강층에 굴착된 수직 처분공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개념에 고려된 처분용기 대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이 

다 . 

• concrete-filled Titanium 처분용기 (그림 IV-8) : 16cm 두께의 steel과 6cm 

두께의 copper재질이 이중으로 용기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데 용기는 

hemispherical 모양이고 내부 용적은 약 5배 크고 사용후핵연료 수용양 

역시 약 2배 크다 .. 

- 크기 : O.538m (외경) x 4.76m (길 0 1)， titanium shell thickness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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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 7.87m2 

- 내부용적 :콘크리트로 충전 

- 총 무게 : 

.BWR용: 3,060-3,650kg (titanium: 21Okg , concrete: 1,640-1 ,390kg, 

사용후핵연료: 1,21O-2,050kg) 

2) 처분용기 대안 비교 

가) 장기적 건전성 및 안전성 

각 처분개념에 고려된 처분용기 대안의 장기적 건전성과 안전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용기 재료의 부식성과 기계적 특성， 그리고 용기가 손상되 

었을 때 얼마만큼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벽으로 

서의 기능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부식 

처분용기 대안의 부식 특성은 처분개념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처분심도 

에 따른 지하수 및 지질환경의 지화학적 조건에 의존한다. 따라서 처분심도 

가 500m인 KBS-3, MLHNLH개념에 적용되는 처분용기 대안들의 지화학적 

조건은 같고， 처분심도 2,000 - 4，000m인 VDH개념의 경우만 다를 것이다. 

현재 스웨덴에서 수행된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처분심도가 커질수록 지하수 염도(salinity)는 약 20%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g 참조). 또한， 지하 1 갚이가 갚어짐에 따라 지하환경 

의 온도도 증가하는데 500m 심도에서의 온도 1oo
0

C 를 기준으로 

2,OOO-4,OOOm 처분심도에서의 온도는 약 120 - 150 0C 수준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Copper채질 
구리재질은 수중에서 열역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하기 때문에 처분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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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지하수 조건하에서도 내부식성이 강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두께가 5cm인 처분용기의 경우 부식에 의해서만 처분용기에 

구멍이 생기는데는 수백만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Steel채질 

steel은 구리와는 달리 수중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 

은 처분심도의 지하수 조건하에서도 steel용기의 수명은 copper 보다 짧을 

것이다. 내 부식성이 구리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나쁘 

다는 것이지 처분 안전성 측면에서 처분용기 재질로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 

다. 구리와 같은 부식조건하에서 steel 용기의 수명은 수천년으로 까지 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teelOI 부식되는 과정에서 환원조건인 경우 수 

소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용기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steel의 부식생성 

물이 또 다른 화학적 조건을 변화시키고 방사성물질의 용출/용해 및 누출거 

동을 변화시키는 현상들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 

• Titanium재 질 

티타늄 재질은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환경이 스웨덴과 비슷한 카나다 

에서 기준 처분용기 채질로 채돼하고 있다. 카나다 처분환경에서 고려되는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이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염소이온이 높고 주 

변의 온도도 높기 때문에 VDH개념에 티타늄 용기가 고려된 이유이기도 하 

다. 카나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온도와 염소이온 농도 조건하에서 티 

타늄 용기의 수명은 약 1 ，200년에서 7，000년 사이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티타늄의 부식거동 결과를 기준으로 VDH개념에 적용시킬 경우 티타 

늄 처분용기의 수명은 약 1000년으로 평가된다. 

(2) 기계적 건전성 

지하 처분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기계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암 

반의 이동이 의한 외부 응력과 처분용기 제조공정상 부가되는 용접 및 

rolling작업에 의한 잔류 응력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적 모델에의한 계산결과 10cmol 하의 암반 이동 (rock movement)에 

n 
ι
 

퍼
 



대해서는 고려된 모든 처분용기의 기계적 건전성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copper-steel용기의 경우 암반 이동에 대한 응력변형은 1 %, copper-HIP용기 

는 4%로 나타났고 납이 충전된 경우에 대해서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앞의 

두 경우보다 훨씬 민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용기 제조후 용기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을 계산 한 결과， copper-steel 

용기의 경우는 주로 용접부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steel내벽과 copper외벽간 

의 간격에 따라 약 70-100MPao l 며， copper-HIP용기의 경우는 약 90MPa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잔류응력은 용기재질이 곧 소성변형을 일으키면 

서 없 어 지 기 때 문에 큰 문제 는 되 지 않을 것 이 다. copper-steel composite용 

기， lead-filled copper canister으| 경우 steel내 벽과 충전된 납에 의해서 그리고 

copper-HIP용기의 경우는 점압으로 압축된 copper powder에 의해서 기계적 

안정성이 유지된다. 

(3) 방사성물질의 누출제어 거동 

처분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 주어진 처분조건하에서으I copper재질의 

용기와 lead-떼ed steel용기의 수명은 매우 길기 때문에 steel채질의 용기와는 

달리 이러한 용기가 고려되는 개념에서는 처분용기가 손상되기 전까지는 방 

사성물질의 누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처분용기 내부에 납이 충전되어 있는 용기가 한 개 이상 손상되었을 경 

우， 납은 내부식성이 좋아 물의 침투를 저지함과 동시에 방사성물질의 누출 

을 저 해 하는 좋은 방벽 역 할을 한다 copper-steel composite용기 는 

copper-HIP용기나 lead-filled copper 용기만큼 내부식성은 좋다. 그러나 어떤 

이 유에 의 하여 copper외 벽 에 손상이 있을 경 우 즉시 물에 의 하여 steel내 벽 

은 부식될 것이고 steel 부식생성물의 부피팽창으로 인하여 손상부위는 더 

크게될 것이다. 또한 steel이 부식되면서 환원 분위가 조성되면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시작하여 용기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비교.분석 결과 

처분용기 재질의 부식성과 방사성물질 누출저지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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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한 결과 모든 copper재질의 용기와 lead-filled steel용기가 가장 바람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이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기계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copper-steel composite처분용기가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기술성 (Technology Aspects) 

처분용기 대안의 기술성 분석에 고려는 비교.평가 항목은 용기의 제조기 

술성과 내부 충전 기술 및 용접 기술성 등이다. 

steel은 기계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서 제조 

및 용접공정에 수반된 일련의 모든 기술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조공 

정상에 큰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oncrete-filled titanium용 

기 제조공정 역시 단순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 

copper재질의 용기의 경우， copper shell의 제조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현재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copper-steel 

composite, 베P 및 lead-filled copper용기의 제조 기술성 우위 평가에 큰 영 

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 다. 

납을 충전시키는 기술은 full-scale의 컴퓨터 시률레이션으로 연구되었는 

데， 납을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처분용기내로 충전시키고 고화시키는 공정 

에 처분용기의 길이방향에 따른 냉각과 가열과정이 적절히 흔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화기술은 실 규모의 시험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규명 

될 것이지만，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IP-copper처분용기의 경우， copper powder를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처 

분용기에 출전한후 고온분위기에서 용기전체를 정압으로 압축시켜 (Hot 

Isostatic Pressing) 용기내부의 공간을 없애므로써 waste package자체를 

compact하게 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공정 기술상 고품질의 구리 분말이 요 

구되고 고온， 고압의 불활성 분위기 (non-oxidizing atmosphere)의 핫셀에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공정에 on-site atomizing equipment7 ~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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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기술성 평가 결과 KBS-3, MLHNLH 개념을 위한 처분용기는 

steel재질의 처분용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은 

copper-steel 및 lead-filled steel용기가 그리고 lead-filled copper용기와 

copper-HIP용기는 현재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VDH처분개념을 위해서는 concrete-filled titanium용기가 제조공정상 

다른 개념보다 단순하고 적용되는 기술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 

에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 처분용기 비용 

처분용기 비용평가에는 처분용기 밀봉.포장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 

로 각 개념멸 처분용기 비용은 표 IV-1 에 주어진 바와 같다. 표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steel용기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평가된 반면 copper재질의 용 

기는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이한 것은 steel 용기중 납으로 충전하 

는 steel/lead 경우가 steel용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steel/lead 용기에서 고려된 steel-shell이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tubeol 고 납의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표 IV-1. 처분용기 비용 (스웨덴 MSEK， 92년 1 월기준) 

처분개념 처분용기 총 비용 비고 

Copper-steel 6,800 
Copper/Lead 6,800 

KBS-3/MLH HIP-copper 6,100 
Steel 5,400 

Steel/Lead 5,200 

VLH 
Copper-steel 8,800 

Steel 7.500 

VDH 
Titanium/Concrete 7,OCJJ 

HIP-copper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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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개념별 처분용기 대안 선정 

KBS-3/MLH 및 VLH개념에 고려되었던 용기 대안들을 장기적 성능 및 안 

전성， 기술성 및 비용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는 표 IV-2에 요약한 바와 같다. 

우선 KBS-3, MLHNLH개념에 고려된 용기중 copper재질의 좋은 내식성 

때 문에 copper-steel composite, lead-filled copper 및 HIP-copper용기 대 안들 

의 장기적 성능 및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가격 측면은 

가장 나쁘게 평 가되 었 다. 그 러 나 copper-steel용기 의 경 우 기 술성 은 비 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steel재질의 용기는 copper어| 비해 상대적인 내식 

성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적 성능 및 안전성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기술 

성 및 가격측면은 가장 좋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기술성 및 비용 

측면에서 안전성요소를 가장 비중있게 평가한 결과 copper-steel composite용 

기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VDH 처분개념에서는 높은 염도와 고온조건하에서 좋은 건전성을 유지하 

는 것으로 평가된 concrete-filled títaníum용기가 선정되었다 

표 IV-2. 처분용기 대안의 기술성， 안전성 및 비용 평가 결과 

처분개념 처분용기 대안 
장기적 건전성 

기술성 비용 
및 안전성 

Copper-steel 2 4 
Copper/Lead 4 4 

KBS-3/MLH HIP-copper 5 3 
Steel 4 

Steel/Lead 2 

VLH 
Copper-steel 2 2 

Steel 2 

Titaníum/Concrete 
VDH 

HIP-copper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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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 처분개념 비교.분석 

1) 지하 처분개념 대안 

가) KBS-3 개념(수직 처분공 거치 방식) 

이 개념은 스웨덴에서 80년대 초부터 사용후핵연료 지하 처분대안 제시 

하였던 개념으로서， 그림 IV-1Q어|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하 500m어| 여러 

가지 목적의 터널과 갱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시스템과 지하 처분 준비(사 

용후핵연료 수납， 처분용기 포장 등)를 위한 지상 시설로 나누어져있다. 지상 

-지하 시설들은 간단한 물질 수송， 환기 및 기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배출하 

기 위한 2개의 수갱 (shaft)과 한 개의 ramp로 연결된다. 여기서 ramp는 지상/ 

지하의 주 수송 통로(main transportation system)OI 다. 지하시설은 잘 발달된 

결정질 암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장 주변의 암층은 지하 구조물 

으 main body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이동 측면에서 

geological barrier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백만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건전성을 가질 수 있는 

copper/steel composite 용기에 포장되어 지하 처분 시설로 운반된 후 처분 

갱도(disposal drift) 중앙부에 6m 간격으로 천공되어있는 수직 처분공(직경 

1.6mx 갚이 7.58m)에 하나씩 넣는다.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넣기전， 처분공 

내에는 미리 직경 1.6m의 원통형 벤토나이트 블록을 밑에서부터 약 50cm 

두께로 넣고 그리고 처분공벽 주위로도 두께 35cm으| 벤토나이트 블록을 쌓 

아 88cm 직경의 처분 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을 남긴다. 그리고 처분 

용기를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둘러쌓인 공간에 집어 넣은 후 다시 처분용기 

위 1.5m 높이까지 원통형 벤토나이트 블록을 넣는다. 여기서 사용된 압축 벤 

토나이트 블록을 완충재라고 부른다. 벤토나이트 블록은 평균 수리 전도도가 

_10- 12 m/s (지하수의 지화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이고 방사성 물질의 

홉착성능도 좋아 외부로부터의 지하수 침투를 방지/지연시키고 또한 처분용 

기가 부식되었을 경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누출된 방사성 불질이 주변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또는 누출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처분공에 놓여진 처분 용기가 장기간 동안에도 외부 충격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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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기계적 불균형에서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mechanìcal support 역할도 

한다. 일단 처분공이 상기와 같은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밀봉되면 처분 

갱도와 수송/저장 터널， 수캠 등은 모래/벤토나이트 혼합물로 구성된 되메움 

재로 밀봉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분장 폐쇄 작업의 일종이다. 

KBS-3 개념 설정에 필요한 처분장 면적은 약 lkmX lkm 일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지하 시설 배치도도 국부적인 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까지 평가/도출된 몇 가지 기술사항은 다음과 같다 φ 

지하시설내 처분갱도(수직 처분공이 있는) 간격은 최소 25m 유지.<]) 수직 

처분공내 완충재 온도로 l00.C 이하로 유지.Q) 지하 처분장은 크게 두 구역 

으로 나누어져 한 구역은 폐기물 처분 거치 작업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처분장 건설 작업을 병행하기 위함이다. 

나) MLH 개념 (Medìum Long Holes Emplacement : 중간길이 수평처분공 거치 

방식) 

MLH 방식은 그림 IV-l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KBS-3 

개 념 중에 서 1.6m 직 경 의 수직 처 분공을 갖는 처 분 갱 도(deposition drift)가 

죄경 1.6m의 수펑 처분 터널로 바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처분공 

굴착， 처분 용기 거치 및 완충 작업등 일련의 작업들이 수평 터널만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이 KBS-3 개념과 다르다. 한 처분구역을 생각해 볼 때， 중앙 

부 수송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50m 길이의 수평 처분공이 25m 간격으 

로 배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처분공은 바닥이 평편한 갱도가 아니라 

TBM(Tunnel Boring Machine)으로 굴착된 cìrcular tunnelol 다. 처분용기 거 치 

및 완충 작업은 그림 IV-l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선 처분 용기를 넣기 

전에 원통형 steel cage 내부에 들어있는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처분공에 밀 

어 넣고 steel cage를 빼낸 후 다시 처분 용기를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둘러 

싸인 구멍 (central opening 이 the bentonite barrier)으로 밀어 넣는다. 여기서 

벤토나이트 완충재 및 처분용기를 수평 터널 속으로 밀어 넣는다. 여기서 벤 

토나이트 steel cage를 회수하는 작업등은 처분공 및 터널 굴착 작업시 사용 

하고 Tunnel Borìng Machine(TMB)으 movìng part의 일부분과 유사하게 만들 

어 진 “tunnel transportatìon shuttle"에 hydraulic plunge-telescopic hydraulic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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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착된 장비로 수행한다. 

다) VLH 개 념 (Very Long Holes Emplacement : 긴 수평 처 분공 거 치 방식 ) 

이 개념은 그림 IV-12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직경 2.4m 이고 4.5m 길이 

를 강는 긴 수평 처분 갱도 3개가 1。이n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하 처분 

시설에 MLH 방식과 유사하게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처분용기를 처분공 중심 

에 위치하게 한후 그 주변은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개 

념이 다. 이보다 약 100m 더 깊은 곳에 조사/감시 터널 (investigation 4.5 km 

길 01)을 두어 운영 중에는 위에 있는 처분공의 방향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처분장 폐쇄후 일정 기간동안에는 안전성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상과 같이 조사/감시 터널로부터 얻어지는 지질 

학적 정보를 통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VLH은 다른 방법보다 좋은 지질학적 

조건에 처분 위치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등 유통성이 다소 많은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처분 터널을 굴착해 나가다 major fa비t zone을 

만나면 그 지역을 우회하여 보다 좋은 지역드로 처분 터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시설로의 접근 방법은 KBS-3 및 MLH 방식과 같이 추 수송 통로를 

ramp로 하고 환기 및 기타 필요한 물질 출입은 2개의 수직 갱으로 수행된 

다. 처분용기에 담겨진 사용후핵연료는 개발중인 RHS train어| 의해 지하 시 

설까지 이송된 후 직경 2.4 m으1 circular tunnel내에서도 수평 거치 작업이 원 

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이동장비에 의해 최종 처분 위치까지 운 

반된다. 

처분위치에서의 거치 작업은 우선 먼저 circ비ar tunnel으| 하단 부위를 벤 

토나이트 블록으로 깔아 놓은 다음 처분 용기롤 올려놓고 그 위를 다시 벤 

토나이트 블록으로 덮는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처분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는 두께가 40cmol 며 지하수에 완전 수화된 후 평균 수리 

전도도가 약 1Q-12m!S 정도이다. 상기와 같은 처분 용기 거치 작업 후에도 모 
든 지상-지하 연결 통로(ramp， shaft, other rock caverns등) 가 벤토나이트/모 

래 혼합재로 구성된 되메움재로 밀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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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2. VLH 처분 개념도 

-142-



라) VDH 캐 념 (Very Deep Holes Emplacement : 심 부 수직 처 분공 거 치 방식) 

이 방안은 심부 지층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되， 이로부터 방출되는 모 

든 방사성 핵종의 위험도가 생활 환경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긴 시간동안 

모두 소멸토록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그림 IV-13 참조). 또한 심부로 

들어갈수록 그 윗부분은 어떤 “salt gradient" 또는 ”미세 수평 균열대 

(Sub-horizontal fracture zone)"으| 존재 가능성이 있어 만일 그와 같은 경우에 

지표면까지의 방사성 물질 이동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VDH 개념에는 38JH 의 수직 처분공이 갚이 4α)()m까지 굴착되어 있는데， 

각 공간의 거리는 약 500m 간격이나 정확한 위치는 ge이ogical condition 0 I 나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티타늄 재질의 

처분용기에 내부 사용후핵연료 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길이 4.8m 직경 

50cm인 “concrete filled titanium canister"가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개 

념은 심부 화강암층에서 수행한 석유 탐사 기술 및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데， 우선 먼저 지표면에서 직경 1.4m 크기으I borehole를 최종 갚이 

2α)()m까지 천 공한 후 다시 직 경 80cm 크기 의 borehole을 최 종 갚 이 4α)()m 

까지 뚫는다. 그리고 처음 2000m 깊이는 지름 1.0m으 casing이 그리고 다음 

2α)()m 갚 이 늠 slotted Iiner로 씌 운 다. 

심 부 지 하에 서 으I gas generation을 억 제 하기 위 하여 Iiner 및 casing 물질 

은 구리 또는 티타늄으로 한다. 굴착 작업도중 주변 암반의 안전성을 위하여 

가끔 cementing 작업 이 요구된 다. 

운영순서는 사용후핵연료가 든 티타늄 처분용기를 drill string을 이용하여 

최종 처분 위치까지 안치시킨 후 농도카 짙게 만들어진 걸쭉한 벤토나이트 

를 다음 처분 용기와의 간격이 10m 정도 되게 붓고 일련의 작업을 반복한 

다. 이와 같은 처분용기 거치 작업이 처음 2α)()m까지 수행되면 그 다음 지 

표면에서 500m 갚이까지는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밀봉하고 그 위는 아 

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밀봉하여 지표면과의 접근 가능 공간을 봉쇄한다. 

2) 지하 처분방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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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처분용기 방안 비교·분석 결과 (KBS-3/ 

MLHNLH 방안을 취한 처분 용기는 copper/steel, VDH 방안을 위한 처분 용 

기는 concrete filled titanium canister가 적합하다)를 근거로 지하 처분 방안별 

기술적 타당성， 굴착 작업 기술 성숙도 및 안전성， 폐쇄후 안전성， 비용 측면 

등을 평가하였다. 

가) 기 술성 (Technology) 

KBS-3 기준 개념을 포함하여 MLH, VLH 및 VDH 처분 방안에 대한 기술 

성 평 가는 technical feasibility, construction, deposition and sealing 및 human 

intrusion 등 4가지 기본 항목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이 항목은 처분장 부지 

근사 및 설겨1 ， 건설， 운영， 폐쇄 및 감시 순으로 일반적인 멘지니어링 기본 

항목과 유사하다. 기술 평가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표 IV-3어| 주어진 바와 

같다. 여기서 “technical feasibility"는 각 대안별로 적용되는 기술의 성숙도와 

기술 개발 잠재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Construction" 평가 

항목은 도출된 지하 처분 방안별 건설 준비 및 과정에 있어서 평가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지질학적 특성(지표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또는 심부 지질학적 정보가 없다하더라도)과 대안과의 양립성， 지하 처분장 

건설 방법 빛 건설 작업의 환경 영향， 건설 작업 종사자의 안전성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Deposition and Sealing" 평가 항목은 사용후핵연료가 포장된 

처분 용기를 지하시설까지 운송하고 최종 처분 지짐에 거치 시키고 완충 및 

되메움 작업 그리고 최종 폐쇄 및 폐쇄후 감시에 필요한 기술 및 안전성 관 

련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Human Intrusion" 항목은 폐쇄후 인위적 

인 처분장 안전성/건전성에 반하는 문제 즉， 핵연료 물질 확보를 위한 

Sabotage, 정치적 결정에 따른 처분된 사용후핵연료 회수， 처분장 부지 내에 

서의 무의식적인 천공 행위 등이 포함되어있다. 

(1) 기술적 타당성 (Technical Feasibility) 

KBS-3, MLH 및 VLH 처분 방안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광산 공학적 기술 

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technical maturity) 측면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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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지하 처분 방안에 대한 기술성 검토 항목 

Techni텍D뼈Skim |-Potential to achieve 
기술 성숙도 

1 기술완성올 위한 Feasibility I Sealing I desired quality in 개발 잠재력 

-Conditions for It refers to the accuracy 
with which important investigation from geological data can be 

surface determined by means of 
investigations above and 
I"""rll'l..'t"',..,.'t'" 

Geological 
- Adaptability to 

ation I geostructures 
on the site 

- Detailed characterization 
of Rock Properties 

-Excavation methods 
-Rock stability and rock 
support 

Const- | |-conditi뼈r grouting 
ruction Conshuct1 -Ability to cope with 

difficult geological 
conditions 

-Technical maturity 
ential 

cave 10 

fire, radiation 

OcCUD‘ adonal | |-Work rel 않d accidents Safety l-worK relaæa acc lOen 

-Security against I sabotage 
ext앉nal events 

-Ground area affected 

En v. Impact 1-Rock pile 
Idust，smo놓， exhaust -Emissions nO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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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지하 처분 방안에 대한 기술성 검토 항목(계속) 

-Handling 
-Statistical accident risk 
-Sabotage 

Trans∞rt Work -Trans∞rt down to 
for Canister repository level 

-Trans∞rt on 
repository level 

-Radiation protection 
-Deposition technology 

Deposition of -Technical maturity 
camster -Development potential 
and buffer -Radiation protection 

-Quality control 
- Backfilling methods 
-Technical maturity 

Backfilling 
- Development potential 
-Radiation protection 
-Quality control 

Deposition - Problems during the work 
and - Method for sealing 

Sealing 
Sealing 

-Technical maturity 
-Development potenti머 
-Quality control 

Retrievability of 
-Retrievability during transpαt 

camster 
- Retriev ability during deposi tion 
-Retrievability after deposition 
-Trans∞rt work 

Safety regarding -Deposition work 
camster - Backfilling work 

-Sabotage 
-Parallel deposition and 
excavation 

- Personnel requirement 

Surveillance and 
underground 

Inspection 
- Rescue conditions 
-Fire 
-Accident 

- Utility systems ventilation, water, I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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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지하 처분 방안에 대한 기술성 검토 항목(계속) 

-Sabotage for the purpose of 

Human 
damaging repository or 

Intrusion 
getting the radioactive 

after sealing 
waste 

(Post-Closu 
-Political decision to 

re) 
reσieve the waste 

- Inadvertent drilling of 
well in the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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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KBS-3 개념이 80년대 초반부터 10 

년이 넘도록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주도 면밀하게 연구/개발되어 왔는데 

반해， 다른 방안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나 

MLHNLH 방식에 필요한 주요 장비 실증 기술 수준을 KBS-3 개념만큼 끌어 

올리는데는 어느 정도으I resources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VDH 개념의 경우 지금까지 개발된 석유 탐사 기술 및 화강암충 심부 굴 

착 시공 기술에 근거를 바탕으로 일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개념이긴 

하나 지하 4α)()m 깊이까지 직경 1 .4m/0.8m으| 크기로 굴착한다는 기술은 지 

금까지 시도된 적도 없을뿐더러 casing 조차 제작해보거나 그와 같은 굴착공 

에 설치한 적이 없다. 따라서 동 개념에 대한 진일보된 기술개발 타당성 및 

실증을 위해서는 띠I scale test가 필요하다. VDH 개념에 대한 심부 지질 조 

사가 다른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고 조사 분석 결과가 모호할 것이 

며 비용이 많이 들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전성 측면에서 high salinity 

gradient가 존재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인간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 당 부지 내에 salt gradient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 

는 것이 동 개념 수용여부의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 임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KBS-3, MLH 

및 VLH 개념은 기술 성숙도 및 기술 개발 완성을 위한 잠재력 측면에서 보 

다 정확히 비교 평가될 수 있으나 VDH 개념은 처분 용기 거치 및 폐쇄 절 

차에 대한 세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처 분 장 건 설 (Construction) 

처분장 부지 조사 기술성을 건설의 전 단계로서 지표 지질 조사 기술부 

터 심부 처분 경계 지질 조사 기술까지 포함시켜 평가하였다. KBS-3와 MLH 

개념은 다른 개념보다 다소 compact한 지하 시설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 조사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며， 지하 처분장 건설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심부 지질 조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상-지하 시설의 연결 통로가 

수직갱 (Shaft)보다는 ramp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지 

표면에서부터 지하 500m어| 위치할 (VDH 경우 제외) 처분 시설까지 떠mp 길 

이는 500m보다 훨씬 길어지겠지만 ramp 중간 중간의 적절한 위치에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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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조사률 위한 전공 굴착이 가능하고 여러 형태의 지질학적 정보 수집 

및 조사/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VLH의 경우， 조사/감시 터널(jnvestigation 

tunnel) ol 있어 처분 심도에서의 본 정확한 지질학적 조사가 용이할 것이며， 

또한 최종 처분장 배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 

가 처분장 폐쇄 후에도 얼마 기간동안 안전성 측면에서 감시 목적으로도 활 

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감시 터널은 KBS-3 및 MLH 개념에 접 

합해 봄직한 방안일 것이다. VDH를 위한 부지 조사는 입체적인 조사 범위가 

다른 방안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될 것이다. 

제안된 KBS-3, MLH VLH 처분 개념의 건설 기술 및 방법에 따른 큰 차 

이점은 없으나， 현존하는 기술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 건설 목적에 맞 

도록 수정/보완하고 실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VDH 개념에 필요한 심부 수 

직공 굴착 및 casing 기술에는 삼대적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하 처분장 건설에 따른 안전성， 비용 및 환경 영향 측면에서는 처분장 

규모가 작고 굴착량이 작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하 처 

분 시설에 필요한 수송터널， 처분갱도， 수직갱 및 ramp 설계시 어떻게 굴착 

량을 작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터 

널 또는 처분 갱도 굴착시에는 터널 공간 주변의 disturbed zone을 줄일 수 

있는 TBM(Tunnel Boring Technique) 공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처 분장 운 영 (Operation) 

KBS-3 및 MLH 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composite 처분 용기 (PWR 

집합체 4개/BWR 집합체 12개， 직경 92cmX 길이 때5cm， 무게 13.4 -14.48ton) 

가 VLH 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composite 처분 용기(PWR 집합체 6개 

+ BWR 집합체 8개. 또는 BWR 집합체 24개， 직경 160cm X 길이 565cm, 무 

게 48.34-47.48ton) 보다 훨씬 작고 가법기 때문에 수송 및 취급 측면에서 

용이할 것이다. 특히 방사선 피폭 측면에서 처분 위치까지 수송될 때까지는 

어떤 방사선 차폐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더라도， KBS-3 개념의 경우에는 한 

수직 처분공에 처분 용기 하나씩 거치된후 처분 용기 위로 약 2.5c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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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덮어 버리기 때문에 이웃 처분공 거치 작업 또는 

회수 작업을 위해서는 처분 갱도 및 수평 터널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이 좋 

을 것이다. 

KBS-3 개념의 경우에는 수직 처분공에 하나의 처분 용기만을 거치하는 

방식이고 또한 처분 용기를 넣기 전에 처분용기를 둘러쌀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의 완충재를 미리 넣기 때문에 완충재 설치 작업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처분 용기 거치 작업이 이전에 거치된 처분 용기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다o MLH(직 경 106m) 및 VLH(직 경 2.4m) 경 우 KBS-3 개 념 의 처 분 갱 도 

보다 졸고 건 수평 처분 터널에 처분 용기를 일렬로 늘어선 수평 배열식으 

로 거치 하기 때문에 처분 용기 수송 및 거치 공정과 회수 공정이 이전에 

거치 된 처분 용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과 졸은 공간 때문에 모든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 또한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충전시키는 공정도 수직 처분공 

거치 방식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공정이 기술적으로 불가 

능한 것은 아니나 VLH 경우가 다소 장점이 덜하는 평가이다. 

KBS-3, MLH 및 VLH 개념에 대한 지상-지하 시설에서의 처분 용기 수송/ 

취급 도중에 일어날 sabotage 위험성 및 확률은 아주 작을 것으로 평가되었 

C~o 

VDH 개념에 대한 처분 용기 거치 작업에는 실증되지 않는 기술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공정에 대해 직·간접 방법을 통한 육안 감시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손상된 처분 용기가 거치 될 위험성이 다른 개념보다는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개념에서는 38개의 처분공이 50αn 간격으로 배치되 

어 있어 다른 개념보다 훨씬 넓은 처분장 면적이 요구되며 사용후핵연료 밀 

봉·포장 시설에서부터 처분 위치까지의 수송거리 또한 길기 때문에 

Sabotage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클 것이다. 만약 거치 작업을 하던 사람이 인 

위적으로 drill string을 심부 수직 처분공 안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먼 처분 용 

기 한 개 또는 다수가 손상될 것이다. 

(4) 폐 쇄 후 감시 (Post-closure)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폐쇄후 감시 기준은 “human intrusion"만을 고려하 

였다. 폐쇄후 안전성은 독립된 평가 항목 ”성능 및 안전성”에서 논의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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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술 평가에 있어서으I "human intrusion"은 다른 평가 기준보다 

그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 human intrusion의 형태는 처분장 훼손 또는 사 

용후핵연료 탈취를 위한 Sabotage와 처분장 주위에서의 굴착 행위 및 정책 

적 결정에 따른 합법적인 회수 등을 예로서 들 수 있다.4가지 개념에 대해 

이와 같은 형태의 human intrusionol 발생할 위험성 또는 확률은 거의 차이 

가 없으나， VDH의 경우 다른 개념보다 사용후핵연료 회수 공정이 다소 란순 

할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5) 기술성 평가 결과 

각 대안에 대한 총체적 기술적 타당성， 건설， 운영， 폐쇄후 감시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KBS-3 개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 

직 처분공에 처분 용기를 하나씩 처분함으로써 수송 및 거치 공정이 처분 

용기와 해당 처분공별로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나 (a closed, self-contained 

process), 수평 처분공/터널에서 처분 용기가 일렬로 배치되는 다른 개념은 

처분용벌 거치 공정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웃 처분 용기에 의해 영향을 받 

기 때문에 KBS-3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 및 적용 기술에 flexibility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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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장 성능 및 장기적 안전성 

(1) 처분장 성능/안전성기준 및 비교 시나리오 

(가) 처 분장 방벽 성 능 (Repository barrier performance) 

제안된 4가지 처분장 개념 (KBS-3, MLH, VLH, VDH)이 갖는 각각의 공학 

적 방벽 및 전연방벽은 처분용기내에 있던 방사성물질이 인간 생활권으로 

누출 및 이동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및 성능을 갖고 있다. 공학적 방 

벽은 사용후핵연료를 담고 있는 처분용기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 

재， 그리고 처분쟁도， 접근 터널 및 수직공의 되메움재등을 포함한다. 

처분장 폐쇄후 시간이 지나면서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는 처분장 주변 

으로부터 서서히 흘러들어오는 지하수와 접촉하면서 팽창을 하게되는되 이 

때부터 기계적으로 처분용기를 보호하고 지하수가 처분용기쪽으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또는 지연시키면서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처분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용기 내부에 있는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지하처분장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현상들은 처분용기의 건전 

성 뿐만아니라 다른 공학적 방벽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처 

분장 성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 처분용기 거동 및 파손형태 

4가지 처분개념에 적용되는 처분용기 종류는 copper-steel composite 처분 

용기 와 concrete filled titanium 처 분용기 등 두 가지 이 다. 앞에 서 처 분용기 

대안 비교분석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처분용기의 파손은 주로 용기의 부 

식에 의해서 진행된다. 

l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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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주변의 완충재가 지하수에의해 포화되기 전까지는 처분용기로 

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에의해서 압축 벤토나이트 완총재의 공극내에 존재하 

고 있던 습윤 공기가 방사분해될 수 있는데， 이때 생성된 유리기중 일부가 

질산 (nitric acid)으로 만들어져 copper의 부식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완총 

재가 지하수에 포화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식과정이 무의미하다. 

일단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지하수에 의해서 포화되면서 지하수 및 벤토 

나이트내의 모든 물질간의 균질화가 이루어지면， copper의 부식은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 또는 황화물과 같은 부식성물질 (corrodants)때 의해 진 

행된다. 심지층에 존재하는 지하수에는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의 농도는 

아주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존재하는 산소는 

지상의 대기중에 있던 공기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식 초 

기단계에서는 추로 완총재 및 되메움재의 공극에 존재하던 산소들 (지하수에 

용해된 상태)에 의해 진행되고， 그 이후 단계에는 처분용기까지 침투한 지하 

수의 방사분해로부터 유리된 산소애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화물은 추로 지하수 자체에 존재하는 것과 완충재 및 되메움재에 존재하 

는 것외에 지하수중에 있던 황산염 (sulphate)이 환원된 것 (microbial 

reduction) 등을 포함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황산염의 경우 l00
0

C 이 

하에서는 copper에 대한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으며， 지하수의 salinity에 따 

른 copper의 부식은 무시할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에서 내벽의 steel재질은 처분용기의 기계 

적 강도 보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copper 외벽의 부식으로 생성 

된 구멍 또는 틈새로 침투한 지하수가 내벽의 steel과 접촉하게 되면 지하수 

에 용존되 있던 산소는 급속히 steel의 부식에 소모되면서 그 이후는 물분자 

의 산소를 유리하는 혐기성 부식 (anaerobic corrosion)OI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혐기성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 분자는 처음 단계에서는 수중에 용해 

될 수 있지만 수소생성량이 용해속도보다 크면 free hydrogen gas7 ~ 형성되 

기 시작한다. 

티타늄은 수중에서 열역학적g로 안정하지 못하다. 수중에 산소가 용존되 

어 있으면 산화티타늄 (Ti02)가 형성되는 부식이 진행되고， 수중 용존 산소가 

소모된후에는 산화티타늄과 수소가 동시에 생성되는 부식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산화티타늄은 재질의 표면에서 하나의 피막형태 (passiv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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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로 더 이상의 부식진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카나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내 높은 염소농도와 고온 존건하에서의 티타늄 처분용기 수명 

은 10，α)()년 보다 작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처분용기 전 표면이 부식평가 

에 고려되는 경우에는 그 부식진행율이 작기 때문에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의 수명은 수 백만년， 티타늄 처분용기의 수명은 수 십만년일 것으 

로 예 상은 되 지 만 pitting corrosion과 같은 국부 부식 의 경 우에 는 그 진 행 속 

도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용접부위에 진행될 수 있는 crevice corrosion같은 

경우는 티타늄의 수소 취화에 의해 그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의 경우에 있어서 외벽으I copper층의 건 

전성이 보장되거나 또는 물이 steel내벽까지 도달하지 않는한 steel의 부식은 

큰 문제시 되지 않으나， 티타늄 용기의 경우에는 외벽의 건전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내부 콘크리트에 존재하는 물분자 또는 콘크리트 자체의 방사분해 

로 생성된 산화성 유리기에 의해서 용기 내벽이 부식될 수 있다. 

• 기 계 적 파손 (Mechanical failure) 

처분용기의 기계적 파손은 처분용기의 외부응력 (external stresses) 또는 

내압의 증가로 초래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물질의 알파붕괴로 생성된 헬률기체는 처분용기 내압을 증 

가시킬 수 있으나， 처분용기 설계시 이와같은 내압증가 요인이 고려될 경우 

내압 자체만으로는 처분용기 파손 가능성이 없다. 만약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이트 완총재의 수화로 인한 팽윤압이 일정값에 도달해 있을 경 

우에 처분용기 부식생성물의 부피가 과도하게 완총재 공간을 차지 한다면， 

이는 팽윤압을 증가시켜 처분용기 외압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다. 

처분용기 주변의 암반층 이동 (rock movement) 역시 처분용기 파손의 원 

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처분용기 재질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 small rock 

movement어|서 비롯된 다소간의 외부응력의 증가는 처분용기 손상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처 분용기 의 초기 결 함 (lnitially decfect canisters) 

지상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장전하는 일련의 밀봉.포장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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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체계적이고도 엄격한 품질보증/관리시스탬이 적용된다. 그러나 처분용 

기 외벽/내벽 제조과정 및 용접과 같은 부위에 결함을 가진 처분용기 가능성 

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함은 국부 부식 또는 처분용기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처분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지상시설에서부터 최종 처분지점에 거치하기까지에 필요한 일련의 

처분용기 운반 및 취급과정중에 외부충격， 낙하등에 의한 처분용기 손상 유 

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와같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하여 처분용 

기의 손상이 확인 또는 의심이 갈 경우에는 지상시설로 회수하여 재포장 또 

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벤토나이트 완충재/되메움재의 장 · 단기적 거동 (Short and long-term 

behavior of the bentonite buffer and the backfi ll) 

KBS-3, MLH, VLH개념에서 처분용기 주변을 둘러싸는 완충재는 압축 벤 

토나이트 블록 (밀도 약 2.0 - 2.1 g/cm3
) 이고 되메움재는 벤토나이트 분말 

과 굴착된 화강암 부스러기와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VDH개념에서 

는 완충재로서 물과 벤토나이트를 되게 혼합된 것 (dense bentonite fluid) 을 

처분용기 주변에 부어 넣고 그 위에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되메움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벤토나이트 완총재 

및 되메움재는 처분 초기단계에서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지하수를 홉수하 

면서 팽창하는 지하수 포화과정 (water-saturation stage)을 겪게되는데， 이 과 

정에서 지하수에 수화된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하게된다. 일반 

적으로 완충재/되메움재의 장기적 안정성은 수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변화와 이웃하고 있는 방벽들의 거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지 하수 포 화 (Water saturation) 

일단 처분용기 주변을 둘러싼 완충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홉수하면서 팽창을 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은 완충재 

가 지하수에 완전 포화되고 물질간 평형 및 균질화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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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가 수화/팽창되면 매우 낮은 수리전도도를 갖게되는데， 이러한 톡 

성은 지하수가 처분용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매우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 

져다주며， 처분공 내벽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균열은 물론 처분공내 모든 사 

소한 공간을 벤토나이트로 매워주게 된다. 초기 벤토나이트 블럭의 화학적 

조성과 압축 밀도는 포화후의 팽윤압과과 수리전도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외 포화된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하수의 염도 

(salinity) 이 다.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채가 지하수에 완전히 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초기 수분함량， 주천 암반으로부터 흘러들어오 

는 지하수의 흐름 및 처분용기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등에 

영향을 받는다. 완충채가 지하수에의해 포화되는 동안， 처분용기와 맞닿아 

있거나 바로 주변에 있는 일부 완충재는 높은 붕괴열에 의해 흘러오는 지하 

수가 증발되어 포화가 아니라 벤토나이트 분말이 그냥 굳어지는 시멘트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시멘트화 현상은 완충재의 팽윤압을 작게하고 

수리전도도룰 크게 하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 

• 화학적 변 형 (Chemical alteration)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지하수 성분과의 반응， 처분용 

기 부식생성물과의 반응 및 붕괴열에 의한 열부하등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 

다. 만약 완충재가 Na-벤토나이트라면 벤토나이트 입자층의 Na+ol 온은 지하 

수내의 Ca++ol 온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으며 이는 완충재의 팽윤압 및 수리 

전도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하수성분중에 있는 Ca++o/ 온은 벤토나이트로부터 지하수에 용해된 

탄산염 (carnonate)과 반응을 하여 탄산칼슐 (CaC03, 방해석)을 침전시키는데， 

이런 반응은 침전된 탄산칼슐의 용해도가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주로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다. 벤토나이트내에 탄산칼슐과 같은 침전물이 

누적되면 완충채 또는 되메움재내의 공극을 막아버려 결과적으로는 전채의 

공극율을 낮게할 수 있다. 

벤토나이트 완충채 및 되메움재의 시멘트화 현상은 Si02(silica) 침전과 

smectite가 hydrous mica (illite)도 변하므로서 초래될 수 있다. l00-13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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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범위 이하에서는 벤토나이트 성분인 smectíte가 Sí02의 농도와 온도에 

따라 용해된다. 일단 수중에 Sí02농도가 용해도 범위이상으로 초과되면， 용 

존된 Sí02는 crístobalíte형 태 로 석 출되 거 나 무정 형 으I Si02로 변 하여 벤 토나이 

트 물질의 시멘트화를 초래하게된다. 그리고 수중에 용존하던 K+이온이 벤토 

나이트 입자내로 들어가게되면 Si02카 K+이온과 반응하여 illite로 변하게 된 

다. 또한 온도가 100 - 130.C 이상이고 벤토나이트총내 공국수에 Mg++ 또는 

Fe+++ 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벤토나이트의 주 성분인 몬모렬로나이트 

성분중 AI+++ol 온이 Mg++ 또는 Feol 온으로 치환되고 다시 AI+++ol 온은 입자층 

에 용존된 Si02와 치환되는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벤토나이트가 

illite로 변할 수 있는 것 (s이id/s이íd transformatíon of montmorílloníte to 

hydrous míca)으로 알려지고 있다. 

copper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로서 지하수에 용해된 Cuol 온은 벤토나이트 

의 입자층간에 존재하고 있던 Naol 온과 치환될 수 있으나 Cuol 온의 용해도 

가 매우 낮아 완충재의 성능에 나쁜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처분용기 채질이 steel인 경우에는 부식생성물로서 고체형 

태의 산화철 (j ron oxíde/íron hydroxíde)과 용존된 Fe이온등이 존재한다. 그리 

고 부식반응으로 생성된 수소가스가 존재한다i 벤토나이트 층내 공국수에 용 

존된 Feol 온은 입자층내으I Na+ol 온과 치환될 수 있으며， 공국내에 산화철로 

침전되면 완충재의 수리전도도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팽윤성이 상 

실되는 시멘트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티타늄 처분용기의 경우 내부에는 콘크 

리트가 충전되어 있는데， 만약 티타늄 용기가 손상되어 구멍이 생기게되면 

Na+, K+, Ca++, OH- 이온등의 시멘트의 침출물들이 처분용기 내부로부터 이 

동하여 완충재와 접촉된다. 이러한 성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메카니즘 (입자 

총내 Na+ol 온이 Ca++으로 치환， 탄산칼슐형성， illitízatíon)에 따라 완충재의 성 

능을 저하시킨다. OH-ol 온은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인 smectite와 반응하여 

제올라이트 및 hydrosilicates를 형성시킨다. 또한 OHol온은 벤토나이트 증내 

공극수에 용존된 Mg++OI 온과 반응하여 brusite (Mg(OHh)를 석 출시 킬 수도 있 

다. 

@ Near-fíeld Rock의 단.장기 적 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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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관련하여 near-field 주변암반에서의 거동은 처분용 

기를 포함하는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음과같은 영향에 의하여 변 

할 수 있다. 

l 화학적 영 향 (Chemical e什ects)

처분장밖에 있던 지하수가 처분장 폐쇄후 처분용기까지 흘러들어오는 과 

정에서 지하수에 의한 완충재의 포화에 따른 산화.환원 조건 (REDOX 

conditions) 변화와 처분용기 부식생성물의 용해 등이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에 영향을 미친다. 

l 열 화학적 영 향 (Thermochemical effects) 

완총재내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Si02으| 용해도 증가와 

Ca++으| 용해도 저하에 기인된 탄산칼숨의 석출 등이 포함된다. 석출된 탄산 

칼숨은 near-field 내에서 지하수 이동 통로를 막거나 유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i02의 용해는 이와 반대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완충재 충 

내에서 어떤쪽은 지하수 통로가 좁아질 수 있고 다른 쪽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l 열-기계적 영향 

처분용기로부터 소산되는 열에 의하여 처분공 벽 또는 추위의 틈새가 막 

히거나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굴착에 의한 영향에 비해서 

는 작다. 

l 가스 발생 

처분용기 부식으로부터 발생된 카스가 near-field쪽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암반의 지하수 흐름에 two-phase flow가 형성될 수 있다. 

@ Far-field의 장.단기적 거동 

far-field 암반의 수리학적 거동은 장기적으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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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 . 

• 화학적 영향 

방사성물질의 누출 관점에서 far-field 암반주변 수리학적 거동은 암반이 

지니는 지화학적 특성， 지하수 및 광물학적 조성등에 영향을 받는다. 

@ 생 태 계 의 장. 단기 적 거 동 (Short and long-term behavior of the biosphere) 

생태계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을 최종평가하는 즉， 심지층 처분장 

으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지하매질을 통하여 지상의 인간생활권으로 

이동한후 얼마만큼 인간에게 피폭을 부가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생태계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이동.전달 경로는 로서 서로 다른 구 

획간 이동 (transfer between different compartments)과 먹이사슬간 이동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태계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경로는 지하매질로부터 생태 

계로 표출되는 양상과 방사성물질이 최초로 표출되는 부분 (primary 

receptors)등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여기서 고려되는 primary receptors는 우 

물/약수， 호수/강 또는 그곳의 침적물， 토양， 해변 또는 바다 침적물 등이다. 

이와 같은 생태계에서의 시작과 이동경로등은 지하매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생태계에서의 변하는 속도가 지하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바람， 강우， 강물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지형학적인 

과정이 생태계의 primary receptor의 물리.화학적， 수리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작물 및 동 

물로까지의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표의 융기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 또는 면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다 

른 생태계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이용， 수리관개 및 댐， 지 

표/지하수 이용， 호수/해양 침적물 제거 같은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 역시 생 

태 계 에 서 의 방사성 물질 이 동경 로 및 primary receptor의 특성 을 변 화시 킬 수 

있다. 

그리고 빙하와 지구 온실효과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등은 먼 미래의 예상 

되는 거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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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선 정 평 가 기 준 시 나리 오 (Reference Scenario) 

φ 처분용기 수명 

• KBS-3, MLH 및 VLH개 념 

copper-steel compositeÃ1 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포장하는 단계에 

서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결함 처분용기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처분용기가 지하 처분공에 최종 거치되는 순간까지 발 

견되지 못할 결합 (용접부위에 미세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등)01 있는 처분 

용기 발생 확율은 10-3으로 가정하였다. 결함부위의 특징은 직경 2.5mm으| 구 

명으로서 처분용기 두께를 관통하며， 처분장 폐쇄후에는 즉시 주변의 지하수 

가 처분용기 안으로 흘러 들어와 steel내벽과 접촉하면서 국부부식이 진행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부식의 양상은 수백만년으1 copper처분용기 수 

명을 수천년으로 단축하게 될 것이다. 

처분용기가 당초부터 건전하다면 폐쇄후 처분조건하에서의 내.오|부 압력 

및 부식에의한 손상 메카니즘인 내부 헬륨가스 발생으로 인한 내압증가， 완 

충재의 팽윤압에 의한 외압증가， 지각운동으로 인한 외부 충격， 방사선분해 

로 인한 산소 및 염소이온에 의한 부식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steel내벽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 cooper외벽의 수명은 천만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 

• VDH개념 

이 개 념 에 서 는 concrete 헤led titanium처 분용기 가 적 용된 다.처 분용기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우선 처분용기 거치 작업도중 

작업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낙하사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직.간접적 

인 육안감시가 불가능하고 손상된 처분용기의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많은 양의 처분용기 손상가능성올 배제할 수 없다. 

처분용기가 외부는 협기성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와 내부의 콘크리트에 

존재하던 울분자의 방사선분해로 생선된 수소로 인해 티타늄 용기의 수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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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재질의 기계적 강도가 추|약해질 수 있다. 게다가 외부충격 또는 기계적 

응력이 부가되거나 용기내부의 수소 및 헬륨가스의 발생으로 내부압력이 누 

적되면 장기적으로 용기의 손상 가능성이 훨씬 증가된다. 

이상과 같이 티타늄 처분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은 다른 개념의 

copper -steel composite용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비교대상인 copper-steel 

composite 용기의 손상 가능성을 10-301 라 할 때， 티타늄 처분용기는 초기부 

터 모든 용기가 손상되었다고 가정하였다. 

@ 처 분용기 의 지 하수 침 투 (Water peneetration into canisters) 

• KBS-3개념 

당초부터 용접부위가 손상된 처분용기가 지하 처분시설에 거치된후부터 

는 주변의 지하수가 용기내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용기 steel 내벽의 부식이 

진행되면서 수소가스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수직 처분공에 거치된 처분용 

기의 손상이 있는 용접부위는 그림 IV-14(a)에서와 같이 용기의 뚜껑이 있는 

위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흘러 들어온 울은 우선 copper와 

steel의 접합틈새를 채우고 난 후 steel내벽의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가스에 

의한 내압과 용기외부의 지하수압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용기 내부로 들어올 물의 양은 부식에 따라 다른데， 부식율 

이 낮을수록 더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만약 계속되는 부식으로 생 

성된 수소가스에 의한 용기 내압이 용기외부의 지하수압 이상으로 커지면 

용기내부의 물이 다시 바깥으로 흘러 나가게 될 것이다. 

steel의 혐기성 부식은 물이 존재하는한 계속될 것이다. 화학양론적 계산 

(stoichiometric calculation)에 따르면 혐기성부식으로 처분용기 내부에 가득찬 

물이 모두 수소로 변하면 이때 처분용기 steel내벽의 50%가 부식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물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steel의 부식을 방지하 

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용기의 steel내벽의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가스에 

의한 용기내압은 용기외부의 지하수 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압력 (예， 완충채의 capillary pressure 등)으| 합과 같아질 때까지 증가한다. 

용기내로 흘러들어온 물이 모두 혐기성 부식으로 소모되면， 일단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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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소가스는 발생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내부의 수소가스는 높은 

용기내암으로 인하여 손상부위의 틈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용기 

내의 압력이 벤토나이트 완총재의 큰 공극의 모세관 압과 같아 질 때까지 

완총재로 확산되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완충재의 공극에 존재하는 수소가 

스는 공극수에 용해된 다음은 확산에 의해서 완충재를 통과해 나갈 것이다. 

용기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지하수압 이하로 떨어지면 용기내로 다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벽의 부식은 다시 진행될 것이고 수소가스도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부에 들어온 물의 양만큼 부식이 진행되다가 물이다 소 

모되면 용기내부의 가스가 다시 용기 밖의 완충재로 확산 이동해 가는 현상 

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용기 내부의 모든 steel이 부식될 때 

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만약 용기내부의 모든 steel이 부식되고 없어지고 

내암이 낮아지면 용기내부에는 다시 물이 들어올 것이다. 이때의 용기 내부 

용적은 용해도카 낮은 steel으| 부식생성물 때문에 초기의 용적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상은 혐기성 부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물의 방사선분해로 인한 수소 

가스 발생도 또다른 수소가스 생성원이 될 수 있다. 

상기의 가정 및 부식 진행사항을 요약해 보면， 처분용기가 당초부터 용접 

부위에 손상된 부위를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처분용기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처분용기가 수직 처분공에 거치되고 손상부위가 용기의 뚜껑부분이 

기 때문에 부식묘로 발생된 수소가스는 손상위치 이하까지 용기 내부에 누 

적되고， 불에 용해된 용기내부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 

게 해준다. 용기내부에 발생된 가스가 누적되어 내압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 

는 가스생성 원인인 부식율과 수소가스가 용기 바깥의 벤토나이트층으로 확 

산되어 나가는 양을 비교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부식율이 약 5 X 10-10 

m/year이면 충분히 용기내부에 누적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용기내부에 장시간 동안 물과 수증기가 존재하게 되면 용기하부에 corrosion 

rupture7 ~ 일어나 결과적으로 내부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데， 용기내 

부에 가스가 존재하는한 그만큼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할수 있는 물의 양은 

그만큼 작아지게되고， 게다가 steel의 부식생성물이 내부용적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물과 접촉할 물의 양은 더 작아지게 된다. 

만약 처분용기의 손상부위가 밑바닥 부분이라면 (그림 IV-14(b) 잠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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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로 흘러들어온 물은 용기 내부에 어느 정도 까지 누적되다가 부식으 

로 생성된 수소가스 용적 만큼 다시 밖2로 내보내지고 용기내부는 수소가 

스로 차게된다. 일단 밖으로 나간 물이 다시 용기 내부로 들어오는 양은 부 

식이 활발히 진행되는 한 작을 것이다 . 

• MLH 및 VLH개념 

MLH 및 VLH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 composite 처분용기는 그 크기 
는 다르지만 수평 굴착공에 거치되기 때문에 손상부위가 굴착공의 바닥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일단 손상부위를 통하여 용기내부로 

흘러 들어온 물은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가스에 의해 그 용적 만큼의 물이 

밖으로 나카게된다. 용기내부의 가스는 방사성물질이 용기밖으로 확산되어 

누출되는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는 못한다. VLH 개념의 경우는 KBS-3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용기보다 내부용적이 5배나 크기 때문에 수소가스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은 그 만큼 더 클 것이다. 이외의 다른 시나리 

오는 KBS-3개념의 경우와 유사하다 . 

• VDH 개념 

VDH개념에서는 copper-steel compositej:~분용기의 경우와는 부식으로 인 

한 가스발생 양상이 다르다. 손상된 concrete filled titanium처분용기 내부로 

물이 들어오면 일단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봉과 콘크리트와 접촉된다. 핵연료 

봉 근처에 있는 물은 a 입자에 의해 방사분해되고 콘크리트내에 있는 물은 

β/ '1 선에 의하여 방사분해되므로써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에 물 

이 존재하는 한 방사분해로 인한 수소가스 발생은 지속 될 것이다. 만약 수 

소가스 압이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 또는 균열부위의 모세관압 보다 크면 수 

소가스는 콘크리트 공극수에 용존된 상태로 또는 가스상태로 확산 이동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처분장 폐쇄후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방사선에 의해 방사분해능이 점 

차 감소하면 수소가스발생양도 감소할 것이고 내부 압력 감소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처분용기 내부는 물에 의하여 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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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용해 및 처분용기로부터의 누출 

(Fuel dissolution and release from canister) 

• KBS-3개념 

일단 처분용기의 손상부위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 사용후핵연료의 핵임계 

사고 가능성이 있다. 처분용기내에서 핵임계사고가 발생되면 임계시 발생되 

는 높은 열로 인하여 처분용기는 물론 주변의 공학적 방벽은 물론 이웃의 

처분공까지도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용기의 핵임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처분용기 내부공간에 불활성물질을 넣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기 때 

문에 사고시나리오에서는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처분용기내로 들어온 물이 핵연료 피복관을 통과하게되면 핵연료의 용해 

가 진행된다. 일단 사용후핵연료 펠렛에 있는 Cs, 1, Tc 및 C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들은 주로 펠렛의 입계 (grain boundary)어1. 누적되어 있고 일부는 펠렛 

과 피복과 사이으I gapOl 있는데， gap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부터 물에 용해 

되기 시작한다. 핵연료 펠렛의 matrix 우라늄의 용해는 펠렛 표면 부근의 화 

학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펠렛 표면 또는 근처에 앓은 막으로 형성되 

어 있는 물의 방사분해로 인하여 수소와 산소 및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 

물질 (oxidants)들이 생성되며， 이런 방사분해 물질들이 다른 화학적 형태로 

재걸합 되기도 한다. 산화제들은 4가의 우라늄 (U(lV))을 용해도가 큰 6가의 

우라늄 (U(VI)) 형태로 산화시킨다. 이런과정으로부터 우라늄이 용해되는데 

이때 입계와 matrixLH 에 존재하던 핵분열생성물들도 함께 용출된다. 용해된 

방사성핵종들은 확산 또는 붕괴열에 의한 대류 현상 (thermal convection)에 

의하여 용기내부를 떠돌아 다닐 것이다. 

만약 핵연료 펠렛과 접출되어 있는 수중에 steel의 부식생성물인 Fe(ll) 이 

온이 존재하고 있으면 쉽게 FeOlI)로 산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방사분해로 생 

성된 산화제에 의하여 우라늄의 산화가 제한 받기도하고， 또한 펠렛 표면 근 

처에서 산화되어 용해된 우라늄 및 산화/환원에 민감한 핵분열생성물들은 환 

원되어 용해도가 낮은 형태로 침전되기도 한다. 이때 Fe(lll)이온은 용해도가 

Fe(lll)이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흡착능이 좋은 Fe(lll)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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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ides형 태 로 침 전 된 다. 

처분용기의 손상부위가 주로 용기 뚜껑의 용접부위이고 steel 내부벽의 

산화로 생성된 수소가스는 처분용기 내부 공간의 상부에 누적되기 때문에 

손상부위의 틈새를 통하여 용해된 방사성물질들이 용기 외부로 나가지 못한 

다. 용기의 부식으로 용기내의 물이 다 소모되면 수중에 용해된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의 석출 (용해도가 작은 화학적 형태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손상부의 틈새가 더 커지면 용기내에 용해되어 있던 방사성물질들은 결국 

용기밖으로 이동할 것이다. 

처분용기 부식 후반기에는 생성된 가스로 인하여 핵연료 펠렛과 물의 접 

촉이 제한 받을 수 있고 또한 방사선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방사분해로 

인한 산화제의 산화작용도 초기보다는 많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우라늄 

matrix의 용해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감소될 것이다. 게다가 수중에는 

steel의 부식생성물인 Fe(ll)의 산화로 인하여 수중의 우라늄 및 핵분열 생성 

물이 환원되어 용해도가 낮은 화학적 형태로 석출되기 때문에 처분용키로부 

터 완충재로 누출되는 양은 초기보다 감소될 것이다 . 

• MLH개념 

KBS-3 및 MLH개념은 지하시설 구성에 수직갱， 수송 및 접근 통로， 처분 

갱도 및 처분공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개념보다 굴착에 따른 파쇄대가 

많아 지하수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MLH개념은 수평처분공 

주위의 파쇄대가 처분공 양쪽끝의 접근통로와 연결되어 지하수의 유로 

(hydraulic conductors)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KBS-3 개념의 경우는 수평 처 

분갱도의 바닥에 수직처분공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처분공 주 

위의 파쇄대는 이웃하는 처분공의 파쇄대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 dead-end" construction). 따라서 MLH개념의 경우가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 

로 보다 많은 지하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파쇄대로 유입되는 지하 

수 흐름은 주변에 형성된 압력구배와 유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MLH개념도 

수평처분공 굴착시 양쪽 접근통로를 관통하는 식으로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접근 통로로부터 일정 거리에 굴착하지 않는 공간 (“stopping" the 

boring)으로 rock plug를 설치할 경우 대량의 지하수 유입은 방지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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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 VLH개념 

앞의 처분용기 손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VLH개념은 KBS-3개념과 

달리 수평처분공에 거치되기 때문에 steel의 산화로 생성된 수소가스에 의 

하여 용기내부의 물이 KBS-3개념의 보다는 훨씬 빨리 용기 밖으로 내보내 

진다. 일단 용기내부에 들어왔던 수중에는 핵연료봉으I gap에 있던 핵분열생 

성물과 멧렛으I matrix어| 있던 우라늄 및 핵분열생성물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처분장 폐쇄후 부식초기에는 붕괴열이 크기 때문에 높은 

온도상태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용해도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식후반 

기 보다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을 것이다. 

부식후반기의 핵연료 용해 및 누출거동은 대체적으로 KBS-3경우와 유사 

하지만， VLH개념의 용기가 KBS-3개념보다 사용후핵연료는 2배 많이 수용하 

고 내부용적은 5배 크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용기에 들 

어왔다가 나가는 물의 양이 5배나 더 크기 때문에 방사성물의 농도가 더 낮 

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양이 두 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방사 

성물질의 농도는 용기내부에서 의 수소가스 발생의 원인인 부식율 (steel양 

포함)， 방사선 강도에 따른 방사분해생성물의 산화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분 

석되어야 할 것이다 . 

• VDH개념 

VDH개념에 적용되는 concrete filled titanium용기는 내부가 콘크리트로 충 

전되어 있어 물로 인한 핵임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에 섞여있는 물의 방사분해와 티타늄의 부식으로 인한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분장 폐쇄후의 처분용기내부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물질 

이 용출될 수 있는 화학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갚 

이가 지하 2α)()-4α)()m어| 이르기 때문에 주변 온도도 36쉰8
0

C 로 다른 개념 

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부터 붕괴열이 부가되면 온도는 더욱 

상승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높은 온도는 처분용기 내부에서 진행되는 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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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20-180
0

C 의 온도 범위에서는 a 선의 방사분해로 인한 

수소 및 산화성물질의 생성은 거의 변함이 없으며， 수중의 수소이온 농도가 

콘크리트로 인하여 pH 12.5로 높아질 경우 방사분해로 인한 핵연료의 산화 

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사분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소의 양이 용기 밖으로 방출되는 양보다 클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부에 누 

적되어 물과 핵연료의 접촉을 방해하므로써 물의 방사분해로 인한 산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앞의 다른 개념의 경우와 같이 핵연료의 피복관과 펄렛 사이의 gap에 있 

던 용해성 핵분열 생성물들은 즉시 불에 용해되고 방사선분해 생성물에 의 

해 우라늄 matrix7~ 용해되면서 matrix4!에 존재하던 핵분열생성물들도 같이 

용해된다. 특히 콘크리트로 충전물이 있는 티타늄 처분용기의 경우， 용기 내 

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수중농도는 콘크리트에 영향받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 (pH)와 내부 온도상승 효과 및 밤사분해로 인한 산호ν환원조건 등에 따 

라 다른데， 부식 초기단계에서는 핵연료 표면 근처를 제외하고는 환원분위기 

카 우세하다. 핵연료봄의 gap에서 용해된 방사성물질들은 포화된 콘크리트 

공극 (water-filled pores)과 미세 균열을 따라 확산이동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 
고， 또한 방사선분해로 생성된 수소가스는 방사성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공극 

수룰 밖으로 밀쳐낸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콘크리트 층을 이동하는 도중 

상당양의 방사성물질이 콘크리트에 홉착되기 때문에 처분용기 바깥으로 나 

오는 농도는 다른 개념보다는 낮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방사선 세기가 감소되면서 방사선분해로 인한 산화도 

감소하고 또한， 그 동안 누적된 수소가스로 인해 핵연료와 물의 접촉이 제한 

을 받기 때문에 우라늄의 용해는 감소된다. 그 후 콘크리트의 성분중으I Na+’ 

K+, Ca++ol 온이 계속적으로 용출되어 콘크리트 밖의 지하수 pH를 증가시키 

게 되는데， 이때 공극은 더욱 커지게 되어 콘크리트의 기계적 안정성이 감소 

되고 지하수 유입에 대한 울리적 방벽 (hydraulic resistance) 으로서의 기능이 
감소되겠지만 콘크리트는 홉착능이 좋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지연 

시키고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적 방벽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된다. 

CD Near-field에 서 의 방사성 핵 종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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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near-field barriers) 

여기서 언급되는 near-field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 범위는 처분용기로부 

터 용출되어 나온 방사성핵종들이 지하수에 포화된 완충재와 처분공주위의 

파쇄대까지를 포함한다 . 

• KBS-3개념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되어 나온 방사성물질들의 이동을 완총재가 얼마나 

지연시키고 홉착하느냐는 처분용기 손상전후에 완충재의 특성이 어느정도 

변하였나에 달려있다. 만약 완충채카 지하수에 완전히 포화되지 않은 상태라 

면， 포화되는 과정에서 지하수에 일부 석출된 물질들에의해 고온조건하에서 

완충재 는 시 멘 트화되 어 (cementation) 팽 윤성 이 감소됨 은 물론 취 화된 다. 그 

러나 완총재가 완전히 지하수에 포화되는데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장기적 건전성 측면에서 시멘트화는 그렇게 중요하 

지 않고 또한， 초기에 함수량이 많은 완총재를 사용하면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총재가 지하수에 완전히 포화되면 완총재의 수리전도도는 10- 14 
-

10-13m/s 정도로 낮아 지기 때문에 그를 통과하는 방사성핵종의 이동 메카니 

즘은 확산이 된다. 지하수에 Caol 온이 존재할 경우 벤토나이트 층내의 교환 

성 양이온인 Na+ol 온은 Ca++O ! 온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리 

전도도는 10배정도 커진다. 또한 벤토나이트가 K+O! 온의 영향으로 illite 

(hydrous mica)로 변하는 것 역시 완충재의 수리전도도를 크게하는 원인이된 

다. 지하수중으! K+이온 농도가 13mg/LO! 고 많은 양의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완충재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K+이온은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확산이동을 하 

면서 illite로 변화시킬 것이다. KBS-3개념의 경우에 있어서 주어진 완충재가 

illite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0，000년 정도도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적인 지하처분조건하에서 illite로 변화시키기 위한 물리.화학적 조건 (충분히 

빠른 시간에 K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확산이동을 하면서 공급되는 조건등) 

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완충채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흐름이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편중된다면，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illite로 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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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백만년의 시간이 걸랄 것으로 평카된다. 그리고 처분갱도 및 접근터널 

등에 채워지는 되메움재는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인데， 상대적으로 벤토나 

이트의 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되메움재의 벤토나이트가 illite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백만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처분용기 손상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통과할 정도의 시간까지는 완총재의 화학적.광물학적 특성이 보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용기내의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가스의 압력에 의하 

여 처분용기내의 물이 내보내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성물질의 이동 메카 

니즘은 확산으로 충분히 지연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산 이동 도중에는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홉착될 것이고 공극수에 의해 그 농도는 희석될 것이며 

또한 반감기가 길지 않은 방사성물질들은 방사능 붕괴로 없어질 것이기 때 

문에 완충재를 완전히 통과한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KBS-3개념에서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완총재를 통과하여 

처분공 및 처분갱도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는 양상은 그림 IV-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CD완총재를 통과한 방사성물질이 수직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거나 

처분공을 가로지나는 균열을 통하여 처분갱도 주위의 파쇄대로 이돔 

@처분공내에서 처분용기 위쪽으로 충전된 완총재를 통과하여 처분갱도 주 

위의 파쇄대로 이동 

@처분공내에서 처분용기 위쪽으로 충전된 완충재를 통과하여 처분갱도의 

되메움재로 이돔한후 다시 처분갱도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거나 갱도를 

가로 지나는 균열/균열대로 직접이동 

@완충재를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처분공주위의 암반을 통과하여 최근접커리 

에 위치한 균열대로 이동 

@으| 경우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은 약 O.4m으|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통과 

한후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돔하던카 또는 수직 처분공을 가로지나는 

균열 부위로 이동한후 처분갱도 주위의파쇄대로 이동한다. 완총재/수직처분 

공 경계면으로부터 처분갱도 주위의 파쇄대까지 방사성물질의 이동거리는 

처분용기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 미터에 이른다. 여기서 처분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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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 KBS-3 처분개념 Near-field의 방사능 물질 이동 카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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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균열과 처분갱도 주위의 파쇄대는 균열의 크기와 간격등의 특성상 4급 

균열 (4th order fracture)로 구분된다. 4급 균열은 0.4-0.8 m으| 간격으로 균열 

이 있는데 그 킬이는 약 0.2-1.1 m 범위이다. 이 범위에 속하는 균열의 10% 

정도가 4-8m 거리의 지하수 유돔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파쇄 

대의 평균 수리전도도는 10- 11 m/s이나 처분공 또는 갱도주위에 형성되는 응 

력 에 의 하여 수리 전 도도는 약 10-9m/s로 증가한다. 

@의 경우에서 완총재를 통과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 이동거리는 처분용 

기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처분용기 뚜껑부분의 용접부위가 손상된 경 

우라면 1.0 m 이상일 것이다. 방사성물질의 확산이동거리 측면에서는 @경우 

보다 @경우가 더 길겠지만， 처분공 주위의 균열 (high conductive fractures) 

로 직접 이동될 경우에는 핵종이동 지연 측면에서는 훨씬 나뿔 것이다. 

@경우의 균열대는 수리전도도가 10-7 m/s일 것이기 때문에 방사성핵종의 

주 이동 경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분공 근처에 미세 수평균열대 

(subhorizontal fracture zone, 간격 약 7oom, 수리전도도 10-7 m/s)가 있을 경 

우，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은 우선 O.4m두께의 완충재를 통과하 

여 완충재와 균열대사이에 있는 암반층 (rock matrix)을 확산이동한 후 균열 

대로 진입할 것이다. 

처분갱도 주위에 형성된 파쇄대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은 파쇄대에서의 

Darcy velocity (다공성 매질을 통과하는 지하수 유속)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암반의홉착계수 및 홉착 면적등에 따라 다르고， 파쇄대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유량은 주변의 지하수압의 구배 (심도 500m의 화강암층인 경우 0.003 m/m) 

와 수리전도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붕괴열에의하여 near-field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돔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처분용기로부터 완충채， 처분공주위 

의 파쇄대까지의 온도구배는 처분장 폐쇄후 초기 수백년동안에 최고 값을 

나타내고 그이후에는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처분초기부터 손상된 처분용기 

가사용되지 않는한， 처분용기의 부식기간을 고려할 때 온도구배가 방사성핵 

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파쇄대에서 방사성핵종은 이동 도중 파쇄대 암석의 표면에 홉착되기도 

하고 또는 이동방향과는 다른 미세균열로 들어가 홉착된후 암반층으I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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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이동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동속도는 지하수의 유속에 비하여 상당 

히 느리다 . 

• MLH개념 

MLH처분개념에서 지하시설 굴착에 따른 파쇄대 지역이 KBS-3개념 보다 

는 적기 때문에 파쇄대를 통과하는 전체적인 지하수의 유량은 작을 것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가 위치하고 있는 수직 처분공 또는 수평 쳐분공 주 

위의 파쇄대를 통과하는 지하수 유량은 MLH재념의 경우가 클 것이다. 왜냐 

하면 수평 처분공은 양쪽 끝에 접근 통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처 

분공주위의 파쇄대는 지하수 흐름의 유로가 될 수 있는 반면 수직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는 6m간격으로 이웃하고 있는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와는 연결 

되어 있지 않기 (" dead-end" construction) 때문이다. MLH 개념에서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near-field를 통과하는 양상은 그림 IV-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완충째를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수평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거나 

또는 직접 처분공 표면의 균열에서부터 발달된 균열을 따라 이동 

@완총재를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수평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다가 

접근통로의 파쇄대로 진입하여 이동 

@완충재를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처분공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다가 근접거 

리에 있는 균열대로 진입 

• VLH개념 

앞의 KBS-3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완총재의 초기 합수량 

을 증가시킬 경우， 지하수 포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완 

총재의 시멘트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VLH개념에서는 지하시설 굴착에 따른 파쇄대 구역이 KBS-3개념보다 작 

기 때문에 지하수 유량이 작을 것이다. 이는 완총재의 장기적 건전성 측면에 

서 지하수에 용존된 Kol 온에의하여 벤토나이트 완충채가 illite로 변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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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6. MHL 개념 Near-field에서의 방사능물질 이동가능 경로 

때
 



(Gl.) 

( b) 

그림 IV-17. VLH 처분개념 (a) 및 Near-field에서의 방사능물질 

이동가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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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KBS-3 경우 만큼 수백만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벤토나이트의 교환성 양이온인 Na가 Ca로 치환되어 완충재의 수 

리전도도가 다소 커질 위험은 있으나 방사성핵종이동 메카니즘인 확산이동 

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닐 것이다. 

VLH개념의 경우 처분용키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완충재 및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를 이동하는 양상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IV-17(a) 참 

조). 

CD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완충재를 지나 수평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거나 또는 처분공 표면의 균열로 직접이동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완충재를 지나 수펑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한후 rock matrix를 통하여 근접거리에 있는 균열대로 이동 

CD/rJJ의 경우 모두 완충재에서의 방사성핵종의 이동양상은 동일하다. 즉 

O.4m 두께의 완총재를 확산이동으로 통과한후에는 파쇄대 또는 균열대로 동 
진입하게 되는데. VLH으| 경우에는 수 km 의 수펑 처분동굴이 이어지기 때 

문에 이 전체가 균열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 만약 @ 경우처럼 완충재를 통과한 방사성핵종은 처분공 표면의 균열 

부위로 진입하여 이동을하다가 수리전도도가 이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낮아 

지면 주변의 파쇄대를 통하여 확산이동 또는 advective transport를 하다가 균 

열대로 진입한다 

• VDH 개념 

VDH 개념에서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이트 mud 완중재의 두께 

는 0.15 mol 고 수리전도도는 약10-9m!s 인데， 지하 2-4km깊이에 거치되는 처 

분용기의 위치가 처분공의 중앙부위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처분용기로부 

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완총재를 통과하는 거리는 0.15m보다 짧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심지층에 처분되므로 다른 개념보다는 처분장 폐쇄후 초기 수백 

년동안은 처분용기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형성되는 온도구 

m 



배로 인하여 그림 IV-17(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하수의 흐름이 처분용 

기 위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그리고 VDH개념에서는 처분용기 거치 작업 

시 작업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처분용기 낙하사고로 대량의 처분용기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사성핵종 이돔의 온도로 인한 영향은 안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 Far-field에서 의 방사성 핵 종 이 동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far-field rock) 

여기서 언급되는 far-field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돔 범위는 처분공주위의 파 

쇄대 또는 균열대에서부터 생태계까지의 균열 또는 균열대를 포함한다 . 

• KBS-3개념 

처분장의 위치가 지후수의 유동성이 작은 곳에 위치하였다 할 지라도 

near-field를 톰과한 방사성 핵 종들은 결 국 지 하수의 흐름이 용이 한 far-field의 

균열 또는 균열대를 통하여 이동한다. 처분심도가 5。이n일 경우， 최소한 

far-field에 서 방사성 핵 종의 이 동거 리 는 500m일 것 이 고， 그의 농도 및 누출율 

은 먼 이동커리 동안 홉착에 의한 이동지연과 방사능 붕괴로 인하여 

near-field를 통과할 때보다 많이 감소해 있을 것이다. 처분시스템에서 지상

지하시설의 연결 통로인 수직갱 및 ramp는 주변의 암반의 수리전도도 보다 

낮은 벤토나이트/모래로 구성된 되메움재로 패쇄되기 때문에 수직갱 및 

ramp으| 주위에 형성된 파쇄대가 더 유동성이 좋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폐쇄시 완벽한 밀봉작업이 요구된다 . 

• MLHNLH 개념 

far-field에서의 방사성핵종의 이동 양상은 처분심도가 같은 KBS-3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5km으| 긴 수평터널 3개가 굴착되는 VLH으| 

경우는 다른 개념보다 수평 처분터널을 가로지나는 균열대와 미세 수평균열 

대가 있을 확율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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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H 개념 

VDH.개념의 처분심도늠 2-4 km~ 데 심도 500m인 다른 개념에 비하여 지 

하수 유동성이 큰 균열대 발생 빈도 및 수리전도도가 작다. 또한 갚이에 따 

라 지하수의 염도 (salinity)가 증가되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증가된다. 따라서 

깊은 심도의 밀도가 큰 지하수는 보다 낮은 심도의 밀도가 작은 지하수 쪽 

으로 이동하여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심도의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지표의 생태계로 유출되는데 좋은 장애가 된다. 

처분공 자체는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등으로 밀봉 

되지만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는 지표의 생태계로 직접 통하는 지하수의 주 

이돔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공학적 고려가 요구된다. 

@ 생 태 계 에 서 의 방사성 핵 종 이 동 (Radionuclide transport in biosphere) 

• KBS-3/MLH개 념 

지하처분장의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지하매질을 통과하여 

인간생활권인 생태계범위에 제일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곳(primary receptor)은 

호수일 수 있다. 지하 처분장을 가로지나는 균열대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호 

수로 유입될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호수 

의 물에 회석될 것이다. 이상과 유사한 상황은 해안카나 바다밑에 처분장이 

위치할 경우 방사성핵종이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표에서 지하처분장추위로 우물을 굴착할 경우 지하처분장을 지나는 균 

열대의 지하수가 우물로 집결될 가능성이 있다 . 

• VLH개념 

사용후핵연료카 4.5km으| 긴 수평터널 3개에 처분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KBS-3경우와 같이 호수나 우물등 한곳에 유출되지 않 

고， 여러곳의 receptor어| 분산되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회석되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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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게 부가되는 선량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인구가 밀집된 곳이 포함될수 있 

는 넓은 지역에까지 방사성물질이 이동될 수 있다 . 

• VDH 

처분 심도 2-4km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개의 균열대 및 분연속면 

이 존재할 가능이 있다. 그리고 처분공 주위의 파쇄는 지표가까이 형성된 불 

연속면과의 통로가 될 수 있다.35개의 처분공이 밍Om간격으로- 설치되는 

VDH개념의 경우도 다른 개념의 경우와 같이 지하매질을 통과한 방사성핵종 

은 호수나 우물로 유출될 것이다. 

(2) 처분개념별 성능 및 장기적 안전성 비교 

일반적으로 처분장 장기안전성 평가는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부가될 수 

있는 방사선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안전성평가인 경우， 방사성물의 이돔과 관련된 다양한 공학적 방벽과 천연방 

벽의 모델링과 생태계에서의 유도 선량평가에 많은 불확실성 변수가 포함되 

기 때문에 처분개념별 안전성을 비교.분석하기위해서는 각 부시스템의 안전 

성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인자가 전체 시스템의 선량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야 한다. 

스웨덴에서 수행한 PASS-안전성비교.분석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처분 

개념별 설계 인자와 공학적 방벽의 기술적 특성 인자를 규명한 다음 이러한 

방벽들의 처분장 폐쇄후 초기 및 장기적 건전성을 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하였 

다(그림 IV-18 잠조). 그리고 안전성에 제안된 각 처분개념별 건전성 및 안전 

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학적 방벽 및 천연방벽의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특성， 기술적 변수와 차이점등을 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한 처분개념의 장기적 안전성에 미치는 각 방벽의 건전성 

을 삼대 적 중요도로 (relative importance 01 a barrier) 그리 고 각 개 념 들 간에 

고려된 방벽의 차이점을 규명하여 각 처분개념 성능/안전성 비교시 비교인자 

의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처분개념별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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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점 그룹의 개개인에 부가될 수 있는 선량을 비교하였다. 

처분개념별 각 방벽의 성능적 특성비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 

토되었다. 

-Function/effects : 각 방벽의 성능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등 규명 

-Characteristics 각 방벽 성능 및 처분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특성인자 

- T echnical factors 처분장 안전성 및 각 방벽의 성능과 관련된 특성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장 및 방벽의 설계인자 

-Potential differences : 처 분 개 념 별 성 능 및 안전 성 차이 

그리고 전체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비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평가 

되었다. 

-방사선량 기준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모델의 검증/실증 가능성 

-다중방어원칙 

-방사성물질의 누출 시나리오 가능성 및 평가 : 한 source로부터 일어날 한 

사건이 발생될 total risk는 년간 10-701 하로 그리고 사고발생 빈도는 년간 
10-7-10-3을 기준으로 제시. 

-방사성물질의 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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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8.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체제 

(가) 처분장 방벽별 성능 비교 

CD 처분용기 

@ 처분용기 수명 

처분용기의 성능은 주어진 처분환경 조건하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잘 주변환경과 격리시키묘로 써 오랜 기간동안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 

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수명이 장기적 처분안전평가에 있어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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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또한 손상 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제한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용기의 성능 및 수명과 관련 

되는 특성 및 기술적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 특성 인자 

처분용기 수명과 관련되는 특성인자는 다음과 같다. 

- 기하학적 구조 

- 열 전도도 

- 처분용기의 건전성 

- 처분용기 내.외부 영향에 대한 기계적 안정성 

- 내 부식성 

처분용기 손상시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관계되는 

cL 

- 누출 메카니즘 

-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상태 

- 핵연료의 용해율 

- 산화제 생성 

- 용해도 

- 지화학적 조건 

- 처 분용기 내 free water양 
- 처분용기 손상형태 

• 기술적 변수 

트서 
-， c그 인자는 다음과 같 

처분용기의 장기적 성능평가와 관련되는 기술적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용기 설계 

- 용기 채질 

- 용기 내부 충전물 

- 사용후핵연료 장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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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 처분용기 포장 공정의 품질보증 

- 처분용기 수송 취급중 보호 

• 처분개념벌 처분용기 수명의 정성적 비교.평가 

- 밀봉.포장 공정후 제조걸함 잔존 카능성(manufacturing defects)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밀봉.포장하는 공정이 엄격한 품질관리체제하 

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용접부위에 미세 기포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처분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 composite 및 concrete 

filled titanium용기 모두에 똑 같은 가능성 이 예 상된 다. 

- 처분용기 수송 및 처분공 거치작업도중 처분용기 손상가능성 (Sensitivity to 

failure due to canister design and materiaD 

- 처분용기 설계 및 재질에 대한 부식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유발 민감 

도 

KBS-3, MLH 및 VLH.개 념 에 적 용되 는 copper-steel composite용기 의 내 부 

용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에 충전물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핵연료물질의 

알파붕괴 생성물인 헬륨가스로 인하여 용기 손상을 유발할 만큼의 내부압력 

으로 발전되는 않을 것이다. copper-steel composite용기의 경우， steel재질의 

내벽이 건전성을 유지하는한 copper외벽의 기계적 충격 또늠 하중에의한 손 

상 민감도는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VLD의 경우 다른 개념보다 사용후핵연 

료 수납용량이 두배이기때문에 steel내벽이 부식될 경우， copper외벽의 기계 

손상 가능성은 다소 불리하다 할 수 있다. 

처분용기 설계변수 측면에서， KBS-3/MLH개념에 적용되는 copper-steel용 

기와 VLH 개념으I copper-steel용기으I copper외벽의 두께는 같으나 내벽 steel 

의 두께는 VLH 경우가 2배 두껍다. 이론적으로는 VLH용기가 부식에 따른 

용기의 수명 비교에서 더 길 것으로 보이지만， copper의 부식에 대한 건전성 

유지기간이 수백만년에 이르고 부식율을 지배하는 메카니즘의 불확정성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비교항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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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거동 측면에서는 copper-steel용기의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VDH개념에 적용되는 용기의 경우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있어 

용기의 내.외부에서 동시에 부식이 발생될 가능성 많다. 또한 처분용기 거치 

작업이 어렵고 티타늄 재질의 두께가 copper-steel으I copper외벽 두께보다 

밟아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방사 

선분해로 생성된 수소에 의한 티타늄 재질의 수소취화 가능성과 수소가스 

및 헬륨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내압 증가 등이 용기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룰 

훨씬 더 크게한다.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이트 완충채의 물질적.화학적 완충능력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학적 조건 유지등) 

KBS-3/MLH 및 VLH개념에 적용되는 압축 벤토나이트 불럭 완총재와 처 

분심도 및 지하수의 화학적 조건등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상이점이 없다. 

그러나 VDH인 경우， 지하 2 - 4km에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기 때문에 처분 

용기 주변의 near-field의 온도분포와 벤토나이트 완총재 및 지하수의 처분장 

폐쇄후 초기특성은 500m 처분심도의 다른 세가지 개념과는 많이 다를 것이 

다. 우선 지하수의 염도가 높고 주변 온도가 높으므로써 완총재는 silica 및 

calcite의 침전에 따라 시멘트화될 가능성 많다. 그리고 완총재의 두께는 다 

른 개념보다 훨씬 앓기 때무에 작은 암반의 이동과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처분용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처분용기 거치작업 

및 완충채 충전 작업이 육안 감시체제하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처 

분용기 주위로 균질하게 동일한 밀도의 완충재가 충전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을 부식성 원소들을 용기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다른 개념보다는 나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처분장 설계에 대한 용기의 부식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유발 

민 감도 (Sensitivity to failure due to repository design) 

지하처분장 운영 및 건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접근 터널 및 처분공 굴 

착공사등으로 기 형성된 파쇄대 영역과 터널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이 

합쳐져서 하나의 암반의 이동 (rock movement)과 같은 외부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처분장 설계측면에서 KBS-3개념이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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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훨씬 클 것g로 판단된다. VDH개념의 경우 심도 깊은 처분공을 굴착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처분공 굴착시 한부분에 파손이 일어났거나， 또는 

완전하게 굴착된 처분공 한쪽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해 

지는 응력의 크기와 파쇄부위의 상태에 따라 처분용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처분용기의 수명을 제안된 처분개념의 비교항목으로 고려할 

때， KBS-3, MLH 및 VLH개념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처분용기 손상이 처분초기부터 고려된 경우에는 VLH개념의 처분용기 수명 

이 KBS-3/MLH개념의 용기보다 짧다. 왜냐하면， steel 내벽의 두께가 두배 크 

다고 할 지라도 부식율이 크기 때문에 처분용기 수명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대신 steel양이 많음으로써 발생되는 수소가스에 의한 내압이 훨씬 

클 것이고 또한， 사용후핵연료 수용량이 두배 많기 때문에 copper외벽에 가 

해지는 기계적 하중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copper-steel처 

분용기의 수명에 비해 VDH개념의 티타늄 처분용기 수명이 카장 짧을 것이 

로 평카 된다. 그 이유는 2 - 4 km으| 심도에 처분용기를 거치하는 작업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키치작업중 작업자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낙하사고시 처분용기 손상 카능성이 제일 크며， 또한 앞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처분장 폐쇄후에도 처분용기의 부식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 

된다. 

@ 처분용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누출 

여기서는 각 처분개념에 적용되는 처분용기로부터 완충재로 누출되는 방 

사성물질의 농도， 이동 지연 및 누출 메카니즘등이 비교항목으로 고려되었 

c~ . 

• 방사성물질의 농도 

처분용기 손상후 처분용기 내부에서 평가될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사용후 

핵연료와 접촉할 물의 양과 처분용기 내부에 형성되는 화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용기에 수용되는 양과 처분용기 내부용적에 대한 

-186-



부피를 고려해 볼 때， VLH개념에 적용되는 처분용기 경우가 KBS-3/MLH개념 

의 처분용기보다 용해도 제한이 없는 방사성물질의 농도 (the concentration 

of non-solubility limited nuc!ides)가 2배 낮지만， 처분용기 내부의 화학적 조건 

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용해도 제한이 있는 방사성물질의 농도 (the 

concentration of s이ubility limited nuclides)는 큰 차이가 없다‘ 같은 비교기준g 

로， VDH개념의 티타늄 처분용기 내부의 용해도 제한이 없는 방사성물질 농 

도가 KBS-3개념 보다 2배 크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티타늄 처분용기의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콘크리트 때문에 보다 높은 수소이온농도 (pH)가 유지 

되는데 이는 용해도가 제한있는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KBS-3 처분용기보다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 copper-steel composite처분용기의 경우 steel내 

벽에 의하여 환원조건 지배적일 수 있는데 비하여， VDH의 경우 콘크리트 내 

물분자의 방사선 분해 생성물로 산화 조건이 우세하면 방사성물질의 용해도 

측면에서 높은 pH로 인한 장점이 감소될 수 있다. 

l 처분용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대한 저항 

처분용기 내부 물질은 용기 손상부위로 방사성물질이 잘 누출되지 못하 

도록 방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KBS-3, MLH 및 VLH개념의 

copper-steel용기의 경우 내부에 같은 종류의 불활성물질은 충전하는 조건하 

에서는 세가지 개념에 적용되는 용기의 방사성물질 누출저항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VLH의 경우 steel내벽이 부식되었을 때 사용후핵연료 수 

용량이 다른 개념보다 많으묘로 copper외벽에 부가되는 기계적 하중이 크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위한 손상부위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VDH 

개념에 적용되는 티타늄 용기의 내부는 홉착능이 좋은 콘크리트로 충전되어 

있어 다른 개념의 용기보다도 훨샌 방서성물질의 누출에 대한 저항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copper-steel용기으I steel 내벽 부식생성물이 어느정도의 홉 

착능이 있긴하지만) . 

• 밤사성물질의 누출 메카니즘 

처분용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은 용기의 손상부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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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내부 수소가스에 의하여 내보내지는 물과 함께 용기 밖으로 나간다. 

steel의 부식으로 생성된 수소가스에 의해 방사성물질의 용기 밖으로 누출되 

는 메카니즘만을 고려할 때는 KBS-3개념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 이유는 각 개념에 적용되는 처분용기의 뚜껑부위 용접결함이 손상의 

주원인이라 가정할 때， 우선 KBS-3개념의 처분용기 손상부위는 용기의 윗 

부분으로 수평처분 되는 MLHNLH개념의 처분용기 손상부위 보다는 그 위치 

가 높기 때문에 용기 내부의 물이 밖으로 내보내지는 데는 수평처분공에 커 

치된 MLHNLH으| 경우가 훨씬 많은 양의 물이 KBS-3보다 빨리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VDH개념의 경우에는 처분용기 거치시 대량의 처분용기 손상 

가능성과 방사성물질의 누출 메카니즘에 불확실성이 결합되어 있어 장접 보 

다는 단점이 많아 보인다. 

@ 비교분석 

결론적으로 다른 개념에 비해 처분용기의 수명이 짧고， 대량의 손상 가능 

성이 있는 VDH 개념의 티타늄 처분용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일찍 비 흡착성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opper-steel composite용기 

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세 개념의 비교에 있어서 VLH경우가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클 것이고 누출시기도 제일 빠를 것이로 예상된다. 

@ 벤토나이트 완총재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성능은 처분용기 내.외부의 기계적 하중으로부터 처 

분용기를 보호하고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의 흐름을 지연시킴은 물 

론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을 부식성 물질과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을 홉착하여 

그의 이돔을 지연시키고 화학적 조건도 처분용기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한 

상태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용기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을 외부로 

잘 소산시키는 기능도 중요하다. 

장기 안전성관점에서 처분개념을 상호 비교.평가 하기위하여 고려되는 완 

총재 특성 및 기술적 인자는 다음과 같다. 

-188-



l 특성인자 

- 기하학적 구조 

- hydraulic and thermal conductivity 

- 팽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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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학적 조건 

- 기계적 안정성 

- 열 전도도 

- 화학적 안정성 

- redox capacity 

• 기술적 인자 

- 벤토나이트 품질 (특성， 첨가물질 및 함수량등) 

- 처분용기 거치기술 

- 품질보증 

- 물리.화학적 열적 장기적 특성 

- influence of casings 

@ 완충채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 특성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처분공주위 

의 파쇄대로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지연시키느냐하는 화학적 방벽으로서의 

역할은 완총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다르다. 

KBS-3, MLH 및 VLH캐념에서 방사성물질이 완충재를 통과하는 가장 짧 

은 거리는 일정 두께로 둘러쌓인 완충재 두께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 

로도 흐률 수 있는 가능성찰 고려해 볼 때， KBS-3캐념의 경우가 처분용기 

위방향으로 완총재와 되메움재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긴 이돔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VDH 경우 방사성물질이 이동하는 가장 짧은 거리는 역시 완충재 

의 두께이나 완총재 충전 작업의 QC가 곤란하여 설계 시방보다 더 앓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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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될 수 도있고 최악의 경우 처분용기가 처분공내벽과 맞닿을 수도 있을 것 

01 다 

대 때문에 

확산에 

낮기 

없고 

누출지연 

KBS-3, MLH 및 VLH 경우 완총재의 수리전도도가 매우 
지하수 또는 방사성물질이 완총재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 서서히 이동할 것이다. 

@ 방사성물질의 

의
 
여
 

량
 
하
 

VLH의 겸우가 다른 개념보다 50% 많은 양의 완충재가 충전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완총재에 의해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지연되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처분공 위방향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동할 경우에는 처분공 

위로 압축 벤토나이트 완총재와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의 되메움재가 있는 

KBS-3 개념이 훨씬 지연효과가 클 것이다. 

KBS-3와 MLHNLH개념 비교에 있어서 벤토나이트 완충채를 지나는 지하 

수 및 방사성물질의 이동은 확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사한 완충재의 기 

하학적 구조인 세 개념의 비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완총재를 통과한 

후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지연효과를 처분공주위에 

형성된 파쇄대의 수리전도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KBS-3개념이 가장 낮은 

수리 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수평 처분갱도를 가로지나 

는 균열이 있을 경우 KBS-3개념은 그 갱도 바닥에 수직 처분공이 하나더 

추가되어 있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굴착공 주변에 형성된 압반의 응력 

이 이완될 때 KBS-3 경우가 다른 개념에 비해 균열부위의 틈새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쇄대를 흘러가는 지하수의 유속과 지하수와 완 

총재간의 접촉 면적 및 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각 개념별 비교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로 판단된다. 

KBS-3, MLHNLH캐념에 비해서 VDH개념의 완충채 및 파쇄대에서의 방사 

성물질 및 지하수의 이동은 훨샌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완충재의 밀도가 작 

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리전도도는 훨씬 클 것이고， 또한 심지층 처분환경에 

서 비롯되는 지하수의 큰 염도와 높은 온도 분포로 벤토나이트의 특성이 변 

하고 콘크리트로 인한 높은 pH 조건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수리전도도는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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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분석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완충재를 이동하는데 미치는 저항 

효과는 유사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KBS-3, MLHNLH개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VDH 경우가 가장 김은 심도에 처분 개념이나 완충재의 밀 

도와 처분용기 거치 및 완총재 충전작업의 불확실성， 큰 온도구배에 따른 유 

속의 변화등 때문에 방사성물질 및 지하수 이동의 지연효과가 가장 나뿔것 

으로 평가된다. 

(3) Near-field Rock 

지하 암반에 처분 터널 또는 처분공등과 같은 지하공간을 굴착하면 지하 

공간 주위로 암반의 응력이 재배치되면서 파쇄대가 형성되고， 암반의 발파작 

업으로 인하여 파쇄대 가장 김은부위에는 새로운 균열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파쇄대가 지하수의 주 이동통로가 될 경우 처분공 주위의 완 

충재와 터널의 되메움재등의 장기적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처분 안전성에 영향을 미철 수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붕 

괴열에 의해서도 near-field주변환경의 지화학적 조건， 지하수 유동 특성 및 

암반의 기계적 특성등이 변할 수 있다. Near-field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이동 

에 영향을 추는 특성 및 기술적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 특성인자 

- 수투구배， 온도구배 및 가스농도 구배 

- 파쇄대의 팽창 

- 파쇄대의 투수계수 

- 파쇄대와 균열대간의 지하수 접촉 

- 파쇄대와 완총재간의 지하수 접촉 

- 확산계수 

- 홉착특성 

- 지학학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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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대의 기계적 특성 

- 파쇄대의 열적 특성 

- 산화/환원 조건 변 화거 동 (redox front behavior) 

• 기술적 인자 

- 굴착 방법 

- 온도분포 

- avoidance of high conductive fractures and fracture zones 

- 균열부위 및 균열대의 밀봉재질， 방법 등 

- 처분심도 

@ 방사성물질의 이동양상 

KBS-3개 념 에 서 방사성 물질 의 near-field 이 동 경 로는 두가지 로 생 각될 수 

있다.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를 반경방향으로·통과한 방사성물질이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한 후 처분공을 가로지나는 균열로 진입하거나 또는 

처분공 주위의 파쇄대에서 위쪽의 처분터널 주위의 파쇄대로 이동하는 경우 

이다. 이외에도 처분용기 위 쪽에 있는 완충재를 통과하여 처분터널의 되메 

움째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경로를 다른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를 반경방향으로 통과하는 이동거리는 비숫하 

지만 그 외의 경우는 KBS-3가 훨씬 길다. 한편， MLHNLH 개념의 수펑처분 

공 추위의 파쇄대 영역은 KBS-3개념의 처분터널 주위의 파쇄대 영역보다 

작기 때문에 그를 통과하는 지하수 유량은 훨씬 작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처분용기가 있는 수평 처분터널의 파쇄대와 수직 처분공 파쇄대 영 

역을 통과하는 지하수 양만을 비교해 볼때， MLHNLH경우가 훨씬 클것으로 

평가된다. 

@ 파쇄대영역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 지연 

일단 파쇄대 영역으로 진입한 방사성물질의 이동속도는 지하수의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지연 효과는 파 

쇄대 영역 암반의 홉착능과 홉착에 필요한 면적에 따라 평가된다.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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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홉착성 방사성핵종까지도 암반 matrìx 또는 정체되어 있는 공극수를 통해 

확산이동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속 보다는 느릴 것이다. KBS-3, MLH 및 

VLH개념의 처분심도가 같기 때문에 처분영역에서의 수두구배나 수리전도도 

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near-field에서의 지연효과에 대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각 개념별 파쇄대 영역이 지하수 및 방사성물질의 주 이 

동 경로로 이해될 수 있는데， KBS-3, MLHNLH개념은 수평으로 그리고 VDH 

개념의 경우는 (38개의 처분공 간격이 5OOmo l 기 때문에 각 처분공별로 형성 

된 파쇄대를 따라 밑에서 위방향으로) 처분위치에서 지표면 방향인 수직방향 

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쇄대 영역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이동은 사용후핵연료/처분용기로부터 

near-field까지 형성되는 온도구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붕괴열에 의한 온도구배는 처분장 폐쇄후 초기 수백년 동안에 큰 값을 

보이다가 그 이후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이 급격히 붕괴되어 없 

어짐에 따라) 평탄한 온도구배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큰 

영 향을 미 치 지 는 않을 것 이 다. KBS-3, MLHNLH개 념 의 경 우 copper-steel 

composite용기의 수명이 수백만년에 이르기 때문에 처분용기의 건전성이 유 

지되는 한 붕괴열에 의한 영향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VDH의 경우는 처 

분용기 거치 작업동안 손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개념보다는 붕괴열 

에 의한 영향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깊이 따라 지하환겸의 

지열이 커지기 때문에 (100m당 3-4 0C 증가) 처분심도 500m인 경우와 

2α)()-4α)()m의 처분심도인 경우의 near-field영역에서 형성되는 온도구배 방 

향이 각 경우의 파쇄대를 지나는 지하수 흐름에 미치는 방향과 다르다. 즉， 

KBS-3, MLHNLH개념의 경우는 온도구배 방향과 파쇄대를 흐르는 지하수 이 

동 방향이 수직이고 VDH의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다. 

CD Far-field Rock 

처분 안전성에 있어서 far-field는 near-field를 통과한 방사성물질이 

undisturbed rock를 지 나 생 태 계 의 primary receptor까지 도 달하기 전 까지 의 

모든 지하환경을 말한다. far-field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에는 암반의 수리학 

적 조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지하수 유량이 작고 홉착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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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돔을 위한 넓은 단면적이 조합되면 그만큼 이동지연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far-field에서 방사성물질의 이돔에 영향을 주는 암반의 특성 및 

기술적 인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특성인자 

- 수두구배， 온도구배 및 지하수 밀도 구배 

- 균열대의 기하학적 구조 및 수리전도도 

- 암반의 투수계수 

- 지 하수 이 돔경 로 (frequency, geometry, f10w wetted surface) 

- 방사성물질 이동거리 

- 지화학적 조건 

- 홉착특성 

- 확산계수 

- 암반의 기계적.열적 

- 암반의 응력분포 

• 기술적 인자 

- 처분심도 

특성 

- 수평 균열대까지의 거리 

- 처분공을 가로지나는 균열의 개수와 거리 

- 수두구배 

균열이 없는 far-field 암반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 메카니즘은 암반 표면 

에서의 홉착， 암반 matrix에서의 확산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같은 암반 matrix어|서의 이동보다는 훨씬 빠른 수리전도도를 갖는 수 

평균열대가 생태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이 방사성핵종의 주 이동경로 

가 될 것이다. KBS-3/MLH개념의 처분장 길이는 약 lkm내외이고 VLH개념의 

길이는 약 4.5 km에 이르른다. 따라서 VLH개념이 수평 균열대와 마추철 가 
능성이 더 높으며 그 개수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균열대 및 균열을 통하여 

생태계 까지 방사성핵종이 이동할 경우 VLH개념의 방사성핵종 농도가 

KBS-3/MLH 보다 낮지만 더 넓은 면적의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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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H개념으| 경우 KBS-3/MLH개념보다 처분심도가 갚은 만큼 이동거리도 

길기 때문에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이 누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가 

긴 핵종의 일부분도 붕괴되어 없어질 정도로 더 걸랄 것 이고 방사성핵종의 

농도도 많이 감소 될 것이다. 그러나 VLH경우와 같이 생태계에서의 오염범 

위는 훨샌 더 넓을 것이다. 또한 VDH 경우 처분심도가 최고 4000m에 이르 
기 때문에 주변환경에서의 수두구배가 크지 않아 지하수 유속 및 유량이 매 

우 낮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공 위치선정 및 지질학적.수리학적 특성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500m심도인 경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처분공이 수리 

전도도가 큰 균열대 가까이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하처분시 

설로부터 지표의 생태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직갱 이나 ramp는 압축 벤토 

나이트， 콘크리트 또는 벤토나이트/모래-되메움재등으로 밀봉되어 있어 이들 

보다는 주위의 파쇄대를 통한 axial flow가 방사성물질이 생태계까지 이동하 

는 주 경로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이동경로를 비교해보면， KBS-3, 

MLHNLH개념보다는 VDH경우가 더 직선적이기 때문에 2000-4000m의 갚이 

에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낮은 갚이에 있는 지하수대로 이동하거나 생 

태계까지의 이동이 더 용이하다 할 수 있다. 

@ 생태계 

생태계는 지하환경을 이동한 방사성물질이 인간에게 방사성 피폭을 부가 

하기 위하여 인간생활권으로 누출된 장소 즉， 호수， 바다 또는 우물 (primary 

receptor)로부터 시작된다. 생태계에서 방사성물질의 농도변화와 관계되는 

receptor의 특성 및 기술적 인자는 물의 부피 및 교환율， receptor에서의 방사 

성물질의 거동， 시간에따른 환경 변화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처분장 

으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여러곳으 receptor로 흘러 나올경우는 

receptor의 위치와 인간에게 도달되는 경로에 따라 피폭효과가 다를 것이고， 

한곳으I receptor어|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오랜기간동안 흘러 나올때는 시간 

에따라 변하는 receptor으| 환경변화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 

에서의 정성인 평가조차 어렵다. 그러나 지하처분장을 가로지나는 한 개 또 

는 수개의 균열대가 생태계의 한 개 또는 수개의 receptor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단순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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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하처분장을 가로지나는 균열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태계에 

서의 receptor 갯수는 많을 것이고 이곳에 누적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낮 

을 것이다. 그리고 receptor어|서부터 일정 경로를 통해 평가되는 최대 개인선 

량은 receptor 갯수가 많아지는 만큼 작아질 것이나 집적선량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이상의 균열대로부터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한곳의 receptor에 

모이는 호수 또는 바다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많이 희석되는 만 

큼 최대 개인선량도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태계 펑가측면에서는 방 

사성핵종의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VLH 또는 VDH개념이 바람직 할 것 

01 다. 

(나) 처분시스탱 비교 

처분장의 장기안전성은 처분시스템 각각의 방벽별 성능보다는 전체 처분 

시스템의 총괄적인 성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처분개념별 비교.펑가를 

위해서는 각 방벽별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결과가 처분 전체시스템의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행되어야한다. 

CD 선 량제 한 기 준 (Dose limit criteria) 

처분장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처분시스템의 장기적 성능 평가와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생태계로 누출되는지를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설정된 선량제한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따른 실제적인 계산은 수행 

치 않고，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조건과 인간의 습성이 변하데서 비 

롯되는 문제등은 같다는 조건하에서 각 처분개념별 방사성물질의 이동부터 

생태계 평가까지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정보의 불확실성과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정성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동일한 처분개념이라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의 각각 다른 누출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되는 선량값은 항상 항상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 

실성은 개념적일 수 있으며 각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기술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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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사성물질의 누출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또한 평가에 사용한 수학적 모델의 오차와 입력자료의 측정 오차등도 포함 

될 수 있다. 

처분용기의 수명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물질의 누출거동 평가 큰 영향 

을 미친다. KBS-3, MLHNLH개념에 적용된 copper-steel처본용기의 재질 및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처분용기 평가에 대한 불확실정은 거의 같은 

정도라고 평가 될 수 있다. 반면， VDH경우에는 용기의 재질， 처분용기 거치 

기술 및 처분심도에서의 환경조건이 다른 세가지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분용기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은 훨샌 크다고 

할 수 있다. 

Near-field 및 far-field에서 평가되는 방사성핵종의 이동거동에 포함되는 

불확실성은 KBS-3, MLH 및 VLH개념이 서로 처분심도가 같고 주변 지하환 

경에서 얻어지는 기술정보의 수준도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VDH의 경우는 처분심도가 2000-4000m에 이르기 때문에 처 

분공 주변의 파쇄대 및 균열대에서의 수리학적 거동과 생태계까지의 모든 

기술적 정보에 보다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중 방어 원 칙 (Multiple barrier principle) 

KBS-3, MLH 및 VLH개 념 으I near-field 및 far-field 시 스템 의 각 방벽 별 구 

성요소와 기능은 유사하다. 처분용기， 완총재， 파쇄대， far-field 및 생태계로 

이어지는 방사성물질의 누출경로에서의 각 방벽의 역할과 성능이 처분장 전 

체 시스템의 장기적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용기의 건정성이 유지되고 방사성물질의 이동거리가 가능한 길게 유 

지되면， 다른 방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특히， 반감기가 짧고 이 

동성이 빠른 방사성핵종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고 반감 

기가 길면서 이동성이 빠른 핵종의 경우는 처분용기의 손상시간이 중요하다-

처분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벤토나이트 완총재를 통과할 때， 반 

감기가 짧은 핵종의 경우에는 완총재에의한 이동 지연효과가 중요하지만 반 

감기가 긴 핵종 이동에 대한 완총재의 지연효과는 그 중요도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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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다. 

처분공과 처분터널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파쇄대 영역의 특성과 그 범위 

는 완충재를 통과한 방사성물질이 far-field의 균열대로 진입하여 생태계까지 

누출되는데 이동경로 및 지연효과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far-field는 

방사성물질이 생태계로 누출되는데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이동을 지 

연시킬 마지막 방벽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방사성물질의 이동지연 정도에 

따라 생태계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 양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고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경우는 대부분이 생태계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되어 ，안전성 측 

면에서 무의미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생태계에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얼마만큼 희석되느냐 또는 누적되느냐는 

primary receptor를 비롯한 생태계 특성 및 환경이 매우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있다. 

VDH개념의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의 건전성과 성능평가에 많은 불확실 

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성핵종 지연을 위한 방벽으로서의 신뢰도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처분 심도가 매우 깊기 때문에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상당히 긴 이동경로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어쩌면 생태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방벽 성능의 검증 가능성 

처분시스템의 장기적 성능에 대한 검증은 단기간 동안의 각 방벽별 커동/ 

성능 시험곁과에서 얻어지는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장기간의 거돔 및 성능 

을 예측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벽 

의 성능검증 가능성만을 비교한다면 KBS-3, MLHNLH개념의 경우는 비슷할 

것이고 VDH으| 경우는 단기적인 검증 조차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 

문에 큰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Rare event에 대 한 민 감도 

• 빙하작용으로 인한 대규모 단열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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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작용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얼음덩어리가 처분장으로 밀려 내려올 

때 그 하중으로 인하여 처분장 부지에 예기치 않았던 단열대가 형성될 경우 

대규모의 처분용기가 손상될 수 있다. 처분장 배치개념으로 볼 때， KBS-3 
및 MLH개념보다는 VLH으| 경우가 이와같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 

다고 평가된다. VDH의 경우는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 두께가 앓고 

concrete filled 티 타늄 처분용기 구조상 사소한 암반의 이동 (rock movement) 

에도 처분용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빙하작용으로 인한 

단열대 형성 가능성은 매우낮으묘로 장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중은 낮 

을 것이다. 

• 침 입 (1 ntrusion) 

처분장 주위에 식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우물의 굴착가능성에 직면항 위 

험성은 처분장 배치에 따는 수평 분포와 깊이에 따라 다르다. 즉 VLH의 경 

우는 그 가능성이 크며， VDH의 경우는 가능성이 훨씬 작을 것이다. 

(다) 처분개념의 장기적 건전성 및 안전성 비교.평가 결과 

500m으| 처분심도를 갖는 KBS-3, MLHNLH개념의 성능 및 장기적 안전성 

을 다중방어 원칙에 입각하여 정성적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로의 불확 

실성 정도나 각 방벽별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VDH개념의 경우에는 

처분용기 거치과정을 비롯하여 폐쇄후 처분용기의 손상 가능성 및 방사성물 

질의 이동커돔에 불확실성이 많고 안전성이 다중방어벽 원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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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념의 비용 비교 

(가) 비용평가 기준 

KBS-3, MLH, VLH 및 VDH처분개념의 건설， 운영 및 

용된 처분용기 특성과 처분 시스템 설계인자 및 배치도 

림 IV-19, 21 에 주어진 바와 같다. 

해체비용 

등은 표 

평가어| 적 

IV-4와 그 

처분개념별로 필요한 시설을 공통시설， 사용후핵연료 

지하시설로 나누어 비용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각 시설의 

기준자료는 다음과 같다. 

밀봄.포장시설 및 

목적 및 비용평가 

l 공통시설 

처분시스템에서의 공통시설은 사용후핵연료 밀봉.포장 시설 및 지하처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시설로서 personnel facilities, workshop, 완 

충재 및 되메움재 처리시설， 콘크리트 준비시설， 환기설비 시설， 저장시설과 

사용후핵연료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수송/반출하기위한 도로， 항만 접안시 

설 및 철로등을 포함한다. 

l 사용후핵연료 밀봄.포장시설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이송되온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여， 

처분용기에 담고 용접하는 밀봉.포장하는 시설이다. 

• 지하 처분시설 

검사를 거친후 

처분용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를 

접근통로， 처분터널 및 처분공 (수직 

처분하기위한 

또는 수평)등으로 

시설로서 수직갱， ramp, 

구성되어 있다. 

(나) 비용의 구성 

• 투자비 

투자비는 지상 및 지하시설과 공통 보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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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감리비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어떤 설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되 

는 설비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시설의 폐쇄에 필요한 end 

plugging비용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l 운영비 

처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39년까지이다. 

l 처분장 폐쇄비 

처분장 운영후 처분갱도， 터널， ramp 및 수직갱등의 폐쇄에 필요한 비용 

l 처분장 해체비 

처분장 운영에 사용되었던 설비 및 장비의 해체와 부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건물과 관련된 해체비용은 초기 투자비으17%， 그리고 설비 및 

장비의 해체비는 초기비용으18%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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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처분개념별 처분용기， 완총재， 되메움재 트서 .., ζ:> 및 처분장 설계인자 

펴잃~펴문JH 념 KBS-3 MLH VLH VDH 

운영기간(년) 20 
처분심도(m) 500 2<XX)-4αm 

지하접근방법 Ramp 
처분장 면적 1 kmι 3 x 4.5km 38 holes 

일반사항 처분터널/공 간격 (m) 25 25 100 
처분터널 길이 (m) 250 4,500 
처분용기 간격 (m) 6 6 6 5.8 
처분용기 거치 방안 수직 수평 수직 

처(직 분 경공X/길터 널 크기 
이， m) 1.6x6.9 1.6x6.0 2.4x6.0 0.8x5.8 

크기(직경X길이， m) 0.88x4.9 1.6x5/5.7 0.5x4.8 

재질 Cu!Fe titanium 

처분용기 wall thickness (m) 0.05/0.05 0.06/0.16 0.006 
용기당 BWR연료 수 12 24 4 
필요한 처분용기 수 3,745 1,873 11 ,235 
처분공 굴착 수 4,120 2,285 14,040 

형태 압축블럭 Mud/블럭 

밀도 (Mg/m~) 2.0-2.1 2.0 2.18 1.6/2.2 
지 하수포화밀도(Mg/m~) 2.0 1.9(평균) 

완총재 수리전도도(m!s) 2xlO-J~ 10-"-10경 

열전도도 (W/m.K) 1.5 1.0 
온도제한 ("C) 100 120 
완총재 두께 (m) 0.36 0.4 0.15 

형태 
벤토나이트/모래혼합 

되메움채 (80/20-90/10) 
수리전도도 10-\1 10-"-10 녕 

(다) 처분개념별 비용비교 

각 처분개념별 비용은 표 IV-5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와 

같이 MLH으| 비용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KBS-3개념과 비교해서 볼 

때 지하시설 건설에 따른 굴착량과 되메움재 양에서 비롯된 가격 차이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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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처분개념별 투자 비용 (스웨덴 MSEK) 

비용 합계 비교 
할인 

비교 개념 시설 비용구분 비용 
소계 총계 인자 

비용 
인자 (2.5%) 

투자비 3,173 

공통시설 
운영비 1,108 

5,389 해체비 210 
여|비비 얹얘g 

투자비 2，잃6 

밀봉.포장시 운영비 3,243 
6,785 17.623 1.07 8,000 1.05 KBS-3 

설 해체비 175 
여|비비 1,131 

투자비 1,038 
지하 운영비 3，없2 

5，μ9 
처분시설 째체비 18 

여|비비 7’1 
해체비 3,121 

공통시설 
운염비 1.108 5,323 
해체비 207 
여|비비 887 

밀봉.포장 
투자비 2,236 
운영비 3,243 

6,785 16,397 1.00 7,600 1.00 MLH 
시설 해체비 175 

여|비비 1.1 31 

지하 
투자비 1,385 
운영비 2,325 4,289 

처분시설 해체비 20 
여|비비 559 
투자비 3,122 

공톰시설 
운영비 1.108 

5,324 해체비 2!J7 
여|비비 887 

밀봉.포장 
투자비 2,256 
운영비 4，9:긴O 

8,824 17,710 1.08 8,100 1.06 VLH 
시설 해체비 177 

여|비비 1.471 

지하 
투자비 961 
운영비 2.114 

3,562 
처분시설 해체비 177 

여|비비 1,471 
투자비 3,086 

공통시설 
운영비 1,108 5,277 
해체비 204 
여|비비 879 

밀봉.포장 
투자비 2.343 

VDH 운영비 3.287 
6,985 44，뼈6 2.71 19,600 2.58 

시설 해체비 191 
여|비비 1.164 

지하 
투자비 o 
운영비 27.잃6 

32,184 
처분시설 해체비 o 

여|비비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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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통시설 및 처분용7 

용에는 큰 차이는 없다. 

3) 처분개념의 기술성， 안전성， 투자비용 비교-분석 결과 

KBS-3. MLH. VLH 및 VDH개 념 의 기술성， 장기적 건전성 

표 IV-6에 주어진 바와 같다.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 결과는 

및 

밀봉.포장 비 

안전성，비용 

장기적 건전성 및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 KBS-3/MLH개념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기술성 측면의 비교에 있어서 MLH재념이 KBS-3개념 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수펑처분공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처분용기 

주위의 완충재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처분용기 거치작업 순서상 

수평 처분공 벽주위로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을 쌓은후 처분용기가 정 중앙 

부위에 위치하도록 처분용기를 원격드로 밀어넣는 작업을 말하는데， 만약 완 

충재가 지하수와 접촉하면서 팽윤이라도 하면 다음 처분용기 거치작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근소한 차이로 좋게 평가 받은 MLH개념 

보다는 기술성에서 훨씬 좋게 평가 받은 KBS-3개념이 가장 합리적인 개념 

으로 선정되었다. 

표 IV-6. 처분개념 대안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 순위 

꽤$fff 기술성 
장기적 건전성 

투자 비용 
및 안전성 

KBS-3 2 

MLH 2 

VLH 3 2 

VDH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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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개념 지상시설 

지상설비는 지하 처분시설과 동일부지에 위치하며， 여러 종류으I Service 

및 Supply겨|통은 지상시설과 처분시설에서 공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처분부 

지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육상 및 해상으로 이송 가능한 곳에 위치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에서 운반하여 처분장과 가까운 항구로 이송한 

뒤 곧이어 육상 교통 수단을 통해 처분장으로 옮긴다. 

지 상시 설 의 핵 십 은 밀 봉/포장시 설 (Encapsulation Plant, EP)이 며 , 이 ;를 보 완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V-22참조). 

·출입통제건물 

·소방설비 

• 작업/보수설비 

·환키계통건물 

• 물품 인수설비 

• 차량 보수설비 

• 분쇄기를 갖훈 콘크리트 공장 

• 뒷채움채 저장건물 , 벤토나이트 블록 제조공장 

• 지하굴착 작업시 발생된 폐석 저장소 

·사무실 

• 상수도， 하수도， 전기등 편이시설 공급설비 

1) 밀봉/포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처분 전처리 기술개발 및 포장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는 않지만 KBS-3에서 제안된 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밀봉.포장시설 

(Encapsulation Plant, EP) 건설 이 준비 되 고 있 다. 

밀봉포장시설(그림 IV-23 참조)은 길이 8Om, 높이 32m이며， 총 내부 체적 

은 108,400 m3인 철콜구조물로 되어있다. 이 시설의 크게 사용후핵연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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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2. 지상 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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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조k지헤운:: CLAB 시셜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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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코어 부품 수납， 캐니스터 filler 물질을 채우고 밀봉하는 지역， 원자로 

코어 물질의 취급 및 고화，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로 코어 부품 이송지역， 시 

설의 냉각시스템， 정화시스템， 기타 유틸리티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시설 건설은 두 단계로 나뉘어 수행된다. 첫째 단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만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만이 들어서게 되며， 이후 이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원자로 코어 및 원자로 재료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 

함한 모든 시스템들이 갖추어 지게 된다i 그림 IV-24에는 시설의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핵연료 취급조(Handling pool), 핫셀， 용접셀， 캐니스터 저장 

셀， 제염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취급조 

핵연료 취급조(그림 IV-25 참조)는 CLAB시설의 핵연료 엘리베이터와 연결 

되어 있는데， 수납된 핵연료의 붕괴열를 평가하여 처분기준에 맞도록 핵연 

료들을 혼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핵연료 포장 핫셀 

그림 IV-26과 같은 방사선 차폐가 된 lifting 장치를 이용하여 캐니스터를 

실어 핫셀 밑부분으I duct에 연결시킨다. 핫셀내에서 메니플레이터를 이용 

하여 캐니스터의 뚜껑을 제거한 후 캐니스터에 적재된 핵연료를 구리 처 

분용기로 옮긴다. 적절한 수의 핵연료를 옮기고 핵물질보장조치 차원에서 

검사한 후 캐니스터 내부를 vacuum에 의해 건조시킨다. 캐니스터 내부에 

boron glass granulate와 헬륨기체로 채운 후 steel 뚜껑을 덤고 rollingoll 의 

해 밀봉시킨 후 캐니스터를 용접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용접 셀 

이 셀에는 electron beam welding장비와 용접 검사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구리 뚜껑을 씌우고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용접후 비trasonics 등을 이용하여 

용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용접이 완료되면 dispatch 지역으로 옮기고 캐 

니스터 외부 제엽을 실시하여 그림 IV-24의 position 5, 즉 캐니스터 저장 

셀로 옮기든지， position 9, 즉 지하처분장 dispatch 지역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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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받은 코어 및 원자로를 취급하기 위한 셀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mould에 코어 및 원자로 

injection 셀 로 옮 긴 후(그 림 IV-27으1 5번 지 역 ) 

후 뚜껑을 덤고 최종적으로 저장지역g로 이송 

이 지역에서는 CLAB 

이 다. 그 림 IV-27에 

재료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하게 된다. 

및 원자로 째로 취급셀 ·코어 

concrete 

고화시킨 

캐니스 캐니스터를 처리(연간 2107H 의 

수명기간동안 총 4，500개의 처분용기를 취급하게 

하루에 한 개의 은
 끓

 
시설의 01 

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될 것이다. 

지하시설은 크게 

넓은 지역과， 이 

부품들을 위한 공간 

두
 
지
 

지하시설 

표준개념은 지하 약 500m 갚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역과 약 1km 떨어진 지역에 원자로 및 시설 제염해체된 

이 따로 확보되어 있다. 

라- 기준개념 

약
 
로
 
서
 

m 

로
 

[‘

m 

7I 

때
 

이격꺼리는 

갚이 1.58m, 
터널이 

처분장 소요 면적은 약 1 km x 1 km~ 데， 저장 터널간 

40mol 고， 수직처분공간 거리는 6mol 다. 처분공은 지름 

서 1 개의 캐니스터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IV-28l. 

총 길이는 30km어| 달한다. 

지하 처분시설까지의 접근통로로는 1개의 ramp도로와 2개의 수직 접근터 

널이 필요한데， 사용후핵연료 canister 등은 ramp도로(경사도 1 :7)를 이용하여 

운반되고， 수직 접근터널은 환기 및 기타 service utilities 공급통로로 활용된 

다. 

폐기물 처분시 처분용기는 차폐 기능을 강훈 운반용기에 넣어 이송한 뒤， 

지하에서는 처분용기(canister)를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옮기고， 처분갱으로 

이송 처분한다. 캐니스터 거치 순서는 그림 IV-29에 나타나 있다. 

입증된 처분시설 설계를 위하여 엔지니어링 관접에서 

앞으로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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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꽉월~R얀짧확짝.--變펠?學學 

그림‘ IV-27. 코어 및 원자로 재료 취급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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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8. 처분룸에서의 처분공과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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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9. 채니스터 및 완충재 거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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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 동굴 

1970년대 SKB의 전신인 KBS가 폐철광에서 부지조사를 목적으로 Stripa 
프로젝트를 국제 공동 연구로 수행하여 1992년에 종료하였고 SKB는 그 후 

속 연구 사업으로 오스카삼으I Aspö 섬에서 Hard Rock Lab(HRU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tripa와 Aspö의 암반은 모두 북구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화강암이다. 

2) 굴착 

주로 발파(drill & blast)를 이용하여 굴착을 하였으며， 굴착방법 변화에 따 
른 EDZ 연구를 위하여 TBM 굴착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발파 굴착시 장약 

공 천공을 위하여 자동식과 수동식의 두 가지의 drilling rig를 사용하고 그 효 

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발파에 의한 주변 암반의 손상범위는 벽면과 천정부 

는 0.5m 이내로， 바닥부는 1.5m 이내로 제한하였다. 

발파후 발생 한 버 럭 은 전 기 식 Load Haul Dump(LHD)를 이 용하여 지 상으 

로 반출한다. 광산에서 주로 쓰이는 전기식 hauler 는 디젤식에 비하여 이 
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널 공사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으나 환경적인 면 

에서 장점이 있다. Bucket어|는 보통 7m3 (약 18,000 kg 버럭)를 적재할 수 있 
다. 

3) 보강 

일반적으로 록볼트， 강섬유(steel fiber)를 포함한 훗크리트， 시벤트 그라우 

팅 등을 사용하여 암반 보강을 한다. 솟크리트 보강보다 철망 설치가 사용되 

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암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낙석이 철맘에 모인 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 

cL 

충진재는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며 암반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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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을 때 암반의 원래 상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파쇄대 지역에서 

는 터널의 안정을 위해서 그라우팅 총진이 필요하다. 충진 시기 및 주입량은 

터널 벽면에 뚫었던 시추공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출량의 증가 여부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시추공당 최대 주입량은 양호한 암반에서는 600 리터， 불량한 

암반에서는 1,500 리터 정도이다. 충진재는 silicates, calcium chloride, 

bentonite와 같은 첨가제가 포함된 시멘트이다. 그라우팅을 위한 시추공의 위 

치 및 갚이는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라우팅의 전 과정 

동안 지질， 수리 및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높은 

지하수의 압력으로 인하여 충진재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넓은 균열대 

나 점토층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충진재는 bentonite(2%)와 소금(8-15% 

Cacn을 혼합한 시멘트이다. 주입 압력은 최대 20 bars 정도이다. 

4) 수직갱 - 상향 보링 

굴착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상향 발파를 하지 않고 상향 보링을 실시 

하여 수직갱을 건설한다. 상향 보링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암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원형 수직갱을 건설할 수 있다. 상향 보링으로 건설된 수직갱은 

벽면이 비교적 매끄러워서 환기용 수직갱으로 적합하다. 

상향 보링의 첫 번째 단계는 지하의 일정 심도에서 지표면까지 시추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추 rig를 지하 채굴장 바탁에 설치하고 상향으로 시추를 

수행하게 된다. 크기가 큰 수직갱 경우에는 시추공 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작은 직경의 선진 시추공을 먼저 천공한다. 시추공의 펀향이 허용치 이상인 

경우에는 더 큰 직경의 reamer를 이용하여 수직갱을 다듭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더 갚은 심도에서 수직갱이 굴착된 심도까지 상향으로 보 

링을 수행한다. 수직갱을 건설할 때， 지하수룰 모으는 집수 시스탬이 설치되 

며 집수정에 모인 지하수는 배수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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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분석 

1. 처분장 안전성 및 기술 기준 

폐기물 처분장 설계를 위한 설계요건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가장 상위의 설계 목표인 방사선적 안전성 기준만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으며， 구체적인 부시스탬 성능요건 등은 설계시 설계자가 

가정한 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향후 변경될 여 

지는 있지만 자세한 기술적 요건까지 인허가 요건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할 경우에 전체시스템 

의 최적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의 필요성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표 V-l 표에는 세계 주요국과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량적 

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기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 개인 리스크 제한치를 10-5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카나다의 경우는 

최대 개인리스크를 10-6로 제한하고 있다.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 기간을 미국， 카나다 및 독일에서는 10，αm년까지 

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10，αm년 이후의 상황(geoshere， 

bioshere)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αm년 

이후도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 하나의 규제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은 일반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고 있 

는 ALARA(As Low As Reasonable Achievable) 개념을 처분장에도 도입을 해 

야하는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ALARA 개념은 방사선적 안전성 제한치를 

만족한 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추가 수단을 사용 

하여 방호해야 한다는 최적화 개념이다. 그러나 이를 처분장에 적용할 경우 

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처분장 설계의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설계에 반영한다 해도 새로운 설계 대안에 대한 혜택 

(benefit)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한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입장도 ALARA 개념을 처분장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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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1. 주요국의 안전성 기준 비교 

기구/국가 주요 목표/기준 기타 주요 특징 

NEA(1984) 최대 개인리스크 1O-0 /yr 
-ALARA!최적화 적용에 대한 콘센서 

A가 없음 

ICRP pub. 46 정 상시 나리 오시 1mSv!yr, -ALARA가 대안분석에 유용하나 가장 

(1985) 확률적시나리오시 1O-5/yr 충요한 부지선정 요소는아님 

IAEA Safety 
ICRP pub. 46(1985)와 동일 

-처분시스텀에 정성적인 기훈을 포함 

Series 99(1 잃9) 하고 있음 

-안전성 평가기간은 10，αm년 。로 하 

되 10，αm년이후에 선량이 갑작스런 

카나다 
최대 개인리스크 10-1> /yr 

증가가 없어야 됨 

AECB (1987) -그외 정성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 

으나 최적화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음 

독일 모든 합리적인 시나리오에 대 
-안전성 평가기간은 만년。로 하되 

(1989) 하여 0.3msv/yr 보 마 작아야 함 
만년이후에도 방사성핵종의 Isolation 
가능성 평가 

노 E 틱 국가 정상시나리오시 0.1msv/yr, -처분시스템에 정성적인 기준을 포함 

(19없) 사고시나리오에 대해서 1O-5/yr 하고 있음 

스폐인 
정상시나리오시 0.1msv!yr, 어떤 상황에서도 리스크는 10-o/yr보다 작 
아야됨 

-일반주민피폭선량: <15mrem/yr over 1α)() yrs 

-10，α)() 년 동안 환경으로 누출되는 누적 방사선량이 표 1-1 에 제시 

된 수치를 초과할 학률이 0.1 보다 작아야하고， 또한 제시된 수치의 

10배를 초과할 확률이 0.001 보다 작아야 합， 

미국 -인공방벽에서의 방사성핵종 누출율이 처분장 폐쇄후 1αm년 되는 

40CFR191 시점에서의 재고량(jnventory)의 1/105 보다 작아야 합 

10CFR60 -accessible environment까지 지하수의 가장 빠른 이동 경로률 통한 

이동시간이 1αm년을 초과해야 합 

-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50년후 폐기물의 회수(retriabi1 ity)가 가능 

해야 됨 

-처분용기 성능 : 300 - 1αm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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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시스탬 개념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의 기준처분시스템을 조사해본 결과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되었다. 

·처분된 고준위폐기물의 회수성 

폐기물 회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시설 운영중에 낙하사고 

와 같은 부주의한 사고로 인하여 처분용기 혹은 핵연료에 결함이 발생할 경 

우의 회수와 두 번째는 고준위폐기물의 채이용 혹은 중대한 안전성 결합이 

발생하여 처분된 모든 핵연료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시설 

설계시 당연히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 

고자한다. 

미국， 카나다， 스웨덴 개념 모두 사용후핵연료 회수성을 처분개념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및 범위에 있어 

서 는 각기 다르다. 미 국의 개 념 은 처 분후 수십 년 간의 감시 기 간(caretaker)을 

두고 향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핵연료의 채 이용 가능성이 있 

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개념은 수평동굴에 처분하여， 뒷채움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카나다 개념은 

수적 처분공에 완충재 그리고 처분룸에 뒷채움재로 밀봉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물 회수가 상당히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시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처분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폐기 

물 회수여부가 결정되야 할 것이다. 스웨덴 개념은 시스템 운영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핵연료 회수에 대비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총 시설 용량의 약 

10%을 먼저 처분하여 일정기간(약 5년)을 운영적인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 

종합 점검하는 기간을 두어 이상이 없을 때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한 

다는 개념이다. 

·펴|기물 거치 방법 

미국의 기준개념은 수평식 동굴처분인 반면 카나다 및 스웨덴의 기준개 

념은 수적 처분공 거치 방법울 채택하고 있다. 수평동굴 처분의 경우 처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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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급이 용이하여 처분용기의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 

기물 팩키지에 차폐기능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는 폐기물 거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직처분공을 이용한 거치 형태에서는 팩 

키지에 차폐보강이 필요 없으나 수평 동굴에 거치할 때는 차폐보강이 필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개념에서는 수평 동굴처분이면서 

폐기물 팩키지에 차폐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처분동굴내에 

서 원격으로 운전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완충재 사용 여부 

미국의 개념은 카나다와 스웨덴의 개념과는 달리 처분동굴에서 완총재 

및 뒷채움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분장이 

불포화 지역에 위치함으로서 완총재 사용에 대한 혜택이 반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도 완충재 및 뒷채움재의 사용 여부를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만일 뒷채움재가 사용된다면 암벽조각’ 낙하에 의한 폐기물 팩키지 

보호， 처분동굴의 붕괴에 의한 영향 감소 등과 같이 성능 측면에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분동굴내에서 원격 작업 

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채움째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하 보조시설 

캐나다 개념은 지하 시설에 각종 보조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반 

면에 미국과 스웨덴 개념은 보조시설들을 가능한 지상에 배치시키고 있다. 

지하 시설에 각종 보조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비상사고시 지하시설내 

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건설비용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나 

다의 경우 지하 시설에 보조시설을 두는 이유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 

하시설의 갚이가 1 ，α)()m로서 미국의 경우 약 3。이n보다 매우 길기 때문인 

경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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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제한 

미국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를 350.C 이내로， 그리고 처분동굴표면 

의 온도제한은 200.C 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카나다의 경우는 처분용기 외 

부표면 및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를 l00.C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는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를 80
0

C 로 가장 낮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열 

적 제한조건 때문에 각국의 핵연료 처분밀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처분밀도는 미국의 경우 20.5kg/m2, 스웨덴의 경우 7.8kg/m2, 그리고 카나다 

의 경우 47.5kg/m2으로 나타났다. 카나다의 경우는 중수로 핵연료의 붕괴열 
이 작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스웨덴과 미국의 처분밀도 차이는 전 

적으로 열적 제한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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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NEXTPAGE(훌l 
I.ft BLA에K 



EBDRD
Section

Performance
Characteristic
s

Emplacement
Mode
Requirements

Caretaker
Mode
Requirements

Para.

A.

B.

C.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Mission Requirement. The design of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as part
of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shall provided for the disposal of SNF
and civilian and defense high-level waste such tha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re protected.

Modes.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will operate in the following seven
modes, related to the eight modes described for the operations of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These modes are applicable afte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pproval and licensing process.
1. Construction
2. Emplacement
3. Caretaker
4. Retrieval
5. Decommissioning and closure
6. Post-closure
7. Off-normal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can operate in more than one mode at a
time. For example,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construction mode will
begin after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issuance of the repository
construction licens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cept, only a portion of the
emplacement locations will have been finished when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begins emplacement operations.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will continue to expand the underground facility in parallel with waste
emplacement operations. This is a unique program aspection that construction
becomes part of the operation of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be designed so that until per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listed in Section 3.2.2. [1OCFR O.lll(a)]

When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has reached its legislated or
physical capacity for waste disposal, it will be in the caretaker mode. The
option to retrieve any and all emplaced waste will be preserved for 50 years
from the time emplacement is authorized. Performance confirmation continues
during this mode.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be designed so that until per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listed
in Section 3.2.2. [10 CFR O.lll(a)]

- 2 3 3 -

EBDRD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Section 

P앙fonnance 
/Mission Requirement. The design of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asPart 

Characteristic A. 
of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shal1 provi<k최 for the disposal of SNF 

and civilian and defense high-level waste such that the public health and 
s 

safety and the environment are protected. 

/Modes. The E때ln없ed Barri앉 Segment will 0없ate in the following seven 
modes, related to the eight modes described for the operations of the Mined 

Geologìc Disposal System. These modes are applicable afte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pproval and licensing process. 
1. Construction 
2. Emplacement 
3. Caret하‘얹· 
4. Retrieval 
5. Decommissioning and closure 

B. 
6. Post -closure 
7. Off-nonnal 
The Engin앉~ed Barrier Segment can operate in more than one mode at a 
'time. For example. the Minc:영 Geologic Disposal System construction mode will 
begin 마ter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issuance of the repository 

,construction licens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cept샤 only a p야tion of the 
emplacement locations will have been finished when the Minc:영 Geologic 
Disposal System begins emplacement 0야.rations.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will continue to expand the undergraund facility in parallel with waste 
emplacement operations. This is a unique program aspection that construction 
becomes part of the operation of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려l 

Emplacement 
be design어 so that until lXπ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Mode C.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R쩍uirements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혀 within the limits s야i더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listed in Section 3.2.2. [lOCFR 0 .1 11(a)] 

When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has reached its legislated or 
physìcal capacity for waste disposal, it will be in the caretaker mode. The 
option to retrieve any and 려1 emplac혀 waste will be preserved fo.r 50 years 
from the time emplacement is authorized. Perfonnance confmnation continues 

Caretaker during 단lÌs mode. The Engineered Barri얹. Segment, together with the 

lMode Repository Segment. shal1 be design려 so that until pennanent closure has 

Requirement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하ials to unrestricted areas will at 려1 times b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listed 
in Section 3.2.2‘ [10 CFR O.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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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RD
Section

Retrieval
Mode
Requirements

Post-closure
Mode
Requirements

Off-normal
Mode
Requirements

Para.

A.

B.

C.

A.

B.

A.

B.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li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and constructed to allow
.he retrieval of any SNF and HLW emplaced in the repository, during an
ppropriate period of operation of the facility, as specified by the Secretary of

Energy.

The waste packages shall be designed to preserve the option of waste
etrieval throughout the period during which wastes are being emplaced and,
hereafter, until the completion of a performance confirmation program and
Sf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view of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such
a program. To satisfy this objective, the geologic repository shall be designed
o that any or all of the emplaced waste could be retrieved on a reasonable

schedule starting at any time up to 50 years after waste emplacement
aperations are initiated, unless a different time period is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lOCFRO.lll(b) (3) gives guidance for
developing the schedule. [10CFR60.111(b)(D]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e designed so that until per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listed in Section 3.2.2. [10 CFR 60.11
l(a)]

[Ti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support and facilitate a post-permanent
closure monitoring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to amend the
icense for permanent closure. [10CFRW.51(a)(D]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Engineered
3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provides a reasonable
expectation (TBD), based upon performance assessment, that the cumulative
releases of Radionuclide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r 10,000 years after
disposal from all significant processes and events that may affect the disposal
system shall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e chance in 10 of exceeding the
quantities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1 of Appendix A of 40CFR191. In
addition, is shall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 chance in 1,000 of
exceeding ten times the quantities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1 of
Appendix A of 40 CFR191 (TBR). [40CFR191.13(a) (TBR)]

The Engineered Barrier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maintain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effluents, and permit prompt termination of operations and
evacuation of personnel during an emergency in the GROA.
[10CFRO.131(b)(4)(D]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satisfactorily perform their safety
unctions during and after credible fire or explosion conditions in the GROA.
[10CFR0.131(b)(3)(D]

- 2 3 4 -

EBDRD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Section 

Retrieval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11 be designed and constructed to a1low 

Mode A. 
the retrieva1 of any S~‘JF and HL W emplaced in the repository, during an 

Requirements 
appropriate period of operation of the facility, as spe이fied by the Secretary of 
Energy. 

The waste packages shall be design혀 to preserve the option of waste 

retrieval throughout the period during which wastes are being emplaced and, 
thereafter, until the completion of a performance confmnation program and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view of the infonnation obtained from such 

B. 
a program. To satisfy this objective, the geologic repository shall be designed 
so that any or a11 of the emplaced waste could be retrieved on a reasonable 
schedule s떠πing at any time up to 50 years after waste emplacement 
operations are initiated, unless a different time period is approved or spe이fied 
by the Nuclear Reg비atory Commission. lOCFR0.111(b) (3) gives guidance for 
developing the schedule. [1OCFR60.l11(b)(l)]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외l 

be designed so that until 야갚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C.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혀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1 Protection Agency, as li닙'ted in Section 3.2.2. [10 CFR 60.11 
lCa)] 

Post -closure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머1 support and facilitate a post-pennanent 

A. closure monitoring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to amend the 
Mode 

license for peπnanent closure. [1OCFRW.5ICa) (J)] 
Requirements 

The Engin‘웠ed Barrier Segment sh머1 be design려 so that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provides a reasonable 
expectation (TBD), based upon 없fonnance assessment, that the cumulative 

releases of Radionuclide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r 10,000 years after 

B. 
disposal from all significant processes and events that may affect the disposal 
system sha11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e chance in 10 of exceeding the 
quantities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1 of Appendix A of 4α::FR191. In 

addition, is sha11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 chance in 1,000 of 
exceeding ten times the quantities ca1culated according to Table 1 of 
Appendix A of 40 CFR191 (TBR). [40CFR191.13(a) (TBR)] 

The Engineered Barrier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mportant to 

Off-nonnal 
safety sha11 be design어 to maintain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and 

A. adioactive effluents. and pennit prompt t하mination of operations and 
Mode 

evacuation of personnel during an emergency in the GROA. 
Requirements 

[lOCFRO.131 (b) (4) (1)]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 

B. 
important to safety sh머1 be design려 to satisfactorily perfonn their safety 
functions during and after crl어ible frre or explosion conditions in the GROA. 

[1OCFRO.131(b)(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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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RD
Section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Radiological
Protection

A.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engineering
controls based upon sound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s to achieve
occupational doses and doses to members of the public that ar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ALARA principles shall be based on the
applicable sections of the NRC Regulatory Guides 8.8 and 8.10.
[10CFR20.1101(b)]

C.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provide adequate shielding from radioactive components and high ambient
temperatures.

Criticality
Protection

A.

B.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a nuclear
criticality accidents not possib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ependent, and
concurrent or sequential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conditions essential to
nuclear criticality safety. Each system shall be designed for criticality safety
unde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The calculated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to show at least a five percent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uncertainty in the experiments used to validate the methods of calculation.
[10 CFR 60.131(b)(7)l

To mitigate the potential for nuclear criticality,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and constructed to comply with the nuclear
criticality requirements specified by DOE Order N30.1A 1300-4.

A.8

The Repository Segment will accommodate the emplacement concept (TBD)
selected during Advanced Conceptual Design.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b. The Repository Segment design will prevent free-liquid-phase water from
contacting the waste package during the period from package insertion until
repository closure.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c. The Repository Segment layout will be designed so that a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will assist in keeping liquid water from contacting the waste
packages for the first 300 to 1000 (TBV) years after closure.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d. The Repository Segment layout will also ensure that the design limit
temperatures (TBD) for waste forms are not exceeded.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 2 3 5 -

EBDRD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Section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10gether with the Reposi1ory Segment. sh머l 

Radiological 
10 the extent practicable. be design어 and constructed with engin않ring 

Protection 
controls based upon sound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s 10 achieve 

A. occupational doses and doses to members of the public that ar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ALARA principles shall be based on the 
applicable sections of the NRC Regula10ry Guides 8.8 and 8.10. 
[1OCFR20.llOl(b)]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C. provide adequate shielding from radioactive components and high ambient 

temp얹'atures.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10 ensure that a nuc1ear 
criticality accidents not possib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며:>endent， and 
concurrent or sequential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conditions essential 10 

iCriticality 
nuclear criticality safety. Each system sh머1 be design어 for criticality safety 

A. under norrnal and accident conditions. The ca1culau녔 effective multiplication 
Protection 

fac10r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10 show at least a five 야~cent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uncertainty in the experiments used 10 validate the methods of calculation. 

[10 CFR 6O.l31(b)(7)l 

To mitigate the potential for nuc1ear criticality. the Engineered Barrier 
B. Segment shall be design어 and constructed 10 comply with the nuclear 

criticality requirements specified by DOE Order N30.lA, 1300-4. 

The Reposi1ory Segment will accommodate the emplacement concept (TBD) 
selected during Advanced Conceptual Design.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I 
Barrier Segment] 

ib. The R멍osi1ory S앵mer때 

contacting the waste package during the 야퍼od from package insertion until 

A.8 
reposi1ory closure.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따rier Segment] 
c. The Reposi1ory Segment layout will be design어 so that a combination of I 
characteristics will assist in ket켜미ng liquid water from contacting the waste 
packages for the fπst 300 to 1000 (TBV) years after c1osure. [Together with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d. The Reposi1ory Segment layout will also ensure that the design limit 
temperatures (TBD) for waste forrns are not exceeded. [Together with the 
따:ngineered Barrier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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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Titicality
Protection
'Continued)

A l l
The Repository Segment will be designed to preclude the potential for nuclear
criticality of the stored waste at any time after being received at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A.14

The orientation, geometry, layout, and depth of the underground facility, and
the design of any engineered barriers that are part of the underground facility
will contribute to the containment and isolation of radionuclides.
b. Underground facility configuration (access and drift location, diameter
orientation, geometry, separation and depth will contribute to , or not detract
from, the isolation capability of the site. (TBD)[10CFR0.133(a)(l)

A.17

The underground facility will be designed so that the performance objectives
will be met taking into account the predicted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response of the host rock,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 water system.
[10CFR0.133(l)l

B.3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epository design and
operations,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controlling doses such that when
approved operational procedures arc followed, the exposure doses specified in
10CFR20. 1201 for occupational doses, and 10CFR20.1301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exceeded. [10CFR20.1201;10CFR20.1301]

B.4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able to withstand shock (TBD) and
vibration (TBD) levels characteristic of handling, emplacement, retrieval, and
seismic environments, without adverse impacts on waste containment and
isolation capacity.

Engineered
Barrier
Segment -
Waste
Acceptance
Interface
Requirements

A.

Waste Acceptance will provide standard HLW meeting the following criteria:
1. Canistered HLW which is borosilicate glass sealed inside an austenitic

stainless steel canister with a concentric neck and lifting flange (TBV).
a. Total Length: 3.00 meters (-0.005, -0.020 m)(TBV).
b. Diameter: 61.0 cm (+1.5, -l.OcmXTBV).
c. Weight: Up to 2500 kg (TBV).
d. Fill Height: Equivalent to at least 80% of the volume (TBV) of the

empty canister.
e. Total heat generation rate: Up to 150 W per canister (TBV) at the year

of shipment.
f. Waste temperature: will not have exceeded 400 °C (TBV) during transit

to ensure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was not exceeded.

- 2 3 6 -

EBDRD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Section 

Criticality 
The Repository Segment will be design어 to preclude the potential for nuclear 

Protc:것ction 
A.11 criticality of the stored waste at any time after being received at the Mined 

(Continu어) 
Geologic Disposal System. 

The orientation, geometry, layout, and depth of the underground facility, and 
ithe design of any engineered barriers that are pé표t of the und밍'ground facility 

A.14 
will contribute to the containment and isolation of radionuclides. 
~. Underground facility configuration (access and drift location, diameter 
orientation, geometry, separation 때d depth will contribute to , or not detract 
from, the isolation capability of the site. (TBD)[lOCFRO.l33(a)( l) 

The underground facility will be design어 so that the perforr때Ce objgtives l 

A.17 
will be met 떠퍼ng into account the predicted th하mal and thermomechanical 
esponse of the host ro대，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 water system. I 

[1κFRO.l33(I)l 

The Engineered B따rier Segment, together with the r야>ository design and 
operations,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controlling doses such that when 

B.3 approved oIXπational procedures arc followed, the exposure doses specified in 
1α::FR20. 1201 for occupational doses, and 1α::FR20.l301 for individual 
memb얹.s of the public, are not exceeded. [lOCFR20.l201;1OCFR20.1301]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able to withstand shock (TBD) and 

B.4 
vibration (TBD) levels characteristic of handling, emplacement. retrieval, and 
seismic environments. without adverse impacts on waste containment and 
isolation capacity. 

Waste Acceptance will provide standard 1표W meeting the following criteria: 
1. Canistered HL W which is borosilicate glass sealed inside an austenitic 

stainless steel canister with a concentric neck and lifting f1ange (TBV). 

Engineered a. TotaI Length: 3.00 meters (-0.005, -0.020 m)(TBV). 

Barrier b. Diameter: 61.0 cm (+ 1.5. -1.Ocm)(TBV). 

Segment -
A. 

c. Weight: Up to 2500 뼈 (TBV). 

lWaste d. F ilI Height: Equivalent to at least 80% of the volume (TBV) of the 

Acceptance empty canister. 

Interface e. Total heat gemπation rate: Up to 150 W per car너ster (TBV) at the year 

R쩍uirements of shipment. 

f. Waste temperature: will not have exceeded 400 Oc (TBV) during transit 

to ensure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was not ex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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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Engineered
Barrier
Segment -
Waste
Acceptance
Interface
Requirements
(Continued)

C.

2. inert cover gas leak rate of the outer most closure will be less than 10"4

atm-cc/sec.

4. Estimated inventory of radionuclides will be (TBD).
5. Canistered waste forms will have a maximum surface gamma dose rate of

up to 105 rem/hr(TBV) and a maximum surface neutron dose rate of up
to 10 rem/hr (TBV), at the year of shipment to the Mined Geologic
Disposal System.

WA will provide standard SNF meeting the following criteria:
l.a. Total length: 14 feet, 11 inches or less for the boiling water reactor

(BWR) assembly and 14 feet, 10 inches or less for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assembly (TBV). [10CFR961.il.Appendix E.B.l]

l.b. Cross-section: 6 inches x 6 inches or less for BWR and 9 inches by 9
inches or less for PWR (TBV). [10CFR961.11,Appendix E.B.I]

I.e. Nonfuel Components: Nonfuel compon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ol spiders, burnable poison rod assemblies, control rod elements,
thimble plugs, fission chambers, and primary and secondary neutron
source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fuel assembly, or BWR channels
tha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uel assembly, which do not require
special handling, may be included as part of the SNF delivered for
disposal.

Note: Fuel that does not meet these specifications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2. 110 CFR 961.11,Appendix E.B.2]

l.d. Cooling: The minimum cooling time for fuel is five years.

Note: Fuel that does not meet this specification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3. [I0CFR961.il, Appendix E,B.3]

l.e Non-Light water reactor (LWR) Fuel: Fuel from other than LWR power
facilities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4. Such fuel
may be unique and require special handling,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10CFR961.il, Appendix 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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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화'8. Applicable Requìrement [and Source] 

Section 

따ngineered 2. inert cover gas leak rate of the outer most closure will be less than 10-4 

B없T.Ìer atm-cc/sec. 
Segment - 4. Estimated inventory of radionuclides will be (TBD). 

Waste 5. Canistered waste fonns will have a maximum surface gamma dose rate of 
Acceptance up to 105 rem/hr(TBV) and a maximum surface neutron dose rate of up 
Interface to 10 rem/hr (TBV), at the year of shipment to the Mined Geologic 
R쩍uirements Disposal Systε:m. 
( Continued) 

IWA w퍼 provide s떠ndard SNF meeting the following cri따ia: 

1‘a. Total len힘h: 14 feet, 11 inches or less for the boiling watεr reactor 
(BWR) assembly and 14 feet, 10 inches or less for the pressurized 
wat앉 reactor(PWR) assembly (TBV). [1OCFR961.11.Appendix E,B.1J 

l.b. Cross-section: 6 inches x 6 inches or less for BWR and 9 inches by 9 

inches or less for PWR (TBV). [1OCFR961.11,Appendix E.B .1J 
l.c. Nonfuel Components: Nonfuel compon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ol spiders. burnable poison rod assemblies, control rod elements, 

thimble plugs, fission chambers. and primary and secondary neutron 
sources, that are contain어 within the fuel assembly, or BWR channels 
tha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uel assembly, which do not require 
speci머 handling, may be includ어 as p따t of the SNF delivered for 

c. disposal. 

Note: Fuel that does not meet these specifications sh머1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2. I10 CFR 961.l1,Appendix E.B.2J 

l.d. Cooling: The minimum cooling time for fuel is five years‘ 

Note: Fuel that does not meet 다꾀s s야x:ification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3. [IOCFR96 1. 11, Appendix E,B.3J 

l.e Non-Light wat하 reactor (L뼈) Fuel: Fuel from oth하 빼 LWR powe끼 
facilities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Class NS-4. Such fuel 
may be unique and require special handling,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lOCFR961.11, Appen이x E,B.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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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Barrier
Segment -
Waste
Acceptance
Interface
Requirements
(Continued)

Design Basis
Events

Engineered
Barrier
Segment
Major
Component
Characteristics
/requirements

Para.

A

B

C.

D.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L.f. Consolidated Fuel Rods: Fuel that has been disassembled and stored with
the fuel rods in a consolidated manner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Fuel Class NS-5. [10CFR961.il. Appendix E..B.5]

l.g. Weight: Up to (TBD) kilograms. => 887 kg per PWR, 332 kg per BWR
2. Temperature will not have exceeded 350 °C (TBV) during storage under

inert gas.
4. Estimated inventory of radionuclides will be (TBD).
5. Dose rate at shipment will be up (TBD).

An Engineered Barrier Segment design objective shall be to ensure that
conservatively estimated consequences of normal operations and credible
accidents are limited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contained in DOE Order
6430.1A, Section 1300-1.4, Guidance on Limiting Exposure of the Public.
Events to be considered based on site function and licensing requirements are
(TBD).

The probable consequence of design basis accidents involving internally
generated missiles or blast effects shall be considered. Such design basis
accidents typically involve failure of high-speed rotating machinery, cranes,
experimental facilities, high-energy fluid system components, or explosives.
Structures required to function following such accidents must be designed to
withstand these design basis accidents.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so that assumin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 containment of HLW will be
substantially complete (TBD) during the period when radiation and thermal
conditions in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are dominated by fission product
decay (TBD): and (B) any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a gradual process which results in small fractional
releases (TBD) to the geologic setting over long times. [10CFR60.113 (a)(l)(I)]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assumin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so that containment of radioactive material within the
waste packages will be substantially complete (TBD) for a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but not less than 300
years nor more than 1,000 years (TBR) after permanent closure of the
geologic repository. NRC Staff Position 60-001 [NRC 1990a] indicates that this
is a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 and that credit can be taken in
Engineered Barrier Segment and overall repository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s for containment, provided by design, in excess of 1000 years.
[10CFR 0.113(a) (D(i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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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IEngineered 
l.f. Consolidated Fuel Rods: Fuel that has been disassembled and stored with 

the fuel rods in a consolidated manner shall be classified as Nonstandard 
Barrier 

Fuel Class NS-5. [1OCFR96 l.1l. Appendix E.,B.5] 
Segment -

1.g. Weight: Up to (TBD) kilograms. =} 837 kg per PWR, 332 kg per BWR 
IWaste 

2. Temperature will not have excet영ed 350 Oc (TBV) during storage under 
Acceptance 

Interface 
inert gas. 

Requirements 
4. Estimated inventory of radionuclides will be (TBD). 

(Continued) 
5. Dose rate at shipment will be up (TBD). 

An Engineered Barrier Segment design objective shall be to' ensure that 
conservatively estimated consequences of normal operations and credible 

Design Basis A 
accidents are limited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contained in DOE Order 

6430.lA, Section 1300-1.4, Guidance on Limiting Exposure of the Public. 
Events 

Events to be considered based on site function and licensing requirements are 
(TBD). 

The probable cons여uence of design basis accidents involving int얹nally 

generated missiles or blast effects shall be considered. Such design basis 

B 
accidents typically involve failure of high-speed rotating machinery, cranes, 
experimental facilities, high-energy fluid system components, or explosives. 

Structures required to function following such accidents must be designed to 

withstand these design basis accidents. 

En때l땅gir띠neered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않n어 so that assuming 
anticipaté었 processes and events: (A) containment of 1표W will be 

B없rier 
substantially complete (TBD) during the period when radiation and thennal 

Segment c. conditions in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are dominated by fission product 
Major 

decay (TBD): and (B) any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the Engin않1'ed 
Component 

Barrier Segment shall be a gradual process which results in small fractional 
Characteristics 
Vrequirements 

releases (TBD) to the ge이ogic setting over long times. [1OCFR60.l13 (a) (I)(I)]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어. assumin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so that containment of radioactive material within the 
waste packages will be substantially complete (TBD) for a period to be 

de없min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but not less than 300 

D. 
years nor more than 1，α)()y않1'S (TBR) after permanent c10sure of the 

geologic repository. NRC Staff Position 60-001 [NRC 1990a] indicates that this 

is a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 and that credit can be taken in 

Engineered Barrier Segment and over려1 repository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s for containment, provided by design, in excess of 1α)() years. 
[1OCFR O.l13(a)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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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

Engineered
Barrier
Segment Major
Component
Characteristics/
requirements
(Continued)

E.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ed, assumin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so that the release rate of any radionuclide from the
ingineered Barrier Segment following the containment period shall not exceed
part in 100,000 per year of the inventory of that radionuclide calculated to

be present at 1,000 years following permanent closure, or such other fraction
of the inventory as may be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ny radionuclide which is
released at a rate less than 0.1 percent of the calculated total release rate
imit. The calculated total release rate limit shall be taken to be 1 part in
00.000 per year of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originally emplaced in
the underground facility that remains after 1,000 years of radioactive decay.
[10CFR60.113 (a)QXiiXB)]

G.

To limit the predicted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response of the host
ock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 water system,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configuration and loading shall:

1. Limit boreholes wall temperature (if a boreholes issued) to 275t (TBV)
2. Limit the maximum temperature 1 meter into the rock to 200*0 (TBV)
3. Limit the TSW3 (vitrophyre tuff) maximum temperature to 115 T: (TBV)
4. Limit the maximum ground surface temperature change in the vicinity of

the repository to 6 t (TBV)
5. Limit the emplacement drift maximum temperature to 100 *C (TBV)
6. Limit the access drift maximum temperature to 50 "C (TBV)

[10CFR60.133(D]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maintain performance under rock-
nduced loading (TBD). => uniform external pressure 50MPA and

Dynamic load of 50kN

Waste Package
Subsystem
Requirement

A.

Packages for SNF and HLW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in situ chemical,
physical, and nuclear properties of the waste package and its interactions
with the emplacement environment do not compromise the function of the
waste packages or the performance of the underground facility or the
geologic setting. [10CFR60.135(a)(D]

B.

The design of waste package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solubility, oxidation/reduction reactions,
corrosion, hydriding, gas generation, thermal effects, mechanical strength,
mechanical stress, radiolysis, radiation damage, radionuclide retardation,
leaching, fire and explosion hazards, thermal loads, and synergistic
interactions. [10CFR60.135(a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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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ara. Applicable Requirement [없ld Source] 

The Engineered Barrier Segment shall be design어， assuming anticipated 

마ocesses and events, so that the release rate of any radionuclide from the 
뼈i뼈r뼈 Baπier Segment following the containment period shall not exceed 

IEngineered paπ in 100,000 per y'않r of the inventory of that radionuclide ca1culated to 
B없rier [be present at 1 ，α)() years following permanent closure, or such other fraction 
Segment M며or 

E. 
of the inventory as may be approved or s야~ifi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ponent Commission.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ny radionuclide which is 

Characteristics/ eleased at a rate less than 0.1 percent of the calculated total release rate 
,requrrements ,Iimit. The ca1culated total release rate limit shall be taken to be 1 part in 
(Continued) 00.000 per year of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originally emplac어 in 

he underground facility that remains after 1，α)Q years of radioactive decay. 
[1OCFR60.l13 (a) (l)(ii)(B)] 

To 1띠1Ït the predicted thennal and thennomechanical response of the host 

ock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 water system, the Engineered 

rBarrier Segment configuration and loading sh려J: 

1. Limit boreholes wa11 temperature (if a boreholes issu어) to 275 "C (TBV) 

G. 
2. Limit the maximum temperature 1 meter into the rock to 200 "C (TBV) 

ß. Limit the TSW3 (vitrophyre tuff) maximum temperature to 115 "C (TBV) 

셔.Li때t the maximum ground surface temperature change 비 the vicinity of 
the repository to 6 "C (TBV) 

~. Limit the emplacement drift maximum tem없ature to l00 "C (TBV) 
~. Limit the access driκ maximum tempe때rre to 50 "C (TBV) 

[1 OCFR60.l33(I)J 

The Engineered B따ri얹. Segment shall m려ntain pt눴'ormance under rock-

F. induced loading (TBD). ~ unifonn externa1 pressure 50MPA and 

Dvnamic load of 50kN 

!packag않 for SNF and HL W shall be design어 so that the in situ che찌C려， 

Waste Package 
\physica1, and nuclear pro없ties of the waste package and its interactions 

Subsystem 
A. with the emplacement environment do not compromise the function of the 

waste packages or the performance of the underground facility or the 
Requirement 

jgeologic se다ing. [1 OCFR60.l35(a)(l )] 

[rhe des필n of was않 package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때 to, 

~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solubility, oxidation/reduction reactions, 

B. 
corrosion, hydriding, gas generation. thermal effects, mechanica1 strength, 

mechanica1 stress, radiolysis, radiation damage, radionuclide retardation, 

leaching, frre and explosion hazards, thermal loads, and synergistic 

interactions. [lOCFR60.13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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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Form
Requirements
(Continued)

Waste
Container
Requirements

Para.

F.

J .

H.

A.

B.

C.

D.

F.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The waste form shall be capable of sustaining normal handling and
packaging operational loads without impairing the waste packages ability to
prevent loss of containment.

The canistered waste form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a drop of (TBD)
onto a flat, essentially unyielding surface without breaching. => 2 m drop

Seismic loads (TBD) shall not decrease the postclosure performance of the
waste form. => 0.75 g for surface and 0.4 g for subsurface

The waste form shall remain solid during handling, emplacement, and
retrieval modes.

The container shall contain the radioactive waste materials during all normal
landling and emplacement operations and, in the event of accidents or other
dynamic effects, contribute to limiting dispersal of the waste. The container
shall also have the mechanical integrity to sustain routin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loads (TBD). =» 25 KN during routin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The container shall contribute to the waste package such that confinement of
the enclosed radionuclides is substantially complete (TBD) during the
containment period of not less than 300 to 1,000 years (TBR) after
permanent closure of the geologic repository. [10CFR 113(a)(l)(l)(ii)(A)]
=> for 1,000 years (with less than 1 % of the WP failing within 1,000 years)

The container shall contribute (TBD) to controlling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during the period of isolation. [10CFR60.135(a)(D]

The container shall be designed to limit the amount of liquid water (TBD)
allowed to contact the enclosed waste form.

The container shall maintain lifting and handling capabilities through the
loading, emplacement, and retrieval phases.
1. All of the emplaced containers shall remain intact (TBV) and have

sufficient strength through the period of retrievability so that the waste
package may be removed.

2. The handling and lifting fixtures on all (TBV) of the containers shall
maintain their performance to the end of the period of retrie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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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Waste Fonn 
The waste fonn shall be capable of sustaining nonnal handling and 

Requirements 
æ:. packagìng operatìona1 loads wìthout impairing the waste packages ability to 

(Continu어) 
prevent loss of containment. 

F. 
The canistered waste fonn sha11 be capable of withstanding a drop of (TBD) 

onto a flat셔 essentially unyìelding surface without breaching. =} 2 m drop 

þ. 
Seismic loads (TBD) shall not decrease the postclosure perfonnance of the 

waste fonn. =} 0.75 g for surface and 0.4 g for subsurface 

따. 
The waste fonn 양1머1 remain solid during handling, emplacement. and 

retrieva1 modes. 

The container shall contain the radioacti ve waste materia1s during all nonnal 

Ihandling and emplacement operations and, in the event of accidents or other 

lWaste 
A. 

dynamic effects, contribute to limiting dispersa1 of the waste. The container 

Cont않ain하 sha11 a1so have the mechanica1 integrity to sustain routine handling and 

Requirements transportation loads (TBD). =} 25 KN during routine handling and 
transp야rta와t디io이on 

The container sha11 contribute to the waste package such that confinement of 

the enclosed radionuclides is substantìa11y complete (TBD) during the 

B. containment απiod of not less than 300 to 1,000 years (TBR) after 
pennanent closure of the geologic repository. [1OCFR 113(a)(l) W (ii) (A)] 

=} for 1,000 years (with less than 1 % of the WP failing within 1，이X) years) 

C. 
The contain않 sha11 contribute (TBD) to controlling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during the period of isolatìon. [1α::FR60.135(a)( l)] 

[). 
The contain하 sha11 be design어 to limit the amount of liQuid water (TBD) 

a110wed to contact the enclosed waste fonn. 

The container sha11 maintain lifting and handling capabilities through the 

loading, emplacement, and retrieval phases. 
1. All of the emplaced contain하s sha11 remain intact (TBV) and have 

~. sufficient strength through the απiod of retrievability so that the waste 

package may be removed. 
2. The handling and lìfting fixtures on 머1 (TBV) of the containers sha11 

maintain their perfonnance to the end of the period of retrie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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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Container
Requirements
(Continued)

Internal
Structure
Requirements

Para.

G.

H.

I.

J.

A.

B.

C.

D.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The container shall be designed so that neither its in situ chemical, physical,
and nuclear properties, nor its interactions with the waste form and the
emplacement environment, compromise the function of the waste package or
the performance of the natural barriers or engineered barriers. [10 CFR
60.135(a)(D]

The container shall be designed to meet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surface finish shall be suitable for ease of decontamination.
2. The maximum weight shall be (TBD). => 32,000 kg (empty container)
3. The envelope shall be (TBD).
4. The acceptance criteria for weld flaws is (TBD).

The container shall be designed for ease of attaching and sealing the lid to
the body of the container after the waste forms are installed.

If the design requires an inert gas barrier, the container shall be filled with
the inert gas (e.g., Ar-He mixture) before final closure. The inert gas shall
meet requirements (TBD) pertaining to such issues as fill temperature and
pressure, gas purity and closure tightness, inspection and test requirements
shall be (TBD).

The internal structure shall provide separation of the waste forms such that
nuclear criticality shall not be possib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ependent, and concurrent or sequential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conditions essential to nuclear criticality safety. The calculated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kd,)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to show at least a
five percent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uncertainty in the experiments used to validate the methods of
calculation (TBD). [10CFR60.131(b)(7)l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waste package shall be configured to
accommodate the spent fuel waste form, provid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waste form, and facilitate loading of the waste form into the waste package.

The internal structure(s) shall be designed to accommodate each configuration
of the canisterized and uncanisterized SNF waste form and the canisterized
HLW form.

The internal structure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handling, emplacement,
and retrieval loads (TBD). => static load: 25,000 N, drop of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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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The container sh떠1 be design어 so that neith얹. its in situ chemical. physical, 
Waste and nuclear prop(πties， nor i잉 in않ractions with the waste fonn and the 
Container G. emplacement environment, compromise the function of the waste package or 
Requirements the performance of the natural barri얹s or engineered barriers. [10 CFR 
(Continu어) 60.135(a)(1)] 

The container sh머1 be design어 10 meet the following criteria: 

H. 
1. The surface fmi삶1 shall be suitable for ease of decontamination. 
2. The maximum weight 양l떠1 be (TBD). => 32,000 생 (empty container) 
3. The envelope sh머1 be (TBD). 
4. The acceptance criteria for weld flaws is (TBD). 

The contain앉 sh외1 be design어 for ease of attaching and se머ing the lid 10 
the body of the contain앉 after the waste forms are installed. 

If the design requires an inert gas barrier, the container shall be filled with 
Ithe inert gas (e.g., Ar-He mixture) before final closure. The ineπ gas shall 
meet requirements (TBD) 야πtaining to such issues as fill temperature and 
þr，않S따e， gas purity and closure t펴htness， inspection 뻐d test requirements 
shall be (TBD). 

The intemal structure shall provide separation of the waste fonns such that 
nuclear criticality shal1 not be possib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ependent, and concurrent or s어uential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nternal 
A. 

conditions essenti외 10 nuclear criticality safety. The calculated effective 

sσucture multiplication fac10r (k".,)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10 show at least a 

Requirements five percent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unc앉tainty in the experiments used 10 validate the methods of 

calculatìon (TBD). [10CFR60.131(b)(7H 

The intemal structure of the waste package sh외1 be configured to 

B. accommodate the spent fuel waste fonn, provide mechanìcal stabi1ity of the 
waste fonn, and facilitate loa며ng of the waste form in10 the waste package. 

The int앉끼al struc띠re(s) shall be design때 to accomm여ate each configuration 
C. of the canist앙ized and uncanisterized SNF waste fonn and the canisterized 

HLW fonn. 

D. 
The intemal structure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handling, emplacement, 

and retrieval loads (TBD). => static load: 25，αX) N, drop of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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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RD
Section

Internal
Structure
Requirements
(Continued)

Backfill
Requirements

Para.

E.

F.

G.

A.

C.

F.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The internal structure shall not degrade the performance of components in
the waste package which have long term containment requirements.

The material used for the internal structure shall not cause adverse galvanic
reactions inside the waste package.

The internal structure shall maintain functionality under the thermal and
chemical conditions generated by the waste form.

Backfill material shall be chemically compatible with waste package
containment and not impair its capability.

The transfer of heat from the waste package to the geologic setting by the
backfill material shall not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the WP.

The chemical and mechanical stability of the backfill when subjected to the
maximum thermal environment anticipated in the repository shall not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the waste package.

- 2 4 2 -

EBDRD 
Para. Applicable Requirement [and Sourcel 

Section 

Intemal 
The intemal structure shall not degrade the performance of components in 

Structure E. 
Requirements 

the waste package which have long t하m containment requirements. 

(Continu어) 

F. 
The material used for the intema1 structure shall not cause adverse ga1vanic 
reactions inside the waste package. 

G. 
The int앉nal structure shall maintain functiona1ity under the thermal and 
chemica1 conditions gen하au었 by the waste form. 

Backfill A. 
Backfill materia1 shall be chemically compatible with waste package 

Requirements 
containment and not impair its capability. 

The transfer of heat from the waste package to the geologic setting by the 

C‘ backfùl material shall not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the WP. 

The chemica1 and mechanica1 stability of the backfill when subjected to the 

F. maximum th얹ma1 environment anticipated in the repository sh머1 not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the wast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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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Waste Receipt
Rate

Radiation Limit

Retrieval

Retrieval

Identifier

RDRD 3.2.1.2.B

RDRD 3.2.1.2.C

RDRD 3.2.1.3

RDRD 3.2.1.4.C

RDRD 3.2.2.1.C

RDRD 3.2.1.4.A

RDRD 3.2.1.4.B

Requirement

The repository shall be capable of receiving waste
according to the schedule shown in Table 3-4 of this
document.
Note: Refer to requirement assumption RDRD 3.2.1.2.B and
Key Assumptions 001 and 002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shall be designed so that until permanent
closure has been completed, radiation exposures, radiation
l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unrestricted
areas will at all times b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CFR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as
listed in Section 3.2.2. 10CFR60.111(a)

The repository shall be designed and constructed to
permit the retrieval of any SNF and DHLW emplaced in
the repository, during an appropriate period of operation of
the facility, as specified by the Secretary of Energy.
Note: Refer to Key Assumptions O16.017.and 055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shall be designed to preserve the option of
waste retrieval throughout the period during which wastes
are being emplaced and thereafter until the completion of
performance confirmation program and NRC review of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such a program. To satisfy this
objective, the geologic repository shall be designed so that
any or all of the emplaced waste could be retrieved on a
reasonable schedule starting at any time up to 50 years
after waste emplacement operations are initiated, unless a
different time period is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RC.
10CFR W.I 1Kb) (3) gives guidance for developing the
schedule. [lOCFRO.llHbXD]
Note: Refer to Key Assumptions 016 (extends
retrievability period to 10 years) and 017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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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Waste Receipt 

IRate 

Identifier 

RDRD 3.2.1.2.B 

Requirement 

The repository shall be capable of receiving waste 

according to the schedule shown in Table 3-4 of this 

Idocument. 

Note: Refer to r，쩍uirement assumption RDRD 3.2.1.2.B and 

Key Assumptions 001 and 002 for further clarìficatìon on 
project approach. 

IRadiation Limìt IRDRD 3.2.1.2.C 

Retrieval 

Retrieval 

RDRD 3.2.1 .3 The GROA shall be desìgned so that until permanent 

RDRD 3.2.1.4.C Iclosure has been complet려， radiation exposures, radiatìon 
Innon 'J"'''' 1 r 11evels, and releases of radioactìve materials to unrestricted RDRD 3.2.2.1 .C I 

RDRD 3.2.1.4.A 

IRDRD 3.2.1.4.B 

areas will at all t Ìmes be maintain어 within the limits 
specìfied in 1α:FR20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ì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as 

listed in Section 3.2.2. lOCFR60.1 ll(a) 

The repository sh외1 be desìgned and constructed to 

permit the retrieval of any SNF and DHLW emplac어 m 
the rl업)()sitory， during an appropriate perìod of operatìon of 

the facility, as specified by the Secretary of Energy. 

IN야e: Refer to Key Assumptions 016.017.and 055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shall be desìgn어 to preserve the option of 
waste retrieval throughout the period during which wastes 
are being emplaced and thereafter until the completion of 

lperformance confmnation program and NRC review of the 
informatìon obtained from such a program. To satìsfy this 
10bjective, the g∞logic repository shall be designed so that 

any or 떠1 of the emplac어 waste could be retrieved on a 
Ireasonable schedule s대πing at any time up to 50 years 
따ter waste emplacement operations are initiated, unless a 

dìfferent time 야lTiod is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RC. 

lOCFR W.11Hb)(3) gives guidance for developing the 

schedule. [1OCFRO.11l (b) (1)] 

INote: Refer to Key Assumptions 016 (extends 

해evab빼 뼈od to 10 y때織않짧썼s잉) 때때d 017η7 for f빼l따뼈뼈lπ뼈뼈rtl뼈th 

c이la없rifica뼈t디ion on prQ이6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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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eleases of
Radionuclide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Off-Normal
Events

Off-Normal
Event

Off-Normal
Events

Radiological
Protection

Identifier
RDRD 3.2.1.6C

RDRD 3.2.1.7.A

RDRD 3.2.1.7B

RDRD 3.2.1.7C

RDRD 3.2.2.1.A

Requirement

The disposal system shall be designed to provide a
reasonable expectation, based upon performance
assessments, that the cumulative releases of radionuclide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r 10000 years after
disposal from all significant processes and events that
may affect the disposal system shall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e chance in 10 of exceeding the quantities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A.1 of Appendix A of 40
CFR 191; and have a likelihood of less than one chance
in 1,000 of exceeding ten times fee qualities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A-l of appendix A of 40 CFR 191.
[TBR] [40CFR191.13(a) [TBR]]
Note: Refer to requirement assumption RDRD 3.2.1.6C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design shall include explosion and fire
detection alarm systems and appropriate suppression
systems wife sufficient1 capacity and capability to reduce
fee adverse effects of fires and explosions on SSCs
important to safety. 10CFR 60.131 b (3)iii

The SSC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maintain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effluents, and permit prompt termination of operations and
evacuation of personnel during an emergency.
[10CFR60.131(b)(4)(I)l

The SSC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perform their safety functions during and after credible
fires or explosions in the GROA repository. 10CFR 60.131
b 3)1

The GROA shall, to fee extent practicable, be designed
and constructed to use procedures and engineering
controls based upon sound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s
to achieve occupational doses and doses to members of
fee pubic feat ar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ALARA principles shall be based on fee
applicable sections of NRC Regulatory Guides 8.8 and
8.10. [10CFR20.1101(b)]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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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iption I Identifier 
IRelea않s of 뻐RD 3.2.1κ 

IRadionuclides 10 
빠le Accessible 
IEnvíronment 

IOff-Nonna1 

IEvents 

Off-Nonna1 

IEvent 

Off-Nonna1 

IEvents 

Radiological 
Protection 

RDRD 3.2.1.7.A 

RDRD 3.2.1 .7B 

RDRD 3.2.1.7C 

IRDRD 3.2.2.1.A 

R.eQ1lirement 

The disposa1 system sh머1 be design어 10 provide a 
'easonable expectation, based upon perfonnance 
assessments, that the cumulative releases of radionuclide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r 11αxx) y않rs after 
Idisposa1 from all sìgnificant processes and events that 
may affect the disposal system sh머1 have a likeliho여 of 

less than one chance in 10 of excet회ing the quantities 
ca1culated according 10 Table A.1 of Appendix A of 40 
CFR 191; and have a likeliho여 of less than Qne chance 
in 1，α)() of exceeding ten times the qua1ities ca1culated 
according to Table A-1 of appendix A of 40 CFR 191. 
[TBR] [4OCFR191.13(a) [TBR]] 

Note: Refer 10 requirement assumption RDRD 3.2.1.6C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desìgn sha11 include explosion and fire 
detection a1arm systems and appropriate suppression 
systems with sufficient. capacity and capability 10 reduce 

삐.e adverse effects of 파'es and explosions on SSCs 
important 10 safety. lOCFR 60.131 b (3)피 

IThe SSCs important 10 safety shall be design려 to 
maintain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leffluents, and 야πmit prompt tennination of operations and 
levacuation of personnel during an emergency. 
[lOCFR60.13I(b) (4) (I)I 

he SSCs important 10 safety shall be desìgned to 
따erfonn their safety functions during and after credible 
frres or explosions in the GROA reposi1ory. lOCFR 60.131 

~ 3)1 

IThe GROA shall, 10 the extent practicable, be desìgn어 
없ld constructed 10 use procedures and engineering 
Icontrols based upon sound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s 
110 achieve occupationa1 doses and doses 10 members of 
Ithe pubic that ar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ALARA principles sh려1 be based on the 

applicable sections of NRC Regula10ry Guides 8.8 and 
8.10. [10CFR20.1101(b)] 

빠: Refer 10 Key Assumption 013 for f뼈하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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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adiological
Protection

Radiological
Protection

Radiological
Protection

Radiological
Protection

Identifier
RDRD 3.2.2.1.B

RDRD 3.2.2.1.D

RDRD 3.2.2.1.D.1

RDRD 3.2.2.1.E

Requirement

The GROA design and operations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controlling doses such that, when approved operational
procedures are followed, the exposure dose limits
specified in 10CFR20.1201 for occupational doses, and
10CFR 20:1301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exceeded. [10CFR20]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shall provide means to limit the level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during normal operations,
anticipated occurrences, and under accident conditions.
10CFR60.131b 4)

Releases shall be limited as follows:
Under normal operations and anticipated occurrences, the
annual dose equivalent to any real individual who is
located beyond the controlled area must not exceed 25
mrem to the whole body, 75 rnrem to the thyroid, and 25
mrem to any other organ as a result of exposure to:
planned discharges of radioactive materials, radon and its
decay products excepted, to the general environment; direct
radiation from repository operations: and any other
radiation from uranium fuel cycle operations within the
region. [TBR] 140 CFR 191.03(a)(l)[mR]]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disposal system shall be designed to meet the
individual protection requirements specified by 40 CFR
191.15 [TBR1. 140CFR191.15 [TBR]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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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adiological IRDRD 3.2.2.l.B 
Protection 

Radiological 
Protection 

Radiological 
IProtection 

Radiologìcal 
Protection 

IRDRD 3.2.2.l .D 

RDRD 3.2.2.l.D.l 

IRDRD 3.2.2.1 .E 

Requirement 

IThe GROA design and operations sh머1 include provisions 
for controlling doses such that, when approved operational 
Iprocedures are followed, the exposure dose 1따lÍts 

specified in lOCFR20.1201 for occupational doses, and 
IOCFR 20:1301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exceeded. [1OCFR20]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GROA sh외1 provide means to limit the levels of 
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during normal operations, 

anticipated occurrences. and under accident conditions. 
lOCFROO.131b 4) 

Releases shall be 1띠rited as follows: 
[und앉 norr빼perations and anticipat엉 occurrences, the 
annual dose equivalent to any real individual who is 
Ilocated beyond the controlled area must not exceed 25 
mrem to the whole body, 75 rnrem to the thyroid, and 25 
Imrem to any other organ as a result of exposure to: 
Iplanned discharges of radioactive materials, radon and its 
decay products excepted, to the general environment; direct 
lradiation from repository 0야rations: and any other 
adiation from uranium fuel cycle operations within the 
egion. [TBR] 140 CFR 191.03(a)(I)[mR]]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arification 
lon project approach. 

IThe dispos머 system shall be design어 to meet the 
individual protection requirements specified by 40 CFR 
191.15 [TBRl. 14OCFR191.15 [TBR] 
야: Refer to Key Assumption 013 for further cl뼈cation 
on projec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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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ublic Protection RDRD 3.2.2.2.A

Repository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operate so that
the total EDE to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from
the licensed operation does not exceed 0.1 rem (lmSv) in
a year, exclusive of the dose contribution from the facility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sanitary sewerage in
accordance with 10CFR20.2003. However, the facility may
apply for prior NRC authorization to operate up to an
annual dose limit for an individual member of the public
of 0.5 rem (5 mSv) in accordance with 10CFR20.1301(c).
10CFR 20.1301(a,)(c)

Public Protection RDRD 3.2.2.2.B
i members of the public have access to controlled areas,
the limits for members of the public shall continue to be
applicable to those individuals. [10CFR 20.1301(b)]

Public Protection RDRD 3.2.2.2.C
Repository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operate so that
the dose in any unrestricted area from external sources
does not exceed 0.002 rem (0.02 mSv) in any one hour.
[10 CFR 20.1301 (a) (2)

Airborne Radioactive RDRD 3.2.2.3.A
Material Control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i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controlled through the use of
process or other engineering controls (e.g., containment or
ventilation). 10CFR 20.1701

Airborne Radioactive
Material Control

RDRD 3.2.2.3.B
When it is not practicable to apply process or other
engineering controls in restricted areas to control the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ir to values
below those that define an airborne radioactivity area, the
repositor), shall consistent with maintaining the total EDE
ALARA, have the capability to increase monitoring and
limit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trol of access
limitation of exposure times, use of regulatory protection
equipment, or other controls. 10CFR 20. 1702

Airborne Radioactive
Material Control

RDRD 3.2.2.3.C
The GROA shall be capable of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air sampling sufficient to identify potential
hazards, to permit proper protective equipment selection,
and to estimate exposures. [10 CFR 20.1703 (a) (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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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Public 암otection RDRD 3.2.2.2.A 

Repository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operate so that 

the total EDE to individua1 members of the public from 
the licensed operation does not exceed 0.1 rem OmSv) in 
a year, exc1usive of the dose contribution from the facility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sanitary sewerage in 
accordance with IOCFR20.2003. However. the facility may 
apply for prior NRC authorization to operate up to an 

annua1 dose limit for an individual member of the public 
of 0.5 rem (5 mSv) in accordance with IOCFR20.1301(c). 

lOCFR 2O.l301(a,)(c) 

Public 암otection RDRD 3.2.2.2.B 
If members of the public have access to controll어 areas. 
the limits for members of the public sha11 continue to be 
applicable to those individ빼 

Public Protection RDRD 3.2.2.2.C 
Repository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operate so that 
the dose in any unrestricted area from externa1 sources 
does not exceed 0.002 rem (0.02 mSv) in any one hour. 
[10 CFR 20.1301 (a) (2) 

Airborne Radioactive RDRD 3.2.2.3.A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1 in air sha11 to the 

Materia1 Control 
extent practicable be controlled through the use of 
process or other engin않ring controls (e.g., containment or 
ventilation), 10CFR 20.1701 

Airbome Radioactive RDRD 3.2.2.3.B 
When it is not practicable to apply process or other 

Materia1 Control 
engineering controls in restricted areas to control the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1 in air to values 
below those that defme an airborne radioactivity area, the 
repositor), shall consistent with maintaining the total EDE 
ALARA, have the capability to increase monitoring and 
limit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trol of access 
limitation of exposure tirnes, use of regulatory protection 
equipment, or other controls. 10CFR 20. 1702 

Airbome Radioactive RDRD 3.2.2.3.C 
The GROA sha1l be capable of irnplementing and 

Materia1 Control 
maintaining air sampling sufficient to identify potentia1 

hazards, to permit proper protective equipment selection, 
and to estirnate exposures. [10 CFR 20.1703 (a) (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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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riticality Protection

Low-Level Waste
Disposal

Low-Level Waste
Disposal

Repository Segment-
Geologic Setting
Interfaces

Repository Segment-
Gemology Setting
Interfaces

Identifier
RDRD 3.2.2.5.A

RDRD 3.2.2.6.A

RDRD 3.2.2.5.B

RDRD 3.2.3.2.3.A

RDRD 3.2.3.2.3.B

Requirement

All systems for processing, transporting, handling, storing,
retrieving, emplacing, and isolating radioactive waste shall
3e designed to ensure that a nuclear criticality accident is
not possibi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ependent, and
concurrent or sequential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conditions essential to nuclear criticality safety. Each
system shall be designed for criticality safety unde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The calculated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to
show at least a 5%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uncertainty in the
experiments used to validate the method of calculation.
[10CFR 60.131(b)(7)]

If the design of the Repository Segment provides for the
disposal of licensed low-level waste material intO sanitary
sewerage, the requirements of 10 CFR 20.2003 shall be
met. [10CFR 20.2003]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24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f the design of the Repository Segment provides for the
treatment or disposal of licensed low-level waste material
by incineration, only the amounts and forms specified in 10
CFR 20.2005, or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NRC
pursuant to 10 CFR 20.2002, shall be allowed. 110 CFR
20.2004]
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24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assist the geologic setting
in meeting the performance objectives for the period
following permanent closure. 10CFR 0.133(h)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to assure that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conform to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pect to both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nd un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10CFR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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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ìon Identifier R여uirement 

Criticality Protection IRDRD 3.2.2.5.A I 
IAll systems for processing, transporting, han예ing， storing, 

11ρw-Level Waste 

Disposal 

ILow-Level Waste 

Disposal 

RDRD 3.2.2.6.A 

IRDRD 3.2.2.5.B 

Iretrieving, emplacing, and isolating radioactive waste shall 
lbe design어 to ensure that a nuclear criticalìty accident is 
not possibile unless at least two unlikely, independent, and 

concurrent or sequentia1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conditions essential to nuclear criticality safety. Each 

system shall be designed for criticality safety unde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The calculated effective 
multìplication fa다or must be sufficiently below unity to 

show at least a 5% margin, after allowance for the bias in 
뻐em뼈여 of c떼a려lcαm떼u비빼11 
e앉xperiment않S 펴e어d to validate the metho여d 0아f calculation. 
[1OCFR 6O.l3ICb)(7)] 

lf the design of the R업)()sitory Segment provides for the 

disposal of licensed low-level waste material intO sanitary 

sewerage, the requirements of 10 CFR 20.2003 shall be 

met. [HεFR 20.2003] 
I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24 for further clarification 

lon project approach. 

lf the design of the Repository Segment provides for the 

Itreatment or disposal of licensed low-level waste material 

Iby incineration. only the amounts and forms specified in 10 
CFR 20.2005, or specific려ly approved by the NRC 
pursuant to 10 CFR 20.2002, sh떠1 be allowed. 110 CFR 
20.2004] 
INote: Refer to Key Assumption 024 for further c1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Repository Segment-IRDRD 3.2.3.2.3.A 1 r -- -- -- ---. -.- -IThe underground facility sh머1 assist the geologic setting 
IGeologic Setting 

lin meeting the performance 。이ectives for the period 
following permanent closure. lOCFR O.l33(h) 

Interfaces 

R학)()sitory Segment-IRDRD 3.2.3.2.3.B 1 1------ ------.- IThe underground facility sh떠1 be designed to assure that 
Gemology Setting 

Interfaces 
l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conform to 
applicable environmenta1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pect to both anticipated 

~roc않ses and events and u뻐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lOCFR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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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Repository Segment-
Geologic Setting
Interfaces

RDRD 3.2.3.2.3.e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assumin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 so that the release rate
of any radionuclide from the underground following the
confinement period shall not exceed one part in 100,000
per year of the inventor of that radionuclide calculated to
be present at 1,000 years following permanent closure, or
such other fraction of the inventory as may be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RC; provided that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ny radionuclide that is released at a
rate less than 0.1% of the calculated total release rate
Emit. The calculated total release rate limit shall be taken
to be one part in 100,000 per year of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originally emplaced in the underground
facility, that remains after 1,000 years of radioactive
delay. 10CFR60.113 (a)(ii)(B)

Security of Licensed
Material

RDRD 3.2.4.3.1.4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provide the capability to
control and maintain constant surveillance over licensed
material that is in a controlled or unrestricted area and
that is not in storage. 10 CFR 20.1802

High Radiation Area
Access control

RDRD 3.2.4.3.2.A Access to high and very high radiation areas shall b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by 10CFR1601 and 10CFR20.1602

Radioactive Materials RDRD 3.2.4.4
Monitoring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be equipped to monitor the
external surfaces of packages and casks known to
contain radioactive material for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 radiation levels in compliance with 10 CFR 20.1906.
10 CFR 20.1906

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
Reliability

RDRD 3.2.5.1.3 SSCs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and
located so that they continue to perform their safety
functions effectively during and after credible fire and
explosion conditions in the GROA. . 10CFR0.131(b)(3)

Utilities Reliability RDRD 3.2.5.1.4.A Each utility service system that i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so that essential safety functions can
be performed under both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10CFR W.131(b)(5)

Utilities Reliability RDRD 3.2.5.1.4.B The design of utility service and distribution systems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shall include redundant
systems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intain, with
adequate capacity, the ability to perform safety functions.
10CFR 60.131(b)(5)(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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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R안)Ository Segment- RDRD 3.2.3.2.3.e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어， assuming 
Geologic Sett피g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 so that the release rate 
Interfaces of any radionuc1ide from the underground following the 

confmement period sh머1 not exceed one part in 100，αm 

per year of the inventor of that radionuc1ide calculated to 

be present at 1，α)() years following 야πmanent c1osure, or 

such other fraction of the inventory as may be approved 
。，r specified by the NRC provided that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ny radionuclide that is released at a 

rate less than 0.1% of the ca1culated tota1 release rate 

limit. The calculated tota1 release rate limit shall be taken 
to be one part in 100，αm 야~ year of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originally emplac혀 in the underground 

facility, that remains after 1,000 years of radioactive 
delay. lOCFROO.113 (a)(ii)(B) 

Sec따ity of Licensed RDRD 3.2.4.3.1.4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provide the capability to 
lMateri허 control and maintain constant surveillance over licensed 

material that is in a controll어 or unres떠cted area and 

that is not in storage. 10 CFR 20.1802 

High Radiation Area RDRD 3.2.4.3.2.A Access to high and very high radiation areas shall be 
Access control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야~ified 

by 1CεFRl601 and 1α~FR20.1602 

Radioactive Materials RDRD 3.2.4.4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be equiPJ빼 to monitor the 
1M0nitoring external surfaces of packages and casks known to 

contain radioactive material for radioactive contarnination 

and - radiation levels in compliance with 10 CFR 20.1906. 

10 CFR 20.1906 

Structure, System, RDRD 3.2.5.1 .3 SSCs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어 and 
and located so that they continue to 따form their safety 
Component functions effectively during and after credible fire and 
Reliability explosion conditions in the GROA. . lOCFRO.l31(b)(3) 

!Utilities Reliability RDRD 3.2.5.1.4.A 따ach ut퍼ty service system that i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어 so that essenti삶 safety functions can 

Ibe perform어 under both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lOCFR W .131(b)(5) 

!Utilities Reliability RDRD 3.2.5.1.4.B The design of ut피ty s앙vice and distribution systems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sh머1 inc1ude redundant 

systems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intain, with 
adequate capacity, the ability to perform safety functions. 
lOCFR 6O.131(b)(5)(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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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Maintenance in
Radioactive
Environments

RDRD 3.2.5.2.6
Equipment which normally operates in a radioactive
environment or in the vicinity of radioactive components
shall be designed to be moved to a non-radioactive
environment for maintenance or repair, whenever possible.
When that is not possible, the design shall allow for
insulation of temporary shielding, permit minimizing
radiation exposure times, and provide sufficient space for
case of operation, maintenance, and repair.
10CFR 60.131 (a) (2)

Fire, Explosion,
and Other Disaster
Protection

RDRD 3.2.6.2.1.A
Repository Segment SSC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perform their safety functions during and after
credible fire or explosion conditions at the repository.
10CFR 0.131(b)(3)(l)

Fire. Explosion,
and Other Disaster
Protection

RDRD 3.2.6.2.1.B
The Repository Segment shall be designed to include
means to protect SSCs important to safety against the
adverse effects of either the operation or failure of the fire
suppression system.
10CFR 60.131(b)(3)(iv)

Fire, Explosion,
and Other Disaster
protection

RDRD 3.2.6.2.1.e
Repository Segment SSC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designed to withstand dynamic effects, such as missile
impacts, that could result from equipment failure, and
similar events and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loss of
their safety functions.
10CFR 60.131(b)(2)

Fire Resistance RDRD 3.2.6.2.2.D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Repository Segment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incorporate the use of noncombustible
and heat resistant materials.
[10CFR 0.131(b)(3)(ii)]

General Design
•riteria

RDRD 3.3.1.E All design bas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site characterization
10CFR 60.130

General Design
riteria

RDRD 3.3.1.H An assessment shall be provided to document the
predicted effectiveness of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including barriers that may not be themselves a part of
the GROA against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from
the waste package to the environment. The analysis will
also include a comparative evaluation of alternatives to the
major design features that are important to waste
sol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lternatives that
would provide longer radionuclide containment and
.solation. 10CFR 60.21 (c)G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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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Requirement 
RDRD 3.2.5.2.6 

jEquipment w.비ch norm려ly operates in a radioactive 
environment or in t.he vicinity of radioac디ve components 
shall be designed to be moved to a non-radioactive 
environment for maintenance or repair, whenever possible. 
lWhen that is not possible, the design sh려1 allow for 
insulation of tempcπ라y shielding, permit minimizing 
adiation exposure times, and provide sufficient space for 

'case of operation, maintenance, and repair. 
IOCFR 6O.131(a)(2) 

lFire, Explosion, RDRD 3.2.6.2. l.A 
and Other Disaster Repository Segment SSCs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Protection 'designed to perform t.heir safety functions during and after 
credible frre or explosion conditions at the repository. 
IOCFR 0‘ 131 (b)(3)()) 

lFire. Explosion, RDRD 3.2.6.2. l.B 
and Other Disaster The R랴)()sitory Segment shall be designed to include 

Protection means to protect SSCs important to safety against the 
adverse effects of either the operation or f，허lure of the frre 
suppresslOn system. 
IOCFR 6O.131(b)(3)(iv) 

jFire, Explosion. RDRD 3.2.6.2.l.e 
and Other Disaster Repository Segment SSCs imp<πtant to safety sh려lbe 

IProtection designed to wit.hstand dynamic effects, such as missile 
impacts, that could result from 여uipment f，외lure， and 
similar events and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loss of 
their safety functions. 
IOCFR 6O.13Hb)(2) 

Fire Resistance RDRD 3.2.6.2.2.D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Repository Segment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incoπlOrate the use of noncombustible 
and heat resistant materiaJs. 
[1α::;FR O.l3I(b)(3)(iD] 

General Design RDRD 3.3. l.E A1l design bases sh허1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Criteria site characterization 

IOCFR 60.130 

General Design RDRD 3.3.1.H An assessment 양1려1 be pro띠ded to dα:ument the 
CritEπia predicted effectiveness of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including barriers that may not be themselves a part of 
the GROA against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from 
the waste package to the environment. The anaJysis will 
외so inc\ude a comparative evaJuation of aJtematives to the 
major design features that are important to waste 
isol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ltematives that 
would provide longer radionuc\ide containment and 
isolation. IOCFR 60.21 (c) Ci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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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General Design
Criteria

General Design
Criteria

Gemology Setting

Groundwater
Travel
Time

Identifier
RDRD 3.3.1.1

RDRD 3.3.1.J

RDRD 3.7.1.A

RDRD 3.7.1.B

Requirement

The performance of the major design SSCs, both surface
and subsurface, shall be analyzed to identify those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t will be assumed that operations at the GROA will be
carried out at the maximum capacity and rate of receipt
of radioactive waste stated in the application.
10 CFR 60.21 (e) (l)(ii) (E)

A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design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SSCs of the geologic repository which
are important to safety shall be provided. This analysis
will consider:
[. The margins of safety under normal conditions and
under conditions that may result from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including those of natural origin,
and
2. The adequacy of SSCs provided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and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accidents,
including those caused by natural phenomena.
10CFR 60.21(e)(3)

The gemology setting shall be selected to assure that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conform to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pect to both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nd un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 [10CFR60.112]

The geologic repository shall be located so that the
pre-waste-emplacement groundwater travel time along
the fastest path of likely radionuclide travel from the
disturbed zone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shall be at
least 1,000 years, or such other travel time as may be
approved or specified by the NRC. 10CFR 60.11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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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히· R쩍uirement 

General Design RDRD 3.3.1.I The perfonnance of the major design SSCs, both surface 
Criteria and subsurface, shall be analyzed to identify those that 

are important to safety.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it will be assumed that operations at the GROA will be 
carried out at the maximum capaci ty and rate of receipt 
of radioactive waste stated in the application. 
10 CFR 60.21 (e) (l)(ü) (E) 

General Design RDRD 3.3.1.J A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design and perfonnance 
Criteria requirements for SSCs of the geologic repository which 

are important 10 safety shall be provided. Thls analysis 

will consider: 
1. The margins of safety under normal conditions and 
under conditions that may result from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inc1uding those of natural origin, 
and 
2. The adequacy of SSCs provided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and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accidents, 
inc1uding those caused by natural phenomena. 
10CFR 6O .2I(e)(3) 

Gemology Setting RDRD 3.7.l.A 
The gemology setting sh떠1 be selected to assure that 

I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llowing pennanent c10sure confonn to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pect to both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nd un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 [IOCFR60.112] 

Groundwater RDRD 3.7.1 .B 
Travel The geologic repository shall be located so that the 

Time pre-waste-emplacement groundwater travel time along 

the fastest path of likely radionuc1ide travel from the 

disturbed zone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shall be at 
least 1，이)() years, or such other travel time as may be 
approved or spec퍼ed by the NRC. lOCFR 6O.11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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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Ground water

Adverse Effects

Site Generated
Waste
Treatment

Waste Handling

Surface Facility
Ventilation

Identifier
RDRD 3.7.1.C

RDRD 3.7.1.D

RDRD 3.7.3.9.A

RDRD 3.7.4.1.A.1

RDRD 3.7.4.1.C

Requirement
If any of the average annual radionuclide concentrations
existing in a special source of groundwater, if one exists,
before construction of the disposal system already exceed
the limits in 40 CFR 191.16 (a), the disposal system shall
be designed to provid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for
1,000 years after disposal, undisturbed performance of the
disposal system shall not increase the existing average
annual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water withdrawn
from the special source of groundwater by more than the
limits established in 40CFR191.16(a).[TBR]

[40CFR 191.16 (b) [TBR]
Note: Refer to requirement assumption RDRD 3.7.l.C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Assuming the site has been found suitable and to meet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10 CFR 0.122(a), the
Repository Segment design organization shall account for
the effects of any of the potentially adverse conditions
listed in 10CFR60.122(e) if they are found to be
characteristic of the planned controlled area, 10 CFR
0.122(a) specifies that the effects of the potentially adverse
conditions can be addressed by analysis, by compensation
by favorable conditions (10 CFR 0.122(b)), or remedied [by
engineering design]. 10CFR 60.122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Eties shall be designed to
process any radioactive waste generated at the GROA into
a form suitable to permit safe disposal at the GROA or to
permit safe transportation and conversion to a form
suitable for disposal at an alternative site in accordance
with any regulations that are applicable. 10CFR 60.132(d)

Surface facilities in the GROA shall be designed to allow
safe handing and lag storage (if needed) of wastes at the
GROA, whether these wastes are temporarily on the
surface before emplacement or as a result of retrieval from
the underground facility. 10CFR60 0.132(a)

Surface facility ventilation systems supporting waste
transfer, inspection, decontamination, processing, or
packaging shall be designe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exposures and offsite releases as provided in 10
CFR 60.1 11 (a). 10CFR 60.13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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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IGround water IRDRD 3.7.l.C 

Adverse Effects IRDRD 3.7.1 .D 

Site Generated 
Waste 
Treatment 

RDRD 3.7.3.9.A 

R,equirement 
f any of the average annual radionuclide concentrations 

lexisting in a sα~ial source of groundwater, if one exists. 
/before construction of the disposal system 머ready exceed 
he limits in 40 CFR 191.16 (a), the disposal system shall 
~ 뼈gn어 to provide a reaSOI빼le ex용tation that f，야 

，α)()y않rs after disposal, undisturbed performance of the 

ldisposal system sh려1 not 띠crease the existing average 

lannu려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water withdrawn 

Ifrom the SJX것cial source of groundwater by more than the 
imits established in 4OCFR191.16(a).[TBR] 
[4OCFR 191.16 (b) [TBR] 

fo따 Ref하 m 뼈uirement assumption RDRD 3.7.l.C 
further clarification on project approach. 

IAssuming the site has been found suitable and to meet 

he requirements s~ified in 10 CFR 0.122(a), the 
R알)()sitory Segment design organization shall account for 
~he effects of any of the potentially adverse conditions 

llis때 in IOCF없O.l22(e) if they are found to be 
haracteristic of the plann어 controlled area, 10 CFR 

KU22(a) s~i죄es that the effects of the p야entially adverse 
Iconditions can be adφ"essed by analysis, by compensation 

y favorable conditions (10 CFR O.l22(b)), or rem어ied [by 

kngineering des핑떠. lOCFR 60.122 

I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sh려1 be design어 to 
tπocess any radioactive waste generated at the GROA into 
a form suitable to permit safe disposal at the GROA or to 
per때.t s떠e transpo때on a찌 conversion to a form 
suitable for disposal at an 머ternative site in accordance 
with any regulations that are applicable. lOCFR 6O.132(d) 

Waste Handling IRDRD 3.7.4.1.A.1 ISurface facilities in the GROA sh떠1 be designed to allow 

Surface Facility IRDRD 3.7.4.l.C 
Ventilation 

safe handing and lag storage Cif needed) of wastes at the 
pROA, wheth앉 뼈않 was않S 따e 않mporarily on the 
Isurface before emplacement or as a result of retrieval from 
h.e underground facility. lOCFR60 0.132(a) 

Surface facility ventilation systems supporting waste 
.ransfer, ins야dion， decontamination, processing, or 

þackaging shall be design어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adiation exposures and offsite releases as provided in 10 
þFR 60.1 11(a). lOCFR 60.13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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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Underground
Openings

Underground
Openings

Facility
Orientation .

Underground
Facility
Performance
Requirements

Rock Excavation

Flexibility

Water and Gas

Seals

Identifier
RDRD 3.7.5.E.1

RDRD 3.7.5.E.2

RDRD 3.7.5.E.3

RDRD 3.7.5.E.7

RDRD 3.7.5.G.2

RDRD 3.7.5.H .

RDRD 3.7.5.1

RDRD 3.7.5.1.1

Requirement
Openings in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so
that operations can be carried out safely and the
retrievability option maintained.
10CFR 60.133(e)(l)

Openings in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to
reduce the potential for deleterious rock movement or
Tacturing of overlying or surrounding rock.
10CFR 60.133. (e) (2)
The orientation, geometry, layout, and depth of the
underground facility, and the design of any engineered
carriers that are part of the underground facilely shall
contribute to the confinement and isolation of
radionuclides.
10CFR 60.133(a)(l)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performance objectives will be met taking into account
the predicted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response of
the host rock,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water
system.
10CFR60.133(I)

The design of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incorporate
excavation methods that will limit the potential for
creating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to
contact the waste packages or radionuclide migration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10CFR 60.133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to allow
adjustments to accommodate specific site conditions
identified through in situ monitoring, testing, or
excavations.
10CFR60.133 b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ed to control
water and gas intrusion.
10CFR 60.133 (d)

Seals for access and boreholes shall be designed so tha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they do not become
pathways that compromise the geologic repository ability
to meet the performance objectives for the period
following permanent closure.
10CFR60.134 a

- 2 5 4 -

Desσiption Identifier R여uirement 

runderground RDRD 3.7.5.E.1 Openings in the underground facility sh떠1 be design어 so 
Openings ithat operations can be carried out safely and the 

Iretrievability option maintain빼. 
lOCFR 6O.133(e)(1) 

\Und앉'ground RDRD 3.7.5.E.2 Openings in the underground facility sh려1 be design어 to 
ope띠ngs reduce the potential for delet려ous rock movement or 

fracturmg of overlying or surrounding rock. 
lOCFR 60.133. (e) (2) 

lFacility RDRD 3.7.5.E.3 The orientation, geometry, layout, and depth of the 

Orientation underground facility, and the design of any engineered 
barriers that are part of the underground facilely shall 
contribute to the confinement and isolation of 
radionuclides. 
lOCFR 6O.133(a)(1) 

\Underground RDRD 3.7.5.E.7 The underground facility sh퍼I be design려 so that the 
lFacility performance 0버ectives will be met taking into account 
Perfonnance Ithe rπ어icted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response of 
Requirements the host rock, and surro'unding strata, and groundwater 

system. 
lOCFR60.133(I) 

Rock Excavation RDRD 3.7.5.G.2 The design of the underground facility 하lall incorp이'ate 

excavation methods that will limit the pαential for 
creating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to 
contact the waste packages or radionuclide migration to 
ithe accessible environment 
lOCFR 60.133 

Flexibility RDRD 3.7.5.H .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때 to allow 
adjustments to accommodate s야~ific site conditions 
identified through in situ monitoring, testing. or 
excavations. 
lOCFR60.133 b 

lWater and Gas RDRD 3.7.5.1 The underground facility shall be design어 to control 
water and gas intrusion. 
lOCFR 60.133 (d) 

Seals RDRD 3.7.5.1.1 없Is for α$때뼈빼야뼈g 어야 t | 
following permanent c10sure they do not become 
pathways that compromise the geologic repository ability 
to meet the perlonnance objectives for the period 
following IXπmanent c1osure. 
lOCFR60.13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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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eals

Seals

Radiological
Protection

Radiological
Protection
(continued)

Radiological
Protection

Identifier
RDRD 3.7.5.J.2

RDRD 3.7.5J.3

RDRD 3.7.7.A

RDRD 3.7.7.A

RDRD 3.7.7.F

Requirement

Materials and placement methods for seals shall be
selected to reduce, to the extent practicable, (a) the
potential for creating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to contact the waste packages: or (b) for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existing pathways.
10CFR60.1(b)(l) and (2)

The seals for accesses and boreholes shall be designed to
assure that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conform to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pect to both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nd un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10CFR60.112

The GROA shall be designed to maintain radiation doses,
levels, and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ir in
restricted areas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Design shall include:
1. Means to limit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ir.
2. Means to limit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work in the

vicinity of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as
appropriate, designing equipment for ease of repair and
replacement and providing adequate space for ease of
operation.

3. Suitable Shielding.

4. Means to monitor and control the dispers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5. Means to control access to high radiation areas or
airborne radioactivity areas.

6. A radiation alarm system to warn of significant
increases in radiation levels,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ir, and of increased radioactivity
released in effluent. The alarm system shall be designed
with provisions for calibration and for testing its
operability.

10CFR 60.131 a

Surface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control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during normal operations
so as to meet the perform objectives of 10CFR O.lll(a).
10CFR 60.132(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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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dentifier 
Seals RDRD 3.7.5.j.2 

Seals RDRD 3.7.5.].3 

Radio1ogical RDRD 3.7.7.A 

Protection 

Radio1ogical RDRD 3.7.7.A 
Pro~tion 

(continu어) 

Radio1ogical RDRD 3.7.7.F 

Protection 

Requirement 

Materials and p1acement methods for seals shal1 be 
se1ected to reduce, to the extent practicab1e, (a) the 
따otential for σeating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to contact the waste packages: or (b) for 
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existing pathways. 

1OCFR60.l (b) (1) and (2) 

The seals for accesses and boreho1es shall be design려 to 

assure that re1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ccessib1e environment following permanent closure 
conform to applicab1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dioactivity established by the EPA with res야~t to both 
anticipated processes and events and unanticipated 
þ'ocesses and events. 

lOCFR60.l12 

The GROA shall be designed to maintain radiation doses, 
1eve1s, and concentrations of radìoactive material in air in 
irestricu최 areas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10 CFR 20. 
Design shall include: 

1. Means to limit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material in 

arr. 
2. Means to limit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work in the 

vicinity of radioactive materia1s. including as 
a따>ropriate， designing 여uipment for ease of repair and 
rep1acement and providing adequate space for ease of 
op히'ation. 

3. Suitab1e Shie1ding. 

4. Means to monitor and contro1 the dispers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5. Means to contro1 access to high radiation areas or 
airborne radioactivity areas. 

6. A radiation alarm system to warn of significant 

increases in radiation 1eve1s, concentratìons of 
ra벼oactive materia1 in air, and of increased radioactivity 
re1eased in effluent. The alarm system shall be design어 

Wl바1 provisions for calibration 없ld for testing its 
야:>erability. 

10CFR 60.131 a 

Surface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contro1 the re1ease of 
adioactive mat앉ials in effluents during norma1 따Tations 

so as to meet the p하form objectives of lOCFR O.ll l(a). 
10CFR 6O.132(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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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카마운틴 처분장 개념설계를 위한 

셰부 기술적 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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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Fault Displacement,
Locations, Attitudes

Topography/
Morphology

Soil Properties

Meteorology

Design Basis
Tornadoes

Winds (Operating
Basis and Standard)

Floods
(Design Basis)

Technical
Data

Assumption
Identifier

TDS 001

TDS 002

TDS 003

TDS 004

TDS 006

TDS O07

TDS 008

Assumption

Surface facilities, fault displacements, fault locations, and
fault attitudes shall be as described in Section 1.23 of the
RIB.

Topographical survey data and surface morphology shall be
as described in Section 1.11 of the RIB.

Soil properties are described in Sections 1.1311, 1.1312, and
1.1314 of the RIB. Soil hydrologic properties, soil mechanical
properties, soil geochemical properties, and soil physical
properties are given.

Site meteorology includes data on normal atmospheric and
climatic conditions at the site based on historical data.
These conditions are described in Section 1.3 of the RIB.

The Design Basis Tornado will be based on the of
Design-Basis Tornadoes (DBTs) for NTS, which are given
in the RIB, Section 1.3b, Table 2. Although tornadoes have
never been observed on the NTS or within 150 miles of the
NTS, the surface facilities design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used at the NTS.

The prevailing wind summary given in the RIB, Section
1.3a. Table 4. will be used as the Operating Basis Wind and
Standard Wind for surface facilities design considerations.

The Design Basis Flood shall be the 100 year and 500-year
probable Maximum Floods described in Section 1.54a of the
RIB; Table 3 identifies the estimated ranges for peak floo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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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escription 
Data 

Assumption 
Assumption 

Identifier 

Fault Displacement, 
Surface facilities, fault displacements, fault locations, and 

TDS 001 fault attitudes sh머1 be as described 비 Section 1.23 of 삼le 
Iρcations， Attitudes 

RIB. 

Topography/ 
TDS 002 

Topographical survey data and surface morphology shall be 

Morphology as described in Section 1.11 of the Rffi. 

S애 properties 앙e describ어 비 Sgtions l1311, u312, and l 

Soil Properties TDS 003 
1.1314 of the RIB. Soil hydrologic properties, soil mechanical 
properties, soil geochemical properties, and soil physical 
properties are given‘ 

Site meteorology includes data on norrnal atmospheric and 
Me않or이ogy TDS 004 climatic conditions at the site based on historical data. 

These conditions are describ어 in Section 1.3 of 야le Rffi. 

The Design Basis Tornado will be based on the of 
Design-Basis Tomadoes (DBTs) for NTS, which are given 

Design Basis 
TDS 006 

in the RIB, Section 1.3b, Table 2. Although tomadoes have 
Tornadoes never been observed on the NTS or within 150 miles of the 

NTS, the surface facilities design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used at the NTS. 

Winds (Operating 
The prevailing wind summary given in the RIB, Section 

Basis and Standard) 
TDS 007 L3a. Table 4. will be used as the Üperating Basis Wind and 

Standard Wind for surface facilities design considerations. 

The Design Basis FI∞d sh머1 be the 100 year and 5OO-year 
Flo여s 

TDS 008 
probable Maximum Floods described in Section 1 없a of the I 

(Design Basis) RIB; Table 3 ident표ies the estimat벼 ra맹es for pe밟 flood I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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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 Situ Stress

Ground Surface
Temperature, Rock
Thermal Gradient

TSw2 In Situ
Saturation

TSw2 Rock
Densities

TSw2 Thermal
Conductivity

Technical
Data

Assumption
Identifier

TDSS 001

TDSS 002

TDSS 003

TDSS 004

TDSS 005

Assumption

rtock in situ stress at proposed repository horizon:

-Vertical Stress
Average Value Range
7.0 MPa 5.0 - 10.0 MPa

-Min Horiz/Vert Stress
Average Value Range
0.5 0.3 - 0.8

-Max Horiz/Vert Stress
Average Value Range
0.6 0.3 - 1.0

-Bearing . Min Horiz Stress
Average Value Range
57 W -N50W - N65W

-Bearing - Max Horiz Stress
Average Value Range

N32E N25E - N40E

-Rock temperature at ground surface: 18.7 "C.
-Thermal gradient in rock:

0.01968 "C for depth 0 to 150 m
0.018 °C for depth 150 to 400 m
0.030 V for depth 400 to 541 m

In situ degree of saturation (%) TSw2: 65

-Rock index properties:
In Situ Density
TSw2: 2297 kg/m3
Dry Density
TSw2: 2219 k/m3

-Thermal conductivity of in situ rock mass-TSw2:
2.1 W/mK

- 2 6 0 -

Technical 

Description 
Data 

Assumption 
Assumption 

Identifier 

Rock in situ stress at proposed r업Xlsitory horizon: 

-V하tical Stress 
Av밍'age Value R때ge 

7.0 MPa 5.0 - 10.0 MPa 
- Min Horiz/V ert Stress 

Average Value Range 
0.5 0.3 - 0.8 

In Situ Stress TDSS 001 - Max Horiz/V ert Stress 
Av밍'age Value R때ge 

0.6 0.3 - 1.0 
-Be따ing . Min Horiz Stress 

Average Value R때ge 

57 W 'N50W - N65W 

-Be뻐ng - Max Horiz Stress 
Average Value Range 

N32E N25E - N40E 

-Rock temperature at ground surface: 18.7'C. 
Ground Surface - Thennal grad.ìent in rock: 

Temperature, Rock TDSS 002 0.01968 'C for depth 0 to 150 m 
Th하mal Gradient 0.018 .C for depth 150 to 400 m 

0.030 'C for d탱Ith 400 to 541 m 

TSw2In Situ 
TDSS 003 ln situ degree of saturation (%) TSw2: 65 

Saturation 

- Rock index properties: 

TSw2 Rock 
ln Situ Density 

Densities 
TDSS 004 TSw2: 229η kg/m3 

Dry Density 
TSw2: 2219 k/m3 

TSw2 Th하m머 
TDSS 005 

-Thennal conductivity of in situ rock mass-TSw2: 
Conductivity 2.1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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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scription

i TSw2 Heat
Capacitance

TSw Thermal
Expansion

TSw2 Elastic
Modulus

TSw2 Poisson's
Ratio

TSw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Sw2 Mohr-
Coulomb Strength

Parameters

TSw2 Porosity

Technical
Data

Assumption
Identifier

TDSS 001

TDSS 007

TDSS 008

TDSS 009

TDSS 010

TDSS 011

TDSS 012

Assumption

Heat capacitance of in situ rock - TSw2:

2.0324 x 106 J/m3K at 25 r

2.1280 x 106 J/m3K at 50r

2.2638 x 106 J/WK at 94t

10.7683 x 106 J/m3K at 95t

10.4690 x 106 J/m3K at 1051

10.1984 x 106 J/m3K at 1141

2.0065 x 106 J/m3K at 115 "C

2.1114 x 106 J/m3K at 155t

2.1912 x 106 J/m3K at 1951

2.2692 x 106 J / W K at 2351

2.3410 x 106 J/m3K at 275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in situ rock during heating
TSw2: for majority of rock mass

9.1 x 106 /C at 25-50T:
8.2 x 106 /C at 50-lOOt
6.8 x 106 /C at 100-150X3
9.7 x 106 /C at 150-200 V

For Rock(welded and devitrified tuff only) at or Near a free
Surface (Very Near Field)

5.4 x 106 /C at 25-50TC
8.0 x 106 /C at 50-100t
9.8 x 106 /C at 100-150t:
17.0 x 106 /C at 150-200t:

Elastic modulus of in tact rock-TSw2: 32.7 GPa
(at ambient temperature)

3oisson ratio (at ambient temperature):
Intact Rock-TSw2: 0.22
Rock Mass-TSw2: 0.22

J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intact rock - TSw2:
155 MPa (at ambient temperature).

vlohr-Coulomb strength parameters of intact rock - TSw2
(at ambient temperature):

Cohesion 37.8 MPa
Friction Angle 36.5 V

Porosity of intact rock-TSw2: 0.121

- 2 6 1 -

Technical 

Description 
Data 

Assumption 
Assumption 

Identifier 

Heat capacitance of in situ rock - TSw2: 

2.0024 X 106 J/m3K at 25 'C 

2.1280 X 106 J/m3K at 5O'C 

2.2638 X 106 J/m~ at 94 'c 

10.71않3 X 106 J/m3K at 95 'C 

TSw2 Heat 
TDSS 001 

10.4690 X 106 J/m3K at 105 'c 

Capacitance 10.1잃4 X 106 J/m3K at 114 'c 

2.α165 X 106 J/m3K at 115 'c 

2.1114 X 106 Jlm3K at 156 'C 

2.1912 X 106 J/m3K at 195 'C 

2.2692 X 106 J/m~ at 235 'C 

2.3410 X 106 J/m3K at 275 'C 
Thennal expansion coefficient of in situ rock during heating 
TS w2: for majority of rock mass 

9.1 X 106 /C at 25-50 'C 

8.2 X 106 /C at 5O-100 'C 

6.8 X 106 /C at l00-I50 'C 

TSw Th앙π1외 
9.7 X 106 /C at 150-200 'C 

TDSS 007 
Expansion lFor Rock(weld벼 and devi뼈ed 뼈 0띠y) at or Near a fr，않 

Surface (Very Near Field) 

5.4 X 106 /C at 25-50 'C 

8.0 X 106 /C at 5O-100 'C 

9.8 X 106 /C at 100-150 'c 

17.0 X 106 /C at l f:O-200 'C 

TSw2 Elastic 
TDSS αl3 

Elastic modulus of in tact rock-TSw2: 32.7 GPa 
Modulus (at ambient temperature) 

TSw2 Poisson' s 
Poisson ratio (at ambient temperature): 

Ratio 
TDSS αB Intact Rock-TSw2: 0.22 

Rock Mass-TSw2: 0.22 

TSw2 U띠axi외 
띠띠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intact rock - TSw2: 

Compressive TDSS 010 
155 MPa (at 하nbient temperature). 

Strength 

!Mohr-Coulomb strength p하ameters of intact rock - TS w2 
TSw2 Mohr-

(at 하nbient 떠nperature): 
Coulomb Strength TDSS 011 

Cohesion 37.8 MPa 
Parameters 

Friction Angle 36.5 'c 

TSw2 Porosity TDSS 012 Porosity of intact rock-TSw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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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ock Joint
Orientation and

Frequency

Surface Air
Temperature/

Humidity

Wind Intensity

Technical
Data

Assumption
Identifier

TDSS 017

TDSS 021

TDSS 022

Assumption

•lock joint orientation:
Vlajor Joint Set

Strike Dip
MO - 12W 7 5 - 9 0 NE/SW

Minor Joint SeG
Strike Dip
N25E 10SE
N - N45E 8 0 - 9 0 SE/NW

Rock joint frequency:
TSw2:2.51/m for 70-80 degree joints. 11.28/m for 80-90
degree joints (mean value)

Surface air temperature:
Maximum: 42.21
Minimum: 25.6 T:
Annual Average: 12.7 "C

Surface Air Humidity:
Maximum: 719%
Minimum: 13%
Annual Average: 54%

Wind intensity:
Annual Average: 3.22 m/s
Peak: >26.8 m/s

- 2 6 2 -

Technical 

Description 
Data 

Assumption 
Assumption 

Identifier 

Rock joint orientation: 
Major Joint Set 

Strike Dip 
NIO - 12W 75 - 90 NE/SW 

Rock Joint 
Minor Joint SeG 

Orientation and TDSS 017 
Frequency 

Strike Dip 
N25E 10SE 
N - N45E 80 - 90 SE!NW 

Rock joint frequency: 
TSw2:2.5Vm for 70-80 degree joints. 11.28/m for 80-90 
degree joints (mean value) 

Surface air temperature: 
Maximum: 42.2 "C 

Surface Air 
Minimum: 25.6 "c 

Temperature! TDSS 021 
Annual Av하'age: 12.7 "C 

Humidity 
Surface Air Humidity: 

Maximum: 7190/0 

Minimum: 13% 
Annual Av하'age: 54% 

Wind intensity: 
Wind lntensity TDSS 022 Annual Av하'age: 3.22 mls 

Pe따‘: >26.8 mls 

-262-



IMS

KAERI/AR-499/98

1998. 4

2)1 267 p. S. 9XM x ), 71 26 cm.

O TT

211

300m

*

350°C

?|

l i t l ^ 7B 7]^,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변호 위탁기관보고서변호 표준보고서변호 INIS 주제코드 

KAERI/ AR -499/98 

제목/ 부체 세계 주요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 및 기술기준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고원일(심지충처분시스템개발분야) 

(AR，TR인경우 주저자) 

연구자및부서명 최종원， 강철형(심지충처분시스템개발분야) 

출판지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1998. 4 

페이지 267 p. 도 표 있음( x ), 없음(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X ), 대외비( 보고서종류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변호 

초록 (15-20줄내외) I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에 

대한 기술 현황과 인허가 관련 기준 둥올 분석하였다. 설계 기준 및 인허가 요건 설 

정에 있어서 마국은 자세한 기술적 요건까지 얀허가 요건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 

는 반면， 마국올 제외한 나라들은 가장 상위의 설계 목표얀 방사선적 안전성 기준만1 

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었다. 처분용기 거치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개념은 지 

하 300m 깊이의 불포화 응회암충에 수평으로 처분하는 수평동굴처분얀 반면 카나다 
및 스웨덴의 기준개념은 지하 앉}야n의 화강암층에 수직으로 처분공에 거치하는 방법 

올 채택하고 있다. 미국， 카나다 및 스웨덴의 처분 개념 모두 사용후핵연료 회수성올 

개념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의 열적 제한조건의 경우 미국 

은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를 350"C 이내로， 그리고 처분동굴표면의 온도를 2cxrc 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카나다의 경우는 처분용기 외부표면 빛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를 lOC)"C 로， 스웨덴에서는 완충재의 최대 허용 온도를 8O "C 로 가장 낮게 제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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