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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한․핀란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공동 연구 및 양국 간 협력 관계 구축

II. 프로젝트의 목적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핀란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증진과 방사성폐기물처분 

연구 사업에서 향후 양국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III. 연구 개발의 내용

○ 최근 TMI 사건 이후 서방 세계 최초로 신규 원전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핀란

드의 원자력계 현황을 분석하고

○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부지를 선정한 핀란드의 부지 확보 전략을 

파악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 부지 도출 전략 시 활용하며

○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과 관련된 핀란드의 장기적인 연구 사업 방향을 벤치 마

킹하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기획 시에 적극 활용

하며

○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실적으로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연구 사업 분야를 도출하고자 함

IV. 연구 개발의 결과

   본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결과는 크게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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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원자력 산업체에 대한 배경 분석을 통해 신규 원전 사업 진출에 대한 우

리 나라 참여 방안에 대한 교훈 분석과 향후 시장 전망을 조명함

○ 핀란드 처분장 확보 관련 정부 정책과 실제 부지 확보 전략을 분석함으로서 향

후 국내 정책 방향 수립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시 도움을 줌

○ 효율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 한핀란드 양국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항

목 도출

- Onkalo 프로젝트 참여

- 처분 개념 건전성 및 비용 분석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장기적 신규 원전 진출 방안을 널리 알려 국내 업체의 신규 

원전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분석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2002년부터 

한핀란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교환 프로

그램 및 공동 연구 과제 발굴에 착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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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International Joint Study on Promotion of Radwaste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Finland

II. Purpose of the Project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the cooperation on the nuclear 

energy between Korea and Finland and to develop the specific joint R&D 

programs for the high level radwaste disposal.

III.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vers the following area of interest: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innish nuclear industry which would like 

to introduce the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after the TMI accid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

○ It is useful to find out the long term strategy of the Finland for securing the 

world-first spent nuclear fuel disposal site and to use it for domestic site 

securing process.

○ It is effective to bench mark the highly efficient Finnish R&D system for 

radwaste disposal for setting up the next phase national long term R&D 

planning for radwaste disposal starting from the year 2003.

○ It is valuable to draw out the potential R&D areas for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two nations.

IV. Outcomes of the Project

   The major outcomes of the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 To review and prospect the Finnish nuclear industry for future nuclear 

export in the field of reactors and fuel supply.

○ To understand the Finnish national policy for spent nuclear fuel disposal and 

it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helping KAERI develop the domestic 

national policy on direct disposal and site securing.

○ To set the national R&D program on radwaste disposal by bench marking 

the Finnish program, and

○ To identify the future R&D cooperation program such as:



- v -

- Particpitation in the Onkalo project and

- Study for the disposal concept development and associated cost 

analysis.

V. Plan for the Future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sson on the newly planned Finnish 

nuclear power plan business analyzed throughout the study for future export. 

The project team would like to launch the specific R&D cooperation program 

on the Onkalo and disposal concept development to exp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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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핀란

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양국 간 이해 증진과 향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장 부지

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와 지질 조건이 유사한 결정질 암반에 신규로 심지층 처분 연

구 실증 시설인 ONKALO를 계획하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인 

POSIVA 등과 관련 협력 기관, 정부 기관 등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연구 사업 계획을 벤치 마킹하여 2003 

년도에 시작하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과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

고자 하 으며 이와 병행하여 핀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산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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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핀란드 원자력 산업 개요 및 사용후핵연료 구 

관리 정책 

제 1 절. 핀란드 원자력 산업 

   핀란드에서 원자력은 총 발전원의 28 %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고부가 선

박 건조, 제지 산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대량의 전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2 차 대전 후 구 소련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

기 위해 임업, 금속, 화학, 조선 등 중공업을 전국에 산재하여 육성하 는데 이와 

같은 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높은 전력 생산이 요구되었다. 최근 승인이 난 신

규 원전의 경우에도 신규 알루미늄 공장에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핀란드에서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발

전을 했으나 최근에는 천연 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구 유럽의 전력 시장 

개방을 맞아 오슬로 전력 거래 시장으로부터 총 소요 전력량의 20 % 내외를 구매

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림 1은 1999 년 말 핀란드의 전력 원 비율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1. 핀란드 전력원 구성비

   핀란드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77 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수행

되었는데 두 곳 원자력 발전단지의 위치는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Fortum

(구 IVO)은1977 년 구 소련 VVER 400 원전을 도입 로비사(Loviisa)에서 현

재 2 기, 총 976 MW의 원전을 운 하고 있으며 1978년 국가 소유의 산림 

부지인 올킬루오토(Olkiluoto)에서 BNFL(구 아세아 아톰)의 BWR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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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건설한 TVO도 현재 2 기, 총 1,680 MW를 발전하고 있다.

그림 2. 올킬루오토 , 로비사 원자력 

발전 단지 위치

   원자력 발전 단가 구성을 살펴보면 약 50 %가 원전 건설 관련 비용으로 

충당되고 7 %가 우라늄 원광 구입, 7 %가 농축, 7 %가 가공 비용으로 지

출되며 10 %는 폐기물 관리 비용, 나머지는 원전 운  비용으로 충당된다. 

만일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된다면 10-15 Billion FIM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구 관리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신규 원전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20 세기말 사용

후핵연료 구 처분장 부지가 가시화되면서 원자력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발

전 업자인 TVO는 신규 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다.

   신규 원전은 1,000 -1,500 MW 급의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500 MW 용량은 핀란드 전기 수요에 비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고려

되고 있는 신규 원전의 종류는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BWR, PWR, 러

시아형, 웨스팅 하우스형, 스웨덴 방식, GE 방식 등이 있다. 핀란드 사  발

전업자인 TVO는 모기업인 PVO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경

주하 다. 올킬루오토 처분 부지 확보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TVO

는 1990 년대 말부터 이미 세계 각국의 벤더들을 접촉하 으며 신규 원전이 

입지할 올킬루오토 주민들을 대상으로 90 년대 말부터 각 벤더들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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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노형들의 안전성을 홍보하 으며 2000년 1월 최종적으로 6 곳의 벤더 후보를 

결정하 다. 

그림 3.  핀란드에서 고려하는 여섯 가지 신규 원전 모형

 이를 위해 핀란드 원자력 계는 이미 1990 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대표단을 

주요 국가들로 파견하여 입찰 조건 및 향후 협력에 대해 논의하 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 대표단이 1996 년 내한한바 있으나 그 당시 국내 업체들은 

이들의 신규 원전 계획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01 년 말부터 경쟁에 뛰

어들었으나 이미 6 개의 후보 노형이 결정된 뒤 다. 향후에는 금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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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진행해야 하며 원자로 뿐 아니라 핵연료 등의 수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핀란드의 경우 신규 원전을 위한 EIA 제출부터 상용 운전 개시까

지는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7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일정

  

   그러나 실제로 신규 원전 건설이 착수될지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재 북구 유럽에서는 전력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금번 핀란드의 신규 

원전 승인 계획은 장기적인 전력 판매가를 하락시킬 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리를 목적으로 하는 TVO와 모 그룹 PVO는 그들의 주력 산업인 제지 업체에서 사

용할 전력을 이 자유 시장에서 값싸게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구태여 신규 

원전을 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핀란드 신규 원전 비용은 100-150 억 

핀마르크 (1 핀마르크는 약 180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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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 정책

   핀란드는 1977 년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체계적인 사용후핵연료 구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77 년 당시 구 소련과 체결된 협정에 의해 로

비사 원자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구 소련으로 철로로 이송되었

다. 1978 년부터 원전 가동을 시작한 TVO의 경우에는 자국 내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을 위해 1978 년부터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1983 년 핀란드 정부는 TVO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자국 내에 구 처분하기로 정책을 수립하 으

며 이에 의거하여 구 처분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림 5에 도시된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인 KPA에 보관하도록 하 다. 

그림 5. 올킬루오토 원전단지내 KPA 조감도

   그러나 1991 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로비사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의 반환 문제가 제기되어 1992 년부터는 로비사 발전 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시작했다. 1994 년 수정된 폐기물 정책이 발

표되어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자국 내에서 처분하기로 하 다. 

또한 1,995년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외국으로부터의 고준위 폐기물의 수입은 물

론 수출도 금지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그림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1996 년 로비사로부터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최후의 사용후핵연료가 반송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구 처

분 사업 수행을 위해 두 발전회사인 TVO와 Fortum이 60:40 비율로 출자한 비 리 

기관인 POSIVA가 1996 년 출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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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러시아로의 사용후핵연료 반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구 처분하기 위한 노력은 발전 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추진하 다. TVO는 1992 년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 내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굴 처분 방식의 시설을 완공하 다. 

그림 7. 올킬루오토 중저준위

         처분장 조감도

   이 시설은 중준위용 및 저준위용 사일로를 각각 1 기씩 구비하고 있다. 

Fortum 역시 1996 년말 그림 8에 도시된 로비사에 동굴 처분 방식의 처분장

을 준공하 다. 두 곳의 처분장 모두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인력을 활용하

여 상근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 하고 있다. 실제 TVO 발전 단지에서는 매일 

오후 1 차례 폐기물 드럼들이 적치되고 있으며 로비사 발전 단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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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에 1 차례 적치되고 있으며 로비사의 경우 상근 인력은 없다. 

그림 8. 로비사 중저준위 처분장 개념도

   

   핀란드는 사용후발생량을 기본 시나리오를 원전 수명 40 년과 60 년으로 구분하

여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각각 2,600 톤과 4,000 톤으로 

예측되며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경우 60년 운전 주기를 채택할 경우 추가적으로 

2,600 톤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 60 년 운전 주기를 시행한다면 핀란드에서는 2080 

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운 할 예정이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 예상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비용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처분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 2001 년: ONKALO 설계 착수

(2) 2004 년: ONKALO 설계 완료 2009 년까지 건설 2020 년까지 운

(3) 2008 년: 처분장 설계, 봉 방안, 용기 제작 최종 설정

(4) 2009 년: PSAR를 포함한 Safety case를 STUK에 제출

(5) 2010 년: CP 신청

(6) 2020 년: FSA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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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As of the end of December 2001

Item Euro Millions

Construction 229

ONKALO 13

EP 104

Repository 112

Operation 548

Research Shaft 2

Canister 231

EP 180

Repository 1277

Etc 8

Decom 51

Total 828

  처분 사업 수행을 위해 핀란드에서는 1983 년부터 TVO가, 1996 년 TVO와 

Fortum(구 IVO)가 합작으로 POSIVA를 설립한 후에는 POSIVA가 처분 비용을 산

정하여 통상산업부, STUK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을 납부

하 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liability에 해당하는 비용인 6.5 Billion 

FIM를 2,002 년까지 모두 징수하여 안정적인 연구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현 핀

란드 관리 기금 체제에서는 두 발전업자가 이들 기금 중 75 %까지 대출받을 수 있

으며 이들 대출금에는 엄격한 담보가 설정되어 두 발전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기금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기금의 25 %는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 

   핀란드의 발전 원가는 Kwh 당 0.12 FIM로 이 원가 중 10 %가 처분 비용으로 

적립된다. 1994 년 핀란드 정부에서 폐기물의 국외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서

(Amended Nuclear Energy Act)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자국 

내에서 처분하는 정책을 핀란드는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VO는 연간 300 

Million FIM를 정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으로 납부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원전 해체 폐기물 처분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2002 년까지 현재까지 발

생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liability 적립이 완료되어 향후에는 매년 10-20 Million 

FIM 만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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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기관 

1. POSIVA

   POSIVA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연구 사업만 주도하고 있

으나 POSIVA의 funding 기업인 TVO와 Fortum의 요청으로 1992 년 준공된 올킬

루오토와 1997 년 준공된 로비사 중저준위 처분장 관련 일부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

며 향후 계획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분을 위한 자문역도 수행하고 있다.

   POSIVA는 2002 년 6 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본부를 수도 헬싱키에서 올

킬루오토 현지로 이전하 으며 업무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T Aikas가 엔지니어링 

관련 director, J Vira가 연구 개발 관련 director를 맡고 있다. 연구개발부 산하에는 

A.  Hautojarvi가 담당하는 부지 조사팀, M Snellman이 담당하는 안전성 평가팀, 

H Hinkkanen이 담당하는 장비 및 분석 서비스팀이 있고 엔지니어링부에는 T 

Jalonen이 담당하는 봉팀, Y-P Salo가 담당하는 처분장 관련 엔지니어링 팀에 있

으며 이 밖에 두 부서와는 별도로 J Palmu가 담당하는 Buisness planning 및 품질 

보증팀, M Toivanen이 담당하는 건설 분야 등과 communication 담당 부서 등이 

있어 현재 33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ONKALO 프로젝트를 앞두고 

TVO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M Toivanen를 입하는 등 본격적인 ONKALO 

프로젝트 추진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에는 35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50 명 정도가 에너지를 담

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5 명이 원자력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그룹 리더, 카운슬

러, 법률가, 국제 협력 담당, 비서로 역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핀란드 원자력 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의 정치적 측면 관련 업무 담당

(2) 원자력의 법률적 문제 담당

(3) 원자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문제 담당

(4) 원자력의 중립성 문제 담당

(5) 원자력의 개괄적인 안전성 문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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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력의 투명성 문제 담당

(7) 국가 지원 원자력 연구 지원 담당: 이를 위해 헬싱키 근교 노키아 등이 입주한 

    사이언스 타운인 에스푸에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가 40 년 전부터 가

    동 중이고 암치료용으로 2-3 년 전부터 boron capture technology 등을 통상산

    업부가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 통상산업부는 교토 의정서 의무 준수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으

나 원자력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는 없다. 1980 년 핀란드에 현재의 원전들

의 건설이 완료된 후 이산화 탄소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교토 협약 준수를 

위해 핀란드에서는 1997 년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2001 년에는 국가 기후 전

략이 수립되어 EU 차원에서 핀란드에 할당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990 년도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 중이다.

3. 기타 기관

   이외에도 핀란드에는 규제 기관인 STUK, 부지 관련 연구 기관인 FINTACT와 

Sannio and Riekkola, Vibro Oy 등이 있으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소는 VTT 

국립연구소와 헬싱키 대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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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핀란드 처분 연구 현황 

제 1 절. 개요

   핀란드는 인구가 500 여만 명의 강소국으로 처분 관련 모든 연구를 자국 내에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처분 연구 사업 비용을 발전 업자가 대부분 부담하

면서도 일부는 국가에서 공공 보건과 환경 보존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럽 연합 가입 후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프로젝

트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적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에서 최초로 처분장

을 확보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핀란드 연구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초기 연구 수행 체계가 어떻게 구성 운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1980 년대 초반 TVO는 자국내 사용후핵연료를 구처분하기 위해 TVO 내 담

당 부서를 설치하 는데 이때 인원은 연구 사업을 합해 10 명을 넘지 않았다. 핀란

드는 당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게 심부 지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처분 연구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연구한 결과 우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이에 따라 TVO는 OECD/NEA가 주관하는 Stripa 프로젝트에 참여하 고 이

후에도 Aspo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종 기술을 자립하는 외에도 처분 연구 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스웨덴의 사례를 학습하 다. 초기 

KBS 사업 체계는 매우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러한 연구 체계에 대한 체계

적 학습을 통하여 장기간 핀란드에서 수행될 연구 사업의 초석이 될 시스템과 인력 

양성을 수행하 다.

   이와 함께 TVO는 자국 내에서 꼭 수행해야 할 중점 연구 항목들을 수행하 다. 

먼저 처분장 안정성 평가가 원활한 처분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TVO는 80년대 초반부터 국립 연구소인 VVT Energy의 연구팀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관련 원천 기술 확보의 핵심인 코드 개발을 위해 

Feflow 코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종합 안전성 평가 관련 팀을 육성하 다. 

   자국 내 처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TVO는 처분장 설계를 위해 VTT Energy 

내 연구팀과 Sannio & Riekkola 사를 프로젝트 초기부터 합류시켜 핀란드 지질 조

건에 적합한 처분 개념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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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핀란드 지질에 관한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해 중소 기업들을 지원하여 체계

적인 부지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리고 처분 사업의 경제성을 중시하여 사업 초기부

터 비용 분석 전담 연구진을 TVO 내에 구성하여 매년 처분 비용을 수정 예측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확한 처분 기금을 징수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중점 연구와는 반대로 몇 몇 분야에서는 TVO는 연구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학적 방벽 및 핵종 

거동과 관련된 최고 용해도 및 핵종 이동 지연 인자 계수 측정이다. TVO와 

POSIVA는 연구 초기부터 핀란드에 소디움 벤토나이트가 핀란드에서 생산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개념에 소디움 벤토나이트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연

구는 미국 및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대한 문헌 조사로 대체하 다. 현재 소디움 벤

토나이트의 국제적 가격은 1 입방 미터 당 300,000 원이고 핀란드에서 생산되는 칼

슘 벤토나이트는 200,000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안전성과 일반인들의 소디

움 벤토나이트에 대한 신뢰성, 칼슘 벤토나이트에 대한 연구 착수 시 소요되는 연

구비 등을 고려하여 핀란드에서는 벤토나이트에 관한 연구는 개념 구성을 위한 일

부 연구로만 국한되었다. 

   최고 용해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함에서도 처분장 후보 부지 별 지하수 조성 규

명을 위한 연구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나 실제 각 핵종별 최고 용해도는 실측하

지 않고 EQ3와 같은 코드와 지하수 조성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확보

하고 이를 유사한 지하수 조성을 가진 외국 데이터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전체 데

이터를 확보하는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택함으로서 연구 비용 절감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이룩하 다. 핵종 지연 인자 측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료 확보 

방법으로는 OECD/NEA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해당 지하수 조성에 맞는 데이

터를 추출하여 안전성 평가에 이용하 고 3 개 핵종만을 선택하여 실험실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 검증함으로서 전체적인 자료 신뢰성을 확

보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핀란드 등과 지하수 조성이 매우 유사하고 알파 셀과 

같은 실험실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핀란드는 처분 사업에 대한 신뢰성 증진의 방안으로 국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SKB와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연구 결과를 공유하

고 있으며 일본 NUMO와도 긴 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결정

질 암반을 처분 대상 암반으로 선택한 나라들과 함께 Crystalline Club을 결

성하여 연구 결과 공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 개념이 완전히 다른 



- 14 -

미국이나 붐클레이 층을 선호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은 없는 편이다.

   핀란드는 그림 1에 도시된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장 착수에 앞서 그림 2에 도

시된 올킬루오토 지역에서 URL 프로젝트인 Onkalo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세부 상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올킬루오토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조감도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공동 연구 과제로 추진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일 우리

나라가 참여할 수 있으면 과거 핀란드가 Stripa 연구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서 기

술 확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연구 사업 경험을 축적하 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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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Onkalo 프로젝트 시설 개요도 

   

제 2 절. 연구 사업 현황

1. 인허가 정책

   핀란드에서는 1983 년 중앙 정부가 2000 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장을 건

설하겠다는 정책을 공포한 후 3 번에 걸쳐 규제 기관인 STUK에서 review를 수행

하 고 1997 년부터 DiP(Decision in Principle)의 한 부분으로 EIA 작성을 시작하

여 최종적으로 1999 년 이를 제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9 년 중앙 정부는 올

킬루오토를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장 부지로 승인하 다. 핀란드의 연구 사업 및 

규제 기관들의 역할은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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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핀란드 방사성폐기물 기관들간 역할분담도

   신규 원전 DiP의 유효 기간은 5 년으로 2002 년 5 월 의회에서 승인된 신규 원

전 관련 DiP는 향후 5 년 이내에 건설허가(CP)가 접수되지 않으면 유효성이 상실

되나 처분장 관련 DiP의 경우 유효 기간이 15 년으로 2016 년까지 POSIVA가 정부

에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실제 POSIVA에서는 2010 년 처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토를 위한 인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 기준 모체는 북구 유럽 국가

들이 공동 제안한 flagbook이며 1999 년 이 내용에 운  중 안전성 등을 보강한 새

로운 방호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분장이 폐쇄된 후 최초 1,000 년간은 

연간 개인 선량 목표를 10 mRem으로 제시하 으며 그 이후의 백 만년까지의 시간

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생태계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량이나 위해

도를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고 천연방벽과 생태계 접면(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GBI)에서의 기준 선속(flux) 치를 제시하 다. 

   2001 년 간행된 STUK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GBI에서의 선속치를 현재의 

온난 /한대 기후 상태를 가정하여 계산한 후 최고 선량 목표 제한치인 10 mRem/yr

로부터 각 핵종들의 공헌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의 GBI에서의 기준 선

속치를 계산하고 이를 폐쇄 후 1,000 년 이후 안전성 목표치로 제안하 다. 한편 백

만년 이후 시간대에 관해서는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CP와 

OL 승인을 위해 PSA가 모두 요구된다.

2. 주요 이해 당사자 

   핀란드 처분 연구 사업에는 POSIVA라는 처분 사업자, 처분 사업자의 행

위를 감독 규제하는 통상산업부(MITI), 규제 기관 등의 요청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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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K과 같은 기관들이 있으며 총 417 곳의 후보 부지에서의 workshop을 

POSIVA가 수행하는 동안 이를 진행하는 표면적인 주도자는 중립적 인사와 기관

이었다. 최종적으로 EIA 및 DiP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공청회

가 수행되었다. 핀란드 처분장 관련 정책 수립으로부터 최종 DiP 까지의 과정은 그

림 4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4. 핀란드 직접 처분 정책 실행 과정도

   핀란드에는 3 개의 대규모 정당과 3 개의 군소 정당이 있으며 이들 모든 정당들

이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들 모두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해서는 민감하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련 현안들은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지 않다. 핀

란드에서 지방 정부는 처분장 선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지방 정부가 최악의 경우라도 최종 단계에서 부지 선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초기 단계의 부지 조사는 진행될 수 있어 부지 선정과 관련

해 지방 정부가 찬성/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충분한 과학적인 자료들이 생산되

어 이를 근거로 보다 이성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3. 핀란드 처분 부지 확보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장은 1983 년 정부의 DiP에 의거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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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착수되어 1983 년 전국 부지 조사를 거쳐 1,987 년 5 곳의 부지가 선정되

었으며 이들 중 주민 의견을 반 하여 Kivetty, Olkiluoto, Romuvara 3 곳이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1997 년 Loviisa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Hastholmen 지

역도 후보 부지로 선정되어 1999 년 이들 후보 부지 4 곳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TILA-99와 EIS가 발간되어 이를 근거로 1,999 년 5 월 26 일 POSIVA는 정부 승

인을 위한 DiP을 신청하 고 관련 법률에 의거 먼저 Olkiluoto가 속한 Euraojoki 지

역 의회에서 2000 년 1월 20:7로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2001 년 5 월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핀란드 DiP에서 의회는 제출된 원안에 대한 가부간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수정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POSIVA는 인구 7,000 명의 유라조키 지역과 그 배후 

지역인 인구 37,000 명이 거주하는 라우나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경제적 혜택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 다.

(1) 유라조키 지역에는 현재 50 명 수용 규모의 양로원이 있는 바 POSIVA가 75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양로원을 준공하여 이를 유라조키에게 임차해 준다. 

이 때 필요한 임대비 조달을 위해 POSIVA는 기존 양로원을 유라조키 지역으

로부터 임대하고 임대비를 납부하여 이 임대비로 유라조키 지역은 신규 양로원 

관련 비용을 매년 상각한다.

(2) 현재 유라조키 지역은 원전으로부터 매년 20 MFIM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바 

처분장이 입지하면 추가적으로 년간 10 MFIM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3) 현재 핀란드의 실업률은 9 %이고 유라조키 지역은 13 %인데 처분장을 건설하

면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120-150 개의 신규 직업이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주민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

은 시행하지 않는다.

4. 부지 조사 연구

   핀란드 지질 조사 연구를 중점 수행하는 FINTAC에서는 품질 보증 및 사

용 편의성을 위해 TUTKA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 대상 부지 내 암반 시각화 등을 위해 그림 5에 도시된 ROCK-CAD 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FINTAC에서는 처분장 지하수위 측정을 위해 33 곳

의 천부 지하수 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두 관측을 위해 7 개의 항구적

인 관측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심부 처분공을 이용한 지하수 측정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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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 당 평균적으로 23 곳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량 측정 정 도는 

최하 연간 1 ml이다.

그림 5. ROCK-CAD 시스템 개요도

 

 이와 같은 정  유량 측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POSIVA는 자체 기술로 그림 6

에 도시된 유량계를 개발하여 국제 특허를 획득하 다. 

그림 6. POSIVA가 개발한 유량계

   현재 올킬루오토 지역의 대표적인 투수 계수 값의 범위는 6x10
-10
에서 

5x10
-5
 m/sec이다. 올킬루오토 처분장의 경우 연육섬인 관계로 염수의 침투

로 인한 벤토나이트 충전재의 물성 변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자기장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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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지하 매질 내 염도 분포를 조사하는데 측정 범위는 소스로부터 약 

100-1,000 미터 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염수와 광물 분

포를 규명하고 있다. 단열 관련 측정 자료는 모두 단열 데이터 베이스(Fracture 

Database: FDB)에 저장된다.

   전술한 TUTKA는 MS Access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 1987 년부터 개

발에 착수되어 1994 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FINTAC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동일

한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처분 부지의 안

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그림 7에 도시된 기반암 모델링(Bedrock model)이 중요한데 

처분 부지가 선정되기 10년 전인 1992 년 올킬루오토 지역에 대한 첫 번째 기반암 

모델이 도출되었다. 

그림 7. 올킬루오토 기반암 모델링 결과도

   이러한 기반암 모델링으로부터 상세 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공 위치가 선정되는

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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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 도가 미터당 10 개 이상인 지역

(2) 수리전도도가 초당 0.5 마이크로 미터 이상인 지역

(3) 주 응력비가 1.8 이상인 곳

5. 처분 개념 건전성 규명

   핀란드에서는 VTT 국립연구소와 Sannio & Riekkola를 중심으로 처분 개념 개

발을 위해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4 년부터 추진된 올킬루오토 중저준위 처

분장 내 연구용 터널 프로젝트에서는 당시 처분 개념이 9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를 하나의 처분 용기에 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열 계산 결과 그림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분공 간격이 6 미터, 처분공 직경이 1.5 미터, 처분공 길이가 

7.5 미터가 되도록 길이 50 미터의 연구용 터널을 굴착하고 그 바닥에 raising 

borehole machine을 사용하여 모의 처분공 3 기를 굴착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POSIVA는 KBS-3V 처분 개념이 핀란드 암반 내에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 다. 

그림 8. 올킬루오토 Research Tunnel

    굴착장면

   그러나 향후 연구를 통하여 12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하나의 용기에 처분

하도록 개념을 변경한 결과 처분공 간의 간격은 8 미터, 처분공의 직경은 1.8-1.9 

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최근 올킬루오토 지역 암반의 열전도도를 정  측정한 결과 

열전도도가 예상보다 낮아 처분공 간격을 8.5 미터로 늘리게 되었으며 만일 원자로

수명을 60 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분공 간격을 10 미터로 늘릴 예정이다. 처

분장 설계 개념은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간단하나 실제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 여건

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올킬루오토 부지는 22 도 방향의 단열대가 존재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세 설계 시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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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처분장 면적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2 층형의 처분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와 같이 원자로 수명을 40 년으로 가정할 경우 층간 이격 거리는 70 미터이

고, 수명이 60 년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100 미터를 기본 거리로 한다. 현재 Sannio 

& Riekkola에서는 올킬루오토 처분장 최적 설계를 위해 새로운 rock classification 

system을 개발 중이며 이에 의거하여 층간 이격 거리 등 최적 배치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POSIVA는 연간 약 60 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를 거치할 예정이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3 년마다 새로운 처분 터널을 그림 9와 같이 굴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분 후 2 주 혹은  1달이 경과하면 처분 부분만 뒷채움할 예정이다.

 

그림 9. 지하 처분터널 굴착 가상도

   

6. 종합 안전성 평가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안전성 평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1980 년대부터 POSIVA와 TVO는 FEP 연구를 수행하 다. 선정된 FEP 들을 조합

한 결과 처분장으로부터의 핵종 유출 주요 시나리오는 단열망을 따라 외부로 자연

적인 지하수 유동에 의해 유출되는 시나리오와 우물 시나리오, 그리고 인간 침입 

시나리오 등이 주요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 또한 간빙기의 향으로 인한 초기 평

가 대상 기간 중의 올킬루오토 연안 지방의 융기 현상과 향후 빙하기 도래에 의한 

향 평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선량을 평가함에 있어 발생 빈도가 낮은 대안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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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가에 대한 STUK의 입장은 발생확률을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결과치에 곱

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 사건에 대한 발생 확률은 국제 전문

가 그룹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예정이다. 핀란드에서는 향후 스웨덴과 유사하게 향

후 천년간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하 는 바 일본 H12 연구에서

는 이 기간을 보다 길게 예측하여 2,000 년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1,000 년 후에

는 다시 기후가 급랭하여 만일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하다면 빙하기가 강수량이 부

족하다면 동토기후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 다.

   핀란드의 종합안전성 평가 개념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화공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이동 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개념을 이용한 구획 모델

링이다. 이와 같은 구획 모델링을 위해서는 지하수 유동, 지화학, 생태계 분야 등의 

입력 자료가 요구된다. 가장 복잡한 분야가 각 암반 구획별 지하수 유동 시간과 경

로 길이 등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핀란드는 연구 초기부터 VTT 국립연구

소를 지원하여 독자 코드 개발을 수행하 다. 

   코드 개발이란 단순히 어떤 평가 툴을 독자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연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는 국내 연구진 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독자 코드인 Feflow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에

는 이를 이용해 지하수 유동과 방사선적 핵종 이동을 다차원적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는 Feftran 코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드만을 

종합 성능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국제적으로 유명한 코

드들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서 종합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 지하수, 핵종 이동 평가에는 NAMMU 코드가 활용

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결성한 종합 성능 평가 코드 개발 프로젝트

인 iConnectflow club에도 가입하고 있다.

   핀란드 처분장 안전성 목표는 연간 10 mRem으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현재 기후 패턴인 한대(boreal) 및 온대(temperate) 기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장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해 핀란드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태계 구획은 그림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안, 농경, 늪지, 호수 등의 생태

계에 대해 상세 구획들을 설정하여 각 구획 간 및 내부에서의 핵종 이동을 수식화

하여 이를 평가하 다. 평가 방법론은 스웨덴 SR 97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동일하며 

특정 부지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스웨덴 연구를 인용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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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a. 핀란드 생태계 구획(일부) 그림 10-b 

그림 10-c

그림 10-d

그림 10-e 

그림 10. 핀란드 처분 사업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하는 생태계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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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VA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장 운 이 끝난 후 폐쇄 직전 약 10 -20 개

의 용기를 처분공으로부터 굴착하여 처분장 안전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만일 30 년 

동안 처분장을 운 한다고 하면 처분장 운  후 약 20-70 년 후 이와 같은 방법으

로 건전성을 규명할 예정이다. POSIVA가 작성한 EIA는 주변국들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총 5 개 언어로 번역되어 배포되었다.

7. 온칼로 프로젝트 

   핀란드 POSIVA는 처분장 안전성 신뢰 증진의 일환으로 ONKALO 지하 실증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POSIVA의 감독아래 Sannio & Reikkola 사가 상세 설

계를 수행하고 있다. ONKALO 시설은 URL 중 제 2 세대 개념의 실증 시설로 실

제 처분장 부지에 위치한다. 2004 년 POSIVA는 시설 건설에 착수하여 2010 년까

지 연차적으로 건설과 운 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2010 년 처분장 건설 개시 

후에도 계속하여 FSAR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운 을 계속할 예정

이다. 현재 ONKALO 시설에 대한 참여 방안을 놓고 핀란드는 유럽 연합과 협상 

중이다. 

   ONKALO 프로젝트 만일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

할 수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추진될 URL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진행중인 제 6 차 유럽 연합 연구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 각국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POSIVA는 ONKALO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샤

프트 위치 부근에 대한 정  지질 조사를 위해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KR 15 

- KR 18 시추공 주변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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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nkalo 시추공 배치도 

   현재까지 발표된 시설 디자인은 그림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샤프트와 진입 동

굴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작업 안전을 보장한 조치이다. 진

입 동굴은 1/10 경사로 총 4 킬로미터의 연장이며 높이 6 미터 길이 5.5 미터이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된다.

그림 12. 진입동굴과 샤프를 고려한 Onkalo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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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핀란드는 실제 원자력 산업 수행은 철저히 민간 업계가, 관련 규제 등은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연구사업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통산산업부는 쿄토 의정서 관련 업무 

등 신규 원전 계획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정부의 정책 입안(Decision in 

Principle)에만 개입하여 원자력 관련 정부 관리의 수가 5 명에 불과하 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의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정서가 체결되고 난 후 국내 연구 산업계가 핀란드 원자력 민간 사업 업자인 

PVO(TVO 발전 회사의 모회사) 및 Fortum을 직접 접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비의 대부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 집중

되어 있고 신규 원전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원자력 시

장이 utility 중심인 점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입찰을 통하여 저렴한 원자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관련 연구는 

STUK 등이 중심이 되어 국립 연구 기관인 VTT 등에서 소규모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처분 관련 연구 사업은 70 년대 기초 연구에 착수하고 1983 년 정부가 

처분 연구 사업에 관한 결정(Decision in Principle)을 내리고 의회가 이를 승인한 

이래 2000 년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 부지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규제 기관, 관련 연구 기관,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예정된 시

간에 부지를 확보하 다. 이 과정에서 처분장 후보 부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 대

폭적인 재정 지원과 같은 물량 공세를 지양하고 원자력의 안전성, 신규 직업 창출 

등 지역 사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한 후보 부지들간

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올킬루오토 부지를 가장 유력한 부지로 처음부터 

고려하 음에도 불구하고 3-4 개의 후보부지에 대한 부지 조사와 홍보를 병행함으

로서 과학적으로도 올킬루오토가 유리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

역 주민들의 경쟁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 협상 경쟁력을 강화하 다.

   ONKALO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결정질 암반에 사용후핵연료를 실제 

처분하는 부지에 세워질 실증 시설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로 

국제 공동 연구로 발족할 지에 관해 아직 당사자인 POSIVA의 입장이 결정

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2 년 6 월 올킬루오토로 이전한 POSIVA의 내부 사

정과 전체 유럽의 연구 개발을 총괄할 제 6차 EU R&D 계획이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으로 만일 이 프로젝트가 국제 공동 연구로 수행된다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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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서 실제 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 부지 특성 평가 연구, 

안전성 실증 평가 연구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함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단 시간 내

에 처분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핀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에 국내 유관 기관들의 관심이 높으나 현지 방문 결과 

이미 2000 년 후반기에 원전 입찰 기종에 관한 PVO(TVO)의 내부 방침이 결정되

었고 이미 관련 기종들의 장단점에 관한 지역 주민 설명회 등도 2001 년 1 월 현지

에서 수행되어 지금 국내 원자력 계가 원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핵연료 공급과 같은 분야 등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참여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PVO(TVO) 사업자

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핀란드는 5월말 국회에서 신규 원전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근소한 차로 신규 원전 

계획을 승인하 는 바 Olkiluoto를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으로 승인 시 의회의 

지지가 159:3(나머지는 기권)인 점에 비하면 지지도가 낮은 것이다. 그 이유는 핀란

드 6 개 정당 중(이 중 3개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나머지 3 개는 군소 정당이며 6

개 정당 모두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음) Green party 등이 처분장 건설에는 적극적

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데 비하여 신규 원전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Decision in Principle은 처분장의 DiP이 15 년 안에 처분장 착공만 하면 유효한

데 반하여(따라서 2,001 년에 내린 처분장 관련 DiP에 의하면 2016 년 전에만 올킬

루오토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면 됨) 원자력 발전소 DiP는 결정으로부터 향

후 5 년 이내에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

이 나더라도 현재 핀란드 전력 공급의 20 %를 점하고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 전력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착수 시기 및 실제 건설 착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핀란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경쟁력은 연구 사업의 집중력, 효율성 그

리고 정부의 시의 적절한 지원에 있다. 먼저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사용후핵

연료 구 처분에 관한 명확한 일정 제시가 없이는 원자력 발전 자체가 존재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상용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70 년대부터 구체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 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연구 단계 초기부터 국제 공동 연구에 치중하여 스웨덴

의 Stripa, Aspo 연구에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축적하 으며 관련 연구비를 

발전 회사들이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YJT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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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처분 안전성 연구를 지원하 다. 초기 

연구 관리는 발전회사인 TVO가 담당했는데 연구 총괄 인력이 10 여명에 불과했으

나 국제 공동 연구와 해외 유력 기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진 개개인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에 

장기간 참여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연구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90년대 중반 핀란드에서는 연구 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발전 회사들이 합작하여 비 리 기관인 POSIVA를 설립하고 연구 사업

을 전담하게 하 다. 물론 정부의 지원 속에 수행되는 별도의 연구 프로젝트는 국

립 연구소인 VTT와 규제 기관인 STUK을 통해 지원받고 POSIVA도 양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 다. 2003년 현재까지 POSIVA의 인원은 30 여명 수준에 그치

고 있는 바 이는 고정적인 비용인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관련 연구 사업비가 직접 

연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타개하

기 위해서 90년대에도 계속해서 Aspo 프로젝트 참여, Serco 등 해외 연구 기관 활

용, VTT, Fintac, S&R 등 국내 연구 사업 기관 활용을 통해 핵심 연구 사업 기술

을 확보하 다. 사용후핵연료 부지가 확보 된 후 핀란드 정부는 다시 한 번 연구 

사업 관련 재정 체계를 개편하여 기존의 정부 지원금을 없애고 본격적인 사업 단계

를 맞아 모든 비용을 발전 업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 다.

   핀란드의 경쟁력은 선택된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에 있다. 핀란드 연구 사

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인 처분 개념의 도출이다. 안

전성 확보를 위해 핀란드에서는 꾸준히 VTT와 STUK의 관련 부서들을 재정 지원

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해 폭 넓은 안전성 관련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면에서 매우 중요하

므로 체계적인 광역, 국지 부지 조사가 수행되도록 하 다. 그러나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방사화학 분야 연구는 기존의 OECD/NEA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치중하 다.

   핀란드 정부는 전면에 나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적인 처분장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지원하 다. 특히 

1983년 국회가 처분장 부지 확보를 위한 DiP을 가결함으로서 POSIVA의 부

지 확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 고 최근 부지 확정을 위한 DiP를 가결함

으로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하 다. DiP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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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의 폭이 넓은 경우 수정안 

제출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내 관련 사업에서도 고려될 가치가 있

는 제도로 판단된다.

  향후 핀란드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국제 협력은 핀란드의 앞선 처

분 개념 개발 및 비용 분석 경험과 안전성을 실증할 ONKALO 프로젝트 참여를 통

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구체적인 협력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비용 평가를 위한 분석

(2) 처분장 설계 관련 연구

(3) 핀란드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부지 정당성 확보 관련 연구

(4) ONkalo 공동 연구

(5) 연구 사업 효율성 증진 관련 핀란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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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AERI의 워크샵 발표문 (초록)















부록 2. Rock Mechanics 관련 논문



























부록 3. STUK 처분 사업 규제 현황







































부록 4. 핀란드 최종 처분 연구 사업 현황























부록 5. ONKALO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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