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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Present Status for D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order to choose a proper dry storage method domestic, and 

develop dry storage system, which is to store safely spent nuclear 

fuel, it is necessary that the present status on the dry storage system 

be analyz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ry storage technology for spent nuclear fuel at present

  - Analysis for the present status on the dry storage 

Ⅳ. Applications of Results.

  - Application for choice of the proper dry storage system domestic

  - Application for an acquisition of a basic knowledge for development 

of the dry storage system, which is to store safely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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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원자력관련 프로그램의 주요한 정책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

장, 처리 및 처분을 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후핵연

료 관리를 위해 선정된 선택은 정책적 논쟁, 핵확산 위험, 환경 위험성 및 핵연

료주기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실질적 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대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플루토늄을 사용한 무기 생산에 따른 불필요한 핵확산 위

험요소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에너지 자원으로의 재생비용이 더 많

이 소요되는 폐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가치 있는 에너지 자원

으로 보는 나라들은 가까운 장래 또는 보다 먼 미래에 재처리 또는 재 순환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폐기물로 보는 나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없이 바로 처

분할 예정이지만, 이들 전망의 차이는 수십 년 동안 숙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은 수십 년에 걸쳐 숙고된 재활용 자원의 관점이든 

또는 폐기물의 관점이든지에 관계없이 중간저장을 하는 기간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향상된 기술 및 정책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제공해준다. 요컨대, 비록 사용후핵

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비용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는 

수십 년에 걸쳐, 핵연료 관리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나라로서 2007년이

면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의 저장용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1].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에 대한 후행 핵연료주기정책

이 결정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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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간단계이다. 초기에는 원자로

에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처분을 위해 운반되기에 앞서 

냉각시키기 위해 약 1년에서 2년 동안 AR1)로 저장하는 것으로 고려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저장공간 유용

성 문제가 발생하 다. 따라서, 원자로에서의 저장능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저

장시설에 대한 개조가 수행되었다.

  효과적인 차폐와 냉각수 역할을 수행하는 물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쉽게 

냉각 및 정화되며, 육안 관찰 및 핵연료 취급을 손쉽게 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

해 준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바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위한 초기 

요구사항인 붕괴열 제거 및 방사선 차폐는 습식 저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약 30년에 걸친 경수로(LWR) 및 중수로(HWR)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으로 저

장한 경험을 통해 습식 저장기술은 완벽하게 개발되어 약 430개의 상업용 동력

로, 350개의 연구로 및 몇 개의 AFR2) 저장시설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오늘날 

원자로를 가동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90% 이상이 AR 또는 

AFR의 저장 풀에 습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AR의 저장용량 초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심각한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AR에 대한 저장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저장 랙

을 조  랙으로 바꾸어 설치하 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다른 저장방식에 

대한 개발을 고려하여 건식 저장방법이 개발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은 수년에 걸친 핵연료 주기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토

대로한 기술로 성립되었으며, 몇몇 국가에서 인허가 되었다.

  건식 저장이 습식 저장과 다른 점은 첫째, 냉각매체로 공기 또는 저장동안 사

용후핵연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방사선 차폐체로 물 대신에 금속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1) AR(at-reactor)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가동과 연관된 건물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2) AFR(Away-from-reactor)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밖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원자

로 부지에 저장하는 방식을 RS(reactor site)라고 하며, 원자로 부지 밖에 저장하는 

방식을 OS(off reactor sit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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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기술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방식에 대해, 1991년에 발간된 IAEA-TR Series 

No.240 “Guidebook on Spent Fuel Storage"에서는 vault, concrete 

canister, cask 및 subsurface dry-well 방식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2], 

1999년에 발간된 IAEA-TECDOC-1100 ”Survey of Wet and Dry Spent Fuel 

Storage“에서는 vault 및 container 방식으로 분류하여, container 방식을 

metal cask, concrete cask 및 silo로 구분하고 있으며, silo는 수직과 수평형으

로 구분하고 있다[3]. 2001년 미국의 Harvard 대학과 일본의 Tokyo 대학이 공

동 연구한 ”Interi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에서는 vault, silo, cask

로 분류하여 silo는 수직과 수평형으로, cask는 금속과 콘크리트로 분류하고있다

[4]. 여기서는 후자에 설명한 개념에 따른 건식 저장방식 분류가 현재의 방식 분

류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후자의 개념에 따른 건식 저장기술에 대해 

설명하 다.

1. Vault

Vault의 전형적인 형상은 차폐와 격납 기능이 분리되고, 금속 저장 튜브 또는 

저장 실린더를 수직으로 장전하며, 저장용량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모듈방식

으로서, vault 외부 구조물이 방사선 차폐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units에 적합한 많은 저장 cavity를 가지고 있는 강화 콘크리

트 건물이다. 전형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속 저장 튜브(tube) 또는 저장 실린더(cylinder)에 저장

되며, 이들 튜브 또는 실린더는 봉되어 열전달 향상 및 저장동안의 사용후핵연

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 기체가 채워지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

는 방사성 물질의 격납을 제공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열은 강

제 또는 자연대류방식에 의해 제거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금속 저장 튜브를 사용하는 vault 방식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송용기로부터 

제거되어 콘테이너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들의 저장 위치로 바로 이동되는 반면,  

저장 실린더를 사용하는 vault 방식에서의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콘테이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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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된 채로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vault 방식에서는 전형적으로 크레인 또는 연

료취급장비를 필요로 하게된다.

  국의 Wylfa 원자로 부지와 헝가리의 Paks의 MVDS가 금속 저장 튜브를 사

용하는 vault 방식이며, 캐나다의 Gentily 2 NPP에 적용한 MACSTOR, 프랑스

의 CASCAD, 미국의 Fort St. Vrain에 적용한 MVDS가 저장 실린더를 사용한 

vault 방식이며, 현재 건설중인 네델란드의 HABOG도 이 vault 방식을 적용하

고 있다. 

    

2. Silo

Silo 저장 방식은 사용후핵연료가 내부 금속 라이너(liner) 또는 별도의 금속 

캐니스터(canister)에 채워져 수직 또는 수평의 콘크리트 실린더에 저장되는 중

공초석(monolithic) 또는 모듈(module)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방사성 물질의 차폐를 제공하며, 격납은 사용후핵연료 장전 후 봉될 

수 있는 일체형의 내부 금속 라이너 또는 별도의 봉된 금속 캐니스터에 의해 

제공되며, 열은 자연대류에 의해 제거된다.

  수직 콘크리트 silo 방식의 전형적인 예는 내부가 금속 라이너로 채워져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저장 부지 현장에서 제작된 캐나다 AECL의 콘크리트 캐

니스터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봉된 바스켓 내에 쌓여 차폐된 수송용기를 사용하

여 운반되어, 수직으로 장전된다. 이 수직 콘크리트 silo 방식은 캐나다, 아르헨

티나 및 한국에서 사용 중에 있다.

  수평 콘크리트 silo 방식의 예는 NUHOMS 저장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는 금

속 캐니스터에 수직으로 장전되며, 콘크리트 저장 모듈에 수평으로 저장된다. 

NUHOMS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저장방식으로 미국, 아르메니아

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중에 있다.

3. Cask

Cask 방식은 본래 vault 및 module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지 저장(single 

purpose) 만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송 및 저장의 이중목적

(dual purpose) 또는 수송, 저장 및 구 처분의 다목적(multi purpose)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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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k 방식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Cask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관련하여 cask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 유연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재처리를 수행하는 유럽 및 일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저장방법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는 저장방식으로서, 옥외 또는 건물 내

에 편평한 콘크리트 받침대가 제공되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대형 cask는 

요구된 만큼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증가될 수 있다. 사용

후핵연료는 원자로 건물의 핵연료 저장 풀에서 핵연료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cask로 이동되며, cask는 그 자체로서 차폐 및 격납을 제공한다. Cask는 그 재

질에 따라 콘크리트 cask 및 금속 cask로 구분되며, 몇몇 제작업체들에 의해 다

양한 종류의 cask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콘크리트 cask가 silo와 다른 점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

서,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장전소에서 캐니스터에 장전되고, 캐니스터는 콘크리

트 cask로 적재되며, 콘크리트 cask는 저장부지로 운반되어 저장되거나 또는, 캐

니스터를 별도의 운반 cask에 적재하여 저장부지로 운반한 후, 저장부지에 있는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저장하게 된다.

  구조재인 강화 콘크리트 또는 고 도 콘크리트는 구조적 강도 및 방사선 차폐

를 제공하고, 콘크리트 cask 내부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금속 캐니스터가 

적재되며, 금속 캐니스터 내의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콘크리트 구

조물을 통한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된다. VSC-24, HI-STORM 100 및 

NAC-UMS 등이 대표적인 콘크리트 cask이다.

  금속 cask는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저장 및 처분에 사용되는 거대한 콘테이너

로서, 구조적 강도 및 임계 안전을 제공하는 내부 basket 또는 봉된 금속 캐

니스터가 채워진다. 금속 cask는 통상적으로 볼트로 채결되거나 용접으로 봉되

는 이중 뚜껑 폐 구조를 가진다. 대표적인 금속 cask로는 TN-24, TN-32, 

TN-40, MC-10, CASTOR V/21 및 HI-STAR 1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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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현황 

1. 미국의 건식 저장현황

미국은 1968년 상업용 원자로의 BWR 사용후핵연료 0.6 MTU을 방출하기 시

작한 이래 사용후핵연료의 방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중반에는 방출

량이 약 1,000 MTU 이상이 되었으며, 1980년 말에 약 2,000 MTU 으로 증가하

여, 표 1에서와 같이 1998년 말 기준으로 약 38,400 MTU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들 중 755 MTU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후핵연료 37,658 MTU은 원자로 부지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약 38,400 MTU의 사용후핵연료 중 1,511 MTU이 건식

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풀에 습식으로 저장되어 있

다[5].

  현재, 미국에서 운 중인 상업용 원자로의 과반수를 넘는 곳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50% 이상이 가득 차 있다. 원자로의 운  여부는 그들의 저장 풀에 의

존하게 되는데, 이미 몇몇 원자로는 저장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저장 능력을 상

실해 가고 있는 형편이며, 많은 다른 원자로들도 추가로 저장용량을 확장하지 않

는다면 이들처럼 몇 년 내에 저장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표 1. Total U.S. Commercial Spent Nuclear Fuel Discharges, 1968∼1998

Reactor Type

Number of Assemblies

Stored 
at 

Reactor 
Sites

Stored at
Away from
Reactor
Facilities

Total

Boiling Water Reactor 73,538 2,957 76,495

Pressurized Water Reactor 56,778 491 57,269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1,464 744 2,208

Total 131,780 4,192 135,972

Metric Tonnes of Uranium(MTU)

Boiling Water Reactor 13,203.3 554.0 13,784.2

Pressurized Water Reactor 24,412.7 192.6 24,605.4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15.4 8.8 24.2

Total 37,658.3 755.4 3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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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정책은 1976∼1977년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지층처분으로 관리하기

로 1982년 제정한 핵폐기물 정책법(NWPA : Nuclear Waste Policy Act) 등

에 의해 설정된 합법적 마감 시한인 1998년 1월 31일까지 지층 처분장소 선정의 

실패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앙 

집중식 중간저장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실패함에 따

라 원자로 운 자들은 원자로 부지에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 다. 

  

  표 2. NRC Dry Spent Fuel Storage Licensees

Facility 명 면허자 인가일 저장모델

Surry 1, 2 Virginia Electric & Power Company 86.07.02

CASTOR V/21,
CASTOR X/33,

TN-32, MC-10,

NAC-I28 S/T

H. B. Roibinson 2 Carolina Power & Light Company 86.08.13 NUHOMS-7P

Oconee 1, 2, 3 Duke Energy Corporation 90.08.13 NUHOMS-24P

Fort St. Vrain DOE 91.11.04 MVDS

Calvert Cliffs 1, 2 Calvert Cliffs Nuclear Power Plant, Inc. 92.11.25 NUHOMS-24P

Palisades Nuclear Management Company, LLC 일반면허 VSC-24

Prairie Island 1, 2 Nuclear Management Company, LLC 93.10.19 TN-40

Point Beach 1, 2 Nuclear Management Company, LLC 일반면허 VSC-24

Arkansas Nuclear 
1, 2 Entergy Operations, Inc. 일반면허 VSC-24

Davis-Besse First Energy Nuclear Operating Company 일반면허 NUHOMS-24P

North Anna 1, 2 Virginia Electric & Power Co. 98.06.30 TN-32

TMI-2 Fuel
Debris DOE-INEEL 99.03.19

Customized

NUHOMS-12T

Trojan Portland General Electric Corporation
02.10월 
예정

Transtor with
HI-Storm 100

Susquehanna 1, 2 Pennsylvania Power and Light 일반면허 NUHOMS-52B

Peach Bottom 2, 3 Exelon Generation Company 일반면허 TN-68

Hatch 1, 2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 일반면허
HI-STAR 100
HI-STORM 100

Dresden 1, 2, 3 Exelon Generation Company 일반면허
HI-STAR 100
HI-STORM 100

Rancho Seco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00.06.30
Modified

NUHOMS-2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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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Dry Spent Fuel Storage Designs

Vendor
Storage 

Design Model

Certificate of

Compliance Issue Date
Docket

General Nuclear Systems, 

Incorporated
CASTOR V/21 1990/08/17 72.1000

Westinghouse Electric MC-10 1990/08/17 72.1001

NAC Internatinal, Inc. NAC S/T 1990/08/17 72.1002

NAC Internatinal, Inc. NAC-I28 S/T 1990/08/17 72.1003

Transnuclear West, Inc.

Standardized

NUHOMS-24P

NUHOMS-52B

NUHOMS-61BT

1995/01/08 72.1004

Transnuclear, Incorporated TN-24 1993/11/04 72.1005

BNFL Fuel Solusions Corp. VSC-24 1993/05/03 72.1007

Holtec International HI-STAR 100 1999/10/04 72.1008

NAC Internatinal, Inc. NAC STC 1995/09/ 72.1013

Holtec International HI-STORM 100 2000/05/31 72.1014

NAC Internatinal, Inc. NAC-UMS 2000/11/20 72.1015

FWEA MVDS 1995/12/ 72.1017

GNS CASTOR X/33 1994/ 72.1018

NAC Internatinal, Inc. NAC-128 S/T 1994/ 72.1020

Transnuclear Inc.
TN-32, TN-32A

TN-32B
2000/04/19 72.1021

NAC Internatinal, Inc. NAC-MPC 2000/04/10 72.1025

BNFL Fuel Solusions Corp. FuelSolutions 2001/02/15 72.1026

Transnuclear Inc. TN-68 2000/05/30 72.1027

VECTRA NUHOMS-7 19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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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y Storage Facility at Commercial U.S Nuclear Reactor Sites.

  미국은 2001년 6월 기준으로 그림 1 및 표 2에서와 같이 17개 부지의 29개 원

자로들이 건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4개 부지들은 건식 저장을 위해 

Vendor와 제휴하고 있으며[6], NRC(Nuclear Regulatory Commision)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14개의 건식 저장모델을 승인하고있다[7].  

가. Vault

Public Service Company of Colorado는 가동 중단된 Fort St. Vrain의 

고온 가스 냉각로(HTGR :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의 사용

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GEC-Alsthom에서 설계한 MVDS를 토대로 Fost 

Wheeler Energy에 의해 설계된 MVDS(Modular Vault Dry Storage) 방식

(그림 2, 3)에 1,482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37개의 반사체제어봉(reflector 

control elements) 및 6개의 중성자선원(neutron source elements)에 이르기

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NRC로부터 1991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며, 이 MVDS

에는 HTG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464개(15.4 MTU)가 저장되어있다.

  Fort St. Vrain HTGR 사용후핵연료는 길이 79.3 ㎝, 최대 단면길이 36.0 ㎝

를 가진 육각 배열의 흑연 요소이다. 이러한 핵연료 형상의 독특성 때문에 Fort 

St. Vrain 건식 저장시설은 MVDS를 저장방식으로 설정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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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ort St. Vrain ISFSI.

그림 3. Charge Hall in M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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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lo

미국에서 사용중인 silo 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 system)라 불리는 수평 모듈형 콘크리트 silo 방식으로, 표 2에서와 같

이 Davis Besse 건식 저장시설 등 6개 저장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

  Carolina Power & Light Company(CP&L)는 H.B. Robinson 2호기 부지

에 인허가된 건식 저장방식인 NUHOMS 방식에 대한 건식 저장 실증을 수행하

기로 에너지성(DOE)과 협약을 체결하 다. 1986년 8월 NRC로부터 인허가 받은 

H.B. Robinson 건식 저장시설은 NUHOMS-7P 방식으로 NUHOMS-7P 모듈 8

개로 구성되어있으며, NUHOMS-7P 모듈 한 개에는 dry shielded canister(이

하 DSC) 한 개를 적재할 수 있고, 한 개의 DSC에는 고유의 PWR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 7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총 56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Duke Energy Corporation은 1990년 8월에 Oconee 부지에 NUHOMS-24P 

방식으로 건식 저장시설 인허가를 받았다. NUHOMS-24P에 사용되는 DSC 한 

개에는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고, Oconee 건식 저장

시설은 88개의 NUHOMS-24P 모듈에 이르기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 총 2112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816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되어있다(그림 4). 

  Calvert Cliffs Nuclear Power Plant Inc는 1992년 11월에 Calvert Cliffs 부

지에 NUHOMS-24P 방식으로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 이 건식 

저장시설은 120개의 NUHOMS-24P 모듈에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880개

(1,112 MTU)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14개의 NUHOMS-24P 

모듈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336개가 저장되어있다(그림 5).

  First Energy Nuclear Operating Company는 Davis Besse 부지에 일반면

허 하에서 1995년 1월 NRC에서 처음으로 인증한 표준화된 NUHOMS-24P 방

식으로 건식 저장시설을 운 하고 있다. Davis Besse 건식 저장시설은 표준화된 

NUHOMS-24P 모듈 32개에 총 768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표준화된 NUHOMS-24P 모듈 3개에 72개

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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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conee ISFSI.

그림 5. Calvert Cliffs IS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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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nsylvania Power & Light Company가 운 하고 있는 Susquehanna 건

식 저장시설은 표준화된 NUHOMS-52B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건식 저장시

설은 표준화된 NUHOMS-52B 모듈 75개에서 80개까지로 구성되며, 4,216개의 

B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밖에 Rancho Seco 건식 저장시설은 2000년 6월에 NUHOMS-24P 방식을 

개조한 NUHOMS-MP187 방식으로 수송 및 저장 겸용으로 인허가를 받아 운

하고 있다. 

다. Cask

Cask 방식은 수송, 저장 및 처분에 있어 다른 저장방식들보다 수월하게 대처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운 자들은 cask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의 

유연성 때문에 주로 건식 저장 cask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1) 콘크리트 Cask

Nuclear Management Company, LLC3)에서 콘크리트 cask를 사용하여 

운 중인 건식 저장시설은 Palisades 건식 저장시설과 Point Beach 건식 저장

시설로 모두 VSC-24 콘크리트 cask를 적용하여 일반면허 하에서 운 되고 있

다. Palisades 건식 저장시설에는 1993년 5월 처음으로 VSC-24 콘크리트 cask

가 적재된 이후 1997년 말 기준으로 11개의 VSC-24 콘크리트 cask에 26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되어 있으며, 두 개의 콘크리트 패드로 구성된 

Point Beach 건식 저장시설은 총 48개의 VSC-24 콘크리트 cask를 적재할 수 

있다.

  Energy Operations Inc에서 운 하고 있는 Arkansas Nuclear One 건식 저

장시설은 일반면허 하에서 그림 6과 같이 VSC-24 콘크리트 cask를 사용하여 사

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Arkansas Nuclear One 저장시설은 26개의 저장

용기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97년 말 4개의 VSC-24 콘크리트 

cask가 적재되어 있다.

  Portland General Electric Corporation에서 운 중인 Trojan 건식 저장시

설은 VSC-24 콘크리트 cask를 개조하여 TransSor 콘크리트 over-pack에 저장

3)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본래의 유한책임회사에서 약간 변형된 유한책

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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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kansas ISFSI.

하는 방식으로 1999년 3월 NRC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계약회사인 

BNFL Solutions(당시 Sierra Nuclear Corporation)과 2001년 3월 7일 계약

을 취소하고 Holtec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의 

MPC를 개조하여 현재 빈 상태로 콘크리트 패드 위에 서 있는 Transtor over- 

pack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9], NRC로부터 인허가 과

정을 다시 밟고 있으며, 2002년 10월 말에 승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0].

  Trojan 건식 저장시설은 강화 콘크리트 패드 위에 35개의 저장 캐니스터와 한 

개의 콘크리트 cask로 구성되며, 33개의 저장 캐니스터는 본래의 PWR 사용후핵

연료 780개의 저장에 사용되고, 두 개의 저장 캐니스터는 중준위 폐기물의 저장

에 사용될 예정이다. 2002년 7월 Holtec 직원이 부지로 이동하여 그림 7과 같이 

현장에서 직장 내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OJT)을 실시하 으며, 

2002년 9월 기준으로 개조된 HI-STORM 100 MPC 20개가 Trojan으로 운반되

었으며, 2002년 11월 사용후핵연료를 처음으로 저장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11].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는 8개의 전력회사4)는 Private Fuel Storage, LLC라  

4) Xcel Energy, Genoa Fuel Tech, American Electric Power, Southern Cali- 

fornia Edison, Southern Nuclear Company, First Energy, Entergy, Florida 

Power an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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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JT in Trojan.

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Utah주 Tooele County에 위치한 인디언 종족 보

존 지역인 Skull 계곡에 건식 저장시설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1997년 6월 20일 

NRC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4년 동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12],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 및 TranStor 콘크리트 저장방식을 사용

하여 2003년 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시작할 예정이다[13].

  2) 금속 Cask

Virginia Electric & Power Company는 1986년 7월 Surry 건식 저장시

설에 여러 가지의 금속 cask에 1,76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도

록 인허가를 받았다. Surry 건식 저장시설은 3개의 콘크리트 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드 위에 28개의 cask씩 총 84개의 cask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1997년 12월 기준으로 총 34개의 금속 cask(GNS의 CASTOR V/21 

25개, CASTOR X/33 1개, Trans-nuclear의 TN-32 5개, Westinghouse의 

MC-10 1개 및 NAC의 NAC-I28 S/T 2개)가 적재되어 있다.

  Nuclear Management Company, LLC에서 운 하는 Prairie Island 건식 

저장시설은 1993년 10월 NRC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TN-40 금속 cask를 적용한 

저장시설로서 두 줄로 설계된 콘크리트 패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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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위에는 12개의 cask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총 48개의 cask에 1,920개

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다(그림 8). 

  Virginia Electric & Power Co의 North Anna 건식 저장시설은 3개의 콘크

리트 패드 위에 1,82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는 84개의 TN-32 

금속 cask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1998년 6월 NRC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다. 이 밖에 Exelon Generation Company에서 일반면허 하에서 

TN-68 금속 cask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Peach Bottom 건식 저장시

설을 운 하고 있다(그림 9).

  3) 혼합 Cask(콘크리트 및 금속 Cask)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의 Hatch 건식 저장시설과 

Exelon Generation Company의 Dresden 건식 저장시설은 모두 일반면허 하

에서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 및 HI-STAR 100 금속 cask를 혼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Hatch 건식 저장시설(그림 10)은 2001년 6월 26일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에 BWR 사용후핵연료를 처음 저장한 후 2001년 7월 기준으로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 4개와 HI-STAR 100 금속 cask 3개가 저장되어 있다[14]. 

  Dresden 건식 저장시설(그림 11)은 2001년 7월 3일 손상된 BWR 사용후핵연

료를 HI-STORM 100 콘크리트 cask에 처음 저장한 후 2002년 1월 기준으로 

BWR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하기 위한 MPC-68s 5개 및 손상된 BWR 사용후핵연

료를 장전하기 위한 MPC-68Fs 7개가 HI-STORM 콘크리트 cask 14개와 

HI-STAR 100 금속 cask 4개에 저장되어 있다[15].

2. 일본의 건식 저장현황

일본의 현행 정책은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일

본에서는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본 통산성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TI)은 1999년 9월 기준

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은 14,620 MTU이며, 이들 중 약 3

분의 1인 5,630 MTU이 국 및 프랑스에 있는 재처리 회사로 운반되었으며, 

940 MTU이 Tokai에 있는 소규모의 일본 재처리 공장으로 운반되었고, 20 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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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rairie Island ISFSI.

그림 9. Peach Bottom IS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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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atch ISFSI.

그림 11. Dresden IS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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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The Spent Fuel Stored in NPPs in Japan
(Unit : MTU)

Company NPS
Loading 

in Core

Fuel per 

Batch

Spent Fuel 

in Store

Storage 

Capacity

Hokkaido Tomari 100 30 250 420

Tohoku Onarawa 160 40 200 370

Tokyo

Fukushima 1 580 150 1,140 2,100

Fukushima 2 520 140 1,280 1,360

Kashiwazaki-
Kariwa 960 250 1,470 1,890

Chubu Hamaoka 420 110 730 860

Hokuriku Shima 60 20 50 100

Kansai

Mihama 160 50 280 300

Takahama 290 100 850 1,100

Ohi 360 120 740 1,370*1

Chugoku Shimane 170 40 340 440

Shikoku Ikata 170 60 330 980*2

Kyushu
Genkai 270 100 420 1,060

Sendai 140 50 580 900*3

JAPCo
Tsuruga 140 40 440 970

Tokai 2 130 30 220 260

Total 4,630 1,130 9,290 14,380

*1 : Re-racking 3, 4호기 *2 : Re-racking 3호기 *3 : Re-racking 1, 2호기

이 건설중인 Rokkasho 재처리시설로 운반되었다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일본이 

1966년 원자로를 가동한 이래 2002년 1월 기준으로 가동중인 53개의 원자로로부

터 매년 약 900 MTU씩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어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따라 재처리가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50%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부지에 

저장되어 2001년 3월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는 표 4에서와 같이 9,290 MTU이 

저장되어 있다[16].   

  일본 통산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년간 약 900 MTU의 사용후

핵연료가 방출되지만, 2010년에는 1,400 MTU으로, 2030년에는 1,900 MTU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1997년에서 2010년에 발생할 사용후핵

연료는 15,200 MTU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의 저장 및 재

처리용량은 Rokkasho 재처리시설이 예정대로 건설되어 전체용량이 가동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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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도 약 13,000 MTU이므로, 2,000 MTU에 이르는 저장용량이 추가로 필요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0년에 운 할 수 있도록 15,000 

MTU 용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저장시설을 위한 적

절한 부지를 찾고 있다.

  일본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Tokyo Electric Power에서 운

하고 있는 Fukushima Daiichi 건식 저장시설과 Japan Atomic Power 

Company에서 운 중인 Tokai Daini 건식 저장시설이 있으며, 이 두 저장시설

은 모두 건식 금속 cask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 후 이 금속 cask를 cask 보관 

빌딩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의 Fukushima Daiichi 건식 저장시설은 1992부터 1994년까지 인허가

를 받고, 1994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5년 운 하기 시작하 다. 이 저장시설은 

20개의 금속 cask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말 기준으

로 총 408개(73 MTU)의 B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된 9개의 금속 cask

가 cask 보관 빌딩에 저장되어 있다. 9개의 금속 cask 중 5개는 대형 금속 cask

로  52개씩의 B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되어 있고, 4개는 중형 금속 

cask로 37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저장되어 있다. 

  Tokai Daini 건식 저장시설은 그림 13과 같은 cask 보관 건물에 24개의 금속 

cask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3. 독일의 건식 저장현황

본래,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재처리 또는 장기 저장이었다. 따라

서, 독일의 원자력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 지만, 

독일 내의 재처리 방침이 취소된 후 국의 BNFL 및 프랑스의 COGEMA와 독

일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 었다. 

  1994년 독일은 이들 방침을 직접 처분 또는 재처리를 허용하기로 원자력법을 

변경하 으며, 원자로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상당량을 직접 처분하기 위한 

추가의 중간저장시설이 요구되었다. 이에, Ahaus 및 Gorleben에 금속 cask를 

적용한 중앙 집중식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확장하 으며, 추가로 Graifswald 

저장시설을 건설하 다. 그러나, 이들 저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한번 

수송할 때마다 수만 명의 소요 진압 경찰과 수천만 불의 경비가 요구되는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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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ukushima TN-24 cask.

그림 13. Tokai Storag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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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쟁이 되어 수송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1998년의 수송용

기 오염으로 인하여 3년간 수송이 중지되어 몇몇 원자로들은 그들의 저장 풀이 

용량을 초과하게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독일 정부는 인가된 날로부터 32년까지로 제한한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수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가동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하 으며, 에너지 정책의 변

경에 관련해서 새로운 폐기물 관리 개념이 개발되었고, 2000년 6월 14일 “연방정

부와 원자로 운 자간 협약(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Utility Companies)"이 개시되어 2001년 6월 11일 최종 협약을 체결되

었다. 

  2001년 12월 14일 독일 의회(하원)에 의해 개정된 독일의 원자력법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상업용 이용 관련 폐지법(Act for the Regulated Termination 

of the Commercial Use of Nuclear Power)"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직접 최종 처분(direct final disposal)으로 엄격히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의 La Hague 및 국의 Sellafield에 있는 재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은 2005년 7월 1일 이후로는 금지되며, 이것은 2030년까지 방사성 폐

기물의 지층 처분이 시작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은 수행되어야 한다[17]. 

  현재까지, 독일에서는 두 개의 중앙 집중식(central) 중간 저장시설과 두 개의 

분산식(decentralized) 중간 저장시설이 운  중에 있으며, 모두 금속 cask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앙 집중식 중간저장시설로는 Ahaus 및 Gorleben 저장시설이 있다. Ahaus 

저장시설은 1980년대 후반기에 건설되었다. 이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 

또는 다른 처리를 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 저장용량 1,500 

MTU으로 인허가를 받아 1992년 6월 첫 가동을 시작하 다. Ahaus 저장시설은 

1992년 6월 첫 가동 이후 1995년 말까지 해체된 300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 Reactor : HTGR)로부터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CASTOR THTR/AVR cask 305개에 장전되어 그림 14와 같이 저장되어 있으

며, 이것은 L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50개의 용적을 차지한다. 

  1995년에 이 저장시설의 운 자인 BZA GmbH and GNS-Gesellschaft Fur 

Nuklear Service mbh는 독일 연방환경부 산하 방사능보호국(Feder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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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adiation Protection : BFS)에 저장 건물의 확장 없이 기존의 사용후핵

연료 저장용량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뿐만 아니라 독일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용량을 증대한 저장용기의 사용을 

토대로 저장용량을 LWR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420 개에 해당하는 용량인 

3,960 MTU으로 증대한 새로운 인허가 신청을 하여 1997년 11월 7일 새로운 인

허가를 받아, LWR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한 CASTOR V/19 cask 3개와 

CASTOR V/52 cask 3개가 1998년 3월에 Ahaua 저장시설로 운반되어 저장되

어 있다[18].

  그림 15의 Gorleben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콘디셔닝

(conditioning)을 위해 80년대 초 이후 Lower Saxony에 위치한 Gorleben에 

건설되었으며, Gesellschaft Fur Nuklear Service mbh(GNS)의 자회사인 

Brennelementlager Gorleben Gmbh(BLG)에 의해 운 되고 있는 저장시설이

다. Gorleben 저장시설은 처음에 저장용량 1,500 MTU으로 인허가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재처리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유리화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용량을 3,800 MTU으로 증대하여 1995년 6월 2일 방사

능보호국으로부터 새로운 인허가를 받은 유일한 저장시설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유리화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이외에 독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저장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이 시설에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프랑스에 있는 재처리시설인 La Hauge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발생한 유리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적재

한 캐니스터 28개가 3개의 cask에 장전되어 저장되었다[19]. 그러나, 반핵론자들

의 저항에 의해 연방 정부는 1998년 5월 수송을 중단하기로 하 다.

  두 개의 분산식 중간 저장시설은 Greifswald 및 Julich 저장시설이다. Baltic 

해 연안에 위치한 Greifswald 중간 저장시설은 Greifswald 및 Reinsberg에 위

치한 러시아에 의해 설계된 VVER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Greifswald의 Rubenow에 위치한 중간 저

장시설과 Oberigheim 인근에 위치한 습식 저장시설로 구성되며, Rubenow에 

위치한 중간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585 MTU이다.

  다른 하나의 분산식 중간 저장시설은 해체된 AVR 연구로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Julich 저장시설이다. 이 저장시설에는 CASTOR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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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STOR casks in Ahaus.

그림 15. Gorleben IS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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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개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96개의 CASTOR cask가 저장되

어 있다. 

  현재 독일은 19개의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 LWR)를 운 중이며5), 

이들로부터 연간 500 MTU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고 있으며, 재처리시설로 운

반된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하고 약 12,000 MTU의 사용후핵연료가 양산되었다. 

이는 중앙 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인 7,760 MTU을 초과하는 용량이다. 

따라서, 추가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게되었으며, 1998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5개의 연방 주에 있는 13개의 발전소 부지에 18개의 중간 저장시설을 신청하

으며, 그 중 Stade 발전소 부지에 신청한 중간 저장시설은 2001년 8월 철회하고, 

12개 발전소 부지에 17개의 중간 저장시설이 2개 방식으로6) 방사능보호국에 인

허가를 신청하여 3개의 중간 저장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는 심사 

중에 있다. 이들 중간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표 5 및 6에서와 같다.    

 표 5. Applications for On-site Interim Storage Areas

Nuclear Power Plant

/Federal State

Applicant

/Date of Application

Mass

(MTU)

Thermal

(㎿)
Casks

Neckarwestheim

/Baden-Wurttemberg

Gemeinschaftskernkraft

-werk Neckar Gmbh

/1999. 12. 20

250 0.95 24

Philippsberg

/Baden-Wurttemberg

EnBW Kraftwerke AG

/1999. 12. 20
260 0.96 24

Krummel

/Schleswig-Holstein

Kernkraftwerk 

Krummel Gmbh

/2000. 8. 15

120 0.48 12

Brunsbuttel

/Schleswig-Holstein

Kernkraftwerk 

Brunsbuttel Gmbh

/2000. 8. 15

140 0.67 18

Bibbis

/Hesse

RWE Power AG

/2000. 11. 30
300 0.7 28

  

5) 13개의 가압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 PWR)와 6개의 비등수로(Boiling 

Water Reactor : BWR)

6) Interim Storage Facility 12개(Storage Buiding 11개, Storage Tunnel 1개), 

Interim Storage Area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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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pplications for On-site Interim Storage Facilities

Nuclear Power Plant

/Federal State

Applicant

/Date of Application

Mass

(MTU)

Thermal

(㎿)
Casks

Biblis

/Hesse

RWE Power AG

/1999. 12. 23
1,600 6.3 135

Brokdorf

/Schleswig-Holstein

E.ON Kernkraft Gimbh

/1999. 11. 30
1,000 3.75 100

Brunsbuttel

/Schleswig-Holstein

Kernkraftwerk 

Brunsbuttel Gmbh

/1999. 11. 30

300 1.2 80

Grafenrheinfeld

/Bavaria

E.ON Kernkraft Gimbh

/2000. 2. 23
800 3.9 88

Grohnde

/Lower Saxony

E.ON Kernkraft Gimbh

/1999. 12. 20
1,000 3.75 100

Gundremmingen

/Bavaria

RWE Energie AG

/2000. 2. 25
2,250 7.4 192

Isar(Ohu)

/Bavaria

E.ON Kernkraft Gimbh

/2000. 2. 23
1,500 6.4 152

Krummel

/Schleswig-Holstein

Kernkraftwerk 

Krummel Gmbh

/1999. 11. 30

800 3.2 80

Emsland(Lingen)

/Lower Saxony

Kernkraftwerk 

Lippe-ems Gmbh

/1998. 12. 22

1,250 5 130

Neckarwestheim

/Baden-Wurttemberg

Gemeinschaftskernkraft

-werk Neckar Gmbh

/1999. 12. 20

1,600 3.5 151

Philippsberg

/Baden-Wurttemberg

EnBW Kraftwerke AG

/1999. 12. 20
1,600 6.4 152

Unterweswer

/Lower Saxony

E.ON Kernkraft Gimbh

/1999. 12. 20
800 3.0 80

 

4. 캐나다의 건식 저장현황

캐나다에는 가압 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인 CANDU 

원자로 22개가 있으며, Ontario Hydro7)가 소유하고 있는 20개의 원자로는 

Ontario 지방에, Hydro Quebec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원자로는 Quebec 지방

7) Ontario Hydro는 1999년 4월 1일 Ontario Power Generation Inc.로 양도된 

Nuclear Power Production과 함께 몇 개의 회사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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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urrent Used Fuel Inventories and Projections

Used Fuel

Utility

Current Projected

Bundles MTU Bundles MTU

Ontario Hydro 1,133,000 22,000 3,306,000 64,000

Hydro Quebec 67,000 1,285 138,000 2,650

New Brunswick Power 85,000 1,650 150,000 2,900

에 그리고, New Brunswick Power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원자로가 New 

Brunswick 지방에 있다. 

  Ontario 지방에 있는 20개의 원자로 중 1999년 2월 기준으로 12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7개의 원자로는 장기 운전정지 상태이며, 하나의 원자로는 해체를 

위해 가동 중지되었다. 따라서, 14개의 CANDU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1999년 기준으로 약 25,000 MTU이며, 이

들로부터 예상되는 총 발생량은 약 70,000 MTU으로 표 7과 같으며[20], 2002년 

기준으로 8개의 중간 저장시설이 운 되고 있으며, Ontario Power Generation

에서 Pickering PhaseⅡ 저장시설을 추가로 추진하여 2007년 가동에 들어갈 예

정이며[21], Darlington 중간 저장시설도 추진하고 있다.

 

가. Vault

Hydro Quebec의 Gentilly 2 중간 저장시설은 Gentilly 2 CANDU 원자로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캐나다 원자력 관리 위원회(Atomic 

Energy Control Board : AECB)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1995년 9월에 운 을 

시작하 다. Gentilly 2 저장시설은 AECL에서 개발한 MACSTOR를 사용하고 

있으며, Pt. Lepreau 원자로 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silo 22개의 저

장용량과 동일한 저장용량인 CANDU 사용후핵연료 228 MTU(12,000 bundles)

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듈을 16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용량을 설계하 으며, 

1999년 2월 기준으로 3개의 모듈에 570 MTU(30,000 bundles)이 저장되었으며, 

현재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모듈 5개가 건설되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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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ACSTOR in Gentilly-2.

나. Silo

캐나다에서는 5개의 중간 저장시설에서 그림 17과 같은 silo 방식인 콘크리트 

canister를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Whiteshell Laboratories, Gentilly Ⅰ, Douglas Point 및 Chalk River 저장

시설은 연구로 및 원형 CANDU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AECL에서 설계한 콘크리트 canister를 사용하고 있으며, Point Lepreau 

저장시설은 Point Lepreau 680 MW(e) CANDU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콘크리트 canister를 사용하고 있다.

  1977년 가동을 시작한 Whiteshell Laboratories 저장시설은 24.6 MTU의 저

장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저장용량이 다 차있는 형편이다.

  Gentilly Ⅰ 저장시설은 터빈 건물 내에 놓인 11개의 콘크리트 canister로 구

성되어 있다. 하나의 콘크리트 canister에는 Gentry 1 type CANDU 사용후핵

연료 38 bundle이 장전되며, 이 저장시설의 총 저장용량은 67 MTU(3,213 

bundles)로서, 저장용량이 다 차있다.

  Douglas Point 저장시설은 직경이 좀 작은 CANDU 사용후핵연료 486 

bundle을 장전할 수 있는 콘크리트 canister가 4열로 총 47개의 콘크리트 

canister가 위치해 있으며, 46개의 콘크리트 canister에 294 MTU의 CANDU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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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oncrete Canister.

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하나의 콘크리트 canister가 여유 분으로 남아있

다.

  Chalk River의 NPD(Nuclear Power Demonstrator)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Douglas Point 저장시설과 같은 콘크리트 canister 12가 위치해 11개의 콘크리

트 canister에 75 MTU의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하나의 콘크

리트 canister가 여유 분으로 있다.

  Point Lepreau 저장시설은 300개의 콘크리트 canister에 3,078 MTU의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1996년에 100개의 콘크리

트 canister가 제작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63개의 콘크리트 

canister에 649 MTU의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나. Cask

Ontario Power Generation이 소유하고 있는 PWMF(Pickering Waste 

Management Facility)에서는 1995년부터 그림 18과 같은 DSC(Dry Storage 

Container)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인 Pickering PhaseⅠ을 

운 하고 있다. Ontario Power Generation에서 개발한 DSC는 50 ㎝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외부는 약 1.3 ㎝의 강철로 라이닝(lining)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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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SC.

그림 19. DSC in Pickering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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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CANDU 사용후핵연료 bundle 384개를 저장할 수 있다. Pickering 

PhaseⅠ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DSC 700개(5,390 MTU)로 76개(585 MTU)의 

DSC가 저장되어 있으며, Bruc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DSC 

2,0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Western Used Fuel Dry Storage Facility를 건설하

여 2002년 10월 가동을 개시하 다.

  이외에, Ontario Power Generation은 DSC 8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Pickering PhaseⅡ 저장시설을 2 단계로 추진하여 1 단계는 2007년 가동에 들

어갈 예정이며, 2 단계는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Darlington 중간 저

장시설도 추진하고 있다.

5. 유럽 연합의 건식 저장현황

유럽 연합 내에서는 후행 핵연료 주기에 대한 정책이 다르며, 정치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유럽 연합 내의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가 연기되었고, 지층 처분을 하기로 한 다른 나라에서는 처분 시설의 예상 운  

시기가 연기되면서 대부분의 원자력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능력을 증가

시키고 있다. 이들 저장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습식 저장과 별도로 건식 

저장 기술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 연합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식 저장기술

은 vault 방식과 금속 저장 cask 방식 두 가지이다[22].

가. Vault

현재, 유럽 연합에서 vault 방식을 운 하고 있는 나라로는 국과 프랑스가 

있으며, 네델란드는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ASCAD 2 저장시

설을 준비중에 있다.

  국의 Wylfa 발전소 부지의 MVDS는 MAGNOX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vault 저장시설로서, MAGNOX 사용후핵연료 86 MTU 저장용량을 갖고있

는 이산화탄소로 냉각되는 Short duration Dry Store 3개(DSC 1∼3)와, 350 

MTU 저장용량을 갖고있는 공기로 냉각되는 Buffer Dry Store 2개(DSC 4∼5)

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680 MTU이 저장되어 있다.

  프랑스의 Cadarache에 위치한 CASCAD(CASemate CADrache)는 특수한 

형상으로 인하여 재처리를 할 수 없는 핵연료인 연구용 원자로 및 핵 잠수함에서



- 32 -

그림 20. CASCAD in France.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1990년 이후 가동된 저장시설로서, 그림 20

과 같이 저장용량인 180 MTU이 다 차 있는 형편이며, 현재, CEA에서는 

Marcoule의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인 CASCAD 2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23].

 네델란드는 Petten에 위치한 High Flux Reactor(이하 HFR)로부터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CASCAD와 유사한 개념의 vault 저장시설인 

HABOG 저장시설은 1999년 말 건설을 시작하여 그림 21과 같이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인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이 저장시설에는 1,400개의 HFR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캐니스터는 용접을 하

여 저장하게 된다[24]. 

나. Cask

7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벨기에는 1990년에 Doel 부지에 사용후핵연

료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유

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은 방식인 콘크리트 저장 건물에 수송․저장 

겸용의 금속 cask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그림 22).

  건설은 1994년 5월에 시작되어 1995년 9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1998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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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설중인 HABOG.

그림 22. TN casks in D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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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후 금속 cask 165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고, 2000년 말 

기준으로 24개에서 37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 

TN 계열의 cask 30개(사용후핵연료 720개 이상)가 저장되어 있다[25].

  1960년대 초에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탈리아는 1978년 가동 중지된 

Garigliano 원자로를 1985년 이후에 해체하기 시작하 으며, 체르노빌 원자력발

전소 사고 이후, 1987년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원자력을 포기하기로 선언한 후 

나머지 원자로들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 으며, 그동안 발생된 대부분의 사

용후핵연료는 국의 BNFL에서 재처리되었다.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수송․저장 겸용의 금속 cask에 사용후핵연

료를 장전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으며[26], Trino 부지와 

Caorso 부지에 수송․저장 겸용의 CASTOR 금속 cask를 적용한 저장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27],  이탈리아 전력성(ENEL)에서 관장하던 동력로와 관련된 

모든 책임 및 자산이 새로 설립된 회사인 SOGIN으로 1999년에 양도되어 수행

되고 있다[28]. 

  스위스 연방 의회는 1996년 8월 21일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 을 위해 

Zwischenlager Wurenglingen AG(이하 ZWILAG)에 대한 인허가를 발행하

다[29]. 이 후 그림 23의 ZWILAG 저장시설은 2001년 6월 22일 스위스 연방환

경,  교통, 에너지 및 통신부 산하의 연방 핵안전 검사단(Swiss Nuclear Safety 

Inspectorate : HSK)으로부터 고준위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Leibstadt 원자로에서 방출된 BWR 사용후핵연료 97개를 

적재 한 수송․저장 겸용의 금속 cask인 TN-97L cask가 2001년 7월에 처음으

로 저장되었으며, 향후에는 사용후핵연료뿐 아니라 유리화된 고준위 폐기물 또한 

저장될 것이다[30]. 이외에 스페인에서 수송․저장 겸용의 금속 cask를 적용한 

중간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6. 동유럽의 건식 저장현황

루마니아의 CANDU 원자로와 슬로베니아의 Westinghouse에서 설계한 원자

로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에 있는 모든 원자로는 구 소련에서 설계한 원자로이

며, 이들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본래 3년 동안 저장풀에서 냉각된 후 재

처리를 위해 소련으로 보내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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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ZWILAG ISFSI.

재처리 비용을 세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재처리된 폐

기물을 의뢰인에게 되돌려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우크라이나, 불

가리아, 헝가리와 같은 몇 나라만이 아직 러시아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고 있으

며,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 다.

가. Vault

헝가리는 Paks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하여, Paks 부지에 vault 

방식의 저장시설을 적용하 다. 그림 24의 Paks 저장시설은 VVER-440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GEC Alsthom에서 설계한 MVDS로 저장용량은 11

개의 vault module에 VVER 사용후핵연료 162 MTU(4,590개)를 저장할 수 있

으며, 1997년 말 가동을 시작하여 3개의 vault module에 54 MTU(900개)의 사

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나. Silo

우크라이나는 RBMK-1000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

여 Chornobyl 부지에 중간 저장시설로서 미국의 Pacific Nuclear에서 설계한 

NUHOMS 방식을 선정하여, 현재 건설중이며, 2004년 초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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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aks ISFSI.

그림 25. VSC cask in Zaporoz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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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HOMS module은 116개의 모듈이 적재되는 열 두 개로 구성되며, 하나의 

모듈에는 하나의 container가 저장되며, 하나의 콘테이너에는 RBMK 사용후핵

연료를 두 개로 분할하여 196개의 사용후핵연료 bundle이 장전된다. 이 저장시

설의 건설이 완료되면 현재 저장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2012

년까지 수송되어 저장될 것이다[31].

다. Cask

  1) 콘크리트 Cask

우크라이나의 Energodar에 위치한 Zaporozhye 발전소의 6개 원자로에서 

매년 방출되는 VVER-1000 사용후핵연료 300개를 저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Sierra Nuclear에서 설계한 VSC-24 콘크리트 cask를 토대로 한 콘크리트 cask 

방식을 저장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Duke Engineering & Services와 계약을 체

결하 다. 이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24개를 적재할 수 있는 VSC 콘크리트 

cask 380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001년 9월 Zaporozhye 2호기의 

저장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세 개의 콘크리트 cask에 저장하여 Zaporozhye 

중간 저장시설에서 1년 이상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며, 인허가를 획득

하기 위하여 8년 기간의 장기 저장에서의 핵연료 거동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Duke Engineering & Services사에 의해 14개의 VSC 콘크리트 cask가 

제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하여 Zaporozhye의 모든 원자

로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Zaporozhye 중간 저장시설로 옮길 계획이다[32].

  

  2) 금속 Cask

체코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 폐기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약 50년 

동안 장기저장을 수행한 후 직접 처분한다는 개념이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

는 방식의 건식 저장시설이 Dukovany 부지에 건설되었다. Dukovany 저장시설

에 사용된 금속 cask는 독일의 GNS에 의해 개발된 CASTOR VVER 440 cask

로 VVER 사용후핵연료 84개를 적재할 수 있으며, 이 저장시설은 CASTOR 

VVER 440 cask 6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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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5년 10월에 건설이 완료되어 1995년 11월에 처음

으로 CASTOR VVER 440 cask가 저장된 Dukovany 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이 

60개(600 MTU)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원자로 가동 기간 동안 예상되

는 발생량인 2,200 MTU의 저장용량을 갖춘 새로운 저장시설을 2005년까지 건설

할 계획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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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식 저장 고려사항

  현재의 원자로 형태는 원자로에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어도 단기간의 습식 저장을 요구한다. 만일 보다 장기간 동

안의 중간 저장이 핵연료 주기의 중요한 요소로서 추구되기 위한 것이라면, 핵심 

현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저장 풀에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건식 저장시설로 

운반하는 문제가 된다. 만일 건식 저장시설로 운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건식 

저장시설이 될 것이냐가 주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운 되고 있

는 건식 저장시설에서의 사고 경험을 분석하여 건식 저장방식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장동안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건식 저장방식의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Dry storage system에 MAGNOX 연료와 같은 금속핵연

료를 저장하는 것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보다 어렵다. 그것은, 국

의 MAGNOX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와 같이 산화물이 아닌 금속으로 된 핵

연료는 화학작용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물에 비교적 빠르게 

부식되기 때문이다. 실 예로, 1990년 국의 MVDS에서 지붕 결함으로 인하여 

DSC-4로 물이 침투하여 45개 핵연료의 피복관이 부식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문

제를 해결한 후로 습도 및 방사능 모니토링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 다[34]. 따라

서, 비록 몇몇은 수년동안 건식 저장이 되지만, 이러한 안전성 이유로 인하여 통

상적으로 비교적 빨리 재처리가 이루어진다. 

  핵연료의 장기거동과 관련된 중요한 관심사항은 건식 저장환경에서 사용후핵

연료에 의해 발생되는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핵연료 피복관의 감손이다. 만약 너

무 많은 감손이 발생된다면, 피복관이 파괴되어 핵연료 조각이 캐니스터 안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잠재적으로 오염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식 저장에 대한 최고 온도를 각 규제기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380℃로 제한하고 있다[35].

  Vault 방식을 제외한 container를 사용하는 dry storage cask 방식이나 silo 

방식에서는 container의 봉 처리를 용접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식 저장과 관련하여 몇몇의 사고로 인하여 효과적인 규제 감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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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각되었다. 실 예로, 1996년 미국의 Wisconsin 주에 있는 Point Beach 발전

소에서 dry storage cask에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한 후 cask 뚜껑을 용접할 때, 

cask 내부의 수소가 발화되어 3톤의 뚜껑이 약간 경사지고, 약 3 인치 들려 올라

갔다. 그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손상되지 않았고, NRC는 검사 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사능 누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사고로부터 작업

자의 예기치 않은 방사능 노출은 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수소가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보랄수(borated water)와 저장 

canister에 사용한 코팅 재질인 아연과의 사이에 화학적 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 다[36]. 따라서, NRC는 코팅이 붕산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성

이 있을 때 아연 코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NRC는 1990년대 중반에 몇몇 vendor들의 storage cask에서 봉에 결

함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 결함과 다른 vendor들의 품질보증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 차례 조처를 취했다. 용접 결함은 몇몇 cask의 내부 뚜껑의 용접에서 발

견되었다. 만일 내부 뚜껑과 외부 뚜껑 사이에 결함이 발생하 다면, 헬륨은 새

어 나오고, 그 자리에 습기 찬 공기가 들어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핵연료의 

추가적인 부식을 야기했을 것이다. 다른 vendor에서 야기된 품질보증문제는 인

허가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cask 제작의 원인이 될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기간동안 NRC는 문제가 야기된 cask의 사용을 중단시킨 후, 

문제로 제기된 원인들을 해결한 후 이들 storage cask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37].

  이상 위에서 설명한 지금까지 건식 저장시설을 운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건식 저장법규[38∼39]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건식 저장방식이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ⅰ) 저장동안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ⅱ) 핵연료 감손을 야기하는 고온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ⅲ) 이상적으로 저장체(cask or container)의 재질은 수소와 같은 반응이 있는 

기체의 생성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ⅳ) 또한, 불의의 연쇄반응(임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ⅴ) 방사선 작업자가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가 제공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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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저장방식으로부터 주변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쉽게 방지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하고,

ⅵ) 연료 회수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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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해외의 저장방식별 건식 저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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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저장방식별 건식 저장현황

1. Vault 

국  명 시설/위치 핵연료 구분 용량 운 현황 비  고

미  국
Fort St. Vrain HTGR RS 15.4 MTU 포화상태 MVDS

Hanford Defense OS 운 (00)

캐나다 Gentilly 2 CANDU RS 228 MTU 운 (95) MACSTOR

  국 Wylfa MAGNOX RS 958 MTU 포화상태 MVDS

프랑스
Cadarache

RR,
Naval OS 180 MTU 포화상태 CASCAD

Cadarache 2 OS 준비중 CASCAD

네델란드 HABOG HFR OS 1,400Ass'y 건설중 HABOG

헝가리 Paks VVER RS 162 MTU 운 (97) MVDS

2. Silo

국  명 시설/위치 핵연료 구분 용량 운 현황 비  고

미  국

H.B. Robinson 2 PWR RS 26 MTU 운 (86) NUHOMS-7P

Oconee 1,2,3 PWR RS 980 MTU 운 (90)

NUHOMS-24PCalvert Cliff 1,2 PWR RS 1,112 MTU 운 (92)

Davis-Besse PWR RS 360 MTU 운

Susquehanna BWR RS 343 MTU 운 NUHOMS-52B

Rancho Seco PWR RS 202 MTU 운 (00) Modified 
NUHOMS-24P

캐나다

Whiteshell Labo. CANDU RS 24.6 MTU 포화상태 Concrete Canister

Gentilly 1 CANDU RS 67 MTU 포화상태 Concrete Canister

Douglas Point CANDU RS 294 MTU 포화상태 Concrete Canister

Chalk River CANDU RS 75 MTU 포화상태 Concrete Canister

Point Lepreau CANDU RS 3,078 MTU 운 Concrete Canister

우크라이나 Chornobyl RBMK RS 232 모듈 건설중
Modified 
NUH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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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k

국  명 시설/위치 핵연료 구분 용량 운 현황 비  고

미  국

Surry 1,2 PWR RS 808 MTU 운

CASTOR V/21,
CASTOR X/33,
TN-32, MC-10,
NAC-128

Prairie Island 1,2 PWR RS 724 MTU 운 TN-40

North Anna 1,2 PWR RS 84 Casks 운 TN-32

Peach Bottom 2,3 PWR RS 운 TN-68

Hatch 1,2 PWR RS 운 HI-STAR 100
HI-STORM 100Dresden 

#
1,2,3 BWR RS

#
11 Casks 운

Trojan PWR RS 36 Casks 운 Transtor

Palisades PWR RS 233 MTU 운

VSC-24
Point Beach 1,2 PWR RS 447 MTU 운

Arkansas
Nuclear One PWR RS 150 MTU 운

Diablo Canyon PWR OS 140 Casks 인허가중 HI-STORM 100

일  본
Fukushima 2 BWR AR 20 Casks 운 (95) TN계열

in FacilityTokai Daini BWR RS 24 Casks 건설중

독  일

Ahaus HTGR OS 3,960 MTU 운 (92)

CASTOR(DPC)

in Facility,

Gorleben LWR OS 3,800 MTU 운 (95)

Greifswald VVER OS 620 MTU 운 (01)

Juelich HTRR OS 154 Casks 포화상태

캐나다

Pickering Ⅰ CANDU RS 5,390 MTU 운 (95)

DSC
Bruce CANDU RS 14,900 MTU 운 (02)

Pickering Ⅱ CANDU RS 6,160 MTU 준비중

Darlington CANDU RS 준비중

벨기에 Doel PWR RS 165 Casks 운 (95)
TN-24계열,
in Facility

이탈리아 Trino & Caorso PWR RS 233 MTU 건설중 DPC

스위스
ZWILAG BWR OS 운 (01)

TN-97L,
in Facility

Wuerenligen PWR 600 MTU 운 (96) CASTOR-IC

우크라이나 Zaporozhye VVER RS 380 Casks 운 (01) Modified VSC-24

체  코

Dukovany VVER RS 60 Casks 운 (95) CASTOR 440,
in Facility

Dukovany 2 VVER RS 2,200 MTU 준비중
CASTOR 440,
i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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