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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록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3. 4 - 
2007. 2

단계 
구분

 3 / 3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과 제 명  고 폐기물 처분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처분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최 종 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41.2 명
 내부: 26.4 명
 외부: 14.8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4,523,000 천원
기업:            천원
 계:    4,523,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고 폐기물처분

연구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
연구

 상 국명 :  핀란드            상 국연구기 명 : POSIVA
 상 국명 :  카나다            상 국연구기 명 : AECL

  탁 연 구
 연구기 명 : 홍익 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책임자 : 권    주
 연구기 명 : 한국에 지기술방재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강  명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439

 본 연구에서는 공학  방벽인 완충재와 처분용기의 설계요건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과 고 폐기물 리방안을 제시하 다.

 방사성 핵종 지능 측면에서 결정한 완충재 두께는 0.5 m이었으며, 완충재 형상은 디스

크와 링 형태이며, 완충재 건조 도는 1.6 g/cm
3

, 처분용기 상부 층 두께는 2.5 m, 하부 층 

두께는 0.5 m이다. 이러한 완충재 개념에 한 열 해석 수행 결과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

의 최고온도는 100℃ 미만으로 설계요건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완충재에 흑연을 5% 첨가하

을 경우 모래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함수비에서 열 도도 1.0 W/mK 이상을 나타내

었다.  이 결과를 토 로 제안한 이 구조 완충재에 한 모델링 결과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  온도를 7℃ 정도 낮출 수 있었다.

  5가지 처분용기 재질을 상으로 처분용기의 성능과 제작성을 65/35로 기 하여 평가한 

결과 양호한 재질의 순 는 스텐 스 강, 니 합 , 티탄합 , 탄소강, 구리의 순서로 나타

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해수의 침

입, 처분용기의 무게 등을 고려할 경우 외부용기의 재질을 구리, 내부용기의 재질을 주철

(구상흑연주철)로 제안하 다. 이러한 처분용기에 한 안 성 평가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내장한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거치되었을 때, 정상상태에서 불확실도를 포함한 임계도는 

0.816으로 미임계 기 을 만족하 다.

우리나라 장기 력수 계획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계획을 고려하고, CANDU 사

용후핵연료를 우선 처분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하 처분장은 2020년 지하시험시설

(URL)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2040년에 처분시설 운  시작단계를 거쳐 폐쇄단계

에 이르기까지 8단계로 나 어 건설과 운 이 동시에 수행되는 처분시스템을 제시하 다. 

국내 고 폐기물 리정책은 선행․후행핵연료주기정책과 하여 국제환경요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핵투명성 확보  국제규범 수와 련된 항목이 향인자로 나타났으며, 

고 폐기물정책의 수용성은 원자력에 한 사회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색  인  어

한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 처분용기, 
완충재, 비용평가

  
어

Spent Fue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 Engineered Barrier, Disposal Canister, Buffer,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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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발 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은 재와 미래

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

용후핵연료 리에 한 정책이 결정된 바가 아직 없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을 통해 고 폐기물을 지층처분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고 폐기물의 처분기술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조건, 자국의 원자력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로 도입하여 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합한 처분개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

여 고 폐기물 처분 련 기술을 체계 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국내 지질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체

계 으로 확보된 기술과 자료를 이용하여 처분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 세 를 

하여 꼭 필요하다.

  고 폐기물 처분연구에 있어 요한 임무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

안감을 해소하고, 처분에 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단시일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체계 이고 종합 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들이 실증되고, 그 결과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공학  방벽에 한 설계  성능평가 

기술이다.  처분시스템 개발과 련된 기술 자립을 해서는 국내 환경에 맞는 공

학  방벽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운  계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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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원자로에서 발생이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량을 처분하기 해서는 1개당 2

억원을 과하는 처분용기가 15,000개 정도 필요하며, 처분시스템에서 방사성 핵종

의 출을 억제하는 완충재도 막 한 물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와 련된 기술

을 국산화하는 것은 처분비용의 감과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원자력 

발 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자국의 경제, 사회  여건에 필요한 처분시스템을 기에 도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만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의 연구 목표를 실 시키

는 것이다.  즉, 한국의 표 지질조건에 어울리는 고 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3단계 연구에서는 심부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로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한국형 처분시스템

을 제안하 다.  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  종합 안 성 해석을 한 

물성  규격 자료를 생산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공학  방벽

  - 처분 상 폐기물 특성

    처분 상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의 기하학  구조, 크기, 무게, 발생량, 기농축도, 냉각기간, 연소도, 방사선원, 

붕괴열량, 방사성물질 농도 등을 분석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황을 제시하 다. 

한, 미래에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물량  연소도 분포를 측하여 처분시스템

의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지 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표성을 갖

는 핵연료에 해서는 붕괴열, 핵종농도, 방사능세기 등과 같은 선원항을 도출하여 

처분장 설계에 있어서의 구조해석, 방사선차폐해석, 핵임계해석의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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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국내산 칼슘-벤토나이트의 물리, 화학  특성 

등을 수집, 검토하 다.  이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완충재의 설계 요건

을 설정하 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한 처분방식은 수직처분방식이다.  방

사성 핵종 출 측면에서 완충재의 두께를 결정하고, 완충재의 형상을 결정하 다.  

완충재 설계를 상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열 해

석을 수행하여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  온도가 100℃를 과하는 지를 확인

하 다.  완충재의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처분용기의 자 에 의한 완충

재 변형을 해석하 으며, 완충재 주변 암반의 움직임에 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한, ABAQUS 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충재의 재포화 시간을 추정하 다.

  완충재 설계에 있어 가장 요한 인자  하나는 열 달 능력 향상이다.  일반

으로 벤토나이트의 열 도도가 나빠 완충재 설계에 제약이 된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완충재의 열 달을 향상시키기 하여 다양한 첨가재를 이용한 열 도도 향

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으며, 이를 활용하기 하여 이 구조 완충재를 제안하

다.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안된 이 구조 완충재를 상으로 열해석을  

수행하 다.  

- 처분용기

   처분용기는 처분시설에서 상당히 큰 비용을 요구하는 요한 방벽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합한 용기 재질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여 5가지 재

질을 상으로 비교하 다.  처분용기 기본 형상은 스웨덴에서 제안한 이 구조 처

분용기를 따랐으며, 외부용기 두께는 국내 지하 환경에서의 부식률로부터 결정하

으며, 내부용기는 하 조건을 이용하여 최 화를 시도하 다.  처분시스템 운  효

율화를 고려하여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외형을 동일하게 설계하 다.  부식 실험을 통하여 설계에 사용한 외부용기의 건

성을 확인하 다.

  최 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상으로 안 성 분

석을 수행하 다. 안 성 평가는 핵임계해석, 방사선차폐해석, 구조해석, 열해석을 

수행하 다.  핵임계해석은 방출연소도가 45 GWD/MTU인 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SCALE5와 MCNP4c2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방사선차폐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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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ORIGEN-ARP 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사선원을 구하 으며, MCNP 로

그램을 이용하여 방사선차폐계산을 하 다.  구조해석은 정상 인 하 조건 1가지

와 비균질 하 조건 1가지, 암반의 움직임에 따른 하 조건 1가지를 고려하여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 다.  취  시 구조해석을 하여 4개의 지부를 

상으로 평가하 다.  열해석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을 40년으로 고려하

으며, 지하 1,000 m까지를 역으로 설정하고, 지열구배를 30 ℃/km로 고려하

다.  

  처분용기 제조 기술성을 분석하기 하여 직경 1/2, 길이 1/5 규모의 소형 용기를 

제작하 다.  내부용기는 구상흑연주철을 이용하여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 으며, 2

회에 걸쳐 문제 을 해결하면서 시제품을 제작하 다.  첫 번째 제작하 던 내부용

기는 단하여 시험 시편을 제작하 다.  외부 구리 용기는 1/10 규모의 소형용기를 

단조와 가공을 통해 제작하 으나,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재의 연구비 규모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작된 소형 용기들의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인장강도, 조직사

진, 부식실험 등을 수행하 다.  처분시설에서 처분용기의 취  공정을 분석하기 

하여 각 공정별로 운송 차 등을 분석하 다.

  처분시스템에서 처분용기는 주요한 원가동인이며, 따라서 제작 단가를 개념설계

에 근거하여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계정분석법을 사용하여 원가 구성의 3  

요소를 추정하 다.  처분용기 제조원가는 제작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주조

제작과 후 제작의 경우에 한 제조 원가를 비교하 다.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1)를 더욱 경량화 할 수 있는 개념의 처분용

기 KDC-2 처분용기를 제안하고 이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한, KDC-1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배열에 따른 핵임계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 다.  

한, 처분용기 수명연장 방안으로서 구리 외부용기를 제작하는 신 방식 처리를 

하는 방법에 한 기술 조사를 수행하 다.

2. 처분시스템

  - 요건

     사용후핵연료를 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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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핵종이동이 자연암반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하고 있는 처분용기, 

완충재와 같은 공학  방벽에 의해서도 지연되도록 하기 한 다 방벽 시스템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종의 유출을 억제하기 하여 기  처분시스템에

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 완충재에 한 사양  이들의 성능과 설계요건을 조

사하 으며, 국내에서 얻어진 실험  모델링 결과를 토 로 이들의 타당성 여부도 

조사하 다.

  - 지상시설

     심지층 처분을 한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은 지하 수백 미터의 환경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수십만 년 이상 안 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인 구조  건 성과 부

식 항성을 갖는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하는 공정으로서, 일반 으로 심

지층 지하시설이 치한 지표의 지상시설에서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PWR 

사용후핵연료와 CANDU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PWR  CANDU 사

용후핵연료의 발생량 추이, 냉각기간  각 노형별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고

려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처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지층 처분을 한 사용후핵연료 포장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기

능, 발생량 추이 등에 따른 공정 설계요건을 검토하 다. 한, 공정 설계원칙을 설

정하고, 처분용기  공정 생산율 등 기 을 설정하 다. 이 게 검토  설정된 요

건  기 을 바탕으로 포장공정의 개념을 도출하 다.

  - 지하시설

    원자력 발 소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구처분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하 처분장을 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화강암반을 기반암으로 하는 일반 인 부지를 가정하여 사용후핵

연료 한국형 기  처분 시스템의 수직형 처분에 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 비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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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원가를 산정하기 하여, 원가 상과 원가동인 그리고 경제  지수들을 

찾아낸 후에 원가산정 차를 고려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원가는 비용구조에 

있어 일반 인 제품원가와는 크게 다르다. 제품원가는 직 재료비, 직 노무비 

그리고 제작간 비로 구성되는 반면, 처분원가는 건설비, 운 비와 폐쇄비로 

이루어진다. 한 폐쇄비는 처분장 건설 후 어떤 일 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요구되는 비용이다.

 처분시스템과 련된 안들의 비용분석을 하여, 단층과 복층 처분장  수평과 

수직 처분장을 고려하 다. 그러나 이러한 안연구에서는 단지 기술 인 주요 인

자만을 고려하 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는 사례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

의 처분개념이 완성되면 원가는 변경될 수 있다. 한 모든 경제 인 변수와 처분

부지  안 조치 비용이 추후의 원가산정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고 폐기물 리 방안

- 처분시나리오 분석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처분 방안에 

한 정책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 폐기물 리에 련된 과학기술  사회

인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한 논리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시뮬 이션이 가능한 정량  모델을 개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델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하여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 고 폐기물 리 방안

  변하는 에 지수  국제정세에 처하고 지속 인 원자력 발  사업과 안정

인 에 지확보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해서는 고 폐기물에 한 체계 인 국

가 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항목에서는 고 폐기물의 리에 향을 미치는 정책  요건  인자 도출

을 통하여 향후의 추진 략과 주요사업의 마스터 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 으

며, 이를 해 제도  정책 심의 국내외 황분석, 고 폐기물 정책수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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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도출, 주요 정책  안에 한 추진 략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4. 종합 평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용기가 지하 500m 

심도의 화강암반 내의 지하시설에 거치되었을 때, 열․구조․핵임계․방사선차폐 

에서 공학  방벽의 성능이 종합 으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분석․평가

하 다. 

 지하시설은 통제구역, 비통제구역, 처분구역으로 분류되며, 처분구역은 처분 넬, 

처분터   처분공으로 구성된다. 이들 구역에 한 공간들의 주요시설 배치, 치수 

 설계요구사항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처분장 운 에 한 상세 공정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처분장의 운 이 

종료되면 처분장을 폐쇄하여야 하는데, 이를 한 뒷채움  폐쇄 공정도 함께 제

시되었다. 그리고 운 공정  규모 등에 해 종합 으로 타당성을 분석․검토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공학  방벽

  - 처분 상 폐기물 특성

    처분 상 고 폐기물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분석하고 이을 통해 기  사용후핵연료를 설정하 다. 본 연구를 한 기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가압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17X17 핵연료 으로 

기농축도 4.0wt%, 방출연소도 45,000 MWD/MTU이며,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7,500 MWD/MTU이다. 설정된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붕괴열량, 방사

능 세기  방사선원을 결정하 다.  

  - 완충재

   과거 단계를 통해 수행되었던 국내산 칼슘 벤토나이트 물성을 토 로 완충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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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건을 결정하 다.  방사성 핵종 지능 측면에서 물질 이동 방정식을 통하여 

결정한 완충재 두께는 0.5 m이었으며, 완충재 형상은 디스크와 링 형태이며, 완충재 

건조 도는 1.6 g/cm3, 처분용기 상부 층 두께는 2.5 m, 하부 층 두께는 0.5 m이

다.

  3차원 유한요소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안된 완충재 개념에 한 열해석 수행 결

과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고온도는 100℃ 미만으로 설계요건을 만족시켰다.  

외부 충격에 한 평가를 하여 처분공 주변 암반이 10 cm 움직 을 경우에 한 

구조해석결과 암반 움직임에 하여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재가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재의 지하수 재포화 시간을 모델링을 통

하여 측한 결과, 재포화 시간은 략 10년에서 30년 정도로 추정되었다.

  처분시스템의 열  성능 향상은 처분 경제성과 직  연 이 있었다.  이를 하

여 열  성능 향상 방안을 실험과 설계를 통하여 제안하 다.  완충재에 모래와 흑

연을 첨가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다.  건조 도, 모래함

량, 함수비, 흑연 첨가량 등의 변수에 한 열 도도 증가율에 의하면 함수비와 흑

연의 첨가에 의한 열 도도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을 5% 첨

가하 을 경우 모래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함수비에서 열 도도 1.0 W/mK 이

상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토 로 제안한 이 구조 완충재에 한 모델링 결과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  온도를 7℃ 정도 낮출 수 있었다.  

  - 처분용기

    처분용기 재질로 고려할 수 있는 5가지를 상으로 처분용기의 성능과 제작성

을 65/35로 기 하여 평가한 결과 양호한 재질의 순 는 스텐 스 강, 니 합 , 티

탄합 , 탄소강, 구리의 순서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해수의 침입, 처분용기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외

부용기의 재질을 구리, 내부용기의 재질을 주철(구상흑연주철)로 제안하 다.  처분

용기의 수명을 1,000년으로 결정할 경우 외부용기의 재질로 탄소강도 가능할 것이

다.

  처분용기의 기본 형상은 스웨덴에서 제작한 구리 외부용기, 주철 내부용기의 이

 원통형 구조이다.  구리 외부용기의 두께는 부식률을 구하여 결정하 다.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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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식률 2×10
-5

 mm/yr를 용할 경우 50 mm 용기 두께는 백만년 이상 수명을 

유지할 것으로 단되며, 과다하게 설정된 구리용기 두께는 향후 처분용기 개량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망된다.  주철 내부구조물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

개를 넣을 수 있으며, 구리 외부용기를 포함한 외경은 구조해석을 통해 최 화 하

으며, 그 결과 102 cm 값이 최 값을 나타내었다.  

  

 지하 처분조건에서 처분용기의 부식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지하수를 넣어 만든 

겔 형태의 국내산 벤토나이트 속에 구리, 철, 스텐 스 강 시편을 넣고 장기간 동안 

부식시킨 후 무게 변화를 측정하 다.  구리 부식층은 XRD 분석결과 Cu2O로 확인

되었으며, 기부식을 뺀 경우 부식률이 약 0.04 μm/yr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기

하면, 무산소조건에서 1,000년 동안 구리의 균일 부식두께는 50 μm이하이고, 보수

인 피  요인을 곱하면 부식에 비한 구리용기의 두께는 250 μm에 해당하 다. 한

편, 철의 부식율은 10 μm/yr 정도로 나타났다. 

  처분용기에 한 안 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를 내장한 처분

용기가 처분공에 거치되었을 때, 정상상태에 한 평가 결과 불확실도를 포함한 임

계도는 0.816으로 미임계 기 을 만족하 다.  비정상 조건  가장 반응도가 높은 

조건은 집합체 4개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이며, 불확실도를 고려하면 0.946을 나타

내었다.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선량률은 감마선에 의한 흡수선량률이 부분이었으

며, 용기 바닥에서 최 값 0.577 Gy/yr를 나타내었으며, 이 값은 설계제한치인 1.0 

Gy/yr 이하이었다.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처분된 후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어 지하

수압, 벤토나이트 팽윤압, 열 팽창 하 을 고려한 정상 조건에서의 구조해석 결과 

안 계수는 3.13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안 계수 2.0보다 

커서 처분용기가 정상조건인 처분 환경에서 구조 으로 충분히 안 하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비정상 하  조건에 한 구조해석 결과 안 계수는 2.10을 나타

내었으며, 암반의 움직임에 해서도 주철로 된 내부구조물의 소성변형을 발생하지 

않았다.  한, 처분용기 취 에 따른 지부의 구조해석 결과도 안 계수 4.67을 

나타내었다.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 40년을 고려한 경우 처분용기에 한 열 해

석을 수행하 으며, 지열구배 30 ℃/km 조건에서 완충재와 처분용기 경계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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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온도는 처분 후 19년이 지났을 때 약 98 ℃를 나타내었다.

  처분용기의 국내 제작 기술성을 악하기 한 다양한 크기의 소형 용기 제작 시

험을 통하여 주조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사각바스켓과 주조물 사이의 기포 발

생과 사각바스켓의 휨 문제를 해결하 다.  제조된 KDC-1 내부구조물의 시험 시편

을 이용한 인장강도 시험 결과, 설계에서 고려하 던 항복강도 235 MPa보다 큰 값

을 나타내었다.  부식실험은 3년 정으로 재 시험이 진행 이며, 시편의 조직사

진은 핀란드 POSIVA에서 제작한 처분용기 결과와 비교하 다.

  처분용기 제작 비용을 비교한 결과, 구리 후 으로 외부용기를 제작할 경우 제조

원가는 약 2.3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외부용기가 총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 다.  

주조에 의한 구리용기를 제작할 경우 제조원가는 약 2.17억원이었으며, 외부용기가 

약 62%를 차지하 다.

  PWR 사용후핵연료 KDC-1 처분용기를 더욱 경량화하기 해 제안한 KDC-2 처

분용기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정상조건과 비정상 조건에서 구조해석

을 수행한 결과 KDC-1 처분용기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열해석 결과

도 완충재의 열 도도에 비해 속의 열 도도가 월등하여 결과는 거의 동일하

다.  따라서 추후 처분용기의 경량화가 필요할 경우 KDC-2 구조의 처분용기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처분용기 수명연장 방안 의 하나인 분

사피복 방식으로는 열응력이 비교  게 나타나는 온분사(cold spray) 방식이 유

리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증착피복의 경우는 화학증착보다 물리증착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처분시스템

  - 요건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는 스웨덴의 개념과 유사한 이 구조로서 용

기당 PWR 사용후핵연료 4개 는 CANDU 사용후핵연료 297다발을 수용할 수 있

도록 한다. 한, 이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지하수에 출되지 않도록 

내부식성을 가져야 하며, 처분환경에서 열 /기계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부분의 나라에서는 용기의 최소수명을 1,000년으로 하되, 물이 용기 내부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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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미핵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배치되어야 한

다.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는 처분용기를 보호하고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

켜야 한다. 이를 해 완충재에서의 수리 도도와 핵종의 이동성이 암반에서보다 

작아야 하며, 처분용기 벽의 온도를 1000℃ 이하로 유지시키도록 열 도도가 커야

한다. 완충재의 팽윤압은 암반과 속용기에 이 잘 되도록 충분히 커야 하지만, 

처분용기를 괴해서는 안 된다. 완충재의 조성과 두께는 핵종 유출, 열역학  성

능, 경제성  처분용기의 부식으로 인한 팽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상시설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은 심지층 처분을 한 지상의 다양한 시설 에서 가장 

핵심시설이다. 포장시설의 용량은 작업 1일당 1개의 처분용기 생산을 기 으로 

하여 설정한다. 포장시설은 처분 기인 1단계에서는 CANDU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하고, 2단계에서는 CANDU 사용후핵연료 포장라인을 수정/보완하여 PWR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처분용기를 생산하게 되어, 2개의 포장라인을 운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 다. 

  지상시설은 2040년도에 운 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에 따라 1단계의 

20년 동안에는 CANDU 처분용기를 146 처분용기/년 용량으로 생산하고, 2단계는 

1단계 종료 후 30년 동안 약 380 처분용기/년 용량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하 다. 

  지상시설에 있어서의 총 운 요원은 약 360여명이며, 추가로 처분동굴 굴착  

굴착암 쇄  유지보수 작업 등에 해서는 외부 용역을 활용하도록 하 다. 

  지상시설은 약 200,000 - 400,000 m
2

 의 면 이 필요하며, 체 건물의 용 은 약 

120,000 m
3

이다.

  - 지하시설

처분장의 깊이는 지하 약 500 m 정도로 가정하 으며, 지하 처분장은 크게 

통제구역, 비통제구역  처분 구역으로 구성하 다.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에는 

지상시설과 연결하는 통로  소요 설비시설을 구비하고, 처분구역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는 처분터 과 처분공으로 구성된 처분 넬, 통제구역과 



- 14 -

비통제구역을 연결하는 앙터  등으로 구성하여 시설 운 과 건설이 동시에 

효율 으로 수행되고 안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우리나라 장기 력수 계획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건설 계획을 고려하

여,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우선 처분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0년 지하시험

시설(URL)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2040년에 처분시설 운  시작단계를 거

쳐 폐쇄단계까지 8 단계로 나 어 건설과 운 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 다. 즉, 사

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동안 다른 처분터 에서는 뒷채움이 수행되고, 다

른 넬에서는 처분터  굴착공사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 력수

계획에 근거한 사용후핵연료의 총 상발생량이 처분 종료되는 시기는 2090년  

반이 될 것이고, 이후 처분장은 폐쇄된다.

  - 비용평가

    단층과 복층 안 비교에서 단층 안이 앙터 굴착과 뒷채움 비용에 

기인하여 가장 경제 인 안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이자율과 련한 

민감도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변수는 처분장 건설기간이 약 80년에 이르기 

때문에 총원가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과 수평거치의 비교로부터 수평거치 안이 처분공 굴착량과 뒷채움 비용 

때문에 가장 경제 인 안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수평거치방안에서 긴 

수평처분터 은 수직공이 있는 수직거치 안의 처분공과 처분터 을 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하시설의 차이 때문에 수평거치방안에서 처분터 의 

굴착비용과 뒷채움 비용은 총원가를 감소시키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고 폐기물 리 방안

  - 처분시나리오 분석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처분 방안에 

한 정책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축된 모델에는 원자력, 화력, 수력  기타

에 지를 이용한 력의 생산과 원자력발 으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발생과 

간 장  구처분까지의 싸이클이 모델링 되어 있다. 한 고 폐기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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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발 소 내 부지 장, 간 장  구처분 시설의 건설  운 에 향을 미

치는 국민 수용성과 이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

다. 이들 인자에는 원자력발 소/ 간 장시설/ 구처분시설에 한 일반국민  지

역 주민의 수용성,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기술수 ,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

의 안 성 수   원자력 련 시설에 한 언론 정보의 효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축된 모델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하여 3가지의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원자력발 소 내 고 폐

기물 장부지의 포화시기  간 장 시설과 구처분시설의 장시설의 량

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다른 기 에서 수행한 연구의 추정치와 합리 인 범  내 

에서 일치하여 구축모델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경우에 하여 원자력

발 소 설비용량, 고 폐기물 발생량, 장시설 포화시기 등에 한 정량화된 결

과를 도출하 다. 

- 고 폐기물 리방안

  본 항목에서는 국제  요인과 국내  요인을 고려하여 고 폐기물 정책수립

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 다. 국내 고 폐기물정책은 선행․후행핵연료

주기정책과 하여 국제환경요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핵투명성 확보  국

제규범의 수와 련된 항목이 향인자로 나타났으며, 고 폐기물정책의 수용

성은 원자력에 한 사회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기술신뢰성’과 ‘정보신뢰성’ 요인으로 압축되었으며, 고 폐기물 리정책에 향

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인이 상세히 도출되었다. 

 고 폐기물 리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에 지로서의 원자력 상정립”이라는 비

젼을 달성하기 해서는 정책자원의 확보, 기술  신뢰성  안 성 확보, 경제성 

확보 등의 세 가지 분야에 한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하여 정책  환경 분석, 정책 수립, 정책 달, 정책 실행, 

정책 평가등의 과정을 순환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제원/보고/규제/ 리체계를 고려한 고 폐기물 리정책의 

추진체계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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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평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칼슘벤토나이트가 방사성핵종의 출을 억제․지연시키기 

한 완충재 재질로 타당하며, 방사성핵종의 출 주요 메커니즘이 확산 상임을 고

려할 때 공학  방벽을 이루는 완충재의 두께는 50 cm가 핵종이동, 열, 구조 해석 

결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완충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는 이 층으로 구성된 완충재를 제시하 다.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KRS-1) 완충재 블록의 최  변형이 1mm 정도에 

불과하여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핵임계  방사선  안 성 측

면에서는 제시된 처분용기 개념의 핵임계 안 성이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에서 기

값(Keff < 0.95)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개념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나리오에 따

라 그래픽환경에서 지상시설  지하시설에서의 공정에 한 산모사를 통한 공정

분석 결과, 설계개념에 맞게 공정이 수행되었으나, 기술  효용성과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하여 공정장비 등의 실증시험 등을 통한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련 기술은 향후 

처분부지가 확정되고 처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처분시스템 개발에 직  이용

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국가 정책이 확정되면, 공

학  방벽 설계  성능평가 기술은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국산화하는 데에 직  기

여하게 될 것이다.  

  재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비용을 확보하기 하여 

원 사후처리충당 을 원자력발 을 이용하여 생산된 기료를 통해 립하고 있

다.  이 충당 은 기사업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산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된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충당  재 산정 시 공학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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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HLW geologic disposal system

II. Objectives and Necessity

   The geologic disposal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the only way to protect the human being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present and future.  Even though the national policy on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has not yet been decided, KAERI has developed a geologic disposal 

syste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hrough a long-term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the MOST.

   

   Since the HLW disposal technology of one country strongly depends o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industry, 

we cannot apply the techologies developed by foreign countries to our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eological disposal concept suitable for 

korean environments.  To this end we developed the systematic processes 

related to the HLW disposal system, and constructed the reliable data base on 

the Korean geolog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It is 

essential for the future generation that the disposal repository should be based 

on the data and technologies which are developed systematically like this.

   One of important missions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HLW disposal technology are holding is to remove the feeling of unrest on the 

HLW disposal of the public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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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Since the credibility is obtained very slowly and gradually, we 

have to do our best to validat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systematic processes and to open the whole processes to the 

public.  

 

   The key technology of HLW disposal system is the desig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Thus we have to keep the 

technologies regarding the design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suitable for 

our environm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 technology independence.  It is 

expected that around 15,000 canisters whose price exceeds more than 200 million 

Korean won are needed for the spent fuels from 28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planned in Korea.  With them the huge amounts of bentonite for 

mitigating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in the canisters to the natural 

environment are needed.  Thus we have to develop the canister and buffer with 

domestic technologies in order to prevent the outflow of our wealth, which is 

believed to enhance the economics of nuclear energy.  If we keep the key 

technologies like this, we could develop the our HLW disposal system in time 

depending on the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   

   

   In this report the direct disposal of the spent fuel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considering the situations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ulfill the following research goals.  Namely, we have to develop a Korean 

Reference HLW disposal System(KRS) suitable for our representative geological 

conditions.  To this end we developed the unit components of the disposal 

system based on the data from deep 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the 

KRS developed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at the third stage of the 

research program.  Also, the specifications 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components of the KRS are produced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and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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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

1. Engineered barrier system

- Waste Form

   Inventories, and characteristics such as dimension, fuel rod array, weight, 

235
U enrichment, and discharge burnup of spent nuclear fuel (SNF) generated 

from existing and planed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National 2
nd

 Basic Plan 

for Electric Power Demand and Supply were investigated and projected  to 

propose the reference spent fuel for geological disposal system design. Source 

terms such decay heat, nuclide concentration, and radioactivity were calculated 

for structural analysis,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and criticality analysis. 

- Buffer

  When granitic groundwater passes through a bentonite block, the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major ions in it has been measured as a function of time.  

From this experimen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groundwater was 

suggested after the life time of disposal canister.  Then the degradation of fuel 

clad was also estimated by this groundwater.  Additionally, long-term leach test 

of a spent fuel and simulate borosilicate glasses had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aching behavior in the bentonite block.

   To obtain the sufficient amount of bentonite which is mainly considered as a 

buffer material, domestic available bentonite reserve and bentonite mine region 

were investigated.  The appropriateness of import Chinese bentonite as a 

subsitute for the exhaustion of domestic bentonite was also surveyed.  

Additionally, the experiment has been also performed for the additives in 

bentonite in order to fabricate the buffer block satisfied a domestic disposal 

concept and retard the migration of radioactive nuclides.

   The phys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bentonit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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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previous R&D stage are collected and reviewed.  The design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view with foreign 

examples.  The vertical disposal method is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the 

KRS.  The shape and thickness of the buffer are determined to minimize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the borehole.  The thermal analysis of the buffer is 

carried out by using a finite element computer program in order to ensure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the buffer and the canister is below 100 ℃.  

The structure analysis of the buffer is carried out for the load from the heavy 

canister, and the effects of rock movement are analyzed by using computer 

program.  Also, the resaturation time is calculated by using ABAQUS program.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the buffer is to enhance the heat 

transfer capacity.  In general the low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bentonite 

restricts the design of the buffer.  In this study several kinds of additives are 

tested to improve the heat transfer capacit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nhancement of heat transfer.  The double layered buffer is designed with the 

additives.  The thermal analysis is carried out for the double layer buffer with 

the additives.

- Canister

  The canister which asks a considerable cost is a very important engineered 

barrier in the disposal system.  Most countries are developing their own 

disposal canisters suitable for their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compared 

five different kinds of material for the canister.  The basic structure of the 

canister is identical to the Swedish double layered copper-cast iron canister.  

The thickness of the canister is determined from the corrosion rates under the 

representative geochemical condition in Korea.  The size of inner structure is 

optimized from the structural analysis.  The outer sizes of the canisters for the 

PWR spent fuels and CANDU fuels are identical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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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ystem in the KRS.  The integrity of the copper outer shell is 

confirmed through the corrosion experiment.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optimized PWR spent fuel canister is carried 

out.  The criticality analysis, radiation shielding calcul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the therm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the safety assessment.  The 

criticality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reference spent fuels of 45 GWD/MTU by 

using computer programs, SCALE5 and MCNP4c2.  The radiation source terms 

are obtained by using ORIGEN-ARP program for the radiation shielding 

calculation.  MCNP program i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radiation shielding.  

For the structural analysis, three cases - one normal load, one abnormal load, 

and the other rock movement - are analyzed by using computer program NISA. 

The structural analysis of handling equipment covers the four gripper case. The 

cooling time of PWR spent fuels is 40 years in the thermal analysis. The 

boundary of the thermal analysis is to 1,000 meters below the surface. The 

thermal gradient of 30 ℃/km is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mock-up canisters are manufactured to understand the associated 

difficulties.  The inner structure made of nodular cast iron is cast with the 

radius of 1/2 scale and the length of 1/5 scale.  The inner structures are cast 

twice.  The first inner structure is cut to fabricate the test specimens.  

     

  The copper outer shell of 1/10 scale is manufactured by forging.  The current 

budget of the project shows the difficulty in manufacturing bigger outer shell.  

Several kinds of test such as corrosion test and tensile strength tet have been 

carried out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mock-up canisters.  The canister 

handling equipments in the disposal system are determined to analyze the 

canister handl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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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nister in the disposal system is the dominant cost driver, so the unit 

manufacturing cost is estimated on the base of the conceptual design.  In this 

study, the major three items of cost are estimated by the account classification 

method.  The unit manufacturing cost of canisters can be differenc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and in this study, the unit manufacturing costs 

are compared when considering the production of casting and the fabrication of 

thick plate methods. 

   A KDC-2 canister which could be lighter than the KDC-1 canister is 

designed, and the performance assessment for it is carried out.  Also, the 

criticality analysis and radiation shielding calculation are conducted by changin 

the arrays of spent fuels in the KDC-1 canister.  The literature survey on the 

coating technologies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a way to replace the copper 

outer shell maintaining the lifetime of the canister.

    

2. Disposal System 

- Requirements

   In this study,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and design conditions of 

disposa1 container and buffer as a reference disposa1 system being considered in 

foreign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the app1icabilities of the domestic 

experimental results and modeling calculations for a domestic engineered barrier 

system carried out up to now are considered to their requirements and 

conditions.

- Above ground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spent fuel encapsulation process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was established. To do this, the design requirements, such as 

the functions and the spent fuel accumulations, were reviewed. Also,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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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nd the bas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requirements and the 

bases, the encapsulation process of the spent fuel from receiving spent fuel of 

nuclear power plants to transferring canister into the underground repository 

was established. The established concept of the spent fuel packaging process 

will be improved continuously with the future studies. And this concept can be 

effectively used in implementing the reference repository system of our own 

case.

- Underground Facilities

  Spent nuclear fuel from Korean nuclear power plants can be disposed in the 

underground repository. In this report, pre-conceptual design of K orean 

Reference HLW Vertical disposal System (KRS-V1) is presented. Though no 

site for the underground repository has been specified in Korea, but a 

genericsite with granitic rock is considered for reference HLW repository design.

 - Cost Estimation

   In order to estimate a disposal cost, an estimation process was sought after 

the cost objects, cost drivers and economic indicator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disposal cost of spent fuel differs greatly from general 

product costs in the cost structure. Product costs consist of direct material costs 

and direct labor and manufacturing overhead costs, whereas the disposal cost is 

comprised of construction costs, operating costs and closure costs.  In addition, 

the closure cost is requir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elapses following the 

building of a repository. 

   To estimate the costs of alternatives in terms of disposal systems, the single 

and double layer option as well as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emplacements 

has been considered.

  In the case of a cost estimation for these alternatives study, only the 

technical dominant cost drivers have been considered.  However, this cost is the 

result of a case study, thus if a disposal concept for Korea is to b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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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 may change.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take all economic variables, 

repository site costs and safeguard costs into consideration when estimating 

such a cost in the future.

3. HLW Management Alternatives 

- Disposal Scenarios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disposal of HLW(High Level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 and Nuclear related facility should be proposed, and so a 

logical model was developed to illustrate the mechanisms of scientific 

technologies and social arguments related with a HLW. In regard to that, a 

quantitative model was proposed to be used for a simulation simply. 

Furthermore, three scenario was developed as a selective option to verify the 

integrity of a developed model and implement the simulation following those 

scenarios.

- HLW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HLW management policy to cope 

flexibly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achieve sustainable nuclear industry. 

Dominant factors affecting HLW management policy were drawn to suggest 

master plan and systematic approach procedure. This study was concentrated on 

the state-of-the-art analysis for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for an 

institution and policy, requirement for HLW policy and systematic approach 

procedure.

4. Evaluation of Total System 

   Engineered barrier is analyzed and evaluated systematically in perspective of 

thermal, structure, criticality and radiation shielding to identify whether it m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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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requirements when the canisters which are planned to dispose all the 

projected amount of nuclear waste within the country are placed in depth of 

500m underground designed facilities with host rock of granite.

   Underground facilities are divided into restricted area, non-restricted area and 

disposal area which are consisted of disposal panel, disposal tunnel and disposal 

hole. Arrangement of main facilities, measurement and design requirements for 

these areas are presented in detail. 

   Detailed process on repository operation is developed in this research and 

backfill and closure process which are required when closing the repository are 

also presented. Moreover, feasibility evaluations were performed for operation 

process and scale.

IV. Results

1. Engineered barrier system

- Waste Form

   Inventories and characteristics of spent nuclear fuel (SNF) generated from 

existing and planed nucl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and projected to 

propose the reference spent fuel for geological disposal system design. From the 

comprehensive study, 16×16 KOFA SNF with initial enrichment of 4.5 weight 

percent of 
235

U and corresponding discharge burnup of 45 GWD/MtU was 

suggested as the representative fuel for domestic SNFs with conventional 

burnup. For CANDU fuel, SNF with 0.71 weight percent with 7.5 GWD/MtU 

was proposed as the reference fuel. Source terms such as decay heat, nuclide 

concentration, and radioactivity were finally calculated for each proposed design 

to support disposal system design.

- Buffer



- 26 -

  The original chemical conditions of granitic groundwater would be maintained 

after the life time of disposal canister, even though they depend on the flow of 

the groundwater in the bentonite block and the life time of a disposal canister.  

When the groundwater penetrates the canister which is physically sustained, the 

degradation of clad of spent fuel by groundwater would be similar to that in a 

wet storage condition.  Therefore, from the consideration of degradation 

phenomena of the clad in the wet storage known up to now, it is estimated that 

the breakage of clad by a corrosion may not occur for 1,000 years.

   The leaching experiments of spent fuel and simulated borosilicate glasses 

inserted between the compacted bentonite blocks had been performed for more 

than 4 years.  In these experiments the release of Cesium from the spent fuel 

in the bentonite blocks was less than that in groundwater without the blocks, 

and the long-term leach rate of glasses was as about 0.03 g/m
2

-day. 

   The domestic bentonite mines are located at Pohang-Kyungu-Ulsan region, 

and available bentonite reserve is estimated to be around 4.3 million tons.  

However, recently the mining amount of domestic bentonite is not sufficient for 

the domestic demand.  Thus, the required bentonite should be imported from the 

foreign country.  Among the foreign bentonite, Chinese bentonite is less 

expensive and its reserve is as great as over several hundreds million tons.  

Ag2O is recommended as an additive in bentonite in order to retard the 

migration of iodine which is the most hazardous nuclide after the breakage of 

the disposal canister.

    In this report we outline the conceptual design of buffer, result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an improvement of thermal performance.  The 

design requirements are determined by using the phys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bentonite studied at the previous R&D activities.  



- 27 -

The thickness of bentonite buffer is determined to be 0.5 m from the mass 

balance equation to minimize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The shape of the 

buffer is ring and disk.  The dry density of buffer is 1.6 g/cm3, and the 

thickness of the upper and lower part of disk buffer is 2.5 m and 0.5 m,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rmal analysis with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show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the buffer and the canister is 

below 100℃.  It meets the thermal design requirement.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for the 10 cm rock movement around the deposition hole 

show that the buffer mitigates the stresses on the canister.  The time needed to 

saturate the buffer with water is estimated by model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aturation time is estimated to be around 10 years to 30 years.

   The improvement of thermal capacity of disposal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ics.  In this report we suggest a method to enhance the thermal 

capacity through a conceptual design and an experiment.  The addition of sand 

and graphite to the buffer shows the improvement of thermal conductivity of the 

buffer.  

   

  The improvement of thermal performance of the repository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HLW disposal.  The effects of dry 

density, initial water content, sand content, and graphite content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ompacted bentonite block were investigated to test the 

improvement in thermal performance of the buffer.  Results showed that the 

water content and the graphite content were the most sensitive to the thermal 

conductivity the bentonite blocks with natural water content and 5 wt% of 

graphite showed more than 1.0 W/mK values of thermal conductivity regardless 

of their sand contents.

-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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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different kinds of material are compared in terms of performance of the 

canisters and manufacturability with the ratio of 65 to 35.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inless steel is the best and nickel-alloy, titan-alloy, carbon steel, and 

copper follow.  However, considering the geochemical properties of deep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research area with granite, salt water intrusion, 

and the heavy weight of the canister, copper is recommended for the outer shell 

material and cast iron for the inner structure material.  If we consider the 1,000 

years of canister lifetime, carbon steel could be used for the outer shell.  

   The basic structure of the canister is identical to the Swedish double layered 

cylindrical copper-cast iron canister.  The thickness of the canister is 

determined from the corrosion rates.  The thick of 50 mm guarantees the 

lifetime over a few million years in the case of the corrosion rate of 2×10-5 

mm/yr.  It is expected that the overestimated thickness of the copper outer shell 

would be improved later.  Four PWR spent fuel assemblies could be loaded in 

the canister basket.  The outer diameter of the canister is optimized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The 102 cm diameter shows the optimum value.  

   The mass loss of copper, iron and stainless steel specimens, inserted into the 

gel-state domestic bentonite with a ground water and kept for a long time, have 

been measured to understand the corrosion behavior of a disposal container in a 

underground disposal condition. 

   The corrosion layer of copper was identified as Cu2O by using XRD. The 

corrosion rate of copper was estimated about 0.04 μm/yr when its initial 

corrosion thickness was subtracted. From this corrosion rate, its uniform 

corrosion depth for 1000 years would be less than 50 ㎛ in a deaerated 

condition, and the 250 μm of thickness of copper container will be correspond to 

its corrosion depth if conservative fitting factor is 5. The corrosion rate of iron 

was evaluated about 10 μ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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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safety analysis are as follows.  When the canister with spent 

fuels is deposited into the borehole, the criticality for the normal case shows 

0.816, which means subcritical condition and thus meets the design requirement.  

The maximum criticality comes from the case that all the assemblies are put 

together, which shows the criticality of 0.946 including the uncertainty.  Most of 

absorbed dose rate at the surface of the canister comes from the gamma rays.  

The maximum value of 0.577 Gy/yr is at the bottom of the canister, which is 

below the design requirement, 1.0 Gy/yr.  Soon after the canister is put into the 

deposition hole, the deposition hole will be saturated by the surrounding 

groundwater.  The structural analysis with hydrostatic pressure, bentonite 

swelling pressure, and thermal stress shows that the safety factor for normal 

condition is 3.13.  It is more than 2.0, which means that the canister is safe 

enough to endure the disposal conditions.  The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for 

the abnormal case shows the safety factor of 2.10.  The result for the rock 

movement case show that no damage is  expected on the surface of the 

canister.  Also, the canister handling analysis shows the safety factor of 4.67.  

The thermal analysis of the canister is conducted for the case of 40 years of 

cooling time.  Under the condition of high thermal gradient, 30 ℃/km, the 

maximum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the canister is around 98 ℃.

   Several mock-up canisters are manufactured in order to make out the 

domestic technologies related to the canister fabrication.  Two different kinds of 

inner structures, KDC-1 and KDC-2, are made of nodular cast iron with the 

radius of 1/2 scale and the height of 1/5 scal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bubbles produced between the spent fuel basket and the cast iron and the 

bending of the basket are resolved finally.  The manufactured KDC-1 canister is 

cut to make test specimens.  With the limit of budget for the copper outer shell, 

1/10 scale outer shell is manufactured by forging.  The tensile strength of the 

specimens from inner structure shows greater than 235 MPa used for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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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The corrosion test is in progress, and the results are expected 

three years later.  The metallographs of the nodular cast iron taken from the 

KDC-1 mock-up canister show very similar patterns to those from POSIVA 

canisters.

   From the comparison of manufacturing costs, the unit manufacturing cost 

using the fabrication of thick plate method for outer shell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81,953 EUR, and then the cost of outer canister has been 

charged 70% of the unit manufacturing cost.  When considering the production 

of casting method for outer shell, the unit manufacturing cost is estimated to be 

166,131 EUR, and then the cost of outer shell has been charged 62% of the total 

costs.

   A KDC-2 canister which could be lighter than the KDC-1 canister is 

designed, and the performance assessment is carried out.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under normal and abnormal load condition are similar to 

those for the KDC-1 canister.  The result of thermal analysis shows the very 

similar output compared with that of KDC-1 due to high thermal conductivity of 

metal.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KDC-2 canisters are more efficien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handling system.  Thermal feasibility for several corrosion 

resistance methods to extend the life time of a disposal canister has been 

evalua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cold spray coating process, of which 

the thermal stress is relatively lower than the thermal spray, would be more 

favorable, and the physical vapor deposit better than the chemical vapor deposit.

2. Disposal System 

- Requirements

    Domestic spent nuclear fue1 disposa1 container to be considered cons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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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ilar structure to Swedish design concept and contains 4 assemblies of 

PWR spent nuc1ear fuels or 297 bund1es of CANDU spent nuc1ear fuels. The 

disposa1 container must have the resistances to chemica1 corrosion, therma1 

stress and mechanica1 stress in order to prevent the re1ease of radionuc1ides 

during a long term of disposa1 of spent nuc1ear fue1s in deep geologic 

repository. Most developed countries design a disposal container which can have 

a robust durability of 1000 years and arranges spent nuclear fuels in the 

container to maintain a nuclear subcriticality of spent nuclear fue1s even though 

ground water penetrated into container. 

The buffer must have the capabilities of protecting the container and resisting 

the transferring of radionuclides. To meet these purposes, the buffer must have 

requirements of 1ower hydraulic conductivity and diffusion ve1ocity of 

radionuclides compared with those in the host rock, and a higher therma1 

conductivity to keep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container 1ower than 100 ℃. 

The swelling pressure of the buffer must be enough high as we1l contacting 

with container and host rock, but not high as damaging the container. The 

composition and thickness of buffer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re1ease of radionuclides, thermaI properties and economics of the buffer material, 

and pressure bui ld-up inside the disposa1 cavity due to the corrosion of 

container.

- Above ground facilities

   The final disposal plant design principles includes that the final disposal 

tunnels are constructed parallel with the spent fuel canisters disposal. The 

encapsulation line is dimensioned for one fuel canister's production per day. 

Two encapsulation lines are constructed in the encapsulation plant. In the first 

phase CANDU encapsulation line is equipped and the CANDU fuel is 

encapsulated. In the second phase PWR encapsulation line is equipped and the 

CANDU encapsulation line is modified for the PWR fuel encapsul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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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fuel is encapsulated in two parallel encapsulation lines. 

   The final disposal facility is planned to start its operation in year 2040. 

Annual production of disposal canisters for the CANDU fuel is 146 during the 

first 20 operating years. During the next 30 operating years in average 379 

PWR fuel canisters are produced. Also, it is proposed that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heat optimization be considered.

   Total personnel number of the final disposal plant counts about 364. In 

addition to that number the local contractors will be used for example for 

excavation of the final disposal tunnels, for rock crushing and for different kind 

of maintenance and service works.

   The final disposal plant will require about 200,000 to 400,000 m
2 

area above 

ground level. The total building volume of the above ground buildings is about 

120,000 m
3

.

- Underground facilities

  Depth of the repository is assumed to be 500 meters. The repository consists 

of the disposal area, technical rooms and connections to the ground level in the 

controlled area and technical rooms and connections to the ground level in the 

uncontrolled area. Disposal area consists of disposal tunnels, panel tunnels and 

central tunnel. Panel tunnels connect disposal tunnels and the central tunnel. 

Central tunnel leads from controlled area to uncontrolled area and connects panel 

tunnels to each other.   Technical rooms in the controlled area includes also 

four shafts: canister shaft, personnel shaft and two ventilation shafts. Technical 

rooms in the uncontrolled area includes correspondingly access tunnel, personnel 

shaft and two ventilation shafts.

  The repository will be excavated in seven phases. Construction of the 

repository will begin in 2020's whe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is 

constructed. Next step of the construction istaken in 2030's when first part of 

the repository is constructed. After this phase in 2040 all the disposal tunnels 



- 33 -

for CANDU canisters are excavated and disposal of CANDU canisters will 

begin. Disposal of PWR canisters will begin 2066 when all CANDU canisters 

are disposed. Disposal tunnels and panel tunnels will be backfill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repository also concurrent with the disposal of the canisters. All 

the canisters will be disposed in 2096 and the repository will be closed.

- Cost Estimation

   In comparisons of single layer and the double layer options, it was found 

that the single layer option was the most economical alternative due to the 

central tunnel excavation and backfilling cost.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alysis undertaken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escalation and interest rate, it was found that these economic variables affect 

the total cost significantly, as the construction of a repository requires 

approximately 80 years.

  From the comparison of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emplacements, it was 

found that the horizontal emplacement option was the most economical 

alternative because of the disposal holes excavations and the backfilling cost. 

Because, in the case of a horizontal emplacement, the long horizontal disposal 

drifts replace both the disposal holes and the disposal tunnels of the vertical 

emplacement alternative with vertical holes. 

  As for the difference of such underground facilities, in the case of a 

horizontal emplacement, the excavation costs and the backfilling costs of the 

disposal drifts may be critical factors for decreasing the total costs. 

3. HLW Management alternatives

- Disposal Scenarios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disposal of HLW (High Level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 and nuclear installation should be proposed, and so a 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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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as developed to illustrate the mechanisms of scientific technologies and 

social arguments related with a HLW. On the basis of that, a quantitative model 

was proposed to be used for a simple simulation. 

   A constructed model included the modeling of electric power from a nuclear, 

thermal, and hydraulic power plant and that of nuclear fuel cycle regard to a 

production of a HLW, the interim storage, and the permanent disposal. Factors 

used in this modeling was public acceptance to a site storage, interim storage, 

and permanent disposal. And the other factors were also considered such as 

technical achievement for the safety of a nuclear power plant, the safety level of 

the plant addressed by society, the effectiveness of a press information for the 

nuclear related facility.

  Three scenarios were developed as an option to verify the integrity of a 

developed model and implement the simulation following those scenarios.  The 

time to be full capacity for a site storage and the accumulation behaviors of a 

interim storage and permanent disposal facility was evaluated.  The results 

agreed well with that of other organizations in an acceptable range, so that the 

developed model was confirmed to be allowable.  Using the model, the facility 

capacity for a nuclear power plant, an amount of HLW production, and 

saturation time of a storage facility was also evaluated.

- HLW Management Policy

  Dominant factors were drawn to establish HLW management policy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 factors related to nuclear 

transparency and observ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were revealed to be 

crucial, because the policy is subject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obtain public acceptance when the policy was set 

up, was the same as it is inevitable to obtain public acceptance for 

conventional nuclear industry. In this study,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affecting the high-level waste management polic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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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ed and listed in detail.

  It was show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ree major fields, namely, political 

infrastructure, reliability and safety for relevant technology, and economics, 

were necessary to achieve sustainable nuclear industry. It was also desirable to 

make repetitive progress for environment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e nuclear polic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this study, the comprehensive structure to make HLW management 

policy was eventually proposed considering fund, report, regulation, an 

management. 

4. Evaluation of Total system

   Calcium-Bentonite produced within country are suitable for buffer material 

planned to prevent and delay the release of radionuclide. When considering the 

diffusion is main release mechanism, thickness of 50 cm for buffer is suitable 

when assessed with radionuclide transportation, thermal and structure analysis. 

Also, buffer composed of double-layer is  presented for better buffer 

performance. 

   Maximum transformation for buffer is evaluated 1mm maintaining the safety 

in consequence of safety analysis for Korean disposal system. Moreover, as a 

result of criticality analysis based on concept of canister which were performed 

in perspective of radiological safety, criticality safety was satisfied with both 

normal and abnormal state criteria(Keff < 0.95).

   Simulation for the above-ground and underground facility in graphic 

circumstances through KRS design concept and disposal scenarios for spent 

nuclear fuel shows that an appropriate process is performed based on facility 

design concept and required for more improvement on construction facility by 

actual demonst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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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related to the 

Korean Reference HLW disposal System could be applied directly to the system 

development in the near future when the project launches after the site for the 

final repository is fixed.  Especially, if the national policy on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is decided, the technologies regarding the desig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would contribute to make canisters 

and buffers for ourselves in Korea.

  The liability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currently collected through the electricity fees.  This liability is assessed 

every five year according to the Electricity Enterprise Act.  It is believed that 

the KRS would be used as a reference system in case of assessing th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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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국내 원 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2006년말 재 8,670 톤에 이르며 원

자력발 소 내 장조에서 임시 리되고 있다. 산자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3차 

력수 기본계획[1.1.1]에 따르면 2020년에는 28기의 원 이 운 될 것으로 망되며 

이들 원 에서 발생될 사용후핵연료는 총 36,000 톤(가압 경수로 20,000 톤, 가압 

수로 16,000 톤)으로 상된다. 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60년 계속운  시 그 발생

량은 52,000 톤으로 더욱 늘어날 망이다. 폐기물 처분부지가 경주로 확정

된 후 원자력 산업계의 심은 이제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에 돌려지고 있으며, 

향후 이들 사용후핵연료에 한 공론화가 고조될 것으로 망된다. 

  본 연구단계는 고 폐기물로서의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기 한 기  

 타당성 연구이다.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는 사용

후핵연료 는 재처리 후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하기 하여 30년 

이상의 기 ․응용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들 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단기간에 걸

친 해외 기술이   기본 자료 축 만으로는 필요한 기술을 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기 인 국가 로그램 하에 체계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사업 추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수

용성과 국민 이해가 필수 인 방사성폐기물 리특성상 타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차

별성을 가진다. 

  즉, 고 폐기물처분과 련하여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

폐기물의 심지층처분개념을 마련하여 지속 인 개선을 거듭하고 있으며 장기

으로 요구되는 안 성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하여 자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

에 맞는 기술을 지속 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고 폐기물 처분사업은 

국가 인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장기 인 상용 로그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과 련된 고 폐기물 처분 요소기술개발은 상용 처분사업에 

필수 인 실증을 한 핵심 인 비업무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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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은 최종 리 방안이 아니며,  세계 으로 원자력 산

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하여 해결해야 할 최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리 방안에 한 연구개발은 자국내의 환경에 합한 고 폐기물 처분

요소기술의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세 가 입은 경제  혜택의 부산물

인 고 폐기물을 후 에 가하지 않기 한  세 에서의 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에 따라 처분 시스템개발과제의 목표는 심부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

로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  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한국형 처분시스

템을 개발하고,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공학  방벽 성능  종합 안 성 평가를 

한 물성  규격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은 1차년

도인 2003년부터 4차년도인 2006년까지이며,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각 년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 1 차년도(2003)

   처분시스템 기술기  정립  구성요소 분석

   처분용기와  HLW 포장설비/공정 개념설계 

• 제 2 차년도(2004)

   처분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분석

   고 폐기물 지하 처분 개념설계 

• 제 3 차년도(2005)

   처분시스템 건설/운 측면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최 화 변수 도출

   심부지하시스템의 열-수-역학  거동 해석

• 제 4 차년도(2006)

   한국형 처분시스템 종합평가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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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에 합한 고 폐기물의 처분기술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조건, 자국의 

원자력산업 특성에 한 산업 ․사회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고유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합한 처분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고 폐기물처분 련기술을 체계 으로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의 지질 데이터  인문, 사회  환경에 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합한 한국형 처분시스템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고 폐기물 처분연구에 있어 요한 문제 의 하나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처분에 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단

시일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 장기 으로 처분된 폐기물과 처분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한 정량 인 연구와 이 연구결과들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실증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연구개발이 일 성 있게 꾸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결과를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경제 ․산업  측면

   경제․산업  측면에서 처분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국내 기술자립과 둘째, 시기 

한 투자와 투자규모의 정화 지향의 지혜를 살려서 다가올 사태에 미리 비

하는 장기 인 근개념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원자력에 지는 화

석연료의 비 이 쇠퇴하고 체 에 지원이 두되기 까지 한국에서 선택의 여지

가 없는 에 지원이며, 원자력에 지는 선행․후행핵연료주기 반에 걸쳐서 균형

이고 시기 하게 련 기술이 확보되어 안정 으로 공 되어야 한다. 이 원자

력에 지의 공 으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은 심부 지층에 안 하게 처분할 수 있

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로 우리나라 자연환경특성에서의 안

성 실증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상용처분사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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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층 처분의 안 성입증에 소요되는 기반기술과 입력자료는 요구되는 특정시기

에 일시 인 투자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공학  개념을 넘어선 장기

인 투자  연구과정을 단계 으로 거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시기에 엄청난 혼

란이 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요 기술의 부분은 심부환경과 련되므로 막상 필

요할 때 즉각 으로 선진 외국으로부터 도입될 수도 없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후행핵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의 불완 함은 원자력에 지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타 산업을 한 에 지원의 안정  공 에 지장을 래하게 되

어 결국 국가 경제․산업  사회 반 으로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핀

란드의 경우 신규 원 의 인허가 조건에 처분장의 확보가 제되어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신규 원 개발을 해서는 이와 련한 선․후행핵연료

주기 반에 한 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고의 환을 요구하는 사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연구는 타 연구과제와 달리 단계 으로 장기 이

고 진 인 시간투자의 비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주요 근 철학이 

되어야 필요가 있다. 

  고 폐기물 처분사업에 투자되는 산업 인 분야는 련 업체의 기술개발 공조

체제를 범 하게 필요로 하므로 고 부가가치성 환경기술개발은 타 산업에의 응용 

등 정 인 효과가 클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YUCCA 부지에 

한 실증시험과 련한 력업체의 인력규모는 연 20,000명 이상에 달하는 정도로 

규모 고용창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 국은 처분

련 기술의 자립을 성취하기 하여 자국의 시스템개발과 이의 실증과정에 당연히 

국가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 폐기물의 총 처분비용은 발 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며, 원자력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고 폐기물 처분기술을 외국에 의존

한다면 막 한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

여 기술을 자립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의 

부존자원을 극 활용함으로써 고 폐기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상업  고용 증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55 -

  따라서 고 폐기물 처분기술을 국내산화하고 국내의 부존자원을 극 활용하

여, 처분비용의 감과 외화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원자력발 의 경제성을 제고시킴

과 아울러 련 산업의 발 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자국의 실정에 부

합되는 처분시스템을 기에 개발하여 처분기술  안 성 실증 단계와 상용 처분

사업의 일정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  측면

   재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리 정책은 2008년까지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을 운 한다는 것이나 

련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재까지 보여  불투명한 방사성폐기물 

리정책  처분안 에 한 국민의 이해부족과 원자력 안 에 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에서 기인된 것이다.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은 “기다리고 망(Wait 

and See)” 이나 이러한 것은 이미 미국, 카나다, 스웨덴, 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서는 국가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원 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압 

경수로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리 안 마련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은 최종 리 방안이 아니므로 비교  재활용 타당성이 없는 가압 수로 사

용후핵연료 처분에 한 정책과 처분개념  방법론 등을 우선 제시한 다음 가압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정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이르 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카나다, 일본, 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80년  반부터 IAEA,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리 안 수칙을 수함과 동

시에 자국민과 환경보호를 하여 체계 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실정

에 맞는 처분개념을 개발해 오고 있다.  원자력 G5로의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는 국

내의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리 방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고 폐기물 처분

에 한 기술 타당성 검토  지속  연구개발 노력은 원자력발 과 련된 안 성 

확보 차원에서 핵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까지 비한다는 상징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본 과제의 1 & 2 단계에서는 주로 처분안 성 확보와 련된 기반기술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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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을 두었으며 3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개발된 다 방벽의 단  구성 요소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심부환경에서도 제 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체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표 인 자연환경 특성에 합한 기  처분시스템

을 개발․제안하고자 하 다. 

제 3  연구개발 범

   본 연구단계에서의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 는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제 1 차년도(2003)

 •연구개발 목표

    처분시스템 기술기  정립  구성요소 분석

    처분용기와 HLW 포장설비/공정 개념설계 

 •연구개발 범  

∘ Waste Form 장기건 성확보를 한 처분환경과 상 계 도출(NF환경)

∘ 처분시스템 구성요소 별 성능  설계요건 종합

   - Waste Form, 용기, 완충재의 기술기   성능요건 확립

   - 포장공정 요건 확립

∘ 처분용기, 지상시설 개념설계

   - 처분용기 방사선 , 열-역학  안 성분석  

   - 지상시설설계: 포장공정/설비  

∘ 국내․외 암반 물성 실측자료 DB 확보

∘ 처분용기와 터 의 배열에 따른 비용  기술성분석

   - 처분용기/터 배열 련 성능  기술 기  설정 

   - 실험자료에 의한 완충재 구성  성능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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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방법/기술, 비용, 굴착량-완충, 뒷채움 양 등

   - 처분공/처분터 /진입터 /shaft 배열 기본요건 분석 

   - 처분장 단층  2층 배열 방안 기술성분석 

∘ 고 폐기물 기  처분 시나리오 도출 : HLW처분물량, 처분방법, 시기 

등에 따른 기본처분 시나리오 도출

￭ 제 2 차년도(2004)

 •연구개발 목표

   처분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분석

   고 폐기물 지하처분 개념설계 

 •연구개발 범  

∘ 처분용기 재료의 부식특성과 수명  처분환경과의 상 계 분석 (FF

환경)

∘ 처분시스템 구성요소 별 장기  성능확보 기술  방안 분석 평가

 - 처분용기 재료 방식처리 방안 분석

 - 완충재의 물리 /화학  방벽 장기  특성분석  규격자료

 - 처분용기 건 성/안정성을 한 NF 설계요건 도출

∘ 처분공주변  처분터  THM 거동분석

- 리, 단층, 균열  특성 (규모,지질학 /수리학 특성) 향 

- 처분용기/터 배치방안 

∘ Multi-level & Single-level 처분장 개념 분석

∘ 지하 처분시설 개념설계

- 처분공/터 / 근로/수직갱배치, 건설/운 공정

- 환기설비/통제구역설정범  등

- 주요시설  장비

- 처분장 운 안 성 조건 설정 : 온도/습도/환기계통/열분포, 처분용기 

치 : 방사선분포 등

∘ HLW 처분 리 방안 분석(I) : 언제/ 가/어디에/어떻게 처분하는 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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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가 등

￭ 제 3 차년도(2005)

 •연구개발 목표

   처분시스템 건설/운 측면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최 화 변수 도출

   심부지하시스템의 열-수-역학  거동 해석

 •연구개발 범  

∘ 처분용기 기계구조 , 화학  설계 해석 : 낙하, 크립, 부식해석 등

∘ 처분용기 설계  제조 기술성 평가 종합, 비용분석  

∘ 처분환경 조건에서 완충재/뒷채움재의 장기  열/수리 /역학  거동특

성 분석 

∘ 처분공  터 의 크기/모양/굴착방법 등에 따른 장기 구조 안정성 해석  

          : 열/수/역학  특성  폐쇄시간 고려 

∘ 처분용기  터 배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 지하공동/구조물의 장기거동분석 (열/수/역학 조건)

∘ 수직/수평처분공 굴착방법  운  분석

∘ 고 폐기물 처분시설 운 리 시뮬 이션 분석

- 처분장 건설/운  공정모사 분석: time & motion analysis

- 최 화 변수설정,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향 분석  

￭ 제 4 차년도(2006)

 •연구개발 목표

   한국형 처분시스템 종합평가

 •연구개발 범  

∘ 처분용기 모형 제작 

∘ 완충재 성능 향 인자  연 성 분석

∘ 장기 구조안정성 측면의 최  처분용기 배치/터 크기/모양/굴착/보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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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결정 ( 향인자분석포함)

∘ 지하동공/구조물의 장기 괴거동 분석 

∘ 한국형 처분시스템 종합평가 (비용-효과분석 포함)

- 고 폐기물 수납, 포장, 처분율

- 처분장 운 기간

∘ HLW처분 리방안 분석(II) : 처분에 필요한 부지/재원/ /보고  규제

리 체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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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고 폐기물 처분개념  국내 기술개발 황

1. 심지층처분 원리[2.1.1]

  고 폐기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방사능 가 높고 다량의 장반감기 핵종

들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  방어측면에서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의 보 에 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폐기물을 장기간 격리 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방사성물질의 방사붕괴로 발생되는 붕괴

열을 주변에 아무런 해가 없도록 소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 하고도 구 인 폐기물 리의 일환으로 심층처분, 심해 지

층처분, 우주처분, 빙하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개발 되어 왔다. 이  고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이 처분된 주변 환경으로 출되어 우리의 생

활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가능한 한 최소화 시키면서 기술 으로도 가능성

이 높고 경제 이며, 국제 사회 으로도 수용에 어려움이 거의 없으며, 방사선  그

리고 열  해로부터 충분히 안 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권고할만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심층처분방법이다.

  기본 으로 심층처분은 지상으로부터 어도 300 m 이하 깊이의 결정질암층, 암

염층, 토층 등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매질이 갖는 특성, 

즉 안정된 지질환경과 역학  특성으로 지하에 치하는 처분시설을 보호하고, 안

정된 수리지구화학  완충과 암반 내 발달한 미세단열구조  단열충 물에 의한 

흡착으로 출된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처분장 주변의 투수성에 따른 핵종

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방벽은 시공에 따른 변화

와 비균질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 으로 보완하기 

하여 공학  방벽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자연방벽과 조화를 이루는 다 방벽으

로 시스템을 최 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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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  방벽 개념[2.1.1, 2.1.2]

  공학  방벽의 구성은 폐기물 자체와 이 폐기물을 담고 있는 처분용기, 용기 주

변과 처분터 을 지연효과가 크고 팽윤성이 양호한 물질로 채우는 완충재와 뒷채움

재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처분용기 자체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의 수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간단계로서 500년 내지 1,000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처분용기에 완충재로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 으로는 

폐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등 일련의 기능이 복합된 공학  방벽 시스템과 지하 지

질구조인 자연방벽으로 구성된 다 방벽의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공학  방벽은 일차 으로 방사성핵종의 출을 차단시키고, 장기간 출을 최소화 

 지연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각 구성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은 내침출성이 좋은 안정한 매체이다. 

- 처분용기는 폐기물의 취 /거치/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면서 한 수명기

간 는 그 이상동안 폐기물을 격납한다. 

- 완충재는 처분장의 굴착과 열-수-기계-화학  조건을 안정화시키며, 한 

투수성과 확산성이 낮아 장기간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제공한

다. 그리고

- 뒷채움, 폐쇄 등 그 밖의 공학  방벽은 터 /수직갱도를 통한 방사성핵

종의 출과 지하 처분장으로 사람의 근을 막는다.

3. 처분시설 개념[2.1.3]

  처분시설의 기본 구성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별된다. 지상시설은 고 폐

기물의 인수, 포장, 지하로 이송 등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하시설은 지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받아 심지층의 처분공 에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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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제반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폐기물이 거치되는 

치(방식)에 따라 수직 는 수평 처분으로 구분되며, 수직의 경우는 일정 깊이의 바

닥을 기 로 하여 수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여 그 곳에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시

키는 수직처분공과 하나의 긴 수직공에 여러 개의 처분용기를 쌓아 올리는 긴 수직

처분공도 있다. 그리고 처분 치를 일정 깊이의 한 평면으로만 거치시키는 단층구

조와 면 을 이기 한 방편으로서 깊이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다층으로 분산

하여 거치시키는 다층구조도 있다.

4. 국내 기술개발 황

  고 폐기물처분에 한 연구는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1997년부터 2

차 장기계획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재 3단계 연구가 

진행 이다. 

○ 처분개념 설정 연구는 기술성/경제성/안 성 평가를 통한 한국형 처분시스템개

발에 주력하고 있음.

   - 기  사용후핵연료/고화체 선정  특성 분석 완료

   - 공학  해석을 통한 기  포장방안  용기 모델 제안

   - 완충재의 공학  특성  핵종 지능 분석

   - 열/수리/역학 (THM) 해석을 통한 기  처분시스템 개발

○ 처분안 성평가 연구는 

   - 기 처분시스템의 확률론  안 성 평가와 종합안 성 평가를 한 QA  데

이터 리 시스템 구축.

   - 종합 안 성 평가를 한 MASCOT-K 체제 구축  Near-field 핵종 이동 

모델 개발/확장하여 국내산 핵연료  단열 암반의 특성에 따른 안 성 안

들을 평가하도록 하 음.

   - 기존의 FEP 목록을 안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시스템 정의 FEP  부속 

FEP을 심으로 보완하고 이들을 그룹화하고 각 FEP들이 어떤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인지를 도출하여 이를 행렬 형태로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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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장으로부터 MWCF에 이르는 유동 거리  단열 암반에서의 수리 특성이 

체 처분 안 성에 미치는 향 규명: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

성물들의 순간 유출률(Instant Release Fraction)의 요성 부각.

   - 국내에서는 장반감기 핵종들의 향을 분석하는 생태계 향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한 연구가 착수됨.

○ 심부 지질환경 특성연구는  

   - 심부암반의 투수성 단열 특성 평가를 한 장시험으로 화강암반 분포지역을 

심으로 각각 200～500 m 심도에 이르는 지질환경 특성 평가를 시도하 음.

   - 수압 쇄 시험에 의한 지반응력분포 해석  열응력 하의 역학  특성 도출, 

심부암반의 지화학  특성 평가․인자 도출.

   - 심부지하수 지화학  진화과정 규명  지하수 유동시간 추정 연구를 수행하

여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  안 성 평가의 기  자료 제공.

○ 처분시스템거동 실증연구는 

   - 우선 공학  방벽시스템의 THM 거동실증을 해 공학  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완충재의 장기건 성 실증문제도 국제 인 심의 상이 되고 있

으므로 완충재가 심부 처분환경의 열-압력 조건  화학조건 하에서 장기간 

동안 기 성능과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IAEA 주 의 국제 공동연구와 워크  등을 이용하여 연구의 효율성

을 높일 정임. 

   - 고  방사성핵종 거동 특성 규명에 한 연구는 그동안 단 모델 개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통해 꾸 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악

틴족 원소 핵종의 취  시설, 정 분석기기 등 상 으로 열악한 인 라 구

조와 핵물질 사용 지 등 국제  제약, 기 연구개발에 한 인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어진 국내 여건 하에서 이를 해결하기 해 다각도

로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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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 황

1. 미 국

가. 처분 련 정책  로그램

  1945년 세계 최 로 핵무기 생산에 성공한 미국은 1954년 원자력 에 지의 평

화 인 사용과 이의 부산물인 고 폐기물의 리책임이 연방정부에 있음을 알리

는 원자력에 지법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리정책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

  1980년에 DOE(Department of Energy)는 1950년  이후부터 추진해 온 그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처분 안에 한 범 한 환경 향평가를 이행하여 심지층

처분의 우수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82년 미 의회는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법(NWPA : Nuclear Waste Policy Act)[2.2.1]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 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연구를 범 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를 마련하 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DOE는 꾸 히 후보부지의 선정 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1986년에 DOE는 주정부  주민의 반 에 부딪쳐 후보부지 선별작업을 단하

으며, 1987년에는 부지특성조사의 지연과 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미 정부는 부지확

보조사의 연기를 포함한 폐기물 리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하 고, 1987년 말 미국 

의회는 새로운 폐기물 리 정책인 NWPAA(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2.1.1, 2.1.2]를 통과시켰다. 이 NWPAA의 발표로 본격 인 유카마운틴 로그

램이 착수되어 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 처분장 정상운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2.2.2].

•1997 : 터   시험장 공사 완료, 범 한 열 시험 시작

•1998 : 비 타당성평가 완료

•2000 : 최종 환경 향 평가

•2002.07.09 : 야카산 처분부지 타당성 의회 승인

•2008.06.30 : NRC에 인허가 서류 제출

•2011.09.30 : 처분장 건설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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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기운 을 한 시설건설 완공

•2016.12.31 : 시운  완료

•2017.03.31 : 처분장 상업운  개시 

나. 처분장 개념 [2.2.3]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양은 약 70,000 MTU인데, 이  상용 사용후핵연료

가 63,000 MTU, DOE의 사용후핵연료가 2,333 MTU, 군용시설에서 발생된 고

폐기물이 4,027 MTU, 상용시설에서 발생된 고 폐기물이 640 MTU이다. 이 폐

기물의 거치방법은 수평갱도(in-drift) 처분방식이고, 거치 시작 후 최소 100년까지

는 폐기물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동굴에 완충재와 뒷채움재

로 채우지 않는 반면에, 처분용기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막기 하여 

티탄합 으로 된 덮개(drift shield)를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지상시설 개념 

    처분장의 지상시설에는 처분 상 폐기물을 처분용기에 포장하는 시설을 비

롯하여 수송용기 보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  시 발생되는) 처리시설  기타 

유틸리티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요한 폐기물의 취   처분용기에의 

포장을 한 시설의 기능은 고 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수송용기를 수납

하여 고 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 다음, 처분용기에 넣고, 필요한 경우 

채움재(filler material)를 채운다음 하여 지하시설로 이송할 비를 하는 시설로

서 다음의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수송용기 수납  비 시스템

•처분용기 이송 시스템

•처분용기 용   검사 시스템

•처분용기 채움재 첨가 시스템

•수송용기 비  이송 시스템

•처분용기 보수 시스템

   (2) 지하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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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처분시설은 근통로(access ramp), 지상과 지하 처분장을 연결하는 수

직갱(shaft), 지하시설에서 처분용기의 이동 통로인 수송터 (main tunnel), 폐기물

이 처분되는 처분터 /처분공(emplacement tunnel/disposition hole)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하시설은 두 개의 평평한 블록(upper block, lower block)으로 구성되는

데, 상부블록은 하부블록보다 약 65～70 m가 더 높으며, 상부블록 끝에서 경사로

(ramp)를 통하여 하부블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지하시설의 굴착은 부분 TBM공법을 이용하며, 건설기간은 약 8년으로서, 이 

기간에 두 개의 수직갱, 수송갱도, 13개의 처분갱도가 굴착될 것이다. 한 이 기간

에 독립된 환기 시스템도 장착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간이 끝난 후 폐기물 거치 작

업과 동시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  상부블록의 북쪽에서부터 굴착 작

업을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후 하부블록을 한 통로를 개척하고 하부블록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상부블록의 굴착작업은 두 개의 TBM이 필요하며, 하부블록 

작업시는 한 개의 TBM 만이 필요하다. 

처분용기는 지상의 폐기물 취  건물에서 차폐가 된 이송장비에 싣고, 일을 이

용하여 지하로 이송하게 된다. 북쪽 진입경사로를 이용하여 지하로 내려온 수송팩

키지는 주 동굴을 거쳐 처분동굴 입구에서 처분용기와 일카를 처분동굴 안으로 

어 넣는다. 다시 원격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거치 기 차(emplacement 

locomotive)를 처분동굴 안으로 어 넣고 처분용기를 실은 일카와 연결시켜 거

치 치로 이동시킨 후 다시 거치 기 차는 빠져 나온다. 처분동굴 내에서 처분용

기를 실은 일카를 치시키는 방법은 재 심 치 거치(center in-drift 

emplacement)와 비 심 치 거치(off-center in-drift emplacement) 두 가지 방안

이 고려되고 있다. 

처분터  내에 뒷채움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재 

이 뒷채움재의 사용 여부를 그 효과성 측면에서 계속 분석 에 있으며, 만일 뒷채

움재가 사용된다면, 암벽조각 낙하에 의한 처분용기 보호, 처분동굴의 붕괴에 의한 

향 감소 등과 같이 안 성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 설계기  상 처분동굴 내에서는 원격 작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뒷채움 

작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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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용기 개념

    처분용기는 다목  용기(multi-purpose canister)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인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이송된 핵연료(uncanistered fuel), 혹은 고 폐기물을 담은 

용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처분 상 핵연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모든 핵연료 종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 이 되는 처분용기는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1개를 수용할 수 있

으며, 그 크기는 지름이 1.6 ～ 1.8 m이고 길이가 5.3 ～ 5.7 m 이며, 총 무게는 

65,900 kg이다. 그리고 수명은 l,000년이며, 재질은 니 합 인 Alloy C-22를 권고하

고 있다. 핵연료 피복 의 온도는 350℃를 그리고 고 폐기물 유리고화체의 온도

는 5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스웨덴

가. 처분 련 정책  로그램 

 1977년 4월 스웨덴 정부는 향후 원자로에 장 되는 모든 핵연료는 그의 안 한 

처분방안 는 그로부터 생되는 고 폐기물의 안 한 처분 방안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자력발 소 운 자의 후원 하에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에 착수하 다. 이 연구결과는 KBS-3 보고서로서 

1983년 발표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1984년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인 “지하 500 m 깊이의 화강암층에 구리처분용기를 수직 처분공에 처분”

을 한시 인 기 개념으로 승인하 다. 

이 KBS-3개념을 기 으로 처분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안 성 확보를 한 

KBS-3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출하고, 각각의 처분개념에 해서 비

교․평가하여 최종 으로 가장 합한 처분개념을 도출하기 한 로그램이 수행

되었다(Project Alternative System Study, PASS). 평가한 결과 기존의 KBS-3개념

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개념이 가장 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재 스웨덴에서는 처분장 부지선정  평가 업무를 수행 에 있으며, 성공 으

로 부지를 결정하고, 문가의 검증  인허가 신청과 취득까지 앞으로도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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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한 각종 결정과정에는 원자력에 한 국가정책의 

변경논의, 부지 주변 주민들의 이해  조 등과 같은 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내

재되어 있다. 재까지의 기술개발과 자국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 인 문제

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상되나, 주민  지방정부의 조 등과 같은 기술 

외 인 문제에 으로 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나. 처분장 개념 [2.2.7-2.2.9]

 스웨덴은 재 12기의 원자력발 소(9.8 MWe)가 가동되고 있으며, 연간 약 25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어 2010년경에는 약 8,0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될 망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약 75%는 비등수형 발 소에서, 나머지는 가압 

경수로형 발 소에서 발생되며, 이들의 안 리는 SKB사(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가 담당하고 있다. 처분장의 용량은 연간 200개의 처

분용기를 거치시키되 총 처분량은 약 4,500개의 처분용기가 될 것이다.

처분장 건설은 두 단계로 나 어 진행될 정이다. 제 1 단계로 200개 내지 400

개 처분용기 분량의 사용후핵연료가 처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기 처분이 완료

된 다음, 본 처분시스템에 한 재평가 후 처분시스템의 안 성에 요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는 당  처분된 사용후핵연료가 회수될 것이며, 그 지 않을 경우는 잔

여분인 4,000여개의 처분용기에 한 제 2단계 처분이 20여년 지속될 것이다.

   (1) KBS-3 개념(수직 처분공 거치 방식)

    이 개념은 스웨덴에서 80년  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 방안으로 제

시된 개념으로서, 지하 500 m에 여러 가지 목 의 터 과 갱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

하시설과 지하처분의 비(사용후핵연료 수납, 처분용기 포장 등)를 한 지상시설

로 나 어져 있다. 지상-지하 시설들은 간단한 물질수송, 환기  기타 필요한 것들

을 공 /배출하기 한 두 개의 수직갱과 한 개의 진입경사로를 통해 연결된다. 여

기서 진입경사로는 지상/지하의 주 수송통로(main transportation system)이다. 지

하시설은 잘 발달된 결정질암층에 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장 주변의 암층은 

지하구조물의 주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이동측면에서 자연방벽으

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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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어도 십만년 정도의 기간동안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리-

주철복합용기에 포장되어 지하시설로 운반된 후 처분갱도(disposal drift) 앙부에 

6 m간격으로 천공되어있는 수직처분공(직경 1.6 m×깊이 7.58 m)에 하나씩 넣는다.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넣기 , 처분공 내에는 미리 직경 1.6 m의 원통형 벤토나이

트 블록을 에서부터 약 50 cm 두께로 넣은 후, 처분공벽 주 로 두께 35 cm의 

벤토나이트 블록을 쌓아 88 cm 직경의 처분 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장고를 만든

다. 그리고 처분용기를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둘러싸인 장고에 넣은 후 다시 처분

용기  1.5 m 높이까지 원통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덮는다. 일단 처분공이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되면 처분갱도와 수송/ 장 터 , 수직갱 등은 모래/벤토

나이트 혼합물로 구성된 뒷채움재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분장 폐쇄작업의 일

종이다.

KBS-3 개념 설정에 필요한 처분장 면 은 약 1 km × 1 km 일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나 세부 인 지하시설의 배치는 국부 인 지질학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

이다. 재까지 평가/도출된 기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하시설 내 처분갱도(수

직 처분공이 있는)의 간격은 최소 25 m 유지. ② 수직 처분공 내 완충재 온도는 

100℃ 이하로 유지. ③ 지하시설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 어 운 한다. 이는 한 구

역에서는 폐기물의 처분공 거치 작업을 그리고 다른 한 구역에서는 처분갱도와 처

분공의 굴착 작업을 병행하기 함이다.

   (2) 지상시설 개념

    지상시설은 지하시설과 동일부지에 치하며, 여러 종류의 서비스와 공 계

통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서 공용으로 사용한다. 지상시설은 출입통제건물, 소방

설비, 작업/보수설비, 환기계통건물, 물품인수설비, 차량보수설비, 분쇄기를 갖춘 콘

크리트 공장, 뒷채움재 장건물, 벤토나이트 블록 제조공장, 지하굴착 작업시 발생

되는 폐석 장소, 그리고 편이-공 설비 등(상/하수도, 기 등)과 같은 기타 시설

을 포함하고 있다. 지상시설의 핵심은 /포장시설(encapsulation plant)이며, 이 

시설의 용량은 하루에 한 개의 처분용기를 포장(연간 210개의 처분용기 포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명기간동안 총 4,500개 정도의 처분용기를 포장하게 될 것이다.  

  /포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원자로심 부품 수납, 처분용기 충  지역,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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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심 물질의 취   고화, 사용후핵연료  원자로심 부품 이송지역, 시설 냉각시

스템, 정화시스템, 기타 유틸리티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 취 조

•핵연료 포장 핫셀  

•용  셀 

   (3) 지하시설 개념

    표 개념은 지하 약 500 m 깊이에 치하게 되는데, 지하시설은 크게 두 

역으로 나 어져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한 넓은 지역과 이 지역과 약 1 

km 떨어진 지역에 원자로  시설 제염해체된 부품들을 한 장고를 별도로 확

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하 처분시설까지의 근통로로는 한 개의 진입경사로와 두 개의 수직갱이 필

요한데,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등은 경사도 1:7을 갖는 진입경사로를 이용하여 운

반되고, 수직갱은 환기  기타 서비스/유틸리티 공 통로로 활용된다.  

폐기물 처분시 처분용기는 차폐 기능을 갖춘 운반용기에 넣어 이송한 뒤, 지하에

서는 처분용기를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옮기고, 처분갱으로 이송하여 처분공에 거

치시킨다. 

3. 핀란드

가. 처분정책  로그램[2.2.10-2.2.12]

    재 2 기의 비등수형과 2 기의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총용량 2,656 

MWe)가 가동 에 있으며, 1 기(EPR 1600 MWe)는 추가 건설 이다. 가동 인 

4기로부터 40년간 운 으로 약 2,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될 것으로 상

되지만, 발 소의 추가건설  수명 연장에 따라 실제로 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5,6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 되는 사

용후핵연료의 안 한 리를 하여 1983년 정부의 기본 리정책이 수립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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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수조에 장하여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약 500 m 깊이의 결정질 암반에 

처분하기 한 사업이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983 : 처분부지선정을 한 작업 개시

•1997-1999 : 처분에 한 환경 향평가보고서 작성

•1999년 5월 : Olkiluoto를 처분장으로 제안

•2004년 반 : 지하암반특성연구시설(ONKALO) 건설착수 (2010년 완공 정)

•2004-2009 : 암반특성시험 비작업

•2009-2011 : 암반특성시험  여러 시험설비 건설 (연구는 2020년까지 지속)

•2012 : 비안 성분석보고서와 함께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

•2020 : 처분장 운  시작   

  그리고 매 3년마다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연구/개발  기술설계에 한 보고

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재 TKS-2003(www.posiva.fi/esitteet/TKS-2003.pdf)이 발

간되었고, 년 에 그리고 2009년에 각각 이에 한 보고서가 발간될 정이다.

나. 처분장 개념[2.2.13-2.2.15]

    Olkiluoto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여 2003년에 이 처분

시설에 한 개념설계를 마쳤으며, 년 에는 좀 더 구체화 된 시설설계  시설

내역이 제공될 정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하시설은 약 420 m 깊이에 단층으로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 처분장으로의 진입은 수직갱과 진입경사로를 통하여 근하

게 되어 있다. 지하 처분장은 스웨덴과 거의 흡사한 다 방벽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상시설인 포장시설의 총 포장용량은 12개의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구

리재질로 된 3,000여 용기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처분용기의 직경은 

모두 1.1 m 이지만 길이가 4.8 m 와 3.6 m로 서로 다르다. 처분용기의 외부는 구리

로 되어 있어 부식은 억제하고, 내부 용기는 주철로 되어 있어 구조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지상시설 개념

      각 발 소로부터 수송용기로 인도된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여 처분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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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처리공정이 수행되는 포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납  장설비, 사용후핵

연료 취 용 핫셀, 구리용기의 덮개 용 실, 용 상태 검사실, 지하처분장으로 이송

하기 의 임시 장고, 제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의 연간 포장용량은 

최  100개이며, 연평균은 60개로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벤토나이트 블록 생산설

비, 방사성폐기물 리시설, 환기건물, 연구실, 공작실, 홍보 , 쇄암반 장고와 

쇄기, 빈 처분용기 보 고,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다. 특히, 포장

시설에서는 각 원자력발 소로부터 이송된 수송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꺼내어 

자동건조실에서 건조시킨 다음 빈 처분용기로 옮겨 담고, 채워진 처분용기는 주철

로 된 내부의 윗 뚜껑을 올려놓은 다음 볼트로 채결하고, 구리재질로 된 외부 뚜껑

을 올려놓고 용 하여 하게 된다. 용 부 에 한 정 검사와 출검사를 마

친 다음, 지하 처분장으로 내려 보내기 한 임시 장고로 이송된다.   

  

   (2) 지하시설 개념

      사용후핵연료의 지하 거치는 스웨덴의 KBS-3개념 는 수직처분개념에 근

간을 두고 있으며, 장기 인 안 성은 하나의 방벽으로 불충분할 경우에 다른 방벽

이 지원할 수 있게 비한 다 방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지하로 

연결되는 하나의 진입터 과 세 개의 수직갱이 있는데, 진입터 은 블록과 뒷채움

재  건축 련 재료의 이송통로로 사용된다. 그리고 처분패 에는 처분터 들과 

처분공들이 있으며, 처분용기가 이송경로를 따라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지면 지하이

송차량에 실려 처분공으로 이동되어 완충재가 바닥과 일부 벽면에 둘러져 있는 처

분공에 거치되고, 이어서 나머지 벽면과 처분용기의  뚜껑 로 완충재가 완 히 

채워진다. 이 게 처분터 의 모든 처분공들이 채워지면, 터  내에 가설된 콘크리

트 바닥과 환기계통, 기  용수공 계통을 모두 철거해 낸 다음, 뒷채움재로 터

을 채우게 된다.

   (3)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는 BWR, VVER 440h  EPR로부터 배출되어 3 종류가 있으

며,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처분용기가 개발되었다. 기본 재질은 내부가 주철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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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90 내지 150 MPa의 외부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는 내식성 

재질인 50 mm 두께의 구리로 덮 져 있으며, 수명은 어도 100,000년을 상하고 

있으며, 한 주변에 있는 수분의 방사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 평균선량율

은 200 mSv/h, 국부에서의 최 선량율은 350 mSv/h,  성자선량율은 10 내지 

15 mSv/h 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용기 내로 물이 침투되어도 핵임

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를 내부에 배열시켰으며, 각 처분용기의 

용량은 BWR과 VVER 형이 12개의 집합체를 그리고 EPR 형이 네 개의 집합체를 

담을 수 있다. 

4. 캐나다

가. 처분 련 정책  로그램 

 캐나다의 처분 로그램은 1978년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간에 체결한 “사

용후핵연료 리 로그램(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약에 의해 AECL(Atomic Energy Canada ltd.)이 사용후핵연료 심

층처분 연구개발의 책임기 으로 선정되었으며, 캐나다 원자력발 소의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온타리오 력(Ontario Hydro)사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과 수송에 

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81년에는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동발표문을 통

하여 처분 부지선정은 처분개념이 정립된 후 실시 해야 하며, 처분시설 건설  운

기  선정도 처분개념이 정립된 후에 하기로 천명하 다.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는 부분 AECL의 Whiteshell Laboratory와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수행되었으며, field studies는 캐나다  

국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나디언 쉴드 (Canidian shield)의 여러 지 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 로 AECL은 환경 향평가보고서를 1994년

에 완결시켰으며, 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인 연방환경 향평가심사단

에 제출하 다. 이 보고서는 AECL에서 1980년 반부터 1993년 말까지 약 10여년

간에 걸쳐 수행한 처분개념 설정의 타당성확보를 한 연구결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처분방안이 기술성, 안 성, 경제성 측면에서 



- 74 -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하여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 Canadian Shield의 지

질학   수리  특성, 처분용기-완충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  방벽, 종합 안

성/성능평가 등에 한 세부  기술사항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후 8년여의 공백기가 지나가고, 2002년 NFWA(Nuclear Fuel Waste Act)에 의

거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그간의 연구검

토결과를 근간으로 장기 인 사용후핵연료 리 로그램에 한 총체  연구가 3년

여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심층처분, 앙집 장, 발 소내 장 등 3개 

방안에 한 득과 해도  비용 측면에서의 비교평가 하 다[2.2.16]. 평가결과 

NWMO는 Adaptive Phased Management를 제안하 으며, 주 골자는 다음과 같다.

 •궁극 으로 한 심지층에 사용후핵연료를 격리하여 리

•단계  그리고 합한 의사결정

• 안으로 앙집 장

•지속  감시

•회수에 한 비

•시민참여

그리고 단계 리는 세 단계로 나 어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 는데, 1 단계(30년)

는 사용후핵연료의 앙집 리를 한 비과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앙집

장  처분 부지선정과 처분기술개발단계이고, 2 단계(30년)는 앙집 장과 부

지 합성  처분기술 확증단계이고, 3 단계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격리  감시

단계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시설은 어도 60년 후에나 운 이 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장 개념[2.2.17-2.2.20]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상량인 191,000 MTU(10,100,000 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며, 처분은 Canadian Shield의 심성암층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 처분장의 치는 지하 1,000 m에 수직처분의 경우 처분터 을 만든 후 

3열로 처분공을 만들어 각 처분용기를 거치하는 개념을 고려하 다. 처분용기의 재

질은 ASME grade 2 Titanium으로 출발하여 재는 구리재질에 더 심이 고조되

고 있다. 연간 취  핵연료는 250,000다발이고, 처분용기는 3,471개이다. 시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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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40년을 기 하고 있다.

   (1) 지상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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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 제조시설, 기타 폐기물 수직갱과 같이 처분용기 거치작업과 련된 시설

들과 보조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  방사성물질을 취 하는 시설들은 보안방벽

(security fence)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UFPP, 바스켓/처분용기 제조시설, 암석처리

시설, 뒷채움재 비시설, 고체  기체폐기물 처리건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후핵연료의  포장시설은 지상시설 의 핵심시설로서 165 m x 50 m 넓이를 갖

는 2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다. 

폐기물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일 혹은 도로로 수송되어온 수송용기를 수납

하는 기능, 수납된 수송용기에서 핵연료를 하역하는 기능, 임시 장풀에 수송/ 장 

모듈들을 장하는 기능, 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장 하여 하는 작업, 처분용기를 

장풀에 임시 장하는 기능, 그리고 처분용기를 헤드 임을 통하여 지하 처분

시설로 이송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연간 4,7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으며, 72개의 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처분용기를 기 으로 할 경우 

연간 필요한 처분용기의 수는 3,471개이다.

•모듈취 셀

•사용후핵연료 수납․ 장풀(receiving surge-storage pool)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포장 셀

수송용기에 넣어 UFPP에 수납되는 장비는 96개의 핵연료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수송/ 장모듈(high density storage/shipping module)을 가정하 으며, 이를 기 으

로 UFPP에는 3개월 수송분, 즉 650 모듈을 수용할 수 있는 수납 장풀을 갖추고 

있다. 처분용기 작업후 마지막 장을 한 임시 장지역인 임시 장풀에는 두

달분, 즉 580개의 처분용기가 장될 수 있는 장고가 확보되어 있다. 한 처분용

기의 용량은 사용후핵연료 18다발씩 4개층으로 쌓아올려 총 72다발을 담을 수 있도

록 설계하 으며, 크기는 외부반경이 0.642 m, 높이가 2.246 m, 두께가 4.76 mm이

다. 그리고 처분용기의 재질은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으나, 구리재질이 선호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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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시설 개념

    지하처분장은 수직갱/호이스트 설비, 처분용기 하 지역  기타 지하설비들

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용기 하 지역은 지하처분장과 같은 심도인 지하 1,000 m에 

치하며, 지상과는 여러 종류의 수직갱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처분장은 암반에 

굴착되는 수평 터 과 처분실(disposal room)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수직갱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처분장까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용기

를 이송하기 한 폐기물 수직갱, 서비스 수직갱, 환기용 수직갱으로 구분되어, 운

요원용 1개, 폐기물 수송용 1개, 환기용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처분장

은 진입터 과 8개의 처분구역(panel)으로 이루어진 거치실(emplacement room), 그

리고 각종 보조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용기 거치작업이 끝나면 처분룸을 하게 되는데, 룸을 하기 에 먼

 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한다. 뒷채움재는 3.5 m 높이의 하부 뒷채움재

(lower backfill)와 1.5 m 높이의 상부 뒷채움재(upper backfill)로 구분되는데, 하부 

뒷채움재의 재료는 화강암가루와 토가 3:1로 혼합된 것을 사용하며, 상부 뒷채움

재는 수리 도도가 훨씬 낮은 벤토나이트와 실리카(silica)가 1:1로 혼합된 것을 사

용한다. 뒷채움재를 채울 때는 공기압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지하시설 운 기간동안 핵연료 회수를 해서 된 룸내 혹은 폐기물이 거치

된 처분공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핵연료 회수

를 기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하처분장의 운 이 끝나고 처분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기 한 회수 가능

성이 없으면 지하시설을 하게 된다. 지하시설  상은 처분구역터 , 주변

진입터 , 앙진입터 , 보조시설  각종 수직갱이다. 먼  처분구역터 과 주변

진입터 에 한 작업을 먼  수행하고 상향환기축  앙진입터 에 해 수

행한 다음 보조시설  수직갱 순서로 진행된다. 본격 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에 먼  지하터   룸을 지나는 단층지역이나 보조시설 운   터 작업시 사

용했던 처분공 혹은 앵커 구멍 등에 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한 터  혹은 

보조시설이 치하는 터 의 벽면을 깨끗이 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앞서 언 한 룸 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특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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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역터 에 한 을 마친 후 앙 근통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룸

시와 마찬가지로 입구를 콘크리트 방벽으로 막아둔다. 맨 마직막에 수행하는 

수직갱 도 근본 으로 비슷한 원리이다. 먼  수직갱 측면에 붙은 각종 장비를 

제거하고 구멍을 하고, 굴착시 발생한 교란 (disturbed zone)를 하고, 콘크

리트 라이닝을 제거한 후 수행한다. 수직갱을 하는 재료는 뒤채움재(bulk 

backfill), 콘크리트, 완충  물질(buffer seal)로 구성되는데 이  뒤채움재(bulk 

backfill)가 99%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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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은 고 폐기물의 물리/화학  특성 자체도 복잡

하지만 처분환경이 수 백미터 지하인 심부환경이기 때문에 기반기술 개발  

실증과 이의 산업  활용에는 최소 50-60여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구성 요

소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기 연구 : 10년

   - 부지환경 응용  공학  타당성 평가 10년

   - 실 규모 처분환경하에서의 공학  용성  안 성 평가 련 주요기술 

실증 : 10-20년

   - 처분부지 선정  세부 특성조사 : 최소 10년

   - 처분장 설계  건설 : 10년

○ 연구개발 동향  기술 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에 한 기술성, 안 성, 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고 폐기물 처분 련 기 연구를 시작하여 

기 처분시스템을 설정하고, 재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

다. 이는 선진외국의 기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며, 그들과 3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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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국 상대적인 국내 기술수준 : 3단계 종료 근 거

스웨덴

/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위한 기준 포장방안/처

분용기/처분터널 배열/처분공내 처분용기 위치 등 

NF 및 FF 설계로 스웨덴/핀란드 KBS-3 수준의 

7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심부 지질환경 

실측 및 실증자료부족)

KBS-3/SR-97/P

ASS 보고서

/RD&D보고서

미국

미국의 시스템 설계 및 공학적 평가는 실제 부지현

장 자료를 대상으로 상용목적으로 완벽한 QA프로

그램에 따라 수행. 시스템 개발 및 체제는 미국의 

6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YMP site 

recommendation 

/부지viability보고

서/E&S보고

일본

일본은 H-3 이후, 정부의 법적/제도적 후원 하에 

다음 단계 연구인 H-12 및 H-17로 연결되었음. 

우리도 3단계 이후는 1-3단계에서 축적한 기술을 

실증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임.

H-3/H-12/H-17 

및 연구계획 관련자

료

표 2-1 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의 선진국과의 수 비교



- 80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공학  방벽

1. 처분 상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가. 개 요

   고 폐기물 처분장은 그 구성 계통이 원자력발 소만큼 복잡하지 않지만, 심지

층 지하환경에 한 자세한 정보확보가 어렵고 한 수 만년 이상 동안 진행될 지하 

 생태계 환경 변화과정에 한 측이 어렵고, 지하처분환경 모사를 통한 실증시험 

결과의 확보가 제한 이기 때문에 체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장기  안 성 평가결과에 한 불확실성이 크게 된다. 

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 폐기물은 고 방사능과 함께 붕괴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처분환경 변화과정이 완  격리기간 (confinement period) 동안 

어떤 과정(mechanism)을 통하여 얼마나 향을 받을 것인가에 한 해석에도 많은 

가정도입이 불가피하다.   

  고 폐기물 처분장 성능  안 성평가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해서는 우선 공학 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부터 체계 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심지층 부지특성 자료조사/분석 이외에도 안 성평가 기술개발과 병행하

여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 처분공의 형상과 공학  방벽의 구성요소  지하시설의 배

치/형태 등과 같은 기  처분시스템 (Reference Geological Disposal System)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  처분시설 용량과 사용후연료 특성과 같은 기본 

인자들에 한 기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건설 정인 원

의 수명 기간동안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총량을 일단 기  처분시설의 용량으로 

가정하여 재까지 국내 원 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특

성자료(크기, 무게, 기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를 바탕으로 모든 사용후핵연료

를 표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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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1) 국내원 황  수 계획

  국내에는 재 가압 경수로 16기와 수로 4기가 운  이며, 재까지 정부에

서 확정 고시한 2020년까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3.1.2]을 반 하면, 2010년부

터 1,000 MW  원자로가 4기, 1,400 MW  원자로가 4기, 즉, 향후 2020년까지 8

기의 원 이 추가 건설될 정으로 있어, 총 28기의 원 이 가동될 정이다. 

(2)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

   앞서 언 한 력수 기본계획을 근거로 건설될 원자력발 소만을 상으로 사

용후핵연료 연도별 발생량  량을 추정하 다. 2004년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

료는 실제 발 소에 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자료[3.1.3,3.1.4]를 근거로 산출하

으며, 재 운  인 원 에서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상발생량은 측

[3.1.5]을 통해 2057년까지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추이를 악하 다. 향후 건설되

어 2010년부터 운 될  8기의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로 가정하 으며, 원자로 운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 다. 1,000 MW  원 에 용될 핵연료는 한국표 형연료

(Korean Standard Fuel Assembly, KSFA)를 가정하 으며, 1,400MW  차세 원

자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차세 원자로 설계개발(II)'[3.1.6]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는 그림 3-1과 같다. 처분

상 시 인 2040년에서의 량은 가압 경수로 17,400 MTU  가압 수로 

14,800 MTU 임을 볼 수 있으며, 다발 기 으로는 가압 경수로 4만8천여 다발, 가

압 수로 78만여 다발 정도로 나타났다. 총 처분물량인 2057년까지의 사용후핵연

료 발생량은 가압 경수로의 경우 20,500 MTU, 가압 수로의 경우는 약 14,800 

MT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처분물량을 36,000톤으로 설정하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 82 -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90 95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Year

A
m

ou
nt

 o
f s

pe
nt

 fu
el

 (t
H

M
)  

 1

Total

PWR

CAND U

그림 3-1.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

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징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기하학  구조, 크기, 무게, 냉각기간, 연소도, 방사선원, 붕괴

열량, 방사성물질 농도 등)은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련 시스템의 설계/건설/운

  사후 리는 물론 처분시스템 성능  안 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입력인자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형에 따라 가압 경수로  가압 수로형 

핵연료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가압 경수로 핵연료인 경우에는 각 발 소별 노심 설계

특성  원자로 운 특성에 따라 다르고 한 핵연료의 연소이력도 다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핵연료가 수용될 수 있는 기  처분시스템을 

설정하기 해서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표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

연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선결요건이다. 기  사용후핵연료 선정을 한 사

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 분석 범 는 재까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향후 발생

될 정인 것까지 포함하 다. 

(1) 핵연료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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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지 까지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제원을 보면, 14×14, 16×16  

17×17 등의 세 가지 핵연료  배열 형태가 있다. 고리 1호기에는 웨스 하우스(이

하, WH) 14×14[19.7cm(가로)×19.7cm(세로)×405.7cm(길이)] OFA(Optimized Fuel 

Assembly) 핵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16×16 핵연료는 두 종류의 집합체가 재 사

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WH 표 형 연료[19.7cm×19.7cm×405.8cm]로서 고리 2호기

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표 형연료[20.7cm×20.7cm×452.8cm](Korea 

Standard Fuel Assembly)로서 울진 3,4,5,6호기   3,4,5,6호기에 장 되고 있

다. 재 사용되고 있는 17×17 연료는 Vantage 5H[21.4cm×21.4cm×405.8cm]로서 고

리 3,4호기, 울진 1,2호기,   1,2호기에 장 되고 있다. 17×17 연료가 

KOFA(Korean Optimized Fuel Assembly)에서 Vantage 5H로 체되면서 두드러진 

변화는 고연소도 정책에 따라 농축도가 3.7～3.8 wt.%에서 4.2 wt.%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지 까지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종류는 크게 12가지이며, 처분용기 바스

켓은 모든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해야 하는데, 핵연료 집합체 단면 은 17×17 연료

가 21.4cm×21.4cm로 가장 크며, 축방향 길이는 16×16 KSFA 연료가 453cm로 다른 

집합체에 비해 50cm 이상 큰 특징이 있다. 핵연료 무게에 해서는 KSFA  

Vantage 5H 핵연료가 각각 665  672 kg으로 지 까지 발생한 핵연료 에서 가

장 무거운 핵연료는 672 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 수로 핵연료는 길이가 약 

49.5 cm인 37개의 연료 을 직경 약 10.2 cm의 다발로 묶은 것으로 체 무게는 

약 19 kg의 우라늄을 포함하여 약 23.6 kg이다. 

   2003년 말까지 발생한 핵연료 종류를 살펴보면, 17×17 핵연료가 약 56%를 차지

하고 있으며, KSFA 핵연료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발생될 핵연료

를 제원별로도 측하 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표 형원 의 본격운 에 따른 

KSFA의 다량 방출로 인해 17×17 핵연료가 상 으로 감소하여 2010년  반부

터는 16×16 핵연료가 17×17 핵연료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최종 으로는 

총 처분물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핵연료 종류별 발생량 

측 시 향후 건설될 8기 원자로의 핵연료는 16×16 KSFA 핵연료를 가정[3.1.6]하

다.

   재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를 체하고자 개발․시험 인 개량핵연료에 해서

도 고려하 는데 이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방출연소도 48 G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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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표로 개발된 Vantage 5H를 체할 17×17 개량핵연료(ACE7)는 평균 방출연소

도 55 GWD/MTU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열  성능은 재 사용 인 

Vantage 5H 연료에 비해 10% 이상 향상되었다. 이 연료는 약 2008년경에 상용원

자로의 연료로 쓰일 정이다. KSFA 핵연료 집합체를 체할 16×16 개량핵연료

(PLUS7) 역시 평균 방출연소도 55 GMWD/MTU 이상, 열  성능이 10% 이상 향

상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상용원자로에 장 되고 있다. 이 두 개량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와 비교하여 농축도  목표 방출연소도를 제외한 물리  제원의 변화

는 거의 없다. 

(2) 핵연료의 농축도

   핵연료의 기 농축도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와 긴 한 상 성이 있으므로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추이분석을 해서는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

다. 고리 1, 2호기는 1996년경부터 3.8 wt.%인 핵연료가 장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농축도가 계속 사용될 정이다. 고리 3, 4,  1, 2, 울진 1, 2호기는 90년  반에

는 3.6 wt.% 정도인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90년  반부터 4.1～4.2 wt.%인 Vantage 

5H가 장 되고, 2000년  반에는 4.5 wt.% Vantage 5H가 장 되었다. 표 형원

은 90년  말에는 4.2 wt.%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2000년  반부터는 4.5 wt.%인 핵

연료가 장 되었다. 체 으로 보면, 1995년 이 에는 4.0 wt.% 이하, 1995년부터 4.

0～4.5 wt.%, 2000년  반부터 4.5 wt.%가 용되고 있다.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기농축도의 황을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2003년 

시 으로 4.0 wt.% 이하가 체 물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4.0 wt.%를 기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로 선정하면 기농축도 측면에서 

7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 된 핵연료가 방출되기까지는 약 4～5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2년부터 본격 으로 4.2 wt.%가 많이 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서 4.0 wt.%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다. 4.0 wt.% 이상인 핵연료에 해서는 90년  말에 장 된 4.2 wt.% 핵연료가 거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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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이에 한 측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종 시 인 

2057년(2016년에 마지막으로 건설된 원자로는 2057년에 최종 으로 노심 체 핵연

료를 냉각풀로 옮김을 가정)에 발생된 총 사용후핵연료 , 기농축도 4.5 wt.% 

이상이 총 처분물량의 66%, 기농축도 4.0 wt.% 이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총 처

분물량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 농축도 4.5 wt.%를 과하

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총 처분물량의 약 3.5% 정도로 나타나, 기  농축도를 4.5 

wt.%로 설정하면 사용후핵연료의 96.5%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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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의 방출연소도

   장주기 고연소도 핵연료의 이용이 력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단 력생산량

에 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상당히 일 수 있다는 경제  이득 때문에 원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한 노력이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언 한 것처럼 장 되는 핵연료의 기 농축도를 지속

으로 높임으로써 노심  핵연료 리체계가 장주기-고연소도 핵연료 도입체제로 

환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4는 재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발생한 핵연료의 평균연소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원자로의 

증가와 더불어 꾸 히 증가하여 가압 경수로의 경우 재 연간 ～200 MTU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방출되는 핵연료집합체의 평균연소도(이하 방출연소도)는 1980년  

반에는 약 30 GWD/MTU 정도이었으나, 80년  말부터 핵연료의 평균농축도를 

3.2 wt.%에서 3.8 wt.%로 순차 으로 늘리면서 90년  반부터는 약 37 

GWD/MTU정도에 이르다가, 90년  ․후반부터 기농축도가 4.1～4.2 wt.%인 

Vantage 5H 핵연료가 장 되면서 2000년  반에는 방출되는 핵연료의 방출연소

도가 약 40 GWD/MTU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최  방출연소도는 90년  후반에

는 45 GWD/MTU 정도이었으나, 2000년  반에는 55 GWD/MT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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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용후핵연료의 평균연소도

   그림 3-5에는 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상

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노심이 경제성을 해 고연소도 추세를 지향하여 농축도

를 지속 으로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평형노심 상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아

니어서 회귀분석을 통해 상 성을 찾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기농축도, 방출연

소도, 발생량 등을 바탕으로 상 성을 나타내면 그림 3-5에 표기된 직선과 같다. 이 

상 성을 바탕으로 볼 때, 기농축도가 4.5 wt.%인 KSFA의 핵연료가 본격 으로 

방출되는 2000년  ․후반부터는 방출연소도가 부분 45 GWD/MTU에 분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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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 
235

U 농축도와 방출연소도의 상 계.

  그림 3-5를 바탕으로 재까지 발생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농축도 4.0 

wt.% 이하인 사용후핵연료만을 상으로 방출연소도를 분석해보면, 부분의 핵연

료가 45 GWD/MTU 이하 역에 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체 농축도를 상

으로 보면, 방출연소도와의 상  값보다 10 MWD/MTU 높은 값을 나타내는 선 

역 아래에 치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약 99%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4.5 wt.% 인 

핵연료가 상 계로부터 약 45 GWD/MTU의 방출연소도를 나타내므로 이로부터 

보수 으로 10 MWD/MTU를 추가로 용하여, 향후 발생할 모든 핵연료의 기  

사용후핵연료를 4.5 wt.%, 55 GWD/MTU로 설정하여 처분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하

면 부분의 핵연료가 이의 범  내에 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소도 분포를 도출한 후, 95%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방출연

소도를 기 연소도로 선정하여 처분시스템을 설계하 다. 

(4) 기  사용후핵연료 선정을 한 고려사항

  핵연료의 기농축도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용기 /포장을 한 제반 공정  

처분 후의 핵임계  안 성평가에 요한 선원항의 결정 요소이다. 재까지 사용

되고 있는 핵연료의 기농축도가 앞서 보듯이 다양한 범 를 보여주고 있고, 한 향

후 핵연료의 고 연소도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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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농축도 선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핵연료 설계해석  성능측면에서 핵연료의 

농축도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어떤 범  내에서 일정한 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기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먼  추정한 후에 이에 응할 수 있는 한 

기농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근하 다. 미국 ORNL (Oak Ridge National Lab.) 

에서는 CDB (Characteristics Data Base) 로그램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와 기농축도와의 계를 발표한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고 폐기물 처분장 설계

에 활용하기 하여 미국 내 원 에서 발생된 부분의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얻어진 통계  결과인데,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40,000 

MWD/MTU일 경우 핵연료의 기농축도는 3.02～4.42% (평균치는 3.72%), 그리고 

45,000 MWD/MTU일 경우의 기농축도는 3.56～4.96% (평균치는 3.99%)의 범 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기농축도와의 계

를 살펴보면, 앞서 언 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 ( 기노심핵연료, 운  손사고로 

인출된 핵연료)를 제외하고는 부분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고, 기 농축도를 4.0 

wt.%, 방출연소도를 45,000 MWD/MTU로 선정하면, 2003년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

료를 기농축도 측면에서 70% 정도, 연소도 측면에서 99%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  사용후핵연료를 재까지 발생한 연소도 사용

후핵연료의 표성을 갖는 핵연료로 일단, 기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000 

MWD/MTU으로 정하고, 향후 발생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표성을 갖는 핵연

료로 4.5 wt.%, 방출연소도 55,000 MWD/MTU로 설정하되, 우선 연소도 기 사용

후핵연료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

나 앞으로 20～30년 이상 진행될 처분 연구개발을 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이 

규명된 것을 상으로 하되 고 연소도 핵연료의 상용화 추이에 따라 처분시스템 설계

안을 단계 으로 개선해 나가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압 수로인 

경우는 천연우라늄 연료만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재 월성 1호기에서 배출되

는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하여 연소도 7,500 MWD/MTU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인자  한 요한 것으로 붕괴열을 들 수 있다. 붕괴열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붕괴로 발생되는 것으로 처분 에서는 

방사선과 달리 차폐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열  제한치 (처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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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성능보장을 한) 내로 소산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 듯 사용후핵연료가 처분

시 에서 방출하는 붕괴열량은 처분시스템의 장기  성능  안 성은 물론 처분 도 

 경제성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을수록 처분 에서 유리할 것

이다. 핵연료의 붕괴열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기  사용후핵연료의 냉각시

간이 기  처분시스템 설정에 요한 변수가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이 냉각시

간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냉각시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때의 붕

괴열 감소율이 다른 구간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한 간 장시설의 수명이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40년이 보편화되어 있는 을 고려할 때, 일단 기 핵연료

의 냉각시간은 40년으로 설정하고, 그 보다 큰 냉각시간(50년, 70년, 100년)은 기  처

분시스템을 설계한 후 처분 효율성  안 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trade-off 분석을 통

하여 그의 향을 최종 비교․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  사용후핵연료 선정

  앞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 발생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모든 종류의 사용

후핵연료를 표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과 기 농축도, 연소도, 냉각

기간 등과 같은 처분시스템 설정에 필요한 주요입력 인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 기  사용후핵연료 형태 

     • 연소도 가압 경수로 핵연료 : 17×17 핵연료  배열의 집합체

 - 핵연료집합체 무게: 665 kg

  - 핵연료집합체 단면 : 21.4 × 21.4 cm

 - 핵연료집합체 길이: 453 cm

 - 기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000 MWD/MTU

     • 고연소도 가압 경수로 핵연료 : 16×16 핵연료  배열의 집합체

 - 핵연료집합체 무게: 672 kg

  - 핵연료집합체 단면 : 21.4 × 21.4 cm (KOFA, WH/OFA) 

 - 핵연료집합체 길이: 453 cm

 - 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000 M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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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 수로 핵연료 다발

     - 핵연료 다발 무게: 25 kg

  - 핵연료 다발 지름: Ø10 cm

 - 핵연료 다발 길이: 49.5 cm

 - 7,500 MWD/MTU (0.7 %wt, U-235, 천연우라늄)

○ 기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 : 40년

○ 처분용량(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근거) : 36,000 톤(가압 경수로 20,000톤, 가

압 수로 16,000톤)

라.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앞서 선정한 연소도 기  사용후핵연료를 바탕으로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처분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련 정보는 열해석을 한 붕괴열, 핵임

계 해석을 한 핵분열성 물질  악틴족 원소 핵종 농도, 방사선 차폐해석을 한 방

사능  방사선원(감마스팩트럼  성자속), 안 성평가를 한 방사성핵종 농도 등

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원자로에서 연소 후 배출되어 40년이 경과된 연소도 기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붕괴열, 방사선원항, 핵연료내의 핵종농도 등을 산출한 것

에 해 간략히 언 하 다. 

  계산  분석에 사용한 코드는 ORIGEN-ARP[3.1.7]이며, 이 계산에서 모사된 가압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 조건은 37.5 W/gU의 비출력(specific power) 100%로 가정하여 

유효연소기간을 400일로 하 으며, 체 3주기 동안에 2번의 핵연료 교체기간을 각각 

60일로 가정하여 이 기간에는 자연붕괴 상태로 유지시켰다.  한 경수로핵연료의 집

합체  유효 연료  부분(active fuel length)과 이 범주에 속하는 안내 , 계수   

지지격자 등은 원자로내 성자속의 100%로 조사되도록 하 다. 

(1) 방사붕괴열량

  사용후핵연료의 총 붕괴열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원자로에서 

배출될 당시부터 얼마동안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체 사용후핵연료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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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열을 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차 어들어 약 60년경에 이르러서는 핵

분열생성물과 악틴족 원소에 의한 붕괴열이 거의 같아 체 붕괴열량에 한 기여도 

역시 거의 같다.  그 이후 약 70～100년경에 이르러서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

이 격히 감소한 반면, 악틴족 원소에 의한 기여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약 300년부터

는 사용후핵연료의 체 붕괴열량이 거의 악틴족 원소에 의해 지배된다.  악틴족 원소

 장기 으로 체 붕괴열량에 크게 향을 미치는 원소들은 Pu-238, Am-241, 

Cm-244 등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붕괴열량의 변화를 처분장의 열분포해석의 열원항으로 사용하

기 하여 C.M.Malbrain[3.1.8]이 사용한 식을 다음과 같은 추정식으로 변환하 다.

     P( t)=C1EXP( 1
C2+C3t

)     for  1 ≤ t ≤ 30 yr

     P(t) =C1 t -C2
              for  30 ≤ t ≤ 1,000,000 yr

  상기 추정식을 기 으로 기 사용후핵연료의 시간에 따른 붕괴열량 값을 SAS 통

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의 계수가 산출

되었다. 

t C1 C2 C3 R2

PWR45
1 ~ 30 881.99 0.23990 0.141124 0.99997

30~ 106 14545.68 0.75756 - 0.99857

PWR55
1 ~ 30 1094.58 0.25711 0.135363 0.99994

30~ 106 20020.55 0.78692 - 0.99847

CANDU
1 ~ 30 121.03 0.15755 0.141336 1

30~ 106 1524.68 0.67603 - 0.99635

  * 숫자는 연소도를 뜻하며, 그 단 는 GWD/MTHM

  그림 3-6에는 기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붕괴열량을 냉각시간의 함수로 추정

하는 상 식과 시간에 따른 붕괴열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이 상 계식은 체 처

분시스템의 열해석 는 구조  안 성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열원

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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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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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heat from fission products

Cooling Time after Discharge (yr)

Regression curve

Decay heat from actinides

Regression curve

Total decay heat
for low-burnup fuel

P(t) = 881.99 exp(1/(0.23990 + 0.141124 t)

         for 1<t<30 years 

       = 14545.68 t-0.75756 for 30 =<t<106 years

그림 3-6. OIRGEN2 코드로 계산된 시간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분포와 상 식에 의한 붕괴열에 분포의 비교 (PW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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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능 세기  방사선원 

    그림 3-7은 냉각시간에 따른 기 사용후핵연료의 감마선에 지 스팩트럼을 평균

에 지별 단 시간당 자수로 나타낸 것이다. 감마선원항은 크게 조사생성물, 악틴

족 원소, 핵분열생성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들의 합을 냉각시간에 따

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냉각기간 20년 후에는 처분용기 차폐설계 에서 

주 상이 되는 2 ～ 3 MeV 에 지구간의 감마선이 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성자 선원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자 선원항은 악틴족 원소 물질의 (α, n)반응  자발핵분열에 의해 결정되나, 특

히, Cm-244의 자발 핵분열에 의한 성자 선원이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에서 가압 경수로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 산출한 성자  감

마선에 한 선원의 세기  스펙트럼에 한 구체  수치에 한 언 은 생략하기로 

하며, 여기서 산출된 원자로 방출후 40년 시 에서의 방사선원의 세기  스펙트럼은 

처분용기 설계시 방사선 차폐해석에 이용되었다.

그림 3-7. 냉각시간에 따른 감마 스펙트럼 변화 (PW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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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냉각시간에 따른 성자 스펙트럼 변화 (PWR45)

(3) 방사성핵종의 농도

  방사성핵종의 농도 한 1 톤의 기 우라늄 장 량을 기 으로 산출되었다. 악

틴족 원소 핵종의 시간에 따른 농도는 연도소에 따른 반응도 감소효과(burnup 

credit)  장기 안 성 평가 측면에서 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핵분열생성물

의 농도는 핵임계해석에서는 보수성을 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안 성 

측면에서만 요성을 갖는다. ORIGEN-ARP 계산을 통해 측된 원자로 방출 후 

40년 시 에서의 사용후핵연료내 핵종의 농도는 기 처분시스템의 안 성평가에 이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선원항 도출 련 모든 계산에서 ORIGEN-ARP에 사용되는 

핵반응단면 은 PWR에 해 17×17 built-in 라이 러리를, CANDU에 해서는 

CANDU built-in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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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장기건 성

처분장의 구성은 공학  방벽과 자연방벽으로 별되며, 그  공학  방벽은 폐

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주변 암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처분

장에 거치된 폐기물은 처분용기에 담겨져 있어 그 용기가 방사성 핵종들을 격리시

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처분용기는 궁극 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차

으로 퇴화하여 실질 인 격납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나 고 폐기

물은 공기, 수증기, 지하수 등에 노출된다. 일차 으로는 처분용기가 손된 후 1) 

사용후핵연료 피복  는 고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의 손상, 2)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 고화체의 열화, 3) 방사성핵종들의 수용액, 수용상 콜로이드 

는 기체상으로의 유동 등이 일어날 때까지 방사성핵종들의 출과 이동은 불가능하

다.

가. Near field 환경조건 

    내륙 화강암지역의 심부 457.50 m 지 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화학  조성은 표 

3-1과 같다. 그리고 본 지하수의 온도는 24.4℃이고, pH는 9.92 이고, 산화환원

는 -194 mV 이다. 한 지하수에 용해된 총 염의 양은 101.3 mg/L 이다.

이온 Na K Ca Mg SO4
- Cl

농도(mg/L) 35.7 0.33 2.70 0.05 2.30 4.20

이온 F Zn Mn Al Si Fe

농도(mg/L) 12.7 0.006 0.0008 0.079 8.64 0.016

표 3-1 심부화강암 지하수의 화학  조성

 

   (1) 공극수 화학

국내산 칼슘-벤토나이트를 건조 도 1.8 Mg/m
3

로 압축한 0.5 m 두께의 완충재 

층 내에서 공극수의  화학특성을 악하기 하여 이 완충재를 모의지하수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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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일 경과 후 공극수의 화학  조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3-2에 나타내었다[3.1.9].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트륨은 나트륨염의 용해 는 벤토나이트 층간에 

존재하는 나트륨이 지하수 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이온교환반응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칼륨도 층간에 존재하는 칼륨이 지하수  칼슘 는 마그

네슘과의 이온교환 반응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염소이온은 불순물로 

존재하는 소 , 즉 halite의 용해로 농도가 증가하 다. 한, carbonate는 방해석인 

calcite나 탄산염 물의 용해  공기 의 이산화탄소가 지하수와의 반응으로 증가

하 으며, sulfate 도 황화 물이나 황산염 물의 용해로 증가하 다. Nitrate와 

phosphate도 불순물로 존재하는 질산염 물과 인산염 물의 용해로 증가하 다. 

Silicon도 석 과 무정형 실리카의 용해로 증가하 으나, 칼슘과 마그네슘은 벤토나

이트의 층간에 존재하는 나트륨과의 이온교환반응으로 오히려 감소경향을 나타내었

다. 철과 알루미늄은 기에 약간 증가경향을 보인 다음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pH는 최  9까지 증가하 다가 8일 후부터 8.8정도를 유지하 다. Snellman 등에 

의하면, 반응 후 용액의 Eh는 -200∼-300 mV로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지

하수의 이온강도는 0.0027이었으나, 공극수의 이온강도는 0.01로 증가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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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
농 도 (mg/L)

지 하 수 공 극 수

TIC 15.22 83.3

Na 57.00 243

SO4
- 25.25 161

Si 7.20 9.45

Ca 7.40 1.99

K 0.70 2.09

F 7.65 6.40

Cl 16.80 25.71

NO3 0.15 2.47

PO4 0.50 3.40

Zn 0.01 0.01

Mn 0.01 0.01

Fe 0.01 0.24

Mg 0.70 0.40

Al 0.10 0.54

NO2 0.10 0.10

pH 8.06 8.75

표 3-2 국내산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공극수의 조성 

    

(2) 완충재 통과후의 지하수 화학

모의화강암지하수(표 3-3)를 약 1 ml/day의 유량으로 도가 1.4 Mg/m
3

되는 완

충재층을 통과한 연후의 시간에 따른 화학  조성 변화를 원소별로 그림 3-9～그림 

3-12에 나타내었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의 pH는 벤토나이트  나

트륨의 용해(그림 3-11)에도 불구하고 sulfate 화합물의 용해(그림 3-10)로 격히 

하강하 다가 다시 pH 7이상에서 비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트륨의 경우는 기에 벤토나이트 층간에 존재하는 나트륨이 다른 이온들과의 치

환으로 격한 증가 상을 나타내었지만, 100일 경과 후부터는 약간 감소한 상태

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 염소이온은 시종 공 지하

수 의 농도범 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실리콘은 벤토나이트 

 실리콘의 용해로 수  포화농도인 약 60 mg/L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

음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 그러나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에 격한 증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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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일 경과 후부터는 공 지하수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12).  

이온 Na K Ca Mg F SO4 HCO3 Cl

농도(mg/L) 49.3 1.8 14.5 1.6 5.6 12.4 86.9 37.9

표 3-3 모의화강암 지하수의 화학  조성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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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간경과에 따른 완충재층 통과 지하수의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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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시간경과에 따른 완충재층 통과 지하수  

SO4
-이온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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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간경과에 따른 완충재층 통과 지하수  Na, 

Si, Cl이온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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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간경과에 따른 완충재층 통과 지하수  Ca, 

Mg의 농도변화.(지하수의 기 Ca과 Mg의 농도는 각각 14.6, 

1.6 mg/L)

(3) 처분환경의 화학  조건 추정

지하수가 정체되어 있을 경우 국내산 칼슘-벤토나이트층 내 공극수의 화학  조

성은 실제 벤토나이트 층을 통과한 류지하수의 화학  조성과 상당히 다른 양상

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실험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처분환경에서 지하

수의 유속은 단히 느리겠지만,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기의 격한 농도변화 후  

Ca, Mg, K, Si 등 특정 이온들을 제외하고는 본래 지하수의 화학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특정이온들  실리콘은 벤토나이트로부터 지하수에 용해되어 포

화상태가 될 것이고, 지하수 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은 비록 미량이지만 벤토

나이트 층간에 존재하는 Na와의 치환으로 소실되어 감소된 상태에서 일정한 농도

를 유지할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과도기 인 기상태의 지속기간은 지하수의 

유량, 벤토나이트 층의 두께 등과 상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간은 (2)의 

결과로 미루어보면 처분용기의 수명에 비하여 단히 짧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지하수의 pH는 (2)의 결과로 유추해 보면 공 지하수의 pH보다 약간 낮아질 것이

나, pH 9이상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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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피복 의 건 성

(1) 처분용기의 손률 추정

  

(가) 제작상의 손률

  처분용기의 열화모델은 기손상과 부식에 따른 열화로 구성된다. 기손상은 

다량의 처분용기를 제작하고 제작된 용기를 처분장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잠재  열화 상 는 열화인자들이 있다. 이들은 재료의 결함; 용 , 취 , 이송 

등을 포함하는 제작과정에서 작업자에 의해 발생되는 인자들; 활성변이단층에 한 

배치; 거치 의 치이동; 암반낙하; 지진활동에 의한 처분용기의 흔들림 등을 포

함한다. 이러한 처분용기의 기손상의 정량화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20,000개의 압력용기를 시험한 결과 손상된 용기가 17개 감지되어 손상 분률은 

8.5×10
-4

 이었다. 따라서 미감지된 결함을 고려한 고품질의 압력용기를 얻기 한 

손상률은 약 10-3 으로 기 된다[3.1.10]. Doubt[3.1.10]는 처분용기는 기하학 으로 

단순하고 고도의 표 화된 검사 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감지된 결함을 포함한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내외부 용기의 용 손상이 

독립 이라 가정하 을 경우 처분용기 당 벽을 통하는 결함의 발생확률은 

5.8×10
-6

이었다[3.1.11].

(나) 거치후의 손률

  처분공에 거치된 처분용기의 시간에 따른 손확률을 추정하는 데는 여러 가

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서 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일정한 손률에 의한 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나

낼 수 있다[3.1.10].

         

여기서 P는 손확률이고, R은 수명기간동안의 신뢰도이고, λ는 손률이고, 



- 103 -

t(hrs)는 경과시간이다.

윗 식에서 1,000년 동안의 신뢰도가 90%를 유지하려면 손률은 1.2 x 10
-8

/hr가 

되어야 하고, 99%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손률은 1.15 x 10-9/hr가 되어야 한다. 

이 결과는 신뢰도를 증가시키면 손률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처분용기의 손률은 1 x 10
-8

/hr 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3.1.10].

(2) 사용후핵연료 피복 의 건 성

원자로 운   결함이 발생하는 확률은 0.1%라 가정한다. 이 값은 실제로 EPRI

에 의하여 보고된 값 보다 2배 더 높은 값이다[3.1.12]. 결함유형별로 세분하면 다음

과 같다[3.1.12].

  - 미세공과 머리카락 같은 균열 발생율 : 80～90%

  - 간상태                         :  0～20%

  - 심한 손상율                      : 0.04～0.9%.

이 밖에도 고온에서 일어나는 크립 손상, 일반  국부부식에 의한 손상 등이 있

다. 그리고 처분용기의 기계  건 성을 상실한 다음, 처분통로로부터 암반의 낙하

로 인한 기계  하 과 연료지지구조의 붕괴로 연료가 손될 수 있다.

크리 (creep)로 손상된 연료는 미세공이나 머리카락 같은 균열을 가지고 있으

나, 연료의 온도가 U3O8을 만들거나 피복 의 균열을 벌리거나 열어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양만이 용해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기손

상으로 노출되는 총 연료의 0.1%는 피복 이 없어 용해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해석

한다.

한편, 지르코늄의 산화률은 180℃에 10,000년 동안 노출된 피복 의 부식량은 

4～53 ㎛으로 추정되었다[3.1.13]. 최근 들어 Einzigers[3.1.14]의 건식산화, VanSwam 

and Shann[3.1.15]의 습식산화, Hillner 등[3.1.16]의 사용후핵연료의 습식보정과 

리 사용되는 EPRI모델 등에 의한 최근 보정식을 사용하여 처분장에 노출된 처분용

기 내에서 가장 뜨거운 연료 의 부식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Yau and Webster[3.1.17]는 불소이온의 농도가 100 mg/L 이상이고 pH에 의존하

는 경우 지르칼로이는 부식될 수 있다고 하 으며, 틈새부식에 한 항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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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그러나 지르칼로이 산화막이 벗겨지면, 백 , 흑연, 티타늄, 은 등과 같

은 귀 속과 복합되어 있을 경우 갈바닉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염화철이온

이 존재할 경우 pH가 3이하에서는 지르칼로이가 공식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처분

환경의 pH는 7이상이지만, 지르칼로이 피복 의 장기성능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상당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응력부식균열은 펠렛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상당

한 응력을 받는 치에 있는 연료  내에서 찰되었지만, 펠렛이 피복 과 하

는 경우는 원자로 내에 있을 경우이므로 처분장에 거치된 후에는 응력부식균열 

상이 견되지 않는다. 극한상황의 산 농도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지르칼로이

의 부식률은 니  합 의 부식률보다 십 배 내지 수천 배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1.13]. 

처분용기가 부식되고 연료의 상단에 암반이 떨어지는 경우, 기계  손상을 유발

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  손으로 유도되는 일연의 사건은 1) 처분용기 상부에 암

석이 떨어지고, 2) 처분용기 내부지지가 손되어 처분용기 바닥으로 연료가 떨어지

고, 3) 처분용기의 상부로부터 연료의 상단까지 암석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계

인 손은 처분용기의 건 성이 상실되는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가) 처분용기 손  헬륨기체분 기인 경우

처분용기가 손되기 의 상태는 기간만 다를 뿐 건식 장과 같은 상태로 간주

된다. 따라서 건식 장시 피복 의 건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 기구들

[3.1.18]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크립

  - 피복 의 산화

  - 수소에 의한 결함 

  - 기계  균열

  - 균일  국부 핵분열생성물의 부식

이 가운데서 가장 요한 열화공정은 크립과 산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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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화

헬륨이 채워져 있을 경우, 피복 의 산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

로 인한 손상은 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헬륨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는 제한온도가 

어도 300℃이하로 낮아져서 산화가 느리게 진행되므로 처분용기의 수명기간 동안 

피복 의 손에 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단된다[3.1.18]. 특히, 온도가 400℃

에서 200℃로 떨어질 경우, 매 온도 10%가 하강함에 따라 산화률은 10분의 1로 감

소한다[3.1.18]. 

그러나 산화분 기에서 피복 에 미세한 균열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산소가 침

투되면 UO2가 산화될 수 있다.  

② 수소화

400 mg/L의 수소가 지르칼로이 피복 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편과 균일

하게 분포되지 않은 시편에 한 250℃에서의 Charpy test 결과, 이들 시편의 충격

강도는 건식분 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비균질 시편의 경우가 

균질시편의 경우에 비하여 충격강도가 컸다. 반지름방향에서 다소의 수소재배치가 

비교  단시간에 쉽게 실 되지만, 세로 방향에서는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3.1.19].

③ 크립

처분용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피복 의 열화거동

을 해석하는데 한 코드는 장 인 피복 의 열화거동을 해석하기 하여 개발

된 SFINEN 코드를 직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용기 손상 상태에서 지하수와 하 을 경우

처분용기가 손된 다음에는 지하수가 용기 내로 유입되어 피복 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마치 습식 장 상태에서의 열화기구와 유사하다. 따라서 습

식 장시 피폭 의 열화기구[3.1.18]를 참고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피복  내에서의 응력에 기인한 기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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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일부식

  - 공식, 갈바닉 부식, 미생물에 의한 부식 등

  - 수소흡수

  - 수소의 재분배

이 가운데서 피복 의 잔류응력이 재료의 항복응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계

 손은 장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장 풀에서 3년 경과된 사용후핵연료 피복  지르칼로이-2의 부식은 거의 무시

될 정도 으며, 그 값은 2.5 × 10-5 - 2.5 × 10-4 mpy(여기서 1 mpy = 25.4 μm/yr)

이었다[3.1.19]. 장 풀에 장되어 잇는 지르칼로이 피복 의 산화부식률은 원자로 

내에서보다 무려 10
10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1.18]. 이상의 결과를 근간

으로 할 경우, 물론 탈염수와 지하수의 특성이 다르지만, 처분용기의 수명기간동안 

산화부식으로 피복 이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된다. 

지르칼로이 피복 에 흡수된 수소의 양은 재질과 연소도에 달려있지만, 그 범

는 250~550 mg/L로 보고되어 있다. Yield stress, rupture stress, uniform 

elongation 등의 피복 의 건 성과 련된 성질들은 피복 의 수소 농도에 달려있

다. 즉, 피복 의 수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yield stress와 rupture stress는 증가

하고, ductility는 감소한다[3.1.18]. 그러나 실제 장 온도는 수소화 피복 의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복

은 상승된 yield stress까지 elastic deformation을 견딜 수 있어 plastic 

deformation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르칼로이 피복 의 손을 유발하는 응력은 습식분 기에서 용되지 않

는데, 이는 기 장  상당량의 방사선이 방출되더라도 CsI를 해리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3.1.20]. 실제로 요오드의 농도가 높고 약 20%정도가 반지

름방향의 벽균열이 있어도 1,000년 내에는 이 균열이 벽두께의 60%를 넘지 못할 것

이다[3.1.20]. 

다.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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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후핵연료의 침출 특성과 구리  벤토나이트의 향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방사성핵종의 출은 열역학  평형공정이 아니므로 용

해율모델의 개발이 비평형 열역학으로부터의 개념을 사용한다. 재 사용후핵연료

의 재고량을 넘어선 용해공정과 잠재  수화학과 온도를 묘사할 수 있는 상세한 가

용지식이 없다.  근법은 제어되는 호 인 수화학과 온도 범 에서 특정 사용

후핵연료에 한 용해율에 한 실험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사용후

핵연료의 용해율을 기술하기 한 rate law 내에서의 실험인자를 평가하는데 사용

된다[3.1.21].

처분용기와 연료 피복 이 손상되면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속부식물과 완충재

가 섞여있는 지하수에 노출되게 된다. 이 과정을 가정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압축 벤

토나이트 사이에 넣고 지하수로 침출시험한 결과를 벤토나이트가 없는 경우, 그리

고 지하수에 구리 을 넣고 시험한 결과와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에 미치는 

속용기와 벤토나이트의 향을 조사하 다. 

그림3-13은 각 실험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세슘의 양을 나

타낸 결과인데, 벤토나이트가 사용후핵연료에 착해 있는 경우에 시편으로부터 세

슘의 출이 감소하 으며, 용액에 넣어  구리는 용액  세슘의 농도를 감소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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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침출기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세슘의 유출.

[Leachate-Bare fuel : 사용후핵연료 펠렛으로부터 지하수로 세슘의 침출

Leachate-With copper sheets : 지하수 에 구리 시편이 있는 경우 세슘의 침출

Bentonite block and leachate : 벤토나이트 블록속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세슘의 

유출]

(2) 처분환경에서 유출된 우라늄의 alteration species 규명

 다른 실험으로 약 20%의 우라늄을 함유한 유리고화체를 국내산 Ca-벤토나이

트와 하여 1년 이상 경과한 후 면에 β-uranophane (Ca-uranyl silicate의 일

종)이 생성되었는데, 이 화합물은 우라늄 물을 이용한 자연유사 실험에서는 약 5

년이 경과한 후 발견되었다. 한편, 벤토나이트를 담고 있는 스텐 스 강이 부식되었

을 경우는 UO2 결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속성분이 산화되면서 고화체로부터 유

출된 UO2+x (단, 0<x<1)를 UO2로 환원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산 Ca-벤

토나이트 완충재를 사용하 을 경우 처분장에서 지하수에 용출된 우라늄은 

alteration species로서 β-uranophane 혹은 UO2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침출시험으로부터 얻은 β-uranophane의 용해도는 합성 uranophane보다 1～2 

order 낮았으며, 처분환경에서 이들의 반응성, 그리고 β-uranophane이 최종 생성물 

혹은 간 생성물인지 확인하기 해서는 보다 장기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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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붕규산유리고화체의 침출

붕규산유리의 수용상 변화에 한 실험과 모델링을 하면서 얻은 것은 유리의 변

화율을 측하는데 가장 요한 인자들은 온도, 노출된 표면 , 용액의 pH, 용액 

에 용해되어 있는 실리카의 농도 등이라는 것이다. 붕규산유리의 장기용해모델은 

이러한 인자들을 포함하며 이상태의 이론과 계가 있는 rate equation을 고용한

다. 이 rate equation은 붕규산유리의 용해공정이 용액 내의 실리카에 가해지므로 

용해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리 의 실리카 분율은 이차상 내에 포집될 

것이므로 실제 으로 변화된 유리 내의 실리카 분율이 용액에 용해된다. 이 분율은 

유리의 변화공정에서 형성되는 변화 물의 유형과 양에 달려 있다.

한편, 여러 유리조성에 한 실험자료는 장기간 후 실리카가 포화되었을 지라도 

유리성분들  용해가 아주 잘 되는 원소들의 농도를 지속 으로 증가시키기 때문

에 잔류용해율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실리카가 포화조건에서 

잔류반응상수를 고려한 rate equation에 한 추가인자를 요구한다. 

모의처분환경조건에서 5년간의 침출시험결과, 붕소가 붕규산유리고화체의 침출표

지물질로 가늠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붕소의 장기 침출률은 고화체의 표

면   침출액의 체  비와 화학  조성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붕규산유리고화체의 기단계 침출률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하여도 1년여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0.03 g/m
2

-day에 근 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붕규산유리고화체의 장기 침출률은 0.03 g/m2-day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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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침출기간에 따른 붕규산유리고화체로부터 붕소의 침출 

[A-glass : 약 20%의 우라늄을 함유한 고화체

S-glass : 랑스 SON68과 유사한 조성을 가진 고화체

K-glass : Fly ash를 사용하여 만든 고화체]

3. 완충재

가. 완충재 요건

   처분장의 장기 안 성은 다 방벽개념(수동  다 방벽)을 용함으로써 확보되

도록 하 다.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치한 후 처분공과 처분용기 사이의 빈 공간은 

고 도(2,000 kg/m
3

 수분함량 10 %, 건조 도 1,820 kg/m
3

에 해당) 벤토나이트 블

록으로 채워진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조사된 완충재의 기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

다(KAERI 1999) :

- 처분장으로의 지하수의 유입을 억제하고 최소화 할 것

- 처분장을 둘러싼 환경으로의 방사성 핵종들의 출을 제한할 것

- 처분용기에 가해질 열하 과 완충재 성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하여 폐

기물로부터 붕괴열을 잘 분산시킬 것

- 외부 기계  스트 스로부터 처분용기와 폐기물을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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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하여 완충재는 낮은 수리 도도, 방사

성 핵종 지능, 팽윤성과 한 기계  강도를 요구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 인 완충재가 가져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일반  에서 완충재 성능기 을 표 3-4에 제안하 다.

항목 설계 요건

수리 전도도  < 1×10-12 m/s

확산 계수  양이온<10-11 m2/s, Sr<10-10 m2/s, 음이온<10-9 m2/s

팽윤압  <20 MPa

열 전도도  > 1.0 W/m K

온도  < 100℃

유기물 함량  < 0.5 w%

기계적 강도  좋을 것

표 3-4 완충재 성능기 (안) 항목  값

나. 완충재 물질의 물리∙화학  방벽 특성  성능 향상

(1)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물학  특성

(가) 분포 특성 [3.1.22-3.1.24]

국내에서 부존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갖는 벤토나이트 상은 경상북도 포항-

감포-경주 일 의 제 3기층 분포지에 국한된다. 이 지역은 백악기의 경상 층군에 

속하는 변성퇴 암류와 이를 입한 제 3기의 에오세(Eocene) 화산암류인 석 안산

암(dacite)  석 ․장석반암이 기반을 이룬다. 이  벤토나이트는 제 3기의 육성

층인 양북 층군의 장기층군, 범곡리층군  하서리층군에 속하는 화산쇄설성 퇴

층(pyroclastic deposits)에서 주로 산출된다(그림 3-15). 해성층으로 화산쇄설성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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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결여되어 있는 연일층군에선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의 산출지와 부존 층  

그리고 물상 등의 특징을 간추리면 표 3-5와 같다.

이들은 부분 속성작용에 의해서 생성되었지만, 일부 지역의 체들은 열수변질

에 의한 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으로 벤토나이트는 경북 포항-경

주-울산으로 이어지는 삼각지  내에서 부분 10 m이내의 두께를 이루며 층상이

나 즈상으로 분포한다. 부존지역의 지질여건과 산출상태를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의 산출지를 일 지역, 감포 지역, 하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 지역의 벤토나이트 상은 리 응회암층, 상․하부함탄층  무암질응

회암층에서 제올라이트와 함께 산출된다.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벤토나이트는 개 

수십 cm에서 2 m 미만의 두께로 흔히 제올라이트 체에 혼재되어 산출된다. 감포

지역은 감포역암층 내의 염기성 응회암 층 에서 1 - 2 m 정도의 박층 내지 즈

상으로 산출된다. 경제성 있는 벤토나이트 상은 주로 하서 지역에서 2 m 이상의 

층을 이루거나 괴상  즈상의 체로 부존된다. 주로 하서리 응회암층같은 효동

리 화산암암체 주변의 염기성 응회암층을 따라 체가 부존된다.

(나) 물조성 [3.1.22-3.1.24]

국내산 벤토나이트 원 들은 스멕타이트군 물(smectite group)의 함유도와 

불순 물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표 3-6와 그림 3-16). X-선 회

분석결과, 특히 (060) 회 선의 양상에 의하면 부분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의 물상을 이루는 것으로 감정된다. 특히 하서리 지역 무암질 

응회암층에서 산출되는 벤토나이트들 에서 일부는 드물게 Fe이 풍부한 스멕타이

트인 논트로나이트(nontronite)가 주된 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품 의 소규모 체로 산출되기 때문에 부존자원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벤토

나이트 유형이다.

벤토나이트 석의 주요 불순물로서는 원암으로부터 유래된 석   장석류 

물들이 항상 수반되고, 곳에 따라 제올라이트 물인 휼란다이트-클리놉틸로라이트

(heulandite-clinoptilolite)와 단백석(opal-CT)이 흔히 혼재된다(그림 3-16). 일  

하서 지역의 일부 체의 풍화 에서는 특이하게 토 물로서 몬모릴로나이트 이

외에 할로이사이트(halloysite)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 같은 벤토나이트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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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SiO2/Al2O3 함유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부분 품 의 소규모 

체 ( 개 1m 미만의 두께)를 이루는 일 지역의 벤토나이트에서는 소  ‘제올라

이트질 벤토나이트(zeolotic bentonite)’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제올라이트가 많이 함

유되는 것이 특징이다. 벤토나이트에 수반되는 제올라이트는 클리놉틸로라이트-휼

란다이트 계열 (heulandite-clinoptilolite series)로서 클리놉틸로라이트는 흔히 단백

석  석 과 함께 수반되어 규질(silicic)의 벤토나이트를 이룬다. 이에 비해서 휼란

다이트는 상 으로 드물게 수반되고 몬모릴로나이트의 함량이 보다 고품 를 이

루는 벤토나이트에서 볼 수 있다. 벤토나이트에서 몬모릴로나이트, 제올라이트  

규산 물간의 생성 계는 주로 원암의 암상과 조성 그리고 공극수의 조성과 여정

도에 의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포지역의 일부 벤토나이트는 특이하게 불순

물로 패류화석의 쇄편으로 사료되는 방해석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석은 

상 으로 높은 Ca함유도를 보인다. 하서 지역의 석 에서 일부는 공생 물로 

알바이트(albite)를 상당량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X-선회  분석상에서는 

인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미량이기는 하지만 황철석, 침철석, 운모류  석고 등도 

간혹 발견된다.

몬모릴로나이트 결정들은 개 2 ㎛ 후의 불규칙하게 만곡된 엽편상(curled 

lamella)으로 약간 말려있는 형태를 이루고 체 으로 벌집(honey-comb)모양의 결

정질 집합체를 이루며 산출된다. 부분 화산유리질 기질부와 장석  유색 물들

을 치환하는 형식으로 생성된다. 석  반정이나 규질 암편들은 몬모릴로나이트로 

변질되지 않는 양상이 뚜렷하다 [3.1.25].

XRD 정량분석결과는 외국산 벤토나이트에 비해서 반 으로 낮은 품 를 나타

낸다(30-75 wt% montmorillonite)(표 3-6). 이는 불순물을 이루는 제올라이트, 단백

석  장석류가 부분 25 wt% 이상 함유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 지역의 제올라

이트질 벤토나이트 시료들 에는 주요 불순물인 제올라이트가 몬모릴로나이트보다 

더 많이 함유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불순 물로서 규산 물은 부분 속성기원 

특유의 ‘opal-CT'상의 단백석으로서, 반 으로 석 보다 훨씬 높은 함유량을 보

인다. 부분 알바이트(albite)상을 이루는 사장석의 함유도는 일 지역의 일부 벤

토나이트를 제외하고는 반 으로 K-장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포 

지역의 벤토나이트에서는 알바이트 상의 사장석이 주된 불순물(30-50 wt%)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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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이한 물조성을 보이기도 한다. 한 앞서 설명하 듯이 제올라이트를 수반

하지 않는 감포지역의 일부 벤토나이트들은 방해석을 미량 (2-3 wt%)으로 함유하

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시료들  하서 지역 벤토나이트의 품 가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지역의 벤토나이트들 에서도 일부는 비록 1 m 미만의 소

규모 체를 이루지만, 품  면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석으로서의 몬모릴로나이트 

함유도( 략 50 wt%)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의 시료들은 몬모릴로나이

트 함량 약 40 wt% 후의  품  석이거나, 특별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벤토나이트로서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 가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국내산 벤토나이트 시료들의 화학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성분들의 화학조성

은 원암의 암상, 물조성  산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7). 국내산 벤토나

이트들은 알바이트 함량이 높은 일부 벤토나이트를 제외하고는 반 으로 낮은 

Na함량과 상 으로 높은 Ca함량을 보인다. 이는 이 벤토나이트들이 부분 Ca형

이라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K함량은 반 으로 매우 낮은 것 (1 

wt% 미만)으로 분석되지만, 일 지역의 일부 제올라이트질 벤토나이트에서는 상

으로 많이 함유되는 K-장석의 향으로 비교  높은 함량 (약2-3 wt%)을 보

인다. 단백석이나 제올라이트를 수반하는 벤토나이트들은 비교  높은 SiO2함량을 

보인다. 이들을 함유하지 않고 상 으로 고품 를 이루는 벤토나이트들은 이에 

비해서 낮은 SiO2/Al2O3 함유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 물리-화학  특성

국내산 벤토나이트가 Ca-형 벤토나이트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원천 으로 Na가 결핍된 지화학  조건, 즉 비알칼리(sub-alkaline) 계열의 화산쇄

설성 원암조건과 속성변질 과정에서의 Na의 용탈 양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들의 일반 인 물리-화학  특성을 표 3-8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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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국내산 벤토나이트 산의 분포. 

표 3-5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산지별 특성[3.1.23]

B001255-1
Suckchon-ri, 
Gampo

Hyodongri Volcanics
 & Tuffs

Montmorillonite, Opal-CT,
Plagioclase

Pale Yellowish 
Brown

B001255-2
Suckchon-ri, 
Gampo

Hyodongri Volcanics
 & Tuffs

Montmorillonite, Opal-CT,
Plagioclase, K-feldspar

Light Greenish 
Gray

B001256
Seodong-ri, 
Haseo

Haseori Andesitic Tuff
Montmorillonite, Opal-CT,
Clinoptlolite, Plagioclase

Moderate Yellow

B001257-1
Songsung-ri, 
Haseo

Haseori Andesitic Tuff
Montmorillonite, 
Plagioclase

Moderate Yellow

Be012131'
Sangjeong-dong,
Yeongil

Lower Coal-bearing
Formation

Montmorillonite, Opal-CT,
Clinoptlolite

Yellowish Gray

Be0102235-1
Sangjeong-dong,
Yeongil

Lower Coal-bearing
Formation

Montmorillonite, Opal-CT,
Clinoptlolite

Yellowish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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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litic bentonite
MMT Opt Clinop Heulan Qtz Pl Ksp Cal

B001241-1 61.9 ─ 20.0 ─ 0.7 15.5 1.8 ─

B001242-1 61.2 ─ 6.6 ─ 2.2 24.2 5.9 ─

B001243 54.4 ─ ─ 10.2 1.8 27.6 6.0 ─

B001244 54.7 ─ ─ 18.4 1.5 25.1 0.3 ─

B001256 48.7 14.3 23.5 ─ 1.2 11.9 3.7 ─

Be0102131' 39.5 22.1 36.8 ─ 0.3 ─ 1.3 ─

Be0102235-1 30.8 28.1 41.1 ─ 0.2 ─ ─ ─

B001251 62.0 32.3 0.5 ─ 4.4 0.8 ─ ─

Normal bentonite (zeolite-free)
MMT Opt Qtz Pl Ksp Cal

B001241-3 41.9 30.0 18.9 5.8 3.4 ─

B001242-2 77.8 21.6 0.6 ─ ─ ─

B001252 76.2 ─ 13.3 4.9 2.3 3.3
B001253-1 55.9 13.0 2.2 6.1 20.5 2.5
B001253-2 58.9 0.3 1.3 39.5 ─ ─

B001253-3 63.0 13.1 ─ 5.8 18.1 ─

B001255-1 30.5 16.6 2.1 50.8 5.1 ─

B001255-2 39.8 16.2 1.4 18.7 21.4 2.5
B001257 63.8 ─ 0.7 32.6 2.9 ─

MMT Crist Opt Clinop Qtz Pl Ksp Hall Cal
/Heulan

YB-1-1 51.5 0.3 26.1 13.3 1.1 3.8 3.8 - -
YB-1-2 54.4 16.8 27.9 - 0.7 - 0.2 - -
YB-2 42.6 - - 9.6 6.6 36.0 1.7 3.7 -
YB-3 51.5 0.1 19.4 3.7 1.9 19.5 3.9 - -
GB-1 40.7 14.5 28.0 1.6 8.8 5.3 - - 1.1
HB-2 45.4 6.2 17.5 16.3 1.9 11.7 - - 0.9
HB-6 64.7 - 18.0 - 8.3 5.9 2.0 - 1.1
HB-7 57.4 - 9.9 - - 30.2 1.3 - 1.0

─: trace or absent

YB: Yeongil bentonates, GB: Gampo Bentonites, HB: Haseo bentonites

Abbreviations: MMT, montmorillnite; Opt, opal-CT; Clinop, clinoptllolite; Heulan, heulandite;
Qtz, quartz; Pl, plagioclase; Ksp, K-feldspar; Cal, calcite; Crist, cristobalite; Hall,
halloysite

표 3-6 XRD 분석을 이용한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물 함유량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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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XRD 패턴: S. smectite, Z. heulandite-group 

zeolite, O. opal-CT, F. feldspars (mostly plagioclase), C. calcite, Q. quartz, H. 

hallo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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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1241-1 B001242-1 B001243 B001244 B001256 Be0102131' Be0102235-1 B001251
SiO2 57.88 56.42 58.13 55.04 65.42 63.47 64.47 68.73

Al2O3 17.20 19.14 19.20 16.94 15.52 13.53 13.12 14.42

Fe2O3* 6.15 7.71 4.15 7.41 3.46 2.04 1.17 1.30

TiO2 0.74 1.15 0.63 1.38 0.45 0.24 0.24 0.14

MnO 0.09 0.12 0.04 0.06 0.04 0.07 0.02 0.07

CaO 2.96 2.77 3.01 2.95 2.16 1.72 2.43 2.19

MgO 3.65 2.44 3.36 3.79 2.13 1.47 0.98 3.33
K2O 0.68 0.89 0.54 0.58 0.78 2.27 2.82 0.29

Na2O 1.10 1.56 2.24 0.93 1.77 0.57 1.91 0.50

P2O5 0.20 0.07 0.15 0.53 0.02 0.05 0.03 0.05

L.O.I 9.35 7.71 8.59 10.38 8.19 15.96 14.77 8.97

Total 100.00 99.98 99.99 99.99 99.94 101.36 101.97 100.03

B001241-3 B001242-2 B001252 B001253-1 B001253-2 B001253-3 B001255-1 B001255-2 B001257-1
SiO2 53.67 67.85 59.85 62.05 57.33 62.05 62.89 63.57 54.75

Al2O3 21.05 14.51 18.52 18.23 21.53 18.49 16.64 16.15 18.39

Fe2O3 9.59 2.15 3.07 2.95 4.60 2.95 2.13 1.75 6.56

TiO2 1.54 0.26 0.17 0.32 0.40 0.33 0.27 0.25 1.15

MnO 0.13 0.13 0.06 0.03 0.10 0.03 0.05 0.03 0.08

CaO 0.48 1.39 2.10 2.73 2.95 2.35 2.06 1.94 2.81

MgO 1.32 1.72 4.34 3.01 1.98 2.37 1.99 2.42 3.73
K2O 0.66 1.69 0.67 0.65 0.54 0.92 0.93 0.42 0.66

Na2O 0.15 1.36 1.06 1.75 2.18 2.31 4.10 3.80 0.81

P2O5 0.08 0.04 0.01 0.09 0.07 0.07 0.08 0.06 0.14

L.O.I 11.43 8.90 10.18 8.31 8.27 7.60 4.78 5.61 10.93

Total 100.10 100.00 100.12 99.95 99.93 99.93 99.89 99.98 101.01

sample YB-1 YB-2 YB-3 GB-1 HB-1 HB-2 HB-3 HB-6 HB-7
SiO2 65.70 41.88 50.72 63.34 43.79 53.11 50.62 55.25 62.30
Al2O3 15.03 26.14 19.01 15.93 23.61 17.31 16.35 15.64 16.42

Fe2O3 2.29 13.23 8.24 2.66 13.61 7.65 8.82 1.85 2.11
TiO2 0.28 2.68 1.34 0.30 1.44 1.33 1.12 0.16 0.23

MnO 0.14 0.12 0.05 0.11 0.04 0.01 0.09 0.04 0.02

CaO 1.64 1.64 3.50 2.62 1.12 2.34 5.73 2.49 2.09

MgO 1.82 1.22 1.36 2.43 1.05 2.42 2.54 4.74 3.87
K2O 2.16 0.25 0.97 0.89 0.57 0.97 0.83 0.34 0.18

Na2O 1.19 0.43 0.96 2.23 0.04 0.74 1.41 0.52 2.25
P2O5 0.04 0.18 0.97 0.07 0.13 0.04 0.10 0.03 0.08

L.O.I 10.12 13.85 12.61 10.01 14.71 14.66 12.63 19.35 10.78

Total 100.41 100.62 99.73 100.59 100.11 100.58 100.24 100.41 100.34

 1 : determined by XRF method, Fe2O3*: total iron

Zeolitic bentonite

  Normal bentonite (zeolite-free)

YB: Yeongil bentonates, GB: Gampo Bentonites, HB: Haseo bentonites

표 3-7. XRF 분석을 이용한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화학조성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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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1.7 3.7 - B001242-1 8.5 679.6 15.9

19.5 3.9 - - B001243 6.5 496.3 13.8

5.3 - - 1.1 B001244 6.2 667.6 15.0

11.7 - - 0.9 B001251 7.4 632.1 18.0

5.9 2.0 - 1.1 B001256 8.5 519.9 14.0

30.2 1.3 - 1.0 Be0102131' 6.4 466.4 12.7

Be0102235-1 5.8 401.1 14.3

HB-2 HB-3 HB-6 HB-7 Surface Moisture

53.11 50.62 55.25 62.30 area(m2/g) content(%)

17.31 16.35 15.64 16.42 B001241-3 5.1 610.2 14.1

7.65 8.82 1.85 2.11 B001242-2 7.3 493.5 15.0

1.33 1.12 0.16 0.23 B001252 9.3 592.5 17.3

0.01 0.09 0.04 0.02 B001253-1 8.3 539.6 13.2

2.34 5.73 2.49 2.09 B001253-2 8.6 531.1 12.7

2.42 2.54 4.74 3.87 B001253-3 6.9 479.2 12.1

0.97 0.83 0.34 0.18 B001255-1 9.1 303.0 9.1

0.74 1.41 0.52 2.25 B001255-2 9.0 269.3 9.1

0.04 0.10 0.03 0.08 B001257 6.4 609.2 19.6

14.66 12.63 19.35 10.78

100.58 100.24 100.41 100.34

Sample no

Nomal ben

onites

onites

1; determinedvas surface weighted mean diamet
Abbreviations; Clinop: clinoptilolite, Heul: heulan
feldspar.

표 3-8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표면 , 물조성  기타 특성[3.1.26]

(2) 완충재의 장기  안정성[3.1.27] 

처분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벤토나이트의 주요 변화요인  방지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스웨덴 KBS-3 개념에서 처분기간동안 토의 물리 , 물학  변화는 크

지 않을 것으로 상하 다.

(가) 스멕타이트의 일라이트화[3.1.27] 

벤토나이트 의 스멕타이트(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로 변하는 속도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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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S/dt = A․[K]․S
2

․exp (-Ea/RT) 

   

  S: 스멕타이트의 분율       A: 빈도요인     [K]: 용액  칼륨의 농도

  Ea: 활성화에 지           R: 기체상수      T: 온도

윗 식에서 Ea=27.4 kcal/mole, A=8.5x10
4

, [K]= 80 ppm일 경우, 온도와 처분기간에 

따라 스멕타이트가 일라이트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분율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하 200 m이상의 깊이에서 유성지하수내 칼륨의 농도

가 1 ppm 이하로 측정되었고, 완충재의 온도를 100℃이하로 유지하려는 조건을 만

족시킨다면, 국내의 경우 처분 후 100,000 년 동안 스멕타이트가 일라이트로의 변화

하는 양은 무시해도 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7. 온도/처분기간에 따라 일라이트로 변화없이 남아있는 스멕타이트의 분율.

(나) 벤토나이트 내 불순 물의 용해 

처분 기의 완충재내 온도경사에 의해 불순 물이 용해/침  상이 발생하여 

특정물질이 한 곳에 농축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완충재 도를 높이거

나, 은 용해성 불순 물을 포함한 벤토나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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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리 용해질이 낮은 물로 포화시킨 벤토나이트 블록을 사용하여 빠르게 정수압

에 도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 시멘트 공극수의 향

지하수가 처분장내 시멘트에 노출되면 Na-벤토나이트가 Ca-벤토나이트로 변

화하고 벤토나이트의 시멘트화  높은 pH에 의한 격자구조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하여 pH를 크게 높이지 않는 시멘트의 개발 등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3) 완충재의 규격  재료물질

고 폐기물처분장에서 완충재는 우수한 특 성 , 높 은  핵 종 지 능 , 양 호 한 

역 학  특 성   높 은  열 도 도  등 의  성 질 을  가 져 야  한다 . 이 러 한 조 건 을  만 족

시 키 는  완 충 재 의  재료물질로는 벤토나이트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가 ) 완 충 재 의  공 학  방 벽 역 할 을  한 주 요  고 려 사 항

벤토나이트의 도가 증가할수록 압축벤토나이트의 열 도도는 증가하고, 수

리 도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벤토나이트의 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팽윤압이 증가

하여 처분용기와 주 암반에 과도한 응력을 주어 건 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한, 벤토나이트의 소요량  압축경비 등에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① 열  특성 

완충재의 열 도도는 속처분용기, 뒷채움재 그리고 화강암보다 체로 낮

다. 완충재의 온도가 높아지면 암반의 물질이 용해되거나 완충재 내의 수분의 기

화에 의한 증기압이 증가하여 뒷채움재를 괴시키는 결과를 래하며, 용기표면에

서 염의 증가로 인해 처분용기의 건 성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된  고

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을 주  암반으로 신속히 발산시킬 만큼 완충재의 

열 도도가 커서 설정된 한계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 고려 인 KRS-1 개념을 만족시키기 하여 완충재의 온도를 100℃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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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면 완충재의 열 도도가 1.0 W m
-1

 K
-1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산(옥산) 벤토나이트 원 의 수분함량  압축 도, 그리고 모래의 첨가에 

따른  열 도도의  변화를  실험 한 결과, 모래를 첨가한 경우 열 도도가 증가하나 함

수량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건조 도 1.8 Mg/m
3

, 함수량 10%의 벤토나이

트에 30% 모래가 첨가되었을 경우 열 도도가  1.0 W m
-1

 K
-1

에 도달하 다. 구체

인 결과는 완충재의 성능향상 부분에 기술하 다. 

    ②수리  특성[3.1.29-3.1.32] 

수 리 도 도 가  높 을  경 우 에 는  완 충 재 를  통 한 핵 종  이 동 의  주 요  메 커 니 즘

이  확 산 이  아 닌  이 류 ( advection)가  되 어 , 핵 종 유 출 이  증 가 될  가 능 성 이  있 다 . 따

라 서  완충재내에서 지하수는 확산에 의해서만 이동하여야 하는데, 완충재의 압축

도가 낮고, 모래함량과 온도가 높을수록 수리 도도가 증가한다. 경주 벤토나이트의 

경우 건조 도가 1.6 Mg/m
3

이상이면 수리 도도가 10
-12 

m/s 이하로 나타났으며, 

건조 도가 1.4 Mg/m
3

 이상에서는 염분농도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완충재 수리 도도는 완충재를 이루는 물의 종류  그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낮은 도에서는 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로서 수분

이 포화된 상태에서 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리 도도가 격히 감소하는 데 

montmorillonite, illite, kaollinite  kaolinite가 가장 감소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3.1.28]. 

국내 진명 산에서 산출된 벤토나이트와 옹진군 자월도 주변에서 채취된 모래를 

재료로 측정한 수 리 도 도 에  한 자세 한 설 명 은  조  등 [ 5.2.55]에  의 해  보 고 되 었

다 .

     ③역학  특성[3.1.29] 

완충재의 역학  특성은 심지층처분장에 처분된 폐기물을 외부의 충격이나 

하 으로부터 보 호하는  역할 을 한다. 완충재에서 측정해야 하는 기본 인 물리  

특성으로는 일축압축강도, 탄성률, 인장강도, 기 공극률, 압축지수, 팽윤지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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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축압축강도(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 벤토나이트의 건조 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나 함수비와 모래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일축압축강도가 격히 감소한다. 함수량이 약 17%이며, 건조 도

가 1.6-1.8 Mg/m
3

 역에서 국내산벤토나이트의 경우 2-10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 탄성계수 : 건조 도가 증가함에 따라 완충재의 탄성계수가 증가하나, 모래

함량  함수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단강 도 : 벤토나이트의 건조 도가 1.6 Mg/m
3

 일 때까지는 단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그 이상에서는 서서히 증가하 다. 한, 벤토나이트-

모래 혼합물에서는 모래 함량이 30 wt.%까지는 단 강도의 감소정도가 

비교  작은 반면, 50 wt.%인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다. 

- 인장강도 : 수분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조한 벤토나이트는 내부에 조성

되어 있는 모세  압력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나 수분이 10%미만으로 낮으

면 균열이 생성되어 낮은 응력에서도 괴가 일어난다. 

- Poisson 비 : 건조 도가 1.6 ～ 1.8 Mg/m
3

의 범 에서는 건조 도나 모래 

함량에 계없이 유사한 값을 갖는다. 순수 벤토나이트와 혼합물의 Poisson 

비는 불포화상태에서는 0.2～0.25, 포화상태에서는 약 0.5의 값을 나타낸다. 

- 압 특성(consolidation properties) : 건조 도가 1.6 ～ 1.8 Mg/m
3

 인 벤토

나이트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의 압축지수는 0.05 ～ 0.27 이며, 압

항복응력은 0.77 ～ 4.7 범 에 있다. 

- 팽윤압 : 완충재가 장기간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완충재의 팽윤압

이 정수압을 지탱해야만 된다. 한, 완충재는 처분공 굴착시 발생된 균열

과 암반의 구조변화에 의해 생성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해서는 완충재의 팽융압이 1 MPa정도 지하수 압력보다 커야한다[3.1.33]. 

완충재에 포함된 calcite의 용해는 지하수의 pH를 변화시키고, Na-montmorillonite를 

Ca-montmorillonite로 치환시켜 완충재의 팽윤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변화는 이 기간에 cementation이 일어나 완충재의 기능에는 아무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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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3.1.33]. 

처분용기는 지하수압, 얼음압력, 완충재의 팽윤압을 더한 압력을 견뎌야 한다. 지

하수압, 얼음압력은 고정된 압력이고, 팽윤압은 완충재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조

정 가능한 압력이므로 완충재를 우선 결정할 경우는 처분용기가 팽윤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반 로 처분용기를 우선 제작했을 경우 처분용기가 지

탱할 수 있는 압력에 합하게 완충재 제조조건을 정해야 된다. 그러나 처분장의 

지하 지반의 처분조건이 불충분할 경우는 우선 으로 완충재로 그 불충분한 조건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이에 따라 처분용기를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산 벤토나이트와 모래를 재료로 측정한 완충재 팽윤에  한 자세 한 설 명 

 외 국의  측 정 결 과는  참 고 문 헌  3 .1 .3 3∼3 .1 .3 6 에  기록되 어  있 다 .

    ④ 화학  지특성

벤토나이트와 같은 다공성매질에서의 핵종이동은 확산에 의해 지배되는데, 

공극확산모델에서 수착성 핵종의 겉보기확산계수(Da)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3.1.37].

 

            ơ


    

여기서 Dp는 공극확산계수(pore diffusion coefficient), ε은 매질의 공극율, ơ 는 건

조 도  Kd는 핵종의 평형분배계수를 나타낸다. 음이온의 핵종의 경우는 부분 

수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Kd ≈ 0 로 간주될 수 있다. 

압축 벤토나이트에서 핵종의 확산계수 값은 벤토나이트의 건조 도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벤토나이트의 종류, 용액의 이온강도, 용액의 핵종 농도  산화환원 조

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3.1.38]. 그러나 테크니튬(Tc)과 악틴족 원소 등 일부 핵종들

의 확산계수는 용액의 산화, 환원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Eh값이 약 -25mV ～ -35 mV, pH가 7.7  ～ 8.1인 경우, 25 ℃에서 국내산 벤토

나이트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각 핵종의 건조 도에 따른 겉보기확산계수는 

Ni, U, Am의 경우 3.7 × 10
-14

  ̴ 5.5 × 10
-13

 m
2

/s 이었고,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Tc는 5.3 × 10
-11 ̴ 1.5 m

2
/s × 10

-10
 m

2
/s의 값을 가졌다[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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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험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핵종들의 겉보기확산계수는 건조 도 1.6 Mg/m
3

이상일 경우 스트론튬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종들의 한계치, 즉 양

이온의 경우 10-11 m2/s 미만, 음이온의 경우 10-9 m2/s 미만을 모두 만족시켰다[3.1.39].

(나) 완충재 재료물질의 확보  품질 리 

    ①재료물질의 확보

국내산 벤토나이트는 30∼75 량%의 Ca-몬모릴로나이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석과 석 이 주 구성 물이다. 벤토나이트 맥은 경북 포항-경주-울산의 삼각지

 내의 응회암 층 에서 10 m 이내의 두께로 분포하며, 가채 량은 420∼700만톤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내 벤토나이트 산은 체가 작고, 채 이 용이하고 좋은 

품 와 품질을 갖춘 벤토나이트 산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었으므로 고 폐기물 

처분장의 완충재로 사용하기에 합한 고품 의 벤토나이트 원 을 국내에서 확보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상된다[3.1.40]. 따라서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체물로서 지리 으로 가깝고 값이 싸며, 높은 몬모릴로나이트 함량  규모 매

장량을 갖는 국내산 벤토나이트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 특히, 한국무역 회 종합

무역정보(KOTIS)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벤토나이트 수입은 계속 감

소하 으나 국내산 벤토나이트 수입은 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은 벤토나이트 주요 산들을 매장량 기 으로 5천만톤 이상, 5천만-5백만

톤, 5백만톤 이하로 구분하여 나 었으며, 이들  고 폐기물 처분용 완충재 물

질 자원조달을 한 벤토나이트 산을 규모, 품 , 경제  요건, 치를 고려하여 

선별하 다. 그 결과 북 국 내몽고자치구 지역의 GMZ (Gaomiaozi) 벤토나이트 

산을 우선 후보지로 선택하 는데, 매장량은 약 12,000만톤의 Na-벤토나이트를 포

함하여 총 16,000만톤으로 추산된다. 이 GMZ 벤토나이트의 물학  조성은 몬모

릴로나이트 75.4%, 석  19%, 장석 4.3%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종 소량의 일라이

트, 방해석(calcite), 제올라이트, 크리스토발라이트 (cristobalite)  비변형된 화산 

유리 등이 포함된다[3.1.41]. 

    ②재료물질의 품질 리[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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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의 열/수리  기체 도도, 확산도와 유동학 (rheological) 특성은 완

충재 재료물질의 입자 , 물학  조성과 압축 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완충재 방

벽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그 재료물질인 벤토나이트의 사양이 규정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완충재의 재료물질로서 우선 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스멕타이트가 풍부한 재료물질의 양

- 스멕타이트의 종류

- 스멕타이트의 함량과 입자형상(granulometry)의 균일성

- 불순 물의 양과 종류

- 유기물 함량

스웨덴의 폐기물의 지하처분장 건설을 한 SFR 로젝트에서는 재료물

질 6000톤 에서 50톤을 기본 단 로 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 리한다. 

- 입자 크기분포 측정 : 한 도를 얻기 하여 입자 크기가 일정범   

분포를 이루어야한다. sieving 혹은 침 법으로 측정. (진동체 200 mesh에 

벤토나이트 25 g을 넣고 5분간 가동후 체(Sieve) 에 남아있는 잔량의 무게

를 측정)

- 함수량 측정(18%이하) : 기본 규격 실험이 18%이하에서 이루어졌고 이 값 

이하에서 안정성이 실증되었기 때문이며, 벤토나이트의 가격 때문에 측정한

다. (135±2℃에서 2시간 가열후 30분간 데시 이터에서 냉각후 외선 수분 

측정기로 측정)

- 물조성 : 스멕타이트가 몬모릴로나이트이어야 하고, 스멕타이트의 양이 

60%이상이어야 한다. XRD로 500톤당 시료를 취하여 측정. (액상한계가 

325%이상, Casagrande). (Methylene Blue 흡착법으로 측정)

- 도측정 : 2.6-2.75 Mg/m3, 500톤당 시료를 취하여 측정한다.

- 공극수의 pH 측정 : pH 역이 8.5-10.5에 해당되어야 하며, 500톤당 500톤

당 시료를 취하여 측정한다 (증류수 100ml에서 벤토나이트 8g을 혼합한 후 

pH-meter로 즉시 측정).

- 화학조성 : 황 함량을 SO4 기 으로 측정하여 0.3%이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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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가제에 의한 완충재의 성능향상

가) 요오드 핵종의 흡착을 한 화학  성능향상

   ①요오드 핵종의 이동 지연 

요오드는 사용후핵연료 내 갭(gap)과 grain boundary에 많은 양이 존재하여 

처분용기 손 후 용출되기 쉽다. 한, 처분환경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벤토나

이트에 잘 흡착되지 않으므로 이동성이 크며, I-129의 반감기는 1.7×10
7

년이나 되어 

처분장에서 주요 심 핵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I-129가 생태계로 이동

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하여 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요오드의 흡착여부  

완충재 첨가제로서 몇 가지 물질을 실험하 다.

첨가제 선정에서 고려할 조건으로는 국내 심부지하수에서 알려진 높은 pH 조건에

서(pH=9∼10.5) 처분공 내 완충재의 무게와 요오드의 재고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요

오드의 이동을 지할 만큼 흡착력이 크거나 용해도가 매우 낮은 요오드 화합물을 

생성하는 물질이어야 한다. 한, 지하 처분공에는 염소이온과 같은 다른 음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요오드를 선택 으로 흡착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 

환원조건에서도 안정하고,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

요오드와 처분용기와의 반응성을 조사하기 하여 처분용기 재질로서 철과 구리, 

그리고 그들의 부식생성물을 각각 벤토나이트가 들어있는 요오드 용액에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용액  요오드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한, 완충재 첨가제로서 

기존의 음이온 흡착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동석, 황철석, 고령토, 방연  등의 

암석, 활성탄  Ag2O를 벤토나이트와 함께 요오드 용액에 첨가하여 실험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9에 나타내었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환경 조건에서 처분용기 재질에 의해 용액  요

오드 농도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활성탄과 Ag2O을 제외한 다른 첨가제도 요

오드 흡착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실험결과로부터 활성탄과 Ag2O의 분배계수 값은 

각각 136, 5×105 ml/g을 나타냈으나, 활성탄의 경우는 벤토나이트와의 큰 비 차로 

인해 균일한 조성의 완충재 블록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상된다. 그러므로 요오

드와 반응하여 매우 낮은 용해도를 갖는 AgI (용해도  Ksp = 8.3×10
–17

)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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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g2O가 첨가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특히, 가압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의 1,000년 후 I-129 양이 약 5.3 mole/borehole로 상되므로, 이 요오드의 당량에 

약 3-4배에 해당하는 Ag2O를 첨가할 경우, 이러한 소량의 Ag2O 첨가는 완충재의 

타 성능에 향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다. 

처분환경에서 Ag2O에 의한 요오드의 이동 지 특성을 확실히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 다.  

- 시간에 따라 지하수에 의한 은의 손실 여부 : Ag2O의 용해도가 80℃에서 53 mg/L 

(CRC Handbook)이므로 Ag2O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에 의해 소실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 용해되어 생성된 Ag+는 벤토나이트에 잘 흡착되므로 

처분장 지하수에 의해 쉽게 손실되지 않을 것이다.

- 해수가 침투한 경우 은과 요오드의 선택  반응 여부 :  AgI의 용해도 이 

AgCl의 용해도 (Ksp = 1.8×10–10)보다 훨씬 작아 지하수에 요오드 이온의 수

십∼수백 배에 해당하는 염소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도 요오드 이온과 선택 으

로 반응할 것이다. 해수의 침투로 인한 염소이온 존재시 먼  요오드 흡착후 

해수침투시와 선해수침투후 요오드 흡착에 하여 각각 요오드 흡착의 방해효

과에 하여 실험한 결과 표 3-10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해수 침투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은이 요오드를 선택 으로 흡착할 것이다.

- 실제 지하수에서의 용성 : 실제 지하수에 요오드 용액에 넣고 AgCl 침 을 

반응시킨 결과 요오드 이온 농도가 크게 감소하 으며, 요오드 농도가 수 

µg/L 정도로 낮은 실제 지하수에서도 Ag2O의 첨가는 요오드 농도를 1/10 이

하로 감소시켰다 (표 3-11). 

- 압축 벤토나이트에서의 은의 요오드 흡착 향 : 은을 첨가한 벤토나이트와 은

을 첨가 하지 않은 벤토나이트 블록(건조 도 1.6 mg/m
3

)을 각각 제조한 후 

기 요오드의 농도가 10 mg/L인 용액을 각 벤토나이트 블록에 통과시켰다. 

블록을 통과하여 나온 용액을 분석한 결과, 은이 첨가되지 않은 블록에서는 14

일 경과후의 요오드의 농도가 10 mg/L 그 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나 은이 첨

가된 블록을 통과한 용액을 각각 14, 22, 29, 37, 50일에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요오드 농도가  0.1 mg/L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이 첨가된 완충재 블록

에 은이 흡착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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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 부식산화물에 의한 은의 요오드 흡착 방해 여부 : 용기 부식 산화물

인 철과 구리 화합물 등을 용액에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이들이 은의 흡착 반

응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표 3-11).

이상의 결과로부터 처분용기나 벤토나이트에 첨가된 소량의 은은 염소이온  처

분용기 부식산화물의 방해 없이 처분환경에서 벤토나이트에 흡착되었다가 방사성폐

기물로부터 유출되는 요오드의 이동을 효과 으로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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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ateria

l 

weight

(g)

Bentoni

te 

weight

(g)

Water

(mL)

Before 

reactio

n

[I-]

(μg/m

L)

Reactio

n 

time

(days)

After 

reactio

n

[I-]

(μg/m

L)
Blank - 1 SGWa,16.5 9.1 27 >8.9

Fe, Fe2O3, Fe3O4, 

Fe(OH)3

0.1 1 SGWa,16.5 9.1 27 >8.9

CuO, Cu2O, Cu(OH)2, 

CuCl, Cu2S
0.1 1 SGWa,16.5 9.1 27 >8.9

Cu, CuS
0.1 1 SGWa,16.5 9.1 27

4.8-5.

5
0.1 1 RGWb, 16.5 9.1 105 >8.9

Chalcopyrite, Copper 

Ore, Pyrite, Kaolinite
0.1 1 SGWa,16.5 9.1 14 >8.5

Galena 0.1 1 SGWa,16.5 9.1 14 7.4
WO3, MoO3 0.1 1 SGWa,16.5 9.1 23 >8.9

Palm active carbon
1.0 5 SGWa,30 10 33 1.8
0.5 5 DWc, 15 10 21 1.68

Ag2O

1.2x10

-3
1 SGWa,16.5 9.1 14 <0.1

6.3x10

-4
5 DWc, 25 10 27 0.19

2.0x10

-3
1 DWc, 20 100 33 <0.05

1.3x10

-3
1 RGWb 16.5 9.1 14 <0.01

Ag-metal, 1 cm2 - - DWc, 10 10
4 9
63 <0.05

표 3-9 처분용기 물질  완충재 첨가제에 의한 용액  요오드 농도의 변화 

a
SGW : Synthetic ground water

bRGW : Real ground water. The experiment with RGW was performed in a 

nitrogen-filled glove box.

cDW : Demineraliz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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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농도 (%)

해수침투 후 요오드흡착

(염소이온+벤토나이트 용액

에 10 mg/L 요오드 첨가 )

요오드 흡착 후 해수침투

(10 mg/L 요오드 이온 + 

벤토나이트 용액에 염소이온 

첨가 )

2 <0.1 mg/L <0.1 mg/L

1 <0.1 mg/L <0.1 mg/L

0.5 <0.1 mg/L <0.1 mg/L

0.1 <0.1 mg/L <0.1 mg/L

표 3-10 해수의 농도  해수 침투시기에 따른 은 흡착에 의한 용액  요오드 농

도의 변화

 

요오드 농도 (�g/L )

지하 450 m 유성지하수 9.36

KURT 지하수 5.78

지하 450 m 유성지하수 + 벤토나이트 8.66

지하 450 m 유성지하수 + Ag2O + 벤토나이트 0.45

KURT 지하수 + Ag2O + 벤토나이트 0.40

표 3-11 실제 지하수에서의 Ag2O의 첨가에 의한 요오드 농도의 변화

산화물 초기 요오드 농도 (mg/L)
반응 후 요오드 

농도(mg/L)

Fe(OH)3 10 <0.1 

Fe3O4 10 <0.1 

Fe2O3 10 <0.1 

CuO 10 <0.1

Cu2O 10 <0.1

Cu(OH)2 10 <0.1

Cu2S 10 <0.1

표 3-12 처분용기 부식 생성물이 용액에 존재할 경우 Ag2O의 첨가에 의한 요오드 

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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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 도도 증가를 한 물리  성능향상

일반 으로 처분장의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의 경우 열 도도가 약 

2.8 W/mK[3.1.43]로서 완충재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완충재의 열 도도가 낮을 경

우, 처분용기를 포함하여 완충재의 온도가 높아져서 완충재의 변질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분이 기화되어 증기압이 높아져서 주변 용기나 뒷채움재 등 체 다 방

벽시스템에 향을 주게 된다[3.1.44]. 따라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물리 , 화학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분의 나라에서는 처분용기 표면의 온도가 100℃를 넘

지 않도록 공학  방벽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처분용기와 직  하는 

완충재의 두께를 제한하고 열 도도를 1.0 W/mK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3.1.45]. 

세계 각국에서는 완충재의 성능향상을 해서 모래를 비롯한 각종 첨가재를 벤토나

이트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벤토나이트에 모래를 첨가하면 

경제 일 뿐 아니라 완충재의 취   제작이 용이하게 되고 열 도도와 기체의 투

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상 으로 팽윤압을 하시키고 수리 도도를 증가

시켜 지하수와의 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한 완충재의 선택은 지하수 유

동특성, 모암의 단열분포특성, 처분용기  거치방법 등의 다양한 처분장 조건을 고

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Kunigel VI 벤토나이트에 모래를 30% 

혼합한 물질을 기  완충재로 삼고 있으며[3.1.46], 특히 벨기에의 경우에는 모래 뿐 

아니라 흑연(graphite)을 첨가하여 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3.1.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토나이트의 열 도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국내산 벤토

나이트에 모래와 흑연을 섞은 다음 이들을 압축하여 열 도도를 측정함으로서 완충

재 블록을 제조한 후 이들의 열 도도 증가를 측정하 다.

    ①열 도도 실험

옥산 벤토나이트 원 은 실험을 하여 경주에 소재한 한국수드 미 공장으

로부터 200 mesh 이하의 분말상태로 공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옥산 벤토나이트 

원 의 XRD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옥산 벤토나이트는 주로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밖에 장석  석 , 그리고 소량의 크리스토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

다(그림 3-18). 기존 고상모 등[3.1.25]의 연구에 의하면  옥산벤토나이트 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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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조성은 몬모릴로나이트가 69.5%, 장석 22.2%, 크리스토발라이트 6.9% 석  1.4%

이다. 옥산 산 원 의 화학분석결과를 표 3-13에 나타내었다. 옥산 산 벤토나이트

는 형 인 Ca 벤토나이트로서 2.64% CaO 함량을 갖는다. 이에 비해 Na2O의 함

량은 상 으로 은 양이기는 하지만 1.97%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벤토나

이트 원 에 함유된 사장석의 향으로 단된다. 옥산벤토나이트 원 을 주사 자

미경(SEM)으로 찰한 결과 형 인 몬모릴로나이트의 특징을 보여 다(그림 

3-19). 이들에 한 EDS 분석결과는 화학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분 Ca 몬모릴

로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완충재의 첨가물로 사용된 모래는 에 

소재한 명진 골재환경사업소에서 제공된 강의 강모래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

된 모래의 XRD 분석결과 이들은 주로 석 과 장석, 그리고 소량의 운모류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8). 실험에 사용된 옥산 벤토나이트 원  분말과 

모래의 입도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3-20과 그림 3-21에 나타내었다. 옥산 벤토나이

트 원  분말의 입도분포는 0.955～181.970 ㎛사이에서 로그함수의 형 인 정규분

포곡선을 보이면서 11.482～13.183 ㎛사이에서 최고값을 나타낸다(그림 3-20). 모래

의 입도분포 분석결과는 0.3～0.6 mm크기가 49.96%를 차지한다(그림 3-21). 체

으로는 모래크기(4.75～0.075 mm)의 입자가 97.51%를 차지하고 실트와 토크기

(>0.075 mm)의 입자가 2.49%를 차지하는 형 인 모래의 입도분포 범  내에 속

한다.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 도도측정을 해서 우선 건조 도, 함수량, 모래함량을 

변화시켜서 1차 실험을 수행하 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함수량, 모래함량, 탄소(흑

연)함량을 변화시켜서 2차 실험을 수행하 다.

1차 실험시 제작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실험변수로서, 건조 도의 경우는 일본이

나 스웨덴의 경우 완충재의 설계요건으로 건조 도를 1.6 g/cm
3

로 삼고 있기 때문

에(SKB, 1999; JNC, 2000) 실험될 벤토나이트 블록의 건조 도를 1.6과 1.8 g/cm3

의 두 가지로 조 하 다. 벤토나이트의 첨가물로서 모래함량은 각각의 건조 도에 

하여 0, 10, 20, 30%로 변화시켜 각각의 블록을 제작하 다. 벤토나이트는 100℃

에서 72시간이상 건조시키면서 항량이 될 때 까지 량을 재어 자연함수량을 미리 

측정하 다. 측정된 자연함수량은 9.4% 다. 이 값을 근거로 벤토나이트 블록의 함

수량은 각각의 건조 도  모래함량에 하여 5, 9.4, 15, 20%로 변화시켜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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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다. 첨가재로 사용될 모래도 블록의 제작 에 100℃에서 충분히 건조시켰

다. 벤토나이트 블록 제작을 해서는 별도의 주형을 제작하 다. 최종 으로 제조

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크기는 250×250×20 mm로 하 다.

2차 실험시에는 1차 실험결과를 근거로 건조 도를 1.6 g/cm
3

로 단일하게 제작

하 고, 모래함량을 0%와 30%로 조 하 다. 이에 하여 각각 함수비를 5, 10, 15, 

25%, 흑연함량을 0, 1, 3, 5%로 변화시켜 블록을 제작하 다. 블록제작을 한 몰드

는 SKII 재질을 사용하여 블록제작시 가해지는 스기의 압력에 의한 변형을 최

소와 하 다. 최종 으로 2차실험에서 제조된 벤토나이트 크기는 150×150×20 mm

다. 

모든 실험에서는 블록 크기를 기 으로 미리 벤토나이트의 건조 도와 모래  

흑연의 함량 조건에 맞추어 량을 재어놓은 원료 물질들을 3축 회  혼합기를 이

용하여 균질하게 혼합시켰다. 이 혼합 시료들에 해 원하는 수분을 첨가하여 함수

량을 조 하 고 이들에 해 500톤 의 스기를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블록을 

제조하 다. 최종 으로 제작된 벤토나이트 블록을 Kyoto Elecronics QTM-500를 

이용하여 열 도도를 측정하 다. 측정 후에는 표 물질(합성 석 , 열 도도 

1.415W/mK)로 매번 측정값들을 보정하 다.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Total

64.28 17.37 2.79 2.64 2.97 0.83 1.97 0.35 0.01 0.09 5.96 99.24

Be Co Ni Cu Ga Rb Y Nb Mo Cd Cs La

3.00 2.23 1.68 4.31 22.99 19.74 15.24 7.33 0.21 0.19 3.59 28.01

Ce Nd Sm Eu Gd Er Yb Hf Pb Bi Th U

57.07 32.12 4.06 1.22 4.23 1.88 2.11 5.39 21.56 0.25 7.75 1.30

*total Fe as Fe2O3, **from Koh (2002)

Cristobalite

6.9

Feldspars

22.2

Chemistry
(major, %)

**Mineralogy
Quartz

1.4

Montmorillonite

69.5

Chemistry
(trace, ppm)

표 3-13 실험에 사용한 옥산 벤토나이트의 화학   물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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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옥산 벤토나이트  강 모래의 XRD 패턴 (M:montmorillonite, 

Q:quartz, F:feldspar, C:cristob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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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옥산 벤토나이트의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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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실험에 사용한 옥산 벤토나이트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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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실험에 사용한 강 모래의 입자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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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래 첨가에 의한 열 도도 변화

일반 으로 물질의 열 도도는 측정시 온도와 압력에 의해 향을 받을 뿐 

아니라 측정 물질의 공극률과 물조성  조직에 의해 향 받는다[3.1.48-3.1.51].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조암 물들의 열 도도에 의하면 스멕타이트(몬모릴로나이

트)의 열 도도는 실온에서 1.8 W/mK, 석 은 7.8 W/mK, 장석은 사장석과 정장석 

모두 2.3 W/mK으로서[3.1.52], 일반 인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 도도 설계요건인 

1.0 W/mK보다 매우 높은 값을 갖는다. 그러나 벤토나이트 블록은 다량의 수분과 

공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 도도는 각각 0.6 W/mK, 0.03 W/mK[3.1.52]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극률  함수량은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 도도에 큰 향을 

주게 되며, 공극률이 낮을수록 열 도도는 증가하며 동일 건조 도일 경우 공극을 

채우는 수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열 도도는 높아지게 된다. 일반 으로 벤토나이트 

분말로 제조된 블록은 완충재의 열 도도 설계요건인 1.0 W/mK보다 낮은 값을 가

지며 이를 향상시키기 하여 건조 도를 높여서 공극률을 낮추고, 공극을 공기보

다 열 도도가 더 높은 수분으로 채우기 해 함수량을 높이게 된다. 한 벤토나

이트보다 열 도도가 높은 물질을 첨가함으로서 열 도도의 향상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물질의 건조 도와 함수량  첨가재의 양이 증가할수록 열 도도가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실험방법  변수에 따라 1차로 건조 도, 함수비, 모래함량을 변화

시켜 제작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 도도 측정 실험결과를 표 3-14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 도와 함수량이 높아질수록 열 도도가 높아졌으며 

몬모릴로나이트보다 열 도도가 높은 석 과 장석으로 구성된 모래의 첨가량이 높

아질수록 열 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편 각 실험 변수들에 따른 열 도도 향상의 비교를 하여 측정된 열 도도 

값들을 건조 도의 증가, 모래함량의 증가, 함수량의 증가에 따른 열 도도의 증가

량과 증가율을 표 3-15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수분과 모래함량 조건에서 건조 도

가 1.6에서 1.8 g/cm
3

로 증가할 경우 열 도도는 0.02～0.38 W/mK의 증가를 나타

내고 있다.  동일한 건조 도와 함수량 조건에서, 모래를 30% 첨가하 을 경우 열

도도는 건조 도 1.6 g/cm
3

와 1.8 g/cm
3

일 경우 각각 0.08～0.35 W/mK과 0.06～

0.43 W/mK 증가하 다(그림 3-22). 그리고 동일한 건조 도와 모래함량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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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량을 5%에서 20%로 증가시킬 경우, 열 도도는 건조 도가 1.6 g/cm
3

일 경우 

0.74～0.96 W/mK, 1.8g/cm
3

일 경우 0.78～1.10 W/mK로 증가하 다(그림 3-23). 따

라서 건조 도, 모래함량, 함수량 등의 변수에 한 열 도도의 증가량  증가율 

결과에 의하면 함수비의 변화에 의한 열 도도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함수량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건조 도와 모래함량변화와는 상 없이 

일반 인 다 방벽개념 하에서 완충재의 열 도도 값의 설계 요건인 1.0 W/mK 이

상의 값을 나타내었다(표 3-14).

5.0 9.4 15.0 20.0
0 0.48 0.60 0.98 1.21
10 0.49 0.62 1.09 1.32
20 0.50 0.64 1.14 1.43
30 0.61 0.68 1.22 1.56
0 0.57 0.78 1.18 1.35
10 0.58 0.82 1.34 1.41
20 0.59 0.96 1.49 1.57
30 0.63 1.01 1.60 1.73

Water contents (wt%)Density
(g/cm2)

Sand contents
(wt%)

1.6

1.8

표 3-14 1차 실험으로부터 완충재 블록의 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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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4 15.0 20.0
0 0.09 (19.0%) 0.18 (29.3%) 0.20 (20.5%) 0.14 (11.4%)
10 0.10 (19.9%) 0.23 (32.8%) 0.24 (22.3%) 0.09 (6.9%)
20 0.08 (16.4%) 0.32 (50.0%) 0.34 (29.8%) 0.14 (9.6%)
30 0.02 (3.4%) 0.33 (48.0%) 0.38 (31.6%) 0.17 (10.6%)

5.0 9.4 15.0 20.0
1.6 0.13 (21.6%) 0.08 (12.1%) 0.24 (19.8%) 0.35 (22.5%)
1.8 0.06 (9.7%) 0.24 (23.2%) 0.43 (26.6%) 0.38 (21.9%)

0
10
20
30
0
10
20
30

For increase in the sand content

0.98 (167.3%) 0.61 (63.3%)
1.10 (175.8%) 0.72 (70.7%)

0.78 (138.5%) 0.57 (73.5%)
0.83 (142.3%) 0.59 (72.4%)

0.70 (114.0%)
0.93 (184.0%) 0.79 (123.5%)
0.96 (157.5%) 0.88 (128.3%)

For increase in the dry density

Water content (%)
5.0→20 9.4→20

0.74 (154.8%) 0.61 (101.4%)
0.83 (171.7%)

1.6

1.8

Dry density
(g/cm2)

Sand content
(%)

Water content (%)

Dry density
(g/cm2)

Sand content
(%)

0→30

For increase in the water content

Dry density
(g/cm2)

Sand content
(%)

Water content (%)

1.6→1.8

표 3-15 1차 실험으로부터 도, 모래함량  함수량에 따른 완충재 블록의 열 도

도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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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ensity=1.8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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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함수량에 따른 열 도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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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모래 함량에 따른 열 도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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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흑연 첨가에 의한 열 도도 변화

완충재에 흑연을 첨가하 을 경우, 열 도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건조 도

를 1.6 g/cm3으로 하고, 함수비와 모래함량  흑연의 함량을 변화시켜 2차로 제작

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 도도 측정 실험결과를 표 3-16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흑연의 첨가에 의해서도 상당한 열 도

도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실험 변수들에 따른 열 도도향상의 비교를 하

여 측정된 열 도도 값들을 각각의 실험 변수들인 모래함량의 증가, 함수비의 증가, 

흑연의 증가에 따른 열 도도의 증가량과 증가율을 표 3-17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함수비와 흑연함량 조건에서 모래함량이 0에서 30%로 증가할 경우 열 도도는 

0.15～0.71 W/mK 증가하여 11.1～47.4%의 증가율d,f 니타내고 있다. 한 동일한 

모래함량과 흑연함량  조건에서, 함수비를 25%까지 증가시켰을 경우 열 도도는 모

래함량이 0%와 30%일 경우 각각 0.79～1.45 W/mK과 0.76～1.87 W/mK 증가하

다(그림 3-24). 동일한 건조 도, 모래함량 조건에서 흑연함량을 0%에서 5%로 증가

시킬 경우, 열 도도는 모래함량이 0%일 경우 함수비에 따라 0.38～0.92 W/mK, 

30%일 경우 0.38～1.48 W/mK 증가하 다(그림 3-25). 흑연의 경우는5%정도의 매

우 은 양을 첨가해도 높은 열 도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0.0 1.0 3.0 5.0
5 0.54 0.58 0.68 0.80
10 0.72 0.78 0.98 1.13
15 0.95 1.11 1.41 1.70
25 1.33 1.54 1.90 2.25
5 0.72 0.78 0.87 1.09
10 0.95 1.09 1.25 1.67
15 1.28 1.50 1.83 2.09
25 1.48 2.04 2.52 2.96

Graphite (wt%)

0

30

Sand
(wt%)

Water
(wt%)

표 3-16 2차 실험으로부터 완충재의 열 도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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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3 % Mg/m3 % Mg/m3 % Mg/m3 %
5 0.18 32.9 0.20 34.7 0.18 26.7 0.29 36.9
10 0.23 32.3 0.31 40.3 0.27 27.9 0.54 47.4
15 0.33 34.7 0.40 35.8 0.42 29.8 0.40 23.3
25 0.15 11.1 0.51 33.2 0.618 32.4 0.71 31.6

Mg/m3 % Mg/m3 % Mg/m3 % Mg/m3 %
0 0.79 59.35 0.95 62.12 1.22 64.1 1.45 64.48
30 0.61 63.93 0.76 68.60 0.93 65.6 1.12 65.85
0 0.76 51.38 1.26 61.70 1.66 65.7 1.87 63.07
30 0.52 40.85 0.96 63.55 1.27 69.4 1.30 61.84

5
10
15
25
5
10
15
25

0.0 1.0

30

Sand contents
(wt%)

Water contents
(wt%)

Sand contents
(wt%)

Water contents
(wt%)

10→25

0

5→25

0.0

0.38

0.0→5.0

47.9
57.0

0.26
0.41

0.71
0.81
1.48

3.0

For increase in the graphite content

3.0 5.0
Graphite contents (wt%)

1.0

Graphite content (%)

5.0

For increase in the sand content
Graphite contents (wt%)

For increase in the water content

0→30

Sand contents
(wt%)

Water contents
(wt%)

63.1
100.5

Mg/m3 %

78.3
69.2
52.3
74.9

0.75
0.92

표 3-17 2차 실험으로부터 도, 흑연, 모래함량  함수량에 따른 완충재 블록의 

열 도도의 증가율



- 144 -

Sand content = 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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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흑연 함량에 따른 완충재 블록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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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함수량에 따른 완충재 블록의 열 도도 변화.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함수비와 흑연의 첨가에 의한 열 도도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연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라도 함수량이 15%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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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건조 도와 모래함량변화와는 상 없이 일반 인 다 방벽개념 하에서 완

충재의 열 도도값의 설계 요건인 1.0 W/mK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 흑연을 

5% 첨가하 을 경우에는 모래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함수비에서 1.0 W/mK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표 3-16)

따라서 국내의 옥산 벤토나이트 원 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건조 도와 함수비 

 모래와 흑연의 첨가물의 함량 조 을 통해서 1.0 W/mK 이상의 열 도도 값을 

갖는 완충재 블록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블록의 실

험  제작 용이성과 열 도도 증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산 옥산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할 경우 건조 도 1.6 g/cm3, 모래함량 10～30%, 함수비 10%, 흑연함

량 5%로 벤토나이트 블록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용을 해서는 상용규모로서의 제작기술성과 경제성에 한 면 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 변수로 선택한 건조 도, 함수량, 모래의 첨가로 인한 

벤토나이트 블록의 수리 도도  팽윤압 등과 같은 기타 물성에 미치는 향을 주

기 때문에 이에 해서도 세심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46 -

나. 완충재 안 성 분석

(1) 완충재 설계

   (가) 재질 선정

완충재는 처분용기와 함께 처분시스템의 공학 방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이다.  완충재의 주요 역할은 처분용기와 지하수의 을 억제하는 것이며, 유출핵종

의 이동을 지시키고 지하 암반의 거동에 따른 처분용기의 직 인 충격을 완화시

키는 것이다. 따라서 완충재는 우수한 수리  특성, 높은 핵종 지능, 양호한 역학  

특성  높은 열 도도 등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완충재의 품질은 의도된 용도를 기 으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물질의 사양을 단순

한 숫자로 나타내기가 곤란하므로 부분의 나라에서는 요건만을 제시하 을 뿐 일

반화된 벤토나이트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완충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 의해 결정되어 과

학기술부의 고시 등을 통해 정해져야 하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한국형 처분시스

템에서는 앞 에서 그 특성을 규명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Ca-벤토나이트의 상으

로 하 다. 

   (나) 두께 결정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의 완충재 두께느 방사성 핵종 지능 측면에서 결

정하 다. 결정된 두께를 이용하여 구조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 도의 압축벤토나이트를 고 폐기물처분장 완충재로 사용한다면, 

처분용기가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하 을 때 지하수에 의해 침출된 방사성핵종이 완

충재를 통해 처분장 주 의 암반으로 유출되는 주요 메카니즘은 확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 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완충재를 통해 주 의 모암으로 핵종이 유출

되는 상은 고 도 다공성매질을 통한 확산이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을 

히 모사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도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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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완충재는 등방성인 이온 확산계수를 갖는 다공성 매질로 간주한다.

   - 처분용기는 완충재 내의 정 앙에 치하므로 처분공의 단면은 처분용기가 

앙에 치한 상하, 좌우가 칭인 구조를 갖는다. 

   - 처분용기의  표면에 균일하게 부식공이 형성되어 지하수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 처분공 굴착 시의 충격으로 인해, 처분공 주 암반에 환형으로 손상 역이 형

성되었으며, 이 손상 역은 지하수가 흐르는 암반 균열과 연결되어있다.

   - 암반의 손상 역은 미세 균열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 역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확산과 류에 의해 일어난다.

  처분장의 기하학  구조를 고려하면,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은 방사

붕괴를 고려한 2차원 확산이동으로 모사될 수 있다. 처분공의 단면을 보면 완충재 

내에 처분용기가 정 앙에 치하므로 용기의 심에서 보면 상하, 좌우가 칭이

다. 따라서 모델에서는 처분공 단면의 1/4 만을 고려하 으며, 완충재를 통한 방사

성핵종의 유출은 다음과 같은 편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Ci : 용액 상의 방사성핵종의 농도

       λi : 방사성핵종의 붕괴상수

       Dai : 방사성핵종의 겉보기확산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 



         : 완충재의 공극률(porosity)

       Dp : 방사성핵종의 세공확산계수(pore diffusion coefficient)

       Kd : 방사성핵종의 평형분배계수 

       ρd : 완충재의 겉보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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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측의 경계조건을 해, 기에는 침출된 방사성핵종이 처분장 조건 하의 용해

도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평형농도()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붕

괴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고 가정하 다. 완충재와 손상암반 역 사이의 계면에

서는 완충재에서 암반 쪽으로, 지하수의 강제 류에 의한 류물질 달과 방사성

핵종 확산에 의한 물질이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기조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Ci (x, y, 0)  =  0                 0≤x≤ro,  lo<y≤lb  

                                       ro<x≤rb,  0≤y≤lb           

     Ci (x, y, t)  =  Ci0 exp(-λit)       0≤x≤ro,  0≤y≤lo,          

     ∇             완충재-암반 사이, t >0     

  여기서 Dp 는 방사성 핵종의 세공 확산계수, hr은 강제 류 물질 달계수, 그리고 

Cw는 완충재 주 의 손상 암반 역 내를 흐르는 지하수 의 핵종 농도이다.  강제

류 물질 달계수 hr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3.1.53, 3.1.54].

                   h r= (
4DeirU r

πd s )
1/2

                            (2)

  여기서 Deir는 암반에서의 방사성핵종의 유효 확산계수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Ur 는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유속이다.  ds는 흐르는 지하수와 하고 

있는 완충재-암반 계면의  길이이며, 지하수가 수직 시추공과 직각방향인 수평

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이다.  hr은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류와 방사성핵종의 확

산에 의한 물질 달 효과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인자이다. 이 계식은 평면 좌표에 

해 유도되었으며, 균열암반은 등한 다공성암반으로 모사되었다. 

  완충재-암반 계면에서 완충재의 단면을 통한 방사성핵종의 총 속으로 정의되

는 방사성핵종의 유출률, Ri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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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A는 완충재-손상암반의 계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확산 유출이 일어나는 

단면 이다.

  고 폐기물의 처분안 성 평가에 요한 핵종으로 알려져 있는 12개 방사성 핵

종의 완충재를 통한 유출률을 평가하 다. 평가 상인 방사성핵종의 명칭과 붕괴상

수, 방사성핵종의 확산계수  평형농도의 값들을 표 3-18에 수록하 다.   

  처분장 폐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방사성핵종들의 총 유출률을 완충재 반경방향 

두께의 함수로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사성 핵종들의 총 유출률은 완충재의 반경방향 두께가 0.25 

m로 증가할 때까지는 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0.5 m 까지는 완만하게 감소

한다. 그러나 0.5 m 이상에서는 완충재의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방사성핵종 유출의 

감소효과는 거의 없다.

  핵종이동 지의 에서 고 폐기물처분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정 두께를 

선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은 완충재 반경방향 두께의 증가에 따른 방사성핵종 

유출률의 감소 정도이다. 완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핵종 유출률이 

감소하나, 필요 이상으로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충재의 낮은 열 도도로 인해 처분장 내의 온도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방사성핵종의 유출 지 에서 보면, 완충재의 반경방향 두께는 0.25 

m 에서 0.5 m 사이가 정하다고 할 수 있다. 완충재의 최종 두께는 이 범  내에

서 방사선  안 성 측면과 열 -역학  성능 측면 그리고 경제 , 공학  측면 등

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는 완충재의 두께를 0.5 

m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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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
λi

(y-1)

Da

(m2/y)

Dp

(m2/y)

Cio

(mol/m3)

C-14  

Ni-59   

Ni-63 

Sr-90 

Zr-93 

Tc-99  

I-129   

Cs-135  

Cs-137 

Np-237

Pu-239

Am-241   

1.22E-04  

9.24E-06  

6.93E-03  

2.41E-02 

4.62E-07

3.30E-06 

4.33E-08  

2.31E-07  

2.29E-02

3.30E-07  

2.88E-05

1.60E-03

6.31E-05 

1.58E-04  

1.58E-04 

6.31E-04

3.15E-07

3.15E-05

1.58E-03

3.15E-05

3.15E-05

6.31E-06

1.58E-06

3.15E-07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6.30E-03

2.50E-01

1.00E+00 

1.00E+00

5.00E+01

3.00E-05

2.00E-05

2.75E+01

5.75E+01

7.75E+01

2.00E-06

2.00E-05

6.00E-05

표 3-18 처분장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유출률 계산에 사용된 주요핵종의 

확산계수  기 평형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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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고 폐기물처분장 폐쇄 후 1000년 경과 시 완충재의 

반경 방향 두께에 따른 방사성핵종 총 유출률. 

(다) 완충재 형상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방식은 수직처분 방식이다. 완충재 재

료물질은 국내산 Ca-벤토나이트이며, 완충재 블록의 건조 도(함수율 13%)는 1.6 

g/cm3이다. 처분공 내 완충재의 형상은 그림 3-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처분용기 바

닥과 상부 완충재 블록은 디스크 형태이며, 처분용기 둘 는 인애  링 형태이다. 

완충재의 두께는 0.5 m이며, 바닥 블록의 두께는 0.5 m, 처분용기 부분의 두께는 

2.5 m이다.  



- 152 -

그림 3-27.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개념도.

(2) 완충재 안 성 평가

   (가) 열 해석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은 ORIGEN-ARP 로그

램을 이용하여 구하 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40년 냉각을 가정하

다.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 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인 완충재

의 열 도도는 1.0 W/m℃를 이용하 다. 열 달 해석을 하여 이용한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물성은 표 3-19에 나타내었다. 열 달 해석을 하여 처분공을 

심으로 1/4 모델을 설정하 다.  열 해석을 하여 설정한 경계조건은 4개의 수직단

면은 칭 조건으로부터 단열조건을 설정하 다.  지표면 온도는 15 ℃가 유지되며, 

지열구배는 30 ℃/km로 가정하 다.

  처분공 주변의 열 해석은 처분 후 100년간을 상으로 수행하 다.  완충재와 처



- 153 -

분용기 경계에서의 최 온도는 처분 후 19년에 발생하는 데, 이 때의 온도분포가 

그림 3-28에 되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재의 최 온도는 

98.8℃로서 완충재의 온도 요구조건인 100℃ 미만을 만족하 다.

그림 3-28. 처분 후 19년 지났을 때 완충재 주변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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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 Prop.
dimension

meter, second meter, day (*) millimeter, day

fuel

(1)

density
2000

(kg/m3)

2000

(kg/m3)

2.0E-6

(kg/mm3)

thermal 

conductivity

0.135

(W/m℃=J/s/m℃)

11664

(J/day/m℃)

11.664

(J/day/mm℃)

specific heat
2640

(J/kg℃)

2640

(J/kg℃)

2640

(J/kg℃)

cast

insert

(2)

density 7200 7200 7.2E-6

thermal 

conductivity
52 4492800 4492.8

specific heat 504 504 504

outer

shell

(3)

density 8900 8900 8.9E-6

thermal 

conductivity
386 33350400 33350.4

specific heat 383 383 383

buffer

(4)

density 1970 1970 1.97E-6

thermal 

conductivity
1.0 86400 86.4

specific heat 1380 1380 1380

backfill

(5)

density 2270 2270 2.27E-6

thermal 

conductivity
2 172800 172.8

specific heat 1190 1190 1190

rock

(6)

density 2650 2650 2.65E-6

thermal 

conductivity
3.2 276480 276.48

specific heat 815 815 815

표 3-19 열 달 해석을 한 처분시스템 구성요소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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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해석

    ①처분용기에 의한 변형

완충재 블록의 기계  강도 평가를 하여 바닥 디스크형 블록의 기계  강

도와 암반의 움직임에 해 완충재의 역할을 평가하 다. 재의 개념에 의하면 처분

용기 바닥에 놓일 완충재 블록은 디스크 형으로 제작할 정이다. 이와 같이 디스크 

형으로 제작할 경우 처분용기의 무게에 의해 완충재가 변형될 우려가 있고 변형이 

될 경우 이곳에 지하수가 고여 부식을 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 발견될 경

우 디스크 형태의 블록에 한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단을 하여 

디스크 블록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외력 조건은 처분용기 자 만 평가에 

고려하 다. 그림 3-29에는 해석모델  변 구속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구조해석

에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NISA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 다. 해석결과는 

deformation, z-deformation, von-Mises stress로 그림 3-30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완충재 블록의 변형은 1 mm 정도로 미미하 다. 따라서 디스크 블록 형태의 완충재

를 처분용기 바닥에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②암반의 움직임

완충재의 요한 역할 의 하나는 지하 암반의 움직임으로부터 처분용기의 

건 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께 50 cm의 완충재로 둘러싸인 처분용기 구조의 반쪽 

상부 외곽에 10 cm 수평 암반 움직임이 순간 으로 발생할 경우 처분용기에 발생

하는 구조변형과 응력을 해석하 다. 구조물의 상하 앙면을 기 으로 모델을 상

부와 하부로 나 었을 때, 암반의 움직임은 구조물의 상부 외곽에 정확히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델의 하부 외곽면은 구조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외부 강체인 암

반에 의하여 고정 지지되었다고 가정하 다. 모델 하부에 용된 구속 경계조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평가하 다(그림 3-31, 그림 3-32). 구조물 좌우가 

칭이기 때문에 반 단면 형상인 반 원통을 모델링하고 그 칭면에서는 칭 구속조

건을 가해주었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해서는 Drucker-Prager 항복조건을 용하 고, 구리로 

된 외부용기와 내부 용기에 해서는 von-Mises 항복조건을 용하여 재료의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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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정의하 다.  한 기 항복 이후의 연속항복에 한 경화법칙은 어떤 경

화 매개변수함수에 의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동안 응력장에서 그 형상에 변화

가 없다는 등방경화법칙을 용하 다.

  암반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발생한 변형과 응력의 계산 결과

를 그림 3-33와 표 3-20에 나타내었다. 이 때 발생한 최  응력은 Case-1의 경우 

21.3 MPa, Case-2의 경우 10.8 MPa 이며, 이 값은 벤토나이트 항복응력인 0.17 

MPa보다 커서 부분 으로 소성변형이 발생하며 처분용기에 미치게 될 응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CASE 1 CASE 2 재료의 항복응력

Max. Deformation (cm) 15.1 14.9 -

von-Mises

stress

(MPa)

buffer 23.1 10.8 0.17

copper shell 52.5 20.4 45

cast iron 53.6 23.1 200

표 3-20 암반 움직임에 한 구조물의 변형  응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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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fix
그림 3-29. 완충재 디스크 블록의 구조 해석을 하여 설정한 

모델  경계조건.

1. deformation

  

   

2. z-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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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n-Mises stress

그림 3-30. 완충재 디스크 블록에 한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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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fix

10cm

fix

그림 3-31. 암반 움직임 해석을 해 설정된 변  경계 조건. 

  

  

     

<CASE 1>                                     <CASE 2>

그림 3-32. 암반 움직임 해석을 해 설정된 구속 경계 조건(모델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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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buffer>

 

<outer shell>

 

<cast iron>

그림 3-33. 암반 움직임에 한 완충재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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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 재포화 해석

    ①평가 모델

완충재를 구성하는 벤토나이트에서의 지하수 재포화 상을 Swelling Gel 

Model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완충재가 지하수에 의해 포화됨에 따라 팽윤을 시작

하고, 팽윤에 의해 다공성 매질의 투수계수가 향을 받는 식의 모델링을 수행하

다. 지하수 포화도는 열 도도에도 향을 미치며, 완충재 내에서의 온도변화는 다

시 지하수 흐름과 응력 변화를 야기한다. 완충재에서의 지하수 재포화 상을 모델

링하기 하여 설정한 물성을 그림 3-34, 그림 3-35,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두께 50 cm의 완충재를 상으로 앞 서 설정한 물성 자료를 이용하여 재포화 시

간을 계산하 다. 계산에는 ABAQUS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 다. 완충재 외부

에 작용하는 수압 조건으로는 500 미터 깊이의 수압인 50 MPa과 수압이 걸리지 않

는 2가지를 고려하여 계산하 다. 계산 결과 수압이 없을 경우 재포화 시간(그림 

3-37)은 26년 정도 상되었으며, 수압을 고려할 경우(그림 3-38)에는 약 12년 정도

로 측되었다.

그림 3-34. 지하수 포화도에 따른 열 도도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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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온도에 따른 투수계수 특성.

그림 3-36. 지하수 포화도에 따른 공극 내 지하수 압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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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ABAQUS로 계산한 지하수 포화시간.(수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림 3-38. ABAQUS로 계산한 지하수 포화시간.(수압 50 MPa를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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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완충재 제안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완충재 블록은 열 , 구조  측면에서 그 성능을 만족하

다.   완충재 개념은 스웨덴이 제시한 것으로 스웨덴은 지열구배가 우리나라보

다 훨씬 낮아 벤토나이트의 열 도도를 갖고도 쉽게 완충재를 설계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의 경우 높은 지열구배 때문에 낮은 열 도도로 인해 설계에 어려움이 크

고, 벤토나이트만으로 처분시설의 완충재를 제작할 경우 완충재 제작비용이 과다하

다.  본 안 연구에서는 이들을 해결하기 한 안 개념을 제시하 다.  

  처분시설의 안 성 평가 만 아니면 완충재가 갖추어야 할 요한 특성 2가지

는 열 도도와 수리 도도이다.  완충재 개념이 갖는 열 도도 단 을 해결하기  

하여 그림 3-39에 주어진 바와 같이 2 으로 구성된 완충재 블록을 제시하 다.  

즉, 완충재 기능상 외부 층은 수리 도도가 낮은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제작하여 지

하수의 침입을 억제하고 내부 층은 열 도도가 좋은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으로 제

작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외부 층과 내부 층의 두께는 동일한 것으

로 제안하 으며, 내부 층을 이루는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의 물성은 한국형 처분시

스템에서 고려 인 뒤채움재의 특성을 가정하 다.

  제안된 완충재 안 개념에 한 열 달 특성을 평가하 다.  열 달 해석을 하

기 하여 설정한 기 조건  경계조건은 앞 에서 수행한 완충재의 열 해석에 

이용하 던 조건과 동일하 다. 단, 벤토나이트-모래층의 열 도도는 2.0 W/m℃이

다. 그림 3-40에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벤토나이트-모래층을 내부에 두었을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 블록 사이의 

최 온도는 91.6℃이었다. 이 값은 벤토나이트만으로 완충재를 제작하 을 경우의 

98.8℃보다 7℃가량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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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완충재 안 블록에 한 개념도.

      

그림 3-40. 2 구조의 완충재 블록을 이용하 을 경우 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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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용기

가. 처분용기 설계 요건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지하 심부로 출되지 않도록 격리시킬 수 있는 기

능을 장기간 유지하기 하여 기계  화학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능

을 유지하기 하여 처분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건 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구체

인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명기간 동안 부식으로 인하여 처분용기 내부까지 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처분용기는 지하심부에 거치되어 받게 될 제반 하 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한, 처분용기로 인하여 다른 방벽들이 해를 받아 본래의 기능이 하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한 구체 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처분용기의 재질은 그 재질과 부식생성물이 완충재와 모암의 성능을 하시

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근계를 구성하고 있는 방벽들이 향을 받지 않도록 처분용기 당 열하 과 

방사선량이 제한되어야 한다.

   ∙ 물이 처분용기 내부로 침투되는 경우에도 처분용기는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

어야 한다.

   ∙ 거치 후 처분용기로 인하여 완충재가 내려앉지 않도록 처분용기의 하 이 제

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처분용기는 그 내용물의 추 에 필요한 구 인 

고유의 식별기능으로서 인덱스 마크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   운 하 에 

한 처분용기의 강도도 검증되어야 한다.

  1) 내식성과 기 성

    처분용기는 수명기간동안 부식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

리고 내  는 외  요인으로 인하여 기 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용기의 취  조작시 걸리는 하 으로 인하여 내식성과 기 성에 나쁜 향을 미치

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용기의 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장  후 용 과 용 부 의 결함탐상이 원격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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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 성 설계기 은 처분용기의 내.외부 뚜껑을 용  한 후, 어도 3 torr의 

진공상태에서 용기에 충 된 헬륨기체의 출률은 10-3 cm3/sec 이하여야 한다[1]. 

단, 소개기체의 온도는 200℉ 이고 소개시간은 15분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처분용기의 칫수 제한인자

      취   포장공정의 효율성, 제작의 효용성, 련 장비의 소요량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담

는 각 처분용기의 외곽크기는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집합체 장

용 직육면체형 셀이나 다발 장 용 수직공은 사용후핵연료 장 시 마찰장애 는 

오동작의 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장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

    처분용기는 40년 이상 냉각된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는 10년 이

상 냉각된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처분용기는 지하처분장의 처분공에 거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포장, 장, 이송 등의 공정에서도 취 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3) 처분용기의 수명

    처분용기의 수명은 부식 는 기계  손상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표 

지하수환경에서 처분용기 수명은 1,000년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 스웨덴이

나 핀란드에서 구리 외부용기의 수명을 십 만년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미래 처분용기 수명기 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작공차 

    기계  공차라 함은 기하학  공차, 평면선형, 둥 기, 표면의 거칠기 등을 의

미한다. 기하학  설계는 처분용기의 상성질이 어떤 특정 공작기구 는 가공공

정을 요구하지 않는 합리 인 작업 공차 내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바스켓 는 수직공 개구부의 폭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통상 인 폭 는 다발

의 통상 인 직경보다 어도 5 mm 이상 더 커야 한다.  직경이 1 m이고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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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되는 원통이 잘 가공되었을 경우의 가공공차는 ±0.5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  원통의 경우, 외곽용기에 내부용기를 마찰 없이 넣을 수 있는 원통간 간격은 

1 mm가 되어야 한다. 덮개와 원통 간 홈을 만들기 한 표면 거칠기 요건은 

Ra=3.2 µm가 되어야 한다[2].  

  5) 열부하와 허용온도

    처분공 내 압축벤토나이트의 화학  안정성을 보증하고 처분장 폐후 기에 

지하수의 증발로 처분용기주변에 염이 농축되는 상을 막기 하여 처분용기의 표

면온도는 100℃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용기의 속부분은 합리 인 안  

여유도를 고려하여 120℃로 설정하 다.

  붕괴열량은 사용후핵연료의 양, 연소도, 냉각기간 등에 달려있는데, 처분용기 당 

기 붕괴열량은 1 내지 2 kW 범 에 있다. 처분용기 본체인 속의 열 도도는 

처분장 내 벤토나이트와 암석의 열 도도보다 100배 이상 높다. 그래서 실질 으로 

속처분용기는 온도분포가 균일하고, 열구배는 처분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와 암

석에서 나타난다.

  6)  기계  설계하

   처분용기의 기계  설계 하 은 외부 응력 12 MPa인데, 500m 지하깊이에서 받

는 정수압 5MPa과 처분용기를 둘러싸는 완충재의 팽윤에 의한 응력 7 MPa로 구

성된다. 그러나 제시된 바와 같이, 정수압은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팽윤 

응력은 완충재의 도와 블록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완충재의 팽윤압은 처분장 폐 후 지하수를 흡수하기 시작하는 기단계

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암석의 단운동으로 처분용기를 손시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가 처분용기의 손 없이 단운동을 수용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처분용기는 지진 등에 의해 모암이 10 cm 이동하 을 경우에도 기계  건 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완충재의 비 칭  하 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하고, 이송 시 낙하사고를 고려하여 2 m 높이에서 처분용기가 낙하하여도 건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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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질의 화학  사양

    처분용기의 제작/가공시 재질의 변질 가능성을 분석하기 하여 재질의 화학원

소별 함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설치공차

    외부용기의 내부직경은 내부용기의 외경보다 2 mm이상 커야 한다. 이 값은 원

통들 간의 간격이 1 mm를 뜻한다. 내부용기의 덮개와 외부용기의 덮개 간에도 동

일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방사선 차폐

    방사분해 생성물에 의한 재질부식의 기여도가 처분계통에 잔존하는 산소에 의

한 재질부식에 비하여 훨씬 낮을 수 있을 정도로 처분용기가 충분한 방사선방호 역

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용기 부식에 기여할 수 있는 주변 물질의 

방사분해 생성물을 최소화하기 하여 처분용기 표면선량률은 1.0 Gy/hr이하가 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4].  

  10)  핵 임계도

    처분용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핵임계(Keff<0.9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물이 용기 내부로 침투하여도 미핵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가 배열되어야 한다.

  11)  설계요건 요약

    앞서 언 한 각 항목에 하여 이를 요약하면 표 3-21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

소가 설정한 설계요건의 성을 알아보기 하여 핀란드에서 설정한 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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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핀란드

부식억제 기간 1,000년 10만년

최대 선량 1.0  Gy/h 1.0 Gy/h

핵 임계도 Keff < 0.95 물로 채워질 경우 미임계

표면 온도 100 ℃ 이하 100 ℃ 이하

외압 5 MPa(수압) +7 MPa(팽윤압) 7 MPa(수압) +7 MPa(팽윤압)

낙하 조건 2 m 명시되지 않음

취급시 조건 정성적으로 기술됨 구리 용기의 강도

기타 초기 결함율 0.1% 이하 2중 용기 사이의 갭 여유도: 
5% 미만의 오차

표 3-21 처분용기 성능기  비교

나. 처분용기 개념설계

(1) 처분용기 재질선정

  처분용기의 재질은 부식을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고 폐

기물 처분용기 재료는 미국의 니 합 인 Alloy-22를 제외하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용기에 이용되는 구리와 주철이 표 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

가들과는 달리 처분 환경이 산화조건에 치하고 있어 부식에 해 보다 많이 고려하

고 있다. 한국형 처분용기 개발에 있어서도 출발 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기존 연

구결과를 최 한 활용하여 재질을 선정하 다.

  처분용기 재질로 리 고려되고 있는 스텐 스 강, 탄소강, 니 합 , 티탄합 , 구

리 등 5개 재질들을 상으로 재질이 갖추어야 할 처분용기로서의 성능과 제작성을 

65/35로 기 하여 평가한 결과[3-1]에 의하면, 양호한 재질의 순 는 스텐 스 강, 니

합 , 티탄합 , 탄소강, 구리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가장 양호한 재질로 평가된 스

텐 스 강은 아주 근소한 차로 니 합 을 능가하 다. 그 이유는 강도와 내부식성 측

면에서는 니 합 과 티탄합 이 스텐 스 강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제작 련 항목에서는 스텐 스 강이 훨씬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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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식성이 양호하지만, 제작 련 항목들이 타 재질들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나타

냄으로써 고려 상 재질들  최하 를 기록하 다.

  성능 련 인자들과 제작성에 한 가 치의 상호비 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

하면, 스텐 스 강은 가 치를 변화시켜도 최상의 재질로 평가된 반면에, 구리재질은 

5개 상재질들  역시 최하 를 벗어나지 못하 다. 그러나 타 재질들에 해서는 

성능과 제작성의 비 이 50/50인 경우를 기 으로 하여 양호한 재질의 순 가 탄소강, 

니 합 , 티탄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연구지역으로부터 채취된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은 알

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낮은 산화-환원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학 으로는 Na-HCO3형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 가까운 지역일 경우 해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당량

의 염소이온이 함유될 수 있어 이러한 지역을 처분부지로 선정할 경우는 상기 내식성 

재질들  스텐 스 강이 가장 취약하다[3.1.65]. 그리고 부식이 잘 되는 탄소강을 선

택할 경우는 처분용기의 무게가 상향되어 취 상의 어려움이 두될 수 있다. 그리고 

고농도의 염소이온이 존재하는 경우에 내식성이 취약한 스텐 스 강보다 구조 으로 

취약한 구리재질이 처분환경에서도 충분히 구조 으로 안정한 처분용기를 만들 수 있

다면, 구리보다 강도가 훨씬 좋은 니 합 이나 스텐 스 강 처분용기의 구조  안정

성에 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임을 암시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용기의 

재질을 구리로, 내부용기의 재질을 주철로 제안하 다.

  처분용기의 재질은 처분용기 수명과도 한 계가 있으며, 처분용기의 수명을 

1,000년으로 결정할 경우 구리 외에도 탄소강도 가능하나 KDC-1 (Korean Disposal 

Canister) 용기로서는 구리 외부용기를 고려하 고, 내부 구조물로는 탄소강으로서 구

상흑연주철(nodular cast iron)을 선정하 다. 스웨덴의 경험[3.1.66]에 의하면 여러 가

지 주철 에서도 구상흑연주철만이 4 미터 이상의 내부구조물의 제작이 가능하다.

(2) 처분용기 기본 형상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는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포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처분용기를 상으로 하

으며, 이들 용기의 외곽형상과 그 크기는 취   포장공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하도록 하 다. 처분용기의 기본 구조는 구리로 된 얇은 외곽용기 안에 주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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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조물을 채우고 주철 구조물 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장 하는 개념이다.  2단

계 연구결과 외경 122 cm, 높이 483 cm 처분용기가 제안되었으나, 처분시설에 한 

개념설계 과정에서 용기의 량이 무 커서 취 장비 개발에 문제 이 제기되었

다. 3단계 연구를 통하여 처분용기 최 화를 시도하 으며, 그 결과 외경 102 cm의 

용기를 KDC-1 처분용기로 제안하 다. 이 용기는 스웨덴의 처분용기(외경 105 cm)보

다 더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처분용기 설계에 빙하에 의

한 하 을 고려하 으나 한국형 처분용기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배제하 기 때문이

다.

(가) 외부용기 두께

  외부용기의 두께는 지하수 침입에 의한 용기의 부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내 처분환경에서 상하고 있는 처분용기의 수명은 

1,00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처분용기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리 외부용기 두께 

결정은 용기 부식률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거치한 후 압축 

벤토나이트가 지하수로 포화되는 동안 주변에 잔존하는 산소에 의한 구리의 평균 

부식두께는 약 229 ㎛으로 추정된다[3.1.67]. 실제로 처분장 운 기간동안 호기성 조

건에서 구리용기의 공식은 제외될 수 있을 것이지만, 처분환경의 온도가 높을 경우

는 장기간 공식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침투될 수도 있어[3.1.68], 다른 

연구 결과[3.1.69]를 토 로 공식인자를 5로 가정하면 유입된 산소에 의한 구리의 

최  부식두께는 1.15 mm가 된다.

  기산소가 모두 소진된 다음의 부식은 환원분 기에서 압축벤토나이트에 포화된 

공극수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 조건에서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성

되는 황화물에 의한 부식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극수 에 용해되어 있는 철이 모

두 3가로 존재할 경우 구리의 부식률은 0.618 ㎛/y가 되며, 용기의 수명기간(1,000

년)동안의 상부식두께는 0.618 mm가 된다. 한편, 완충재에 포함된 유기물 0.3% 

부가 SRB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HS
-

에 의한 구리의 부식에 작용할 경우 상되

는 구리의 최  부식두께는 0.802 mm가 된다.

  기타 구리의 실제 인 일반 부식률은 5×10
-8 

mm/yr인데, 보수 으로 공식인자 5

를 용하면 국부 부식률은 2x10
-5 

mm/yr가 된다[3.1.70]. 한 응력부식균열과 방



- 173 -

사분해물에 의한 부식률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된 처분환경조건에서 1,000년 동안 구리용기의 총 부식두께는 산소유

입으로 인한 1.15 mm, 환원분 기에서 철의 존재로 인한 0.618 mm, 유기물의 박테

리아 활동으로 인한 0.802 mm 등의 합인 2.57 mm이상이 될 것이다. 한, 구리용

기의 두께를 50 mm로 할 경우 용기의 부식에 의한 수명은 (50 - 1.15 - 

0.802)mm/(2×10-5mm/yr) + 1000 년 = 2.4×106 년이 되므로, 이 용기는 어도 백만 

년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로부터 부

식에 따른 용기 수명에 있어 재 채택한 5 cm 외부용기 수명은 과다하게 설정되

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한 개선은 향후 처분용기 개량을 통해 지속 으로 수행

할 정이다.

(나) 내부구조물 기본 구조

  KDC-1 처분용기는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개를 넣을 수 있는 구조

이다. 기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단면 이 21.4 cm × 21.4 cm 이고, 

축방향 길이 453 cm 이다. 이러한 집합체를 장 하기 한 처분용기 내부 구조물 

내에 바스켓이 있으며, 그 바스켓의 단면 은 22.4 cm × 22.4 cm이고, 내부길이는 

455 cm이다. 이와 같은 바스켓 4개를 갖고 있는 KDC-1 처분용기의 주철 구조물의 

직경을 결정하기 하여  단계에서 결정하 던 122 cm 용기 두께에 한 최 화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를 표 3-22에 나타내었으며, 계산 결과로부터 원통형 

내부구조물 직경 92 cm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원통형의 주철 구조물 외부에 두

께 5 cm인 구리 외부용기를 설치한다.  KDC-1 처분용기의 개념도를 그림 3-41에 

나타내었다.

  기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직경이 10 cm이고, 길이가 49.5 cm 이므

로 9개의 핵연료 다발을 축 방향으로 연결하면 445.5 cm가 된다. 따라서 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다발 장 용 주철 구조물 내 튜  지름을 

11.5 cm, 축 방향 길이를 455 cm으로 하 다. 주철 구조물의 외형은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동일하다. 최  37개의 튜 가 주철 구조물 내에 배치되

도록 하 으며, 이러한 수용 처분용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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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외경 102 cm 107 cm 112 cm 117 cm 122 cm

Load-1

(극한)

Max. von Mises 
stress (MPa)

80.5 77.5 74.7 72.3 70.0

Safety factor 2.5 2.6 2.7 2.8 2.8

Max. Deform
(cm)

2.7 2.7 2.7 2.7 2.7

Load-2

(정상)

Max. von Mises 
stress (MPa)

65.8 62.2 61.7 61.4 57.4

Safety factor 3.0 3.2 3.2 3.3 3.5

Max. Deform
(cm)

2.6 2.6 2.6 2.6 2.6

표 3-22. KDC-1 최 화를 한 계산 결과

그림 3-41. KDC-1 처분용기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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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수용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기본 구조.

나. 처분용기 재질의 부식 실험  수명 측 

지하 처분조건에서 처분용기재질의 부식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지하수를 넣어 만

든 겔 형태의 국내산 벤토나이트 속에 구리, 철, 스텐 스 강 시편을 넣고 일정기간동

안 부식시킨 후 그들의 표면변화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1) 실험

실험을 해 구리, 철, 316L 스텐 스 강 시편을 사용하 다. 구리와 철 시편은 

일본 Nilaco사의 Cu112594와 Fe223539를 사용하 으며, 구리와 철의 함량이 각각 

99.9, 99.5%이다. 구리시편은 직경 5 mm인 구리막 를 15∼20 mm 길이로 단한 

후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편들을 800번 사포로 연마하여 제조하 다. 철 시편은 

1.7 mm 철 을 약 20 mm 크기로 단한 후 삭유를 제거하기 하여 알코올로 

세척한 다음 사용하 다. 스텐 스 강은 흔히 사용되는 304, 304L, 316,  316L  

민화 정도가 가장 낮아 내부식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316L 시편을 사용하

는데[3.1.71], 이 시편들을 스텐 스 강의 민화 온도 역인 700℃ 용 로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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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 24, 96시간동안 보 하 다. 그 후 시편들을 2,000번 사포로 연마한 다음 표면

이 택이 나도록 알루미나 분말로 재연마하 다. 

  겔 상태의 벤토나이트를 제조하기 하여 테 론으로 코 된 스텐 스 강 용기에 

경주산 벤토나이트 200 g과 모의 지하수(표 3-23) 340 ml를 넣고 어 주었다. 용

기 내에 폴리에틸  칸막이를 넣어 겔 상태의 벤토나이트를 6구역으로 나  다음, 

각 구역의 벤토나이트 속에 시편을 넣었다. 용기의 뚜껑을 닫고, 용기 내에 있는 산

소를 제거하기 하여 알곤을 30분 동안 불어넣어 주었다. 이 게 조립한 용기들을 

70℃ 오 에 보 하 는데, 기를 이 으로 차단하기 하여 오 내부도 알곤으로 

충 시켰다.   다른 실험은 유성 화강암반에서 채취한 실제 지하수(표 3-21)를 이

용하여 질소가 충 된 러  박스에서 와 유사한 과정으로 실험을 하 으며, 실

험용기는 상온에서 러  박스 내에 보 하 다.

실험 후 시편은 기 에서 증류수로 씻고 에탄올 속에서 5분 동안 음  세척한 

후 무게를 측정하 으며, X-ray Diffractometer (XRD, Simens D5000)와 Electron 

Probe Micro-Analyser (EPMA, Jeol JXA8600)로 시편 표면을 분석하 다.  그러나 

844일 동안 실험한 철 시편은 증류수 세척 후 바로 XRD로 측정하 으며, 표면의 산

화물을 제거한 다음 에탄올 속에서 음 세척기로 5～10분 간격으로 세척하고 건조

하여 무게를 측정하 는데,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 다.

Concentration (mg/L)
pH

Na Mg Ca K Fe Cl SO4 F HCO3 +CO3

Synthetic 

groundwater
50.8 0.6 10.5 0.75 0.04 18.9 25.3 7.7 84.8 8.2

Real groundwater 38.3 0.1 3.3 0.4 0.1 5.9 5.4 12.6 17.3 10.0

표 3-23 부식 실험에 사용한 모의  실제 지하수의 조성

(2) 실험결과 

  70℃에서 겔 상태의 벤토나이트에 530일 동안 보 하여 얻은 시편들의 학사진

과 XRD 패턴을 그림 3-43과 그림 3-4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8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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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pper        (b) Iron                c) Stainless steel

그림 3-43. 벤토나이트/지하수와 한 상태에서 530일 동안 

부식된 시편들의 사진.

경과한 시편  170일간 실제지하수를 넣고 실험한 시편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844일간 부식된 시편의 자 미경사진(그림 3-45)은 구리와 스텐 스 강에서 

특별한 국부부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시편들의 부식이 국부부식이 없이 시편표면 체에서 균일하게 진행되었다는 가

정 하에 부식 후 시편의 무게감소로부터 부식률을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 표 3-24에 

나타내었다.

 
∆

      Rc : Corrosion rate

     △m : Mass loss 

      ρm : Density

      A  : Surface area

      t : Corrosion time

  이 때 시편의 표면 은 기하학  표면 으로서 표면의 거칠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844일 경과한 구리와 스텐 스 강 시편은 5분간 음  세척하여도 무게가 거의 변하

지 않았다. 한편, 철의 경우는 건조시 쉽게 떨어져 나가는 표면의 검은 녹색층이 제거

된 후 세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게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5～10분 간격으

로 130분까지 세척하 다.  그러나 이 세척에 따른 무게변화는 총 무게감소의 10%이

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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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530일 동안 부식된 시편들의 XRD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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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844일 동안 부식된 시편들의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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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time

(days)

Material Specimen

Corrosion 

rate

(㎛/y)

Corrosion condition

170

Copper
Cu-1

Cu-2

0.066

0.00
Room temperature 

Real 

groundwater-mixed 

bentonite

Iron Fe-1 14

Stainless 

steel

*Sn-1
*Sx-1
*Sh-1

0.00

0.18

0.16

188

Copper
Cu-3

Cu-4

0.87

1.0

70℃, 

Synthetic granitic 

groundwater-mixed 

bentonite

Iron Fe-2 16

Stainless 

steel

*Sn-2
*Sh-2

0.059

0.070

530

Copper
Cu-5

Cu-6

0.32

0.39

Iron Fe-3 9.2

Stainless 

steel

*Sn-3
*Sx-3
*Sh-3

0.35

0.34

0.35

844

Copper
Cu-7

Cu-8

0.24

0.23

Iron Fe-4 12

Stainless 

steel
*Sh-4 0.18

표 3-24 벤토나이트가 지하수와 한 상태에서 구리, 철, 스텐 스 강의 부식률 

 

*Sn, Sx, Sh : Specimens were kept at 700℃ for 0, 24, 96 hours before the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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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조건에 따른 부식의 비교

  러  박스 내에서 실제 지하수를 섞은 겔 상태의 벤토나이트 속에서 170일간 부

식된 구리 시편은 기 에서 모의 지하수를 벤토나이트에 넣고 용기 내부를 아르곤

으로 채운 다음 188일간 부식시킨 시편과 비교할 때 부식률이 매우 낮은 반면, 철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3-44).  이는 아르곤으로 채운 침출용기 내에 소량으로 

존재한 산소의 소모에 의해 구리의 부식이 감소한 반면, 철의 경우는 부식량이 많아 

침출용기 내 소량의 산소에 의한 향보다는 겔 상태의 벤토나이트에 의한 부식으로 

생각된다.  두 매질에서 구리와 철에 한 부식률의 서로 다른 경향을 명확히 규명하

기 해서는 반응 용기 내 산소량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한 보다 자세한 연구

가 필요하다.  

(나) 각 속의 부식 특성

① 구리의 부식

구리는 부식실험 후 노란색의 부식층이 부분 으로 형성되었는데, XRD로 측정

한 결과 Cu2O로 확인되었다(그림 3-44). 이러한 상은 국내산 벤토나이트 공극수

의 pH가 약 알칼리성을 띠므로[3.1.72], pH가 6～10 역이고 산화화원 (Eh)가 

약 0.3V이하인 용액에서는 구리가 Cu2O나 Cu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73]. 

그러나 유사조건에서 Ola Karnland[3.1.74]가 발견한 malachite (Cu2CO3(OH)2)의 존

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844일 동안 실험한 시편의 표면은 갈색을 띠었으나 XRD 결

과는 530일과 동일하 으며, 실험  구리시편의 산화층을 제거하기 하여 연마한 

시편과 연마하지 않은 시편의 비교는 부식 후 연마유무에 계없이 유사한 색깔을 

나타내었다. 

모의 지하수에서 무게 감소에 따른 구리의 평균 부식률은 188, 530, 844일 경과

한 경우 각각 약 0.94, 0.36, 0.24 ㎛/y로 나타났으며(표 3-24), 음  세척에 의해 

시편의 표면에 붙어있는 구리 산화물이 완 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부식률

은 이보다 조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 188일 동안의 부식률을 뺀 188일

과 530일, 530일과 844일 사이의 부식률을 계산하면 각각 0.041, 0.038 ㎛/y 값을 갖

는다. 이 값들을 기 하면 1,000년 동안 구리의 균일 부식두께는 50 ㎛이하이고, 보

수 인 피 요인(pitting factor)인 5를 곱하면[3.1.75] 부식에 비한 구리용기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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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250 ㎛에 해당한다. 실제지하수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실험한 결과는 기 170

일 동안의 부식률이 0.07 ㎛/y 이하로 나타났다.

Wersin 등[3.1.75]은 처분 기 산화조건이 65년간 유지되고, 피 요인을 5로 가정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부식두께를 3 ㎛로 측하 다. 한, 환원조건에서 구리의 

부식은 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Fe(III) 혹은 HS
-

가 용액 에 존재할 경우 구

리의 부식률이 각각 5×10-5 과 4×10-3 ㎛/y라고 발표된 바 있다[3.1.73]. 이 값들은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보다 낮으나, 장시험용 벤토나이트 블록에 구리 시편을 넣

고 실험한 결과는 3 ㎛/y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3.1.74], 이 결과는 구리표면에 붙

어있는 구리 부식물을 완 히 제거하기 하여 10% 황산용액에서 20분 동안 음

 세척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철의 부식

  실험 후 해체된 철의 표면에는 검은 녹색의 두꺼운 층이 형성되었는데, 이 층은 

건조 후 철의 시편에서 쉽게 분리되었다. 이 검은 녹색 물질의 화학종은 XRD로 확

인되지 않았으나, EPMA에 의해 과량의 철과 규소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철 부식 

생성물이 철/벤토나이트 경계지역에서 벤토나이트와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검은 

녹색 화합물이 제거된 표면에서는 단지 철만이 검출되었다(그림 3-43). 

  본 실험에서 얻은 철의 부식률은 10 ㎛/y 정도로서 80℃, 일본 벤토나이트 조건

에서 탄소강의 부식률과 거의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으며[3.1.76], 부식률이 구리와 

달리 부식기간에 따라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표 3-24). 부식기간에 따른 철의 부식

률 변화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ojima와 Tsujikawa는 부식 생

성물인 마그네타이트가 탄소강의 부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 반면[3.1.76], Tsuru

와 Honda 등[3.1.76]과 Marsh[3.1.77]은 철 표면에 Fe2O3의 부동표면층이 형성됨으

로써 부식에 한 항성이 향상되어 부식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 철의 피

은 부식 기에 조  발생하지만 속히 감소하여 부식두께가 10 mm이상 진행되면 

무시할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76].

③ 316L 스텐 스 강의 부식

  844일간 부식된 스텐 스 강 시편들은 실험 후 민화 유무에 계없이 부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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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택이 유지되었으며, 시편의 표면에서 XRD 결과는 부식생성물이 없이 

스텐 스 강 자체만이 확인되었다. 

316 스텐 스 강의 일반부식률은 0.1 ～ 100 ㎛/yr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3.1.78], 본 실험에 사용한 316L은 316보다 낮은 부식률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모의 지하수를 사용한 벤토나이트 조건에서 530일 동안 부식된 시편의 부식률이 

민화 유무에 상 없이 약 0.35 ㎛/y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실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민화 되지 않은 시편에서는 거의 무게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처분용기의 부식두께 측

국내에서는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4다발을 넣을 수 있도록 주철로 된 내부

용기를 내부식성 재질로 둘러싼 이 용기를 일차  처분용기로 고려하고 있다

[3.1.79].  그러나 내부식성 외부재질로서 구리를 사용할 경우 본 실험에서 얻은 가

장 큰 부식률과 보수 인 피 요인 5를 가정하더라도 국내개념에서 고려하고 있는 

1,000년의 용기수명 동안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보수 인 용기의 부식두께는 2 mm

이하가 될 것이다. 316L 스텐 스 강의 경우도 구리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나, 스텐

스 강은 지하수 환원분 기에서 내부식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염소이온 농

도가 1,000 mg/L 이상인 지하수에서는 틈새부식 는 공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1.80]. 

  본 실험 조건에서 1,000년 동안 철의 균일부식 두께는 약 10 mm로 추정된다(표 

3-24). 한편, UKAEA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의 실험결과는

[3.1.81] 90℃, 산화조건에서 탄소강의 일반 부식률이 30 ㎛/y로 나타났다. 이 두 결

과로부터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의 경우 1,000년 동안 철의 국부부식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면 외부용기 두께만큼 철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이 용기를 사

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핵연료의 이송이 용이하도록 처분장

이 해안가에 치한다면 해수의 침투에 한 향도 고려하여야 하며, 용기가 용

된 경우 용 부 에서의 부식 상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용기의 후보 재질 비교

  국내에서 1980년 부터 1990년  후반에 이르기 까지 KSC-1, 4, 7 등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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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수송용기를 국내에서 설계 는 제작한 경험이 있다. 2000년에 들어서서 2년

여 동안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2집합체를 수송할 수 있는 CASTOR KN-12의 

제작경험도 축 하 다[3.1.82]. 이들 수송용기의 크기는 재 고려 인 처분용기의 

크기(직경이 약 1100 mm이고, 높이가 약 5 m)와 별 차이가 없다. 실제 수송용기의 

외곽 셀은 두께 20 mm의 스테인 스 강 으로 제   용 하여 제작하 으며, 본

체의 용 은 Shielded Metal Arc Welding, Gas Tungsten Arc Welding, Flux 

Cored Arc Welding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용 부 의 결함유무를 별

하기 하여 비 괴검사를 실시하 으며, 한 육안검사, 액체침투탐상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음 탐상시험 등을 조합하여 검사하 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다면, 처분용기의 본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Capping 는 Lidding은 볼트로 채결하는 수송용기와 달리, 한 번도 

실행해본 일이 없는 특수 분 기, 즉 사용후핵연료가 처분용기 본체에 장 된 상태

이므로 고방사선장과 불활성기체 분 기 속에서 원격으로 용 을 해야 하고, 용

한 다음 용 부 의 결함유무를 별하기 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과 련한 핵심이 되는 처분용기의 개발

은 지하 500 m이상의 심지층 환경에서 어도 1,000년 동안 최 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처분용기를 개발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과연 우리나라의 여건에 가장 합한 재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려내어 이 재질

을 심으로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 이라 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

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처분용기 재질에 한 면 한 분석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처분용기 재질로 고려되고 있는 구리, 티탄, 탄소강, 

스텐 스 강, 니 합  등이 우리의  처분환경에서 처분용기 재질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성능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가 재 보유하고 있거

나 향후 개발을 통하여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기술로 이들 재질을 가지고 처분용

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한 이들 재질의 조달은 용이한지 그리고 재질별 제작에 

한 경제성은 어떠한지 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1)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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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의 재질을 선정하기 한 평가인자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  수 있다

[3.1.83]. 이 두 범주에 속하는 인자들과 각 인자에 한 상  가 치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 다. 

◦ 처분환경에서 용기재질이 보유해야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들(65)

   - 기계  성능 (10)

   - 화학  성능 (30)

   - 성능 측 가능성 (15)

   - 타 재질과의 반응 (10)

◦ 재질별 처분용기의 제작 가능성과 상용화  가능성  제작소요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들 (35)

   - 제작기술성 (15)

   - 제작비용 (10)

   - 재질에 한 제작 련 경험 (10) 

  상기 가 치의 배분 배경은 처분용기 본체의 제작과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 본

체에 넣고 난 후의 , 이송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요하지만, 처분의 근본 

목표는 처분장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지속 으로 보존하는데 있

기 때문에 처분환경 내에서 처분용기의 수명기간 동안 용기재질이 지녀야 할 본래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능 련 범주에 비 을 더 두

었다.

  각 범주에 속하는 인자들을 구체 인 항목들로 세분하고, 각 항목에 한 상  

가 치를 부여하 다(표 3-25 참조). 

(2) 평가 상 재질

  평가 상 재질은 처분용기의 후보 재질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다음 물질들을 

상으로 하 으며, 그 조성을 표 3-26에 나타내었다.

  - 탄소강

  - 스텐 스강 316L

  - 니 합 으로 Alloy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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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구리 (Oxygen free copper)

  - 티탄합 으로 Ticode-12 는 Ticode-7 는 Ticode-16 

(가) 기계  특성

  - 강도: 본 평가 상 재질들 모두는 항복강도(Yield strength)가 기  값을 과

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구리는 기  값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면서 다른 

재질들에 비하여 상 으로 어도 1/3정도 낮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 인성: 응력부식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턱응력은 SS316의 경우가 Yield 

stress의 10%, Alloy C-22의 경우가 Yield stress의 40〜90%이다[3.1.84].

  - 상의 안정성: Alloy C-22 재질의 구조  변화로 부식의 항성과 연성이 열화

될 수 있는데, 구체 인 모형은 복합 상, 배열순서, 용  등을 들 수 있다

[3.1.84]. 기 재질에 한 상의 안정성은 300℃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용 으로 인한 복합 상의 형성과 상 분리로 인한 기계  

성질의 약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화학  특성

  - 탄소강: 주조 는 단조에 의한 가공방법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며, 용 에서

도 서로 상이하여 이러한 들이 재질 선정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3.1.85]. 한편, 수분과 공기가 고방사선장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질산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탄소강은 곧바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3.1.86]. 

MgCl2가 풍부한 바닷물 에서는 조사 시편의 부식률(120 - 163 μm/yr)이 조

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3.1.87]. 우리의 가상 처분

환경에서 1,000년동안 상되는 탄소강의 부식두께는 8.13 mm로 추정되나

[3.1.88], 정확한 처분환경  처분용기의 수명기간동안 처분환경의 변화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정확한 처분환경조건과 부식 경험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안 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스텐 스강 316L: 스텐 스강은 내부식성이 양호하지만, 공식과 틈새부식이 우

려된다. 감마선에 의한 부식의 잠재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H2O2

의 매효과로 인하여 상 으로 공식에 한 민감성은 별다른 상승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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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지 않았다[3.1.86].  습식 장 분 기에서 304L 스테인 스 강의 부식률

은 5.7 × 10
-6

 ～ 2.2 × 10
-5

 m/y 다[3.1.89].  우리의 처분환경에서 1,000년 동

안 균일부식의 두께가 5 mm정도로 추정된다[3.1.88]. 

  - Alloy C-22: 니 합 인 Alloy C-22는 Yucca Mountain 처분환경에 처분하

을 경우, 평균 부식률을 기 하여 10,000년까지 투과되는 평균두께는 0.1 mm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최  부식률(7.3×10-5 mm/yr)을 기 하면 투과두께는 1 

mm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3.1.84]. 우리의 처분환경에서 1,000년동안 

상되는 니 합 의 부식두께는 균일부식과 미생물에 의한 부식을 합하면 

0.28 mm로 추정된다[3.1.88].

  - 순수구리: 구리는 일반부식과 국부부식이 찰되었지만, 감마선장에서는 일반부

식, 틈새부식, 응력부식균열 등에 하여 민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3.1.86].  

실제 27 Gy/hr 이하에서 조사 시편의 균일부식률은 방사분해로 생성되는 산화

제로 인한 증가 상을 나타나지 않았다[3.1.90]. 우리의 가상 처분환경에서 

1,000년 동안 상되는 순수구리의 부식두께는 2.57 mm로 추정된다[3.1.88]. 

  - 티탄합 : 티탄은 산도가 높고 염소의 농도가 높은 매질에서 내부식성을 지니

고 있으나, 환원환경에서는 항성을 상실하는 단 이 있다.  Ti Grade 7의 최

 부식률은 3.25×10
-4 

mm/yr, 응력부식균열은 약 100 um(0.1 mm)로 추정된다

[3.1.84].  한편, 이산화탄소가 수 에 용해되면 방사선장에서 oxalic acid를 생

성할 수 있는데, 이는 티탄의 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3.1.86]. 우리

의 가상 처분환경에서 티타늄의 부식두께는 1.4 mm정도로 추정되나[3.1.88], 실

제 처분용기를 설계할 때는 충분한 안 여유도가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능 측성

  - 탄소강: 기화학  반응과 산소의 물질 달이 복합된 탄소강의 부식에 의한 

수명 측모델이 개발되어 있지만[3.1.91], 이 모델은 피막의 형성으로 인한 부식

률의 감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실험 자료에 바탕을 둔 보다 실제 인 

부식에 의한 수명을 측할 수 있는 실험식들이 유도되어 있다[3.1.91, 3.1.92].

  - 스텐 스강 316L: 다양한 조건에서 얻어진 부식자료들이 되어 있으며, 실

제 산업에 용하여 축 된 결과도 있지만, 심지층의 처분조건에서 부식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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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는 미미하다.

  - Alloy C-22: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와 온도와의 상 계로부터 일반부식

과 국부부식의 범주를 구분하여 포 으로 처분용기의 부식에 의한 수명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이 최근에 개발되었다[3.1.93]. 

  - 순수구리: 화학종의 물질수지와 물질 달에 바탕을 둔 부식에 의한 수명 측 

모델이 개발되었으며[3.1.91], King and LeNeveu[3.1.94]에 의해 개발된 이 분

포함수로 공식이 깊이를 추정할 수 있다.

  - 티탄합 : 순수 티타늄과 Ti-0.2Pd합 에 한 실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산

화막의 성장방정식이 Mattsson and Olefjord에 의해 유도되어 있으며[3.1.95], 

수소의 재질내로 확산에 의한 티타늄의 취화와 수소의 흡수에 한 실험 자료

를 바탕으로 유도된 수명 측을 한 실험식도 있다[3.1.91].

(라) 제작 기술성 

  - 탄소강: 일본의 JNC는 용 의 질이 우수하고 재료로서의 신뢰도가 좋고 제작

공정이 용이한 forging방법을 선택하 다[3.1.96]. 스 스의 NAGRA는 재의 

가용기술로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하 다[3.1.97]. 

  - 스텐 스 강: Casting process (Static casting)와 Wrought process (Forging, 

Piercing, Ring rolling)가 표 이며, 이 가운데서도 형 원통형 용기를 제작

하는데 rolling 과 welding에 의한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3.1.98, 3.1.99].

  - 순수구리: Roll forming-longitudinal welding, Pierce and draw processing, 

Extrusion, Hot iso-static pressing 등이 있으며[3.1.100, 3.1.101], 구리는 

용 이 어렵다[3.1.102].

  - 티탄합 : Ticode-2 을 말아서 용 하여 셀을 제작하고[3.1.99, 3.1.103], 윗 뚜

껑과  뚜껑은 spin-formed plate를 사용하여 셀과 합하여 원통형 처분용기

를 제작한다.

(마) 제작단가 

  처분용기의 국내 제작단가를 추정하기 하여 기존에 제시된 처분용기 형태를 토

로 SS316L 재질을 기본 재질로 하여 추정하 다. 재질의 조달성에서는 SS316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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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재질들은 주로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일정량을 

상회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니  합 의 경우는 재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SS316L에 비

하여 2.15 - 2.50배의 범 에 있었다. 티탄합 의 경우는 2.19배 정도 으며, 구리의 

경우는 1.25배 정도 다. SS316L의 경우, 재질의 조달비용이 53%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재질의 조달비용이 제   가공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재질들의 

추정 제작단가가 SS316L 보다 모두 높고 제   가공 상의 난이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되어 고려된 모든 재질에 동일한 값을 용하 기 때문에 타 재질들의 

조달비용은 53%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재질 선정이 처분용기의 제작단가에 미치는 

비 이 단히 큼을 암시해 주고 있다. 

(3) 후보 재질별 종합 평가

  9명의 문가들로부터 받은 평 들  최상과 최하의 값 하나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 들을 기 하여 종합평가한 결과는 스텐 스 강이 796.2 , 니  합 이 793.9 , 

티탄합 이 785.7 , 탄소강이 776.9 , 구리가 721.4 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가 

9명 모두를 포함하여 평가한 결과와 동일한 순으로 재질의 양호성을 나타냄으로써 

문가들의 평 에 한 신뢰도가 있음을 암시해 다.

  성능 련 인자들과 제작성에 한 가 치의 상호비 에 따른 민감도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27에 제시하 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텐 스 강은 가 치

를 변화시켜도 최상의 재질로 평가된 반면에, 구리 재질은 5개 상 재질들  최

하 를 벗어나지 못하 다.  한편, 제작성의 가 치 비 이 성능 련 가 치에 비하

여 증가함에 따라 탄소강의 수는 지속 으로 상향되는데 반하여, 니  합 과 티

탄합 의 평 들은 하향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능과 제작성의 비 이 50/50

인 경우를 기 으로 하여 양호한 재질의 순 가 탄소강, 니  합 , 티탄 합  순으

로 환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재 제시되어 있는 지하수  염소이온의 농도가 낮은 처분환경 조건과 

재의 제작기술 능력을 감안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5개 상재질들  내부식성 

재질로는 스텐 스강과 니  합 을, 부식허용재질로는 탄소강을 각각 처분용기재

질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처분장이 해안과 가까운 거리에 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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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염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이러한 지하수 

조건에서는 스텐 스강보다 니  합 의 내부식성이 훨씬 양호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고려된 5개 재질들의 종합  평가결과가 서로 두드러지게 큰 차이를 나타

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처분용기의 후보재질로 권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처분환경조건, 처분용기 재질의 조달 가능성, 확보된 한 제

작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처분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 을 앞두고 신 히 재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 190 -

평가항목
가중

치

순수구리 C-22 316L SS 탄소강 티탄합금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1. 기계적 성능

 1.1 강도

 1.2 단단한 정도

 1.3 상(phase)의 안전성

10

3

4

3

5

5

8

59

15

20

24

5

5

7

56

15

20

21

5

5

6

53

15

20

18

5

5

7

56

15

20

21

5

5

7

56

15

20

21
2. 화학적 성능

 2.1 일반부식에 대한 저항성

 2.2 공식, 틈새부식 또는 국부

     부식에 대한 저항성

 2.3 환경여건에 의한 균열저항 

     성(응력부식균열과 수소

     취화)

  2.3.1 부식균열에 대한

       threshold stress

  2.3.2 예민화 정도

  2.3.3 Threshold potential

  2.3.4 부드러운 시편의 응력

        부식균열

  2.3.5 부식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종의 충분한

        농도

  2.3.6 열화시킬 수 있는 수소

        의 충분한 농도

  2.3.7 수소에 민감한 상(phase)

 2.4 미생물에 의한 부식저항성

30

8

10

10

2

1

1

2

2

1

1

2

3

3

5

9

7

7

2

9

9

5

126

24

30

10

9

7

14

4

9

9

10

9

9

9

9

9

7

8

8

8

7

258

72

90

18

9

9

14

16

8

8

14

7

3

8

8

2

3

1

8

3

2

135

56

30

16

8

2

6

2

8

3

4

0

1

7

6

2

3

1

8

3

1

53

0

10

14

6

2

6

2

8

3

2

9

9

9

9

9

7

8

5

8

8

257

72

90

18

9

9

14

16

5

8

16
3. 성능 예측성

 3.1 성능예측방법의 유무 또는

    개발 가능성(열화현상 예측,

    성능평가자료의 외삽방법등)

 3.2 장기성능평가자료의 유무

 3.3 요구자료의 생산 가능성

15

5

5

5

3

5

3

55

15

25

15

6

3

7

66

30

15

21

7

6

8

105

35

30

40

8

7

8

115

40

35

40

6

4

6

80

30

20

30
4. 타 재질들과의 경쟁성

 4.1 폐기물과의 상호작용

 4.2 처분용기환경과 처분공

    라이너의 상호작용

10

5

5

3

3

30

15

15

8

8

80

40

40

7

7

70

35

35

7

7

70

35

35

8

7

75

40

35

표 3-25 종합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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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중

치

순수구리  C-22  316L 탄소강 티탄합금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점수 평점

5. 처분용기 제작/밀봉

 5.1 처분용기 본체의 제작성

  5.1.1 일반 성형성

  5.1.2 양산 가능성

  5.1.3 검사기술

 5.2 처분용기의 용접성

  5.2.1 일반공정에서의 고려

       사항

  5.2.2 외부공정의 영향성

 5.3 밀봉성능 검사기술

  5.3.1 일반공정에서의 고려

       사항

  5.3.2 검사가능성

15

5

2

2

1

5

3

2

5

3

2

8

9

7

6

7

6

6

103

16

18

7

18

14

18

12

7

5

7

6

7

8

8

103

14

10

7

18

14

24

16

9

7

9

8

8

8

8

121

18

14

9

24

16

24

16

9

8

9

9

8

8

8

126

18

16

9

27

16

24

16

1

4

5

6

5

4

5

65

2

8

5

18

10

12

10

6. 비용

 6.1 제작단가

 6.2 처분관련 용기의 취급비용

10

5

5

4

8

60

20

40

2

8

50

10

40

6

8

70

30

40

9

7

80

45

35

3

8

55

15

40

7. 재질에 대한 사전 경험

 7.1 재질과 밀봉에 관한 공학

     적 경험

  7.1.1 응용성

  7.1.2 경험정도

 7.2 재질에 관한 가용자료

 7.3 재질과 밀봉에 관한 현존

     공학적 기준

  7.3.1 ASTM standards

  7.3.2 기타 기준

10

4

2

2

2

4

2

2

8

6

7

8

8

58

16

12

14

8

8

5

5

6

5

5

42

10

10

12

5

5

9

6

9

9

9

66

18

12

18

9

9

9

9

9

9

9

72

18

18

18

9

9

3

1

2

8

8

28

6

2

4

8

8

평점 합계 491 655 620 572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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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철강 스텐레스강 니켈합금 구리 티탄 합금

주강 탄소강 316L C-22* CDA-1
02 G7*/** G12**

C 0.25 0.22 0.03 0.01 - 0.10 0.08

Mn 1.20 0.6～1.2 2.0 0.5 - - -

Cr - - 16.0～18.0 22 - - -

Ni - - 10.0～14.0 56 - - 0.6～0.9

Mo - - 2.0～3.0 13 - - 0.2～0.4

N - - 0.1 - - 0.03 0.03

P 0.050 0.035 0.045 - - - -

S 0.060 0.04 0.03 - - - -

Si 0.80 0.15～0.40 1.0 0.08 - - -

Pb - - - - - - -

Zn - - - - - - -

Fe Balance Balance Balance 3 - 0.30 0.30

Cu - - - 99.95 - -

Al - - - - - - -

Sn - - - - -

Ti - - - - - Balance Balance

Other

3W
max.2.5C

o
0.35V

-
0.015H
0.4O
0.2Pd

0.015H
0.25O

표 3-26 평가 상재질들의 화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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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비율
(성능/제작성)

65/35 60/40 50/50 45/55 40/60

구 리 714.6 708.1 695.3 688.4 681.9

니켈합금 782.5 776.1 764.0 759.9 754.1

스텐레스강 783.9 789.5 803.1 807.8 814.0

탄소강 755.2 765.2 788.3 797.2 807.9

티탄합금 775.4 769.0 755.5 749.8 742.7

표 3-27 안 성과 제작성의 가 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라. 처분용기 안 성 분석

  처분용기에 한 안 성은 핵임계 해석, 방사선 차폐해석, 구조해석, 열 해석을 

통하여 평가하 다. 우라늄 농축도, 열 발생량 등을 고려하면, 가압 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용기보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한 평가가 더욱 요

한 것으로 단되어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심으로 성능평가를 수

행하 다.

(1) 핵임계 해석

  심지층 처분장에 한 핵임계 안 성은 10CFR60.131(h)에 언 되어 있으며, 가장 

반응도가 높은 조건에서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핵임계도 값이 0.95이하가 되어야 한

다고 언 하고 있다. KDC-1 용기에 하여 핵임계 안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처분장 핵임계 평가를 하여 설정한 기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은 표 3-28에 기재

되어 있으며, 처분용기의 제원은 표 3-29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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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ference

Spent Nuclear Fuel

Number of fuel pins

Number of empty channels

Outside diameter of fuel pin (cm)

Zry-4 clad thickness (cm)

Total fuel length (cm)

Active fuel length (cm)

UO2 density (g/cm3)

Pellet diameter (cm)

Fuel pin pitch (cm)

264

25

0.95

0.064

405.8

365.8

10.16

0.805

1.260

표 3-28 계산에 고려된 기 사용후핵연료 상세 제원

Parameter
Reference

Spent Nuclear Fuel

No. of positions

Pitch between channels (mm)

Channel size, inner (mm)

Insert diameter (mm)

Canister diameter (mm)

Insert material

Insert material density (kg/m3)

Shell material

Nickel/Copper density (kg/m3)

Length of channel (mm)

Length of canister (incl. Cu shell)

4

130

224

920

1,020

Cast ion

7.84

Cu

8.93

4,550

4,730

표 3-29 처분용기의 제원

(나) 계산 모델

  KDC-1 처분용기는 네 개의 가압 경수로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용기는 

주철, 외부 용기는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처분공은 6 m 간격을 이루고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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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 안에는 한 개의 처분용기가 놓여진다. 공학 방벽인 압축벤토나이트가 50 cm

의 두께로 반경방향으로 채워져 있으며, 아래쪽으로 50 cm, 쪽으로는 250 cm로 

채워져 있다. 압축 벤토나이트 외곽에는 천연방벽인 암반이 벤토나이트를 감싸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은 40년이며, 핵연료의 표성을 갖는 핵연료로 농축

도 4.0 wt.%, 방출연소도 45 GWD/MTU의 기 사용후핵연료(이하 PWR45)를 고려

하 다.  연소도 고려(burnup credit)를 하여 235U, 236U, 238U, 237Np, 238Pu, 239Pu, 

240
Pu, 

241
Pu, 

242
Pu, 

241
Am, 

243
Am 등의 핵종만을 고려하 다. 

(다) 평가 결과

  KDC-1 처분용기에 한 핵임계도 계산을 해 SCALE5[3.1.104]와 MCNP4c2[3.1.105]

를 사용하 다. 연소도에 따른 핵종수 도는 SCALE 코드 시스템 내의 SAS2 모듈[3.1.106]

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핵임계도 평가는 이 핵종수 도를 이용하여 MCNP 코드

로 평가하 다. 

  KDC-1 처분용기가 정상 으로 처분공에 거치되었을 때 최  핵임계도를 나타내

는 조건은 1.0 g/cc의 도를 갖는 지하수가 처분용기 바스켓 내와 벤토나이트에 

포화되었을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의 핵임계는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내장한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거치되었을 시, 정상상태에 한 평

가 결과는 표 3-30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불확실도를 포함한 임계도가 0.816을 

나타냄으로써 처분용기  단  처분공은 정상조건에서는 미임계 기 을 만족하

다.  

  비정상 조건은 매우 극단 인 조건으로서 인 으로 추가한 공학 방벽이 모두 

소실되고 핵연료가 천연방벽 내에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벤토나이트가 물에 의

해 소실되고 이차 으로 처분용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질이 소실되어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만 물속에 남은 경우를 고려하 다. 계산 시, 물의 도는 0.6 ～ 1.0 

g/cc까지 변화시켰으며, 집합체 간의 거리는 0 ～ 13 cm 까지 변화시켰다.  가장 

반응도가 높은 조건은 물의 도가 1 g/cc 이고, 집합체 네 개가 상호간에 붙어 있

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핵임계도 값은 0.867로 나타났으며, 불확실도를 고

려하면, 0.946으로 미임계 한계치(0.95)를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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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조건 Keff + uncertainty

정상조건  0.73686 + 0.0791) = 0.816

비정상조건 0.867 + 0.0791) = 0.946

표 3-30 정상상태에서의 핵임계도 평가 결과 

    1) Sum of uncertainties : “불확실도 평가” 항목에서 평가된 값임

10CFR60.131(h)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에 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태에

서 0.95 이하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3-31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불확

실성을 유발하는 인자와 이에 상응하는 불확실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

듯이 총 불확실도는 0.079로 나타났으며, 이 값이 표 3-30에서 불확실도 값으로 반

되었다. 

Factor Uncertainty

Operating history

Declared burnup

Power history

Axial burnup distribution

Control rods

Calculational uncertainty

MCNP statistical uncertainty

Emplacement uncertainty

Isotopic prediction

Long term reactivity change

0.002

0.007

0.002

0.005

0

0.02

0.002

0.001

0

0.040

Total 0.079

표 3-31 총 불확실도

(2) 방사선 차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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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의 설계요건에 의하면 처분용기의 외부표면 근처에서의 방사분해  이

로 인해 생성된 산화물로 인한 이차 인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처분용기 표면에

서의 흡수선량율은 1.0 Gy/hr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에서는 KDC-1 처분용

기가 이를 만족하는지에 하여 평가하 다.

(가) 방사선원 사양  계산 모델

  방사선원항은 앞서 제 3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RIGEN-ARP[3.1.107]을 통하

여 산출한 값을 용하 다. 방사선 차폐계산은 MCNP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계산에 고려된 처분용기와 처분공의 모델  상세 제원은 앞서 핵임계도 평가 시 

고려한 모델과 같으며, 처분용기  처분장 모델과 같다. 흡수선량률을 산출한 치

는 반경방향으로는 처분용기 표면이며, 축 방향으로는 처분용기 앙 부분이다. 

(나) 계산결과  토의 

  표 3-32에는 MCNP로 평가된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선량률이 기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자에 의한 흡수선량률은 감마선에 의한 흡수선량률에 

비해 매우 어 무시할 만 하 으며, 반경방향의 경우 1.0 Gy/hr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de Bottom(Top)

Photon Neutron Photon Neutron

9.86x10-2(3%)a 4.75 x10-5(1%) 5.77x10-1(4%) 7.10 x10-5(1%)

표 3-32 KDC-1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률 계산 결과 (unit : Gy/hr)

a 
Percentage standard deviation

(3) 구조 해석

  처분용기는 궁극 으로 지하 500 m 깊이의 암반 내에 처분된다. 처분 후 처분용

기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될 것으로 상되며, 지하수의 포화에 의해 완충재가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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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처분용기는 이와 같은 압력에 해서 그 건 성을 유지하며, 그 내부에 보

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처분용기의 건 성

을 평가하기 하여 3가지의 하  조건에 하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하  조

건은 스웨덴의 SKB가 자국 내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을 하여 개발한 9가지의 하

조건[3.1.108]  선정한 것들이다. 정상 인 하 조건 1가지와 비균질 하 조건 1가

지, 그리고 암반의 움직임에 따른 하 조건 1가지에 하여 평가하 다.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값은 표 3-33에 제시하 다.

Material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ss 

(MPa)

Nodular cast 

iron
7,200 162 0.3 235 (100℃)

Copper 8,900 117 0.3 60

표 3-33 KDC-1 용기 재료의 물성값

(가) 정상 조건

  처분용기가 암반 내에 묻히게 되면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되며, 이 지하수에 의한 

수압을 받게 된다. 지하 500미터의 치에 처분될 경우 이에 따른 수압은 5 MPa이

다. 한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7 MPa이 최 값으로 상되고 있어[3.1.108] 이 값을 이

용하 다. 정상 조건 시 상되는 하 조건을 그림 3-46에 나타내었다. 한, 처분

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

생하며, 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

열은 냉각시간 50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하 다:

      W/m
3

  
유한요소법으로 해를 구하는 NISA 로그램[3.1.109]을 처분용기의 1/4 형상에 

한 3차원 구조해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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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3-34에 나타내었다. 최  von 

Mises 응력은 내부구조물 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값은 약 74.9 MPa이

었다. 표 3-33에 주어진 바와 같이 구상흑연주철(nodular cast iron)의 최  항복 응

력은 235 MPa 이므로 이때의 안 계수는 약 3.13이 된다. 정상 하 조건에서 고려

하는 안 계수가 2.0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처분용기는 충분이 안 하다.

  

Canister

12 M Pa

12 M Pa

12
M Pa

12
M PaCanister

12 M Pa

12 M Pa

12
M Pa

12
M Pa

그림 3-46. 처분용기 구조해석을 하여 고려한 정상 상태에서의 

하  조건.

Result
Max. 

value

Safety 

factor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74.9 MPa

3.13

(235/74.9

)

Deformation 2.54 mm

표 3-34 처분용기에 한 정상 하 조건에서의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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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상 조건

  지하 암반내의 처분용기가 받게 될 비정상 하 조건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비정상 하 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 칭 하  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이 고정

되고 하 이 그림3-47에 주어진 바와 같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 벤토나이트 

팽윤압 7 MPa을 이용하 다. 

  
정상 하 조건과 같이 처분용기 1/2 형상에 하여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3

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계산한 결과를 표 3-35에 나타내었다. 최  von 

Mises 응력은 정상 하 조건과는 달리 내부구조물 반에 걸쳐 나타나지 않고 처

분용기 양끝 고정단과 하 조건이 만나는 부근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의 값은 약 

111.9 MPa이었다. Nodular cast iron의 최  항복 응력은 235 MPa 이므로 안 계

수는 약 2.10이다.  

Canister

4 MPa

Fixed
ends

L/10

Canister

7 MPa

Fixed
ends

L/10

Canister

4 MPa

Fixed
ends

L/10

Canister

7 MPa

Fixed
ends

L/10
그림 3-47. 비정상 하 조건에서의 구조해석을 하여 설정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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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Max. 

value

Safety 

factor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111.9 

MPa

2.10

(235/111.

9)

Deformation
2.644 

mm

표 3-35 비정상 조건일 때 NISA를 이용하여 구한 von Mises 응력과 변형

(다) 암반 움직임

  지하 암반의 움직임에 해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두께 50 cm의 

완충재로 둘러싸인 처분용기 구조의 반쪽 상부 외곽에 10 cm 수평 암반 움직임이 

순간 으로 발생할 경우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구조변형과 응력을 해석하 다.  

  구조물의 상하 앙 면을 기 으로 모델을 상부와 하부로 나 었을 때, 암반의 

움직임은 구조물의 상부 외곽에 정확히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델의 하부 외곽 

면은 구조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외부 강체인 암반에 의하여 고정 지지되었다고 

가정하 다.  모델 하부에 용된 구속 경계조건에 따라 Case 1과 Case 2로 나 어 

평가하 다.  구조물이 좌우 칭이기 때문에 반 단면 형상인 반 원통을 모델링하

고 그 칭면에서는 칭 구속조건을 가해주었다.

  구리로 된 외부용기와 내부 용기에 해서는 von Mises 항복조건을 용하여 재

료의 항복 조건을 정의하 다.  한 기 항복 이후의 연속항복에 한 경화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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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경화 매개변수함수에 의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동안 응력장에서 그 형

상에 변화가 없다는 등방경화법칙을 용하 다.

  암반 움직임에 한 처분용기에 발생한 응력  변 를 표 3-36에 나타내었다. 

Case-1의 경우 구리로 된 외부용기에서 부분 인 소성변형이 발생하 으나 주철로 

된 내부구조물의 경우 구조 으로 안 하 다. Case-2 조건에서는 50 cm의 완충재

가 처분용기의 구조  안 을 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하 다. 최  변 는 두 가

지 경우 모두 15 cm 정도이었다.  

CASE 1 CASE 2 재료의 항복응력

Max. Deformation (cm) 15.1 14.9 -

von-Mises

stress

(MPa)

copper shell 52.5 20.4 45

cast iron 53.6 23.1 200

표 3-36 암반 움직임에 한 구조물의 변형  응력 해석 결과

라. 취 시 구조해석

  처분용기는 지하 암반 내에서 수압, 팽윤압과 같은 외압을 견뎌야 하며, 처분시설 

운  에도 그 기계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처분용기는 특수 장비에 의해 취

되며, 이를 하여 용기 뚜껑부분에 홀더 부분을 설치하 다. 재의 개념에 의하

면 처분용기의 취 에는 4개의 지부를 고려하고 있다.  지부의 크기는 10.5 cm

를 고려하 다. 이 지부의 구조해석을 하여 고려한 하 조건은 처분용기 자

에 의한 것이다. 직경이 102 cm인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무게는 약 25

톤이다.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3-37에 나타내었다. 최  von 

Mises 응력은 4개의 지부에 집 되었으며 최 값은 12.6 MPa이다. 표 3-33에 주

어진 바와 같이 구리의 최  항복 응력은 60 MPa 이므로 이 때 안 계수는 약 

4.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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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Max. 

value

Safety 

factor

von-Mises stress 12.6 MPa

4.76

(60/12.6)

Deformation
0.015 

mm

표 3-37 처분용기 운반 시 취 장비 설계를 한 구조해석 결과

(4) 열 해석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용기에 넣기 에 40년간의 냉각시간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은 처분용기 설계에 향을 미친

다.  발생 열에 의한 설계 시 고려사항은 열 응력과 처분용기 표면의 최고온도이다.  

본 에서는 처분용기 표면의 최  온도 측면에서 향을 평가하 다. 처분용기 표

면의 최  온도는 각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100℃와 그 값을 비교하 다.

(가) 기조건과 경계조건  열 선원항

  열 해석은 경계치 해석 문제로 기 조건과 경계조건이 히 설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열 해석을 하여 지표면부터 지하 1,000 m까지를 해석 역으로 

설정하 다. 한 문제의 칭성을 이용하여 처분공 1개의 1/4 모델을 용하 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질조건인 화강암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구배는 30℃/km로 알려져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값을 이용하 다. 즉, 지표 



- 204 -

지역의 온도를 15℃로 가정하고 각 깊이별 기 온도는 주어진 온도구배로부터 구

하여 기 값을 설정하 다. 주어진 해석 역이 칭을 이루고 있어 수직 단면에 

해서는 단열 조건을 설정하 다. 지하 1,000 m 지 과 지표면에서는 온도가 일정

하게 유지된다고 설정하 다.

  온도 분포에 가장 민감한 향을 미치는 매질은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

재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완충재의 열 달계수로 1.0 W/m℃를 이용하 다. 열 계산

을 한 선원항은 냉각시간 40년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식을 이용하 다:

     ×        W/m
3

(나) 해석 결과

  열 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NISA 로그램을 사용하 다. 주어진 열에 

한 선원항과 경계  기 조건을 이용하여 처분 후 100년 동안에 해 처분용기 

주변의 온도 분포를 구하 다.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처분 후 19년이 지났을 때 처

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에서 최고 온도에 도달하 다. 그림 3-48에는 최고 온도에 도

달하 을 경우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최고 온도는 98.8℃이었다. 이 값

은 처분시설에서 고려하고 있는 최고 온도 100℃이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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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시간에 따른 처분용기 주변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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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용기 제조 기술성  포장공정 

(1) 처분용기 제조 기술성

(가) 처분용기 제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처분용기는 구리 외부용기와 주철 내부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KRS-1 처분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제안한 한국형 처분용기의 국내 제작성을 

소규모 처분용기 제작을 통하여 검토하 다.  내부용기 제작을 하여 탄소강을 이

용한 사각 바스켓을 제작하 으며, 제작 방법은 평 을 ‘ㄱ’자형과 ‘ㄷ’자형으로 꺾어 

용 하는 방식(그림 3-49)을 통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었다. 사각 바스켓

을 제작(그림 3-50)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조를 통하여 직경 1/2, 길이 1/5의 소형 

용기(그림 3-51)를 제작하 다. 주조 작업을 통해 제작한 결과 어려움은 사용후핵연

료 바스켓과 주조물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의 제거 문제이었으며, 재 국내 기술로 

내부 구조물 제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상되었다. 한, 구리 외부용기 제

작성 확인을 하여 1/10 규모의 용기 제작을 단조를 통해 제작하 다(그림 3-52).  

잉고트(ingot)를 구입하여 단조와 내, 외경 가공을 통해 제작한 결과 설비의 한계 

때문에 단조에 의한 실규모 구리용기의 제작을 수 년 이내에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그림 3-49.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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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KDC-2 

처분용기)

그림 3-51. 주조를 통해 제작한 소규모 처분용기. (KDC-1과 KDC-2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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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단조 작업을 통해 제작한 소형 구리 용기.

(나) 처분용기 제조 시험

  주조를 통해 제작된 KDC-1 처분용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그림 3-53과 

3-54에 주어진 바와 같이 시편을 제작하여 부식 시험과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부

식 시험의 경우 시험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므로 재 시험이 진행 이다. 인장

시험 결과를 표 3-38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상흑연주철의 설

계값으로 이용하 던 235 MPa(표 3-33 참조)를 모두 과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한, 채취된 시편의 조직 사진을 촬 하여 구상흑연주철의 형성을 찰하 다(그림 

3-55).  촬 한 결과를 핀란드 POSIVA에서 제작한 처분용기를 상으로 촬 한 결

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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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KDC-1 처분용기로부터 채취한 시편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

그림 3-53. KDC-1 처분용기 시험시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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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인장시험 시편 채취 모습.

그림 3-55. KDC-1 처분용기 시편의 조직사진(오른 쪽 2개).  왼 쪽 흑백은 핀란드 

POSIVA에서 제작한 처분용기의 조직사진.

  

 

(2) 포장 공정

(가) 사용후핵연료 장 과 취

  빈 처분용기는 포장공장의 트롤리(Trolley)에서 외부뚜껑을 제거한 후 일을 따

라 이송되어 핫셀에 합된다. 핫셀 내에서는 처분용기 내부뚜껑의 윗면이 오염되

지 않도록 Gas atmosphere changing cap을 이용하여 내부뚜껑을 제거한 다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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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기 는 Autoclave의 랰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한 다발씩 Telescopic 

pole crane으로 들어 올려 처분용기의 핵연료장 장고에 넣는다. 장 이 완료된 

처분용기는 Gas atmosphere changing cap을 워 처분용기 내의 공기를 빼내고 불

활성기체(주로 헬륨기체)를 기압정도로 채운 후 내부뚜껑을 덮고, 동 치를 사

용하여 뚜껑을 조인다. 캡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처분용기의 기 성을 검사하

는데, 이상이 없으면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다.    

(나) 용기 외부뚜껑의 용

   사용후핵연료가 장 되어 핫셀에서 분리된 처분용기는 트롤리에 설치된 크 인

으로 외부뚜껑을 처분용기의 정 치로 옮겨 고정시킨 다음, 자빔 용 실로 이송

된다. 용 은 2단계로 나 어 진행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윗 뚜껑의 치를 확실히 

하기 하여 주변 체를 태그(tag) 용 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폐를 하

여 ±0.3mm 허용범  내에서 자빔(electron beam) 용 을 시행한다.

   용  후 용 면에 하여 기계가공을 하고 헬륨 출검사법( 는 음 탐상법)

으로 용 부 에 한 결함유무를 검사를 한다.

(다) 용 부 의 질  요건과 비 괴검사

   용 부 의 품질요건은 다음과 같다. 용 작업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IX (Qualification standard for welding and brazing 

procedures, welders, brazers, and welding and brazing operations)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처분용기의 Pressure Containment Boundary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용 은 ASME Section III-Division 3(Containment systems 

for storage and transport packaging of spent nuclear fuel and high-level 

radioactive material and waste), Class TP(Type B)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용

부 는 액체침투탐상, 육안검사, 와류탐상, 음 탐상, X-선검사 등에 의해 결함검

사를 하여야 한다.

   용 부 의 외부표면에 한 결함은 와류탐상법, 액체침투탐상법, 는 TV카메

라를 이용한 육안검사법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뚜껑의 깃표면과 수직으로 장착된 

검사소자로 검사한다. 부가 으로 용 상태를 60도 각도의 음 탐상법으로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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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다.

  

(라) 사용후핵연료 장 용기의 수리 차, 개   하역

  만약 자빔 용 상태가 부 합다고 정되면 용 부  체 는 부분을 새로이 

용 하는 방법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수리를 하여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다

른 이유 때문에 처분용기를 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개 은 용 표면이 가공

되고 윗 뚜껑의 용 부 에 한 비 괴검사가 수행되는 치에서 시행된다. 동일

가공장비에 좁은 폭의 단 장비를 장착하여 용  부 로부터 2-3 cm 아랫부분을 

단한 다음, 단된 윗 뚜껑을 들어 올려 옮긴다. 뚜껑이 제거된 처분용기는 장  

셀로 이송하여 내부용기의 윗 뚜껑의 나사를 푼 다음, 내부용기의 윗 뚜껑을 들어 

올려 제거한다. 장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 할 때와 동일한 소자로 

들어 올려 제거한 다음, 빈 용기는 제염실로 이송하여 제염한 후 다음 작업을 하

여 공작실로 이송한다. 

바. 제조 비용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장기간 격리하기 해 심부암반에 처

분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처분용기는 공학 방벽으로서 시스템의 요한 구

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 캐나다 등은 이러한 처분용기의 비용을 이미 평가

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여러 가지 비용평가방법에 의한 좀 더 정확

한 원가추정을 추진하고 있다. 

  처분용기 제조원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주요한 원가동인이므로 한국형 처

분시스템의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용기 크기에 한 최 화를 통하여 제안된 

KDC-1 처분용기의 제작단가를 추정하는 것은 처분원가를 결정짓는 요한 연구이

다. 

  우리나라에서 처분용기는 제조경험이 없어 실제원가가 아니라 추정원가이다. 추

정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우선 원가 상을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원가 추정방법은 크게 공학  방법과 원가자료분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가자료분석법은 다시 계정분석법, 고 법, 회귀분석법 등으

로 세분된다. 여기서는 계정분석법을 사용하여 원가구성의 3 요소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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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가산정의 방법은 좀 더 정확한 원가에 근할 수 있도록 꾸 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는 세계 각국의 경제환경 를들면, 

직 노무비와 같은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산정한 제조원가와는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인 원가분석방법을 통하여 실제원가에 근 시킬 

수 있다.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세계 으로 

처분용기를 량으로 제조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1) 처분용기의 제원  제작방법

  36,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데는 총 14,210개의 처분용기가 소요될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이 에서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가 11,375개를 차지

하고 가압 수로 처분용기가 2,835개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었다. 가압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개략 인 제원을 살펴보면 표 3-39과 같다.

 

내부 주철 102cm∅ x 461.5cm(아래 덮게 6.5cm 포함)

바스켓(4개) 22.4cm x 22.4cm x 455cm

바스켓 간격 13cm

외부 구리두께 5cm

표 3-39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1) 제원 

  

  상기와 같은 구조물로 구성된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추정하기 해서는 처분용

기의 제조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방법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기 때

문이다. 처분용기의 외부구리에 한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Roll forming-longitudinal welding

  평 으로 튜 를 제작하는 일반 인 방법이 roll forming and press bending 방법

이다. 이 방법은 가공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길이방향 용 으로 합시킬 수 있

는 반쪽 튜 를 제작할 수 있어 기술 으로 주조방법보다 용기의 건 성에서 유리

할 수 있다.

  Hot Rolling 시 온도는 섭씨 650 ～ 900도 정도가 되며, 구리 의 끝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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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ng하여 Bending 시작 을 만든다. 최소 3개의 롤이 있는 벤딩기계에서 벤딩

을 수행하여 Half Shell을 제작하게 된다. 성형에는 내부 잔류응력이 존재하는데, 이

는 섭씨 250도에서 열처리로 잔류응력이 제거한 다음, 가공을 수행하게 되는데, 구

리의 가공은 일반 탄소강과 달리 Chip 형상이 길며, 가공열에 의해 가공면에 구리 

Scrap이 고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Turning가공 시 가공속도를 크게 할 수 

없어 가공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이는 노무비의 상승 요인이 되므로 Forming시 

그 공차를 최종제품 형상에 근 하게 제조하는 것이 제조원가 감의 요한 인자

가 된다. 

(나) Pierce and draw processing

  균일한 원통형 구리 잉고트를 675℃ 정도로 가열한 다음, 4000톤 스로 Billet 

형태로 제조 는 Piercing 으로 원통형 반제품을 만든다. 그 후 1500톤의 수평 

스로 제품을 제작한다. Extrusion과의 차이 은 아래 덮개를 일체형으로 제조할 

수 있어서 튜 와 아래 덮개간의 용 이 생략될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히 유의해

야 할 은 양질의 균질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하

여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다) Extrusion 

  균일한 원통형 구리 잉고트를 675℃ 정도로 가열한 다음, 싱에 의해 반제품 

형상(길이는 짧고 단면 은 증가)으로 만든다. 그 후 맨드 로 Piercing 하여 원통

형으로 제조한 후, 최종 단면형태의 형틀이 조립된 형 스(30,000톤)로 압출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 용량으로 인한 제약이 크다. 특히 유의해야 할 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직선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하여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라) 주조에 의한 용기제작 방법

  일반 주조방식의 무산소동 주물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조건에서 가격

을 산정하 다. 외부용기를 일체형으로 주물 작업함으로서 용 에 따른 잔류응력의 

제거를 한 열처리  용 부 에 한 비 괴 검사는 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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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따라서 검사항목은 기계가공 후 치수 검사만 한다.

   구상흑연주철의 인장강도가 400 MPa 이상인 GCD 450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하 다. 주조품의 표면에 한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며 검사는 치수 검사만 실시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재질은 Carbon Steel 10 mm + Stainless Steel 3 mm Clad 자재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 다. 국내의 자빔 용 설비로는 길이 4m의 제품에 용이 불가하여 본 

용 은 GTAW 방법을 용하는 것으로 하 다. 용 부 에 해서는 비 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 다. 내부용기의 윗 뚜껑은 Carbon Steel Forging 자재를 사용

하여 기계 가공을 하는 것으로 하 으며, 외부용기의 윗 뚜껑은 무산소동을 주조하

여 단조 가공하는 것으로 하 다.

(2) 재질들의 특성

(가) 내부용기

  주철로 된 내부용기는 외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강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철은 2%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탄소 합 이다. 제작에 사용되는 주철은 2.5 

～ 4%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리탄소의 형상에 따라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데, 주철의 조성과 기계  성질은 표 3-40, 표 3-41과 같다. 그리고 윗 뚜껑과 아래 

덮개의 재질은 강철로 한다. 

구 분 C(%) Si(%) Mn(%) P(%) S(%) Ni(%) Cr(%) Mg(%) Cu(%)

주 철 3.2-4.0 1.5-2.8 0.05-1.0 Max.0.02 Max.0.08 0-2.0 - 0.02-0.08 -

강 철 Max.0.18 Max.0.60 Max.1.1 Max.0.035 Max.0.030 - Max.0.3 - Max.0.3

표 3-40 주철의 화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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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질 온도 20℃ 온도 100℃

 Yield strength (MPa)  250  235

 Tensile strength (MPa)  400  375

 Elongation at failure (%)   22   22

 Young's modulus (GPa)  170  162

 Poisson's number  0.3  0.3 

표 3-41 처분용기  내부용기의 주강재질의 기본 사양 

*주철의 도는 7,200 kg/m
3

(나) 외부용기

  구리로 된 외부용기는 처분용기의 수명인 1,000년 동안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무산소 구리를 사용한다.  외부용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무산소 구리의 기본 사양은 

표 3-42와 같다. 

 성 질  사 양  비 고

 Weldability  O < 5ppm  용접성 저하 방지

 Ductility

 H < 0.6ppm
 기계적 성질(Hydrogen embrittlement) 저하

 방지

 Elongation > 40%
 RT - 100℃
 (열단조물)

 처분장 내에서 4%정도의 일그러짐 예상

 Tensile

 strength,

 ductility

 S < 8ppm
 입계에서의 불용성 황의 존재로 인한 기계적 성질

 저하 방지

 Elongation at
 creep 
 rupture > 10%
 RT - 100℃
 (열단조물)

 처분장 내에서 4%정도의 일그러짐 예상

 Creep

 ductility
 40<P<60ppm

 황 불순물의 영향 감소, 크립 연성 증가, 재결정

 온도 상승, 용접에 미치는 여향 미미  

 Microstructure  입자크기 < 360um
 (열단조물)  

표 3-42 외부용기의 구리재질에 한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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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략 인 제작 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 충분한 기술이 축 되어 있는 Roll forming- 

longitudinal welding 공법을 고려하 다. 

(가) 내부용기의 제작방법

  외곽 주형틀을 만들고 그 안에 바스켓을 거치시킨 다음, 그 바스켓 내부를 주물

사로 채운다. 그리고 바스켓과 외곽 주형틀 사이의 공간에 주조 용융물을 부어 주

조를 한다. 주조 시 탄소강 바스켓은 외부표면이 녹아 주물과 희석된다. 이 게 주

조된 내부용기는 주형틀 내에서 2 내지 3일간 냉각시킨 다음, 틀에서 분리해 내어 

표면에 부착된 주물사를 제거한다. 그리고 이 용기 내의 바스켓들에 한 치수를 

특수 제작된 게이지로 측정하고, 내부용기의 주조물에 한 기공도는 음 탐상법

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용기용 윗 뚜껑과 볼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일 

치에 screws를 만들고, 이 용기의 외곽은 치수에 맞게 잘 다듬는다. 

(나) 외부용기 튜  제작

  50 mm 두께의 외부용기 튜 를 제작하기 하여 우선 60 ～ 65 mm두께의 구리

을 Rolling machine에 걸어 반 원통형상 두개를 가공한 다음 가공 상태를 검사한

다. 이상이 없을 경우는 진공실(0.1～100 mbar)에서 이 들 두개의 반 원통을 길이방

향으로 하여 이음 을 따라 자빔으로 용 하여 원통형 튜 를 제작한다. 그러

나 Rolling Machine의 제약으로 통 길이의 반원형 통을 가공할 수 없을 경우는 반 

원통형상 4개를 가공한 다음 가공 상태를 검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앞에서와 동일

한 용 실에서 이들 4개의 반 원통을 2개조로 나 어 각각 길이방향으로 하여 이

음 을 따라 자빔으로 용 한 다음, 이어서 이들 2개의 원통을 원주방향으로 

하여 이음 을 따라 자빔으로 용 하여 원통형 튜 를 제작한다. 

(다) 외부용기 윗 뚜껑과 아래 덮개  내부용기 윗 뚜껑 제작

  양질의 구조와 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외부용기의 윗 뚜껑과 아래 덮개는 연

속 으로 주조된 무산소 순수구리의 원통형 바(350 mmØ × 1400 mm)에 열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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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연단한 다음, 치수에 맞게 선반 가공하여 얻는다.

  한편, 내부용기의 윗 뚜껑은 탄소강 을 기계 가공으로 제작하는데, 특히 폐기

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내부용기와의 원 주 를 약간 경사지게 그리고 2개의 

O-ring을 병렬로 삽입할 수 있도록 2개의 홈을 내고, 내부용기와의 체결을 한 8

개의 볼트 공을 만든다.

(라) 외부용기와 아래 덮개와의 용

  외부용기를 수평으로 놓고 아래 덮개를 수직으로 합시키는데, 자빔을 수직으

로 가하여 원주방향으로 회 시키면서 용 한다(그림 3-56 참조). 용 부 에 한 

결함 유무는 음 탐상과 Radiographic inspection 방법을 용한다. 

그림 3-56. 자빔용 용 총의 치와 작업개략도. 

(마) 내-외부용기의 조합

   진공실에서 제작된 원통형 외부용기를 수평으로 놓고 외곽용 아래 덮개를 튜 의 

정 치에 합시켜 이음 을 따라 자빔으로 용 한 다음, 음 와 radiography 

탐상법에 의해 용 부 에 한 결함유무를 검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끝부분과 윗

면을 치수에 맞게 가공한 다음, 제작된 내부용기를 이 외부용기에 미끄러지듯 어 

넣는다. 다음엔 취 /운반이 용이하도록 내부용기의 윗 뚜껑을 덮고 볼트로 체결한

다. 한편, 외부용기의 윗 뚜껑은 별도로 취 한다. 

  그리고 외부용기의 윗 뚜껑에는 처분용기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등 취 하는데 

필요한 고리를 재단 한다. 고리 크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장 된 처분용기의 하 과 

처분용기의 처분공 거치시 사용되는 취 장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218 -

(4) 처분용기 제조원가 추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조원가는 제품별로 가압 경수로와 가압 수로로 식 1

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원가함수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제품의 제조원가는 식 2

와 같이 크게 직 비와 간 비로 나  수 있다. 

   ,             (1)

        

   = 직 원가 + 간 원가

   =(가격x직 원가 투입물의 수량) + (간 원가배부율 x 원가동인의 측정치) (2)

    

  식 (2)에서 배부율은 %가 아닌 액의 단 로 계산하며, 원가동인의 측정치는 

를 들면 조업도 시간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는 실제원가가 아니고 추정원가이

므로 보다 정확한 원가를 추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과학 인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3-57과 같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크게 공학 방법과 원가자료분석법이 

있다.

공학적 방법

원가추정방법
계정분석법

원가자료분석법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그림 3-57. 원가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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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학  원가추정방법

  생산방법, 생산효율, 조업시간 등에 한 원가행태를 계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장 은 공학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추정함으로서 다른 방법보다 정확한 원가의 추

정이 가능하며,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일 경우, 즉,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

우에 용이 용이하다. 단 은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조업도와 원가 사

이에 명확한 계를 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 

(나) 원가자료 분석법

① 계정분석법(account classification method) 

  원가담당자가 각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며, 장 은 원가추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비

용이 게 소요되며, 원가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추정원가를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단

은 과거자료에 비효율성이나 비정상 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가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② 고 법(high-low method) 

  과거의 원가자료 에서 최고조업도와 최 조업도의 두 가지 값을 이용하여 고정

원가와 변동원가의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추정방법의 장 은 주 인 

단이 개입되지 않아 객 이고 은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으

로써 최고조업도나 최 조업도가 비정상 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가행태

를 왜곡할 수 있다. 

③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 method) 

  하나 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  변화량을 측정

하는 통계  방법으로서 독립변수의 값에 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측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 장 은 모든 찰 값을 포함하여 통계  방법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가장 객 인 방법이며, 변수의 움직임과 계의 정도, 통계  유의성, 

오차나 분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은 통계학을 이용하므로 계산과정이 복

잡하며, 선형성과 오차의 정규분포 등 통계학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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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원가 비율  단 당 제조원가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는 제작방법에 따라 상이한 원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제작방법인 주조제작과 후 제작을 고려했을 때,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비교하 다.

(가) 구리 후 으로 외부용기를 제작할 경우의 단가

  표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는 약 230,025,862

원으로 추정되었다. 원가 비율 구성을 부품별로 살펴보면 외부용기가 총 제조원가

의 70%를 차지하고, 직 노무비에서 내부용기에 비하여 외부용기가 훨씬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압 수로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는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와 동일한 제조공

정을 가정할 경우, 처분용기내 사용후핵연료가 재되는 바스켓들 사이의 공간이 

어들어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에 비해 2006년 9월 물가기 으로 직 재료비가 약 

1,852만원이 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 바스켓 내부용기
내부용기

윗 뚜껑
외부용기

외부용기

윗 뚜껑
합계

크기
250×250

×4550L

O.D920

×4615L

O.D900

×100t

O.D1020

×I.D920

×4730L

O.D1020

×100t

재질

C.S 15t 

with 3mm 

S.S Clad

구상

흑연주철

(FCD 400)

SS400 순동판 순동판

순수중량

(Kg)
1,840 22,276.3 336.9 6,028.4 653.4 31,135kg

직접재료비

(단가)

3,000,000

(1630원)

40,097,340

(1,800원)

303,210

(900원)

39,184,600

(6,500원)

4,247,100

(6500원)
86,832,250

직접노무비 3,150,000 13,500,000 2,200,000 93,960,000 2,900,000 115,710,000

제조간접비 780,000 4,704,867 455,161 20,751,230 792,355 27,483,613

합계 6,930,000 58,302,207 2,958,371 153,895,830 7,939,455 230,025,863

표 3-43 처분용기의 국내 추정 제작단가(구리후 으로 외부용기 제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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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조에 의한 구리용기를 제작할 경우의 제조원가

 표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제작단가는 217,966,860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부

품별로 제조원가를 살펴보면, 외부용기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가항목에서

는 직 재료비가 제조원가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항목 바스켓 내부용기
내부용기 

윗 뚜껑
외부용기

외부용기

윗 뚜껑
합계

크기
250×250

×4550L

O.D920

×4615L

O.D920

×65t

O.D1020

×I.D920

×4730L

O.D1020

×100t

재질

C.S 10t 

with 3mm 

S.S Clad

구상

흑연주철

(FCD 400)

C.S 

Forging

(ASTM 

A266-4)

순동주물
순동주물

단조

순수중량

(Kg)
1,840 22,276.3 336.9 6,028.4 653.4 37,393kg

직접재료비

(단가)

8,500,000

(4619)

42,346,200

(1,780원)

998,000

(2,962원)

44,110,000

(5,500원)

4,895,000

(5,500원)
100,849,200

직접노무비 3,100,000 17,900,000 1,210,000 66,126,000 5,060,000 93,396,000

제조간접비 1,045,000 5,697,310 291,900 15,430,700 1,256,750 23,721,660

합계 12,645,000 65,943,510 2,499,900 125,666,700 11,211,750 217,966,860

표 3-44 처분용기의 추정 제작단가(주조에 의한 외부용기를 제작할 경우) 

 외부용기 제작방법에 따른 제조원가 구성의 3 요소인 직 재료비, 직 노무비, 그

리고 제조간 비의 원가 비율은 그림 3-58과 그림 3-59와 같다.

직접재료비

46%

직접노무비

43%

제조간접비

11%

       <외부용기 주조제작>

그림 3-58. 주조제작시 원가비율. 

     

직접재료비

38%

직접노무비

50%

제조간접비

12%

          <외부용기 후 제작>

그림 3-59. 후 제작시 원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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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리  주철가격에 한 단 당 제조원가 민감도(후 제작)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주요원가동인인 주철과 구리(순동 )의 

물가변동은 결국 처분용기의 제조원가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그림 3-60에서와 같이 내부용기와 외부용기의 주재료인 주철과 구리의 가격이 처분

용기의 제조원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주철과 구리의 가격은 처분용기

의 제조원가에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구리의 가격은 최근 들

어 높은 가격상승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원재료의 가격은 처분용기의 직

재료비에 향을 주어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1800 2200 2600 3000 3400

백
만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6500 8500 10500 12500 14500

백
만

     <구상흑연주철(GCD 450)>                             <구리>

그림 3-60. 구리와 주철가격의 처분용기 제조원가 민감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외부는 구리로 내부는 주철로 제작하 을 경우,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의 제조원가를 추정한 결과, 외부용기를 구리후 으로 제작할 경우, 

단 당 제조원가는 약 2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제조원가의 3 요소의 비율

은 직 노무비가 50%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한 가압 수로 처분용기는 단

당 제조원가가 약 2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용기를 주조로 제작하

을 경우, 처분용기의 단 당 제조원가는 약 2억 1천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직 재

료비가 46%를 차지하 다. 가압 수로 용기는 가압 경수로 용기에 비해 내부용기

에서 바스켓들 사이의 빈 공간에 채워지는 주철량이 어 직 재료비가 약 1,800만

원이 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념설계에 따라 36,000 tU을 처분할 경우 소요되는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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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개가 필요하므로 결국 처분용기의 총원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원가의 주요한 

원가동인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용기의 재질인 구리의 가격상승을 상할 경우 직

재료비 상승에 의해 처분용기의 제조원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처

분용기 제조원가 산정을 하여 확률론  분석방법 등을 이용한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 처분용기 안분석

  한국형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1)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개념

을 제시하고 제작 인 형태의 용기의 량을 최 화한 것이다.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해서 처분용기의 량을 이는 것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 성과도 매우 

계가 깊다.  처분용기에 한 안 분석을 해서 핵임계 해석과 방사선 차폐 해석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다양한 배열에 해 다른 방안 분석을 수행하 으며, 기존 

KDC-1 처분용기를 더욱 경량화 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처분용기를 제안하

고 이에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 개발된 처분용기는 2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직경은 122 cm 이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량은 략 39톤에 이르며, 이와 

같은 과도한 량은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취  시스템의 설계를 매우 어렵게 하

다. 최근 고 폐기물 처분용기의 경량화를 하여 용기 무게의 부분을 차지하

는 내부 구조물에 한 설계를 검토하여 크기를 최 화하 다. 그러나 기존 KDC-1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배열 방식은 구조상 사용후핵연료와 내부 구조물의 외경

의 거리가 무 작아 이를 개선한 새로운 내부 구조물(KDC-2)을 본 연구에서 제시

하 다.  

  최 화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처분용기(KDC-1)의 외경은 102 cm이며, 높이는 

483 cm이다.  그림 3-61에 KDC-1과 KDC-2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3-6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외경을 가졌을 경우 KDC-1은 사용후핵연료와 내부 구조물 

외경과의 거리가 5 cm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용기 크기를 이기에 어려움이 있었

다. 처분용기 안 연구로 제시한 KDC-2 처분용기에서는 그림 3-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KDC-1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배열을 45도 회 시켰다. 이 경우 사용후핵

연료와 내부 구조물 사이의 거리가 약 8.4 cm가 되어 용기 크기를 더욱 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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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단되지만 3단계 연구에서는 KDC-2 처분용기의 크기를 축소하지는 않

았다.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 추가로 처분용기를 경량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 

KDC-2 처분용기를 이용할 계획이다. 

(1) 구조  열해석

  새로이 제안한 KDC-2 처분용기에 한 구조 해석  열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KDC-1 처분용기와 비교하 다.  구조해석에는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고 있는 NISA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계산에 이용된 하  조건은 KDC-1 성능평가 시 사용하

던 정상 조건과 비정상 조건 2가지이다. 구조해석 결과를 KDC-1 처분용기와 

KDC-2 처분용기에 발생한 최 변형과 von Mises 응력을 표 3-45에 비교하 다.  

두 가지 경우 정상 조건과 비정상 조건에 해 최  변형은 동일하 다.  

  열 해석을 하여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열원을 ORIGEN-ARP 코드

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동일한 경계조건에 하여 KDC-1 처분용기와 KDC-2 처

분용기의 열 해석 결과를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가 100 ℃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과 비교하 다. 열 해석은 구조물에 한 3차원 해석을 이용하 다. 지열

구배(thermal gradient)는 30 ℃/km를 용하 으며, 지표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15 

℃가 유지된다고 가정하 으며,  단면에 해서는 칭 조건을 이용하 다. 해석

결과를 그림 3-6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완충재와 KDC-2 처

분용기 경계면에서의 최 온도는 처분 후 18년에 98.3℃로 나타났다. 이 값은 

KDC-1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최 온도 98.8℃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값이었다. 

이것은 주철에서의 열 도도가 완충재 혹은 암반과 비교하여 훨씬 좋기 때문이다.

 

Load Case 처분용기 종류
최대 von-Mises 

stress (MPa)
최대 변형 (mm)

비정상조건(7 MPa)
KDC-1 111.9 2.64

KDC-2 121.4 2.64

정상조건(12 MPa)
KDC-1 74.9 2.54

KDC-2 78.9 2.54

표 3-45 정상  극한 하 조건에서의 KDC-1과 KDC-2 처분용기의 기계  강

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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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KDC-1  KDC-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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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KDC-2 처분용기 주변에서의 열 해석 결과. 

(2) 핵임계 해석

  공학 방벽인 처분용기에 한 안을 제시하기 하여 핵임계  방사선 차폐해

석을 수행하 다. 앞서도 언 했듯이 기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이 40년이지만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악틴족 원소 핵종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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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냉각이 핵임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 다. 계산은 SCALE5 코

드 시스템 내 핵임계 평가 모듈인 KENO V.a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이에 필요

한 핵종 수 도는 선원항 평가모듈인 SAS2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그림 

3-63은 KDC-1 처분용기에 한 냉각시간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에는 Pu-239의 격한 붕괴로 임계도 값이 감소하지만 약 

100년 후부터는 Am-241 성자 흡수체의 감소효과가 Pu-239의 핵분열성물질 감소

효과보다 커서 반응도가 다시 증가하여 2 ～ 3만년 후에는 5년 냉각한 사용후핵연

료의 반응도와 다시 같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5년 이상의 냉각은 핵임계 

측면에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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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시간에 따른 임계도 변화.

  KDC-1 처분용기에 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간 거리에 따른 임계도 변화를 

검토하 다. 그림 3-64는 KENO V.a 핵임계 계산을 한 KDC-1 모델을 나타내며 

표 3-46은 집합체간 거리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Set 1 군은 악틴족 원소에 의한 반응도 감소효과(actinide burnup credit) 만을 고려

한 경우이며, Set 2 군은 Set 1 군에 핵분열생성물  핵자료가 잘 검증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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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성자흡수단면 이 큰 Sm, Gd, Eu 계열의 핵종을 고려한 경우이며, Set 3 

군은 Set 2 군에 장기간에 걸쳐 성자흡수 효과를 내는 핵분열생성물을 고려한 경

우이다. 계산결과, 악틴족 원소에 의한 반응도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13 cm인 

KDC-1 처분용기의 집합체간 거리를 7 cm 까지 일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물까지 

고려한다면 집합체간 거리를 1 cm까지 일 수 있는 것으로 상된다. 

그림 3-64. KDC-1 모델.

   

거 리 Set 1 Set 2 Set 3

1cm 1.0184 0.9635 0.9497

3cm 0.9772 0.9263 0.9145

5cm 0.9563 0.9069 0.8964

7cm 0.9448 0.8945 0.8833

13cm 0.9168 0.8662 0.8558

표 3-46 집합체간 거리 변화에 따른 임계도 변화(KDC-1)

  마지막으로 집합체 수  배열의 변화에 따른 핵임계 해석을 수행하 다. 처분용

기 내의  배열로서 정방형  방사형을 고려하고, 집합체 수로 4, 5, 9개를 고려하

여 배열  집합체 수 변화에 따른 안을 분석하 다. 그림 3-65는 KENO V.a 핵

임계 계산을 한 방사형용기 모델을, 표 3-47은 집합체 배열  수에 따른 임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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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핵분열생성물까지 고려하면 방사형 

배열은 5개까지 집합체를 장 할 수 있으며, 9개를 장 하는 처분용기 개념은 임계

도가 0.95를 넘으므로 성자 흡수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3-65. 방사형 용기 모델.

   

배열_집합체 수 Set 1 Set 2 Set 3

정방형 _ 4 0.9168 0.8662 0.8558

방사형 _ 4 0.9056 0.8514 0.8382 

방사형 _ 5 0.9700 0.9121 0.8988

정방형 _ 9 1.0767 1.0186 1.0058 

표 3-47 집합체 배열  수에 따른 임계도 변화

(3) 방사선차폐 해석

  앞서의 핵임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형배열, 5개 핵연료를 갖는 처분용기 

모델과 성자 흡수체 용을 가정하여 정방형배열, 9개 핵연료를 갖는 모델에 

한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3-46에 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자 흡수체를 별도 용하지 않아도 핵임계 안 성 조건을 

만족하는 방사형, 5개 핵연료를 장 한 모델은 70년(최소 50년) 이상 냉각하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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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률 기 인 1.0 Gy/hr를 충분히 만족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자 흡수

체를 사용함으로써 핵임계 안 성을 확보하고 핵연료 장 량을 획기 으로 증가시

킬 수 있는 안인 정방형, 9개 핵연료 집합체를 장 하는 용기에 해서도 70년(최

소 60년) 이상 냉각하면 방사선 제한치인 1.0 Gy/hr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  세계 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100 ～ 300년 이상의 장

기 장 개념이 고려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장기 장 개념이 본

격 으로 도입된다면 앞서 얻어진 핵임계  방사선차폐해석 결과를 볼 때, 성자 

흡수체를 용하여 9개의 집합체를 재함으로써 장 량을 획기 으로 증가시키는 

처분용기도 충분히 고려의 상이 될 수 있다. 

냉각시간

(yr) 

방사형 _ 5 정방형 _ 9

측면 바닥 측면 바닥

40 0.116 1.124 0.177 1.597

70 0.052 0.594 0.081 0.744

100 0.026 0.253 0.041 0.371

표 3-48 냉각시간에 따른 흡수선량률 변화 (Gy/hr)

 

(4) 처분용기 수명연장 방안 

  제 3장 제 1  4항에 기술된 처분용기(KDC-1)보다 경제 으로 내식성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렴하면서도 가공성이 양호한 고강도의 재질을 모재

(subsrate)로 선택하여 표면에 피복을 입힘으로써 취 의 용이성 뿐 아니라 경제

인 부담도 은 처분용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재의 표면에 피복을 입히는 근본 목 은 부식억제 외에도 내마모성, 기 연

성, 내열성, 내산성 등의 강화에 있으며, 이를 한 방법도 다양하지만 부분 소형 

모재를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상물은 비교  크기가 

큰 원통형 처분용기이어서 이 용기의 표면을 방식처리 하는데 합할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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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표 인 기술로는 크게 분사기술과 증착기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술들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의 내식성을 경제 으로 강화시키는데 합하거나 연구개발이 뒷받침 된다면 충

분히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기술과 방식재료를 제안하고자 하 다. 방식

에 한 자세한 이론  개 인 방식 기술은 기술보고서(KAERI/TR-2940/2005)

에 수록되어있다[3.1.110].

(가) 분사피복

  용사기술과 온분사 기술의 개략 인 비교를 표 3-49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사기술에서 나타난 열응력의 생성과 잔존하는 단 들을 보완하

기 하여 등장한 기술이 온분사로 보여 지지만, 피복재 선택의 폭에서 보면 오

히려 용사기술이 훨씬 양호한 편이고, 기술의 축 도도 훨씬 앞선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온분사 기술의 용성과 련 장비 개발의 성숙도를 단하기 해서

는 부가 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rmal spray Cold spray

특성

-열에너지 사용

-기계적 결합

-기공 발생 가능성

-피막재 산화 방지

-고밀도 코팅

피복재

-Cr2O3, Al2O3, ZrO2 등과 같은 

불활성 세라믹

-Al, Zn과 같은 금속

-Al, Zn Cu 등과 같은 용융점이 

낮고 연성인 물질

-세라믹 코팅 불가

모재
표면의 부분 용융으로 열응력의 

생성 가능성 잔존
열응력의 생성 가능성 없음

응용착수시기 1960년대 초 1980년대 중반

표 3-49 용사 기술과 온분사 기술의 비교  

  용사피복기술들을 종합 으로 비교한 내용이 표 3-50에 제시되어 있다[3.1.111].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성 측면에서는 고속용사(HVOF), 폭발용사

(Detonation), 감압 라스마용사(VPS), 선폭용사 등이 탁월함을 보이고 있으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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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측면에서는 아크용사와 수안정화 라스마용사가 탁월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성 측면에서는 아크용사가 가장 렴하고 이 밖에 선용사와 분말용사는 기투자비

가 게 드는 이 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 3-51에 의하면, 라스마용사보다 고속용사기법이 더 높은 착강도와 

더 낮은 기공도의 피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피복재의 다양성은 

오히려 라스마용사기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용기의 피복에서 가장 요한 인자가 피복성이라면, 고속용사를 들 수 있을 

것이나, 소재의 다양성에 비 을 둔다면 비록 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 이 있어

도 감압 라스마용사도 좋은 기법일 것이라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실제 인 용성과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처분용기 포장공정

과의 연계성과 작업성  련공정장치의 배치 용이성에 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피복재에 따른 공정변수도 아울러 검토 상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표면피복에 합한 존분사기술로

는 용사기술들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를 들 수 있고, 향후의 개발을 제

로 할 경우는 온분사기술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고속용사와 온분사 기술들의 

특성과 장 을 살펴보면 표 3-52와 같다.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로는 연성

물질이나 세라믹과 같은 강성물질을 피복시킬 수 있지만, 온분사로는 세라믹과 

같은 강성물질의 피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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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용사기법간 상호비교(I)

6,000
E lectr ic  arc
spray

3 ,000 – 10 ,000
300 – 550
>  15 ,000°K

M edium  – F ine
L owP lasm a spray

>  10 ,000
>  550  (M ach  4)
용 융 점 이 상

F ine
N eglig ib leH V O F

>  10,000
65 – 130
3 ,000°C

C oarse
M ediumF lam e spray

B ond  strength
(psi)

P ow der velocity
(m /sec)

T em perature

P ow der size
P erm eabilityP rocess

6 ,000
E lectr ic  arc
spray

3 ,000 – 10 ,000
300 – 550
>  15 ,000°K

M edium  – F ine
L owP lasm a spray

>  10 ,000
>  550  (M ach  4)
용 융 점 이 상

F ine
N eglig ib leH V O F

>  10,000
65 – 130
3 ,000°C

C oarse
M ediumF lam e spray

B ond  strength
(psi)

P ow der velocity
(m /sec)

T em perature

P ow der size
P erm eabilityP rocess

표 3-51. 용사기법간 상호비교(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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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HVOF  Cold Spray Coating

Coating
Materials Unlimited 연성재질

Particle velocity
(m/sec) 1200 500-1500

Oxygen
Content(wt.%) 0.23-0.47 산화물이 없음

Density, % that
of equivalent

wrought material
98 이상 ~100

Hardness 1000 40-102HRC

Tensile adhesion
strength (psi) 12,000 4,350-14,500

Porosity 0.025-5% <0.55%

Coating thickness 0.0005-0.2mm 5 micron to Unlimited

기 타

․ 분말특성 그대로 유지

․ 산화물이 형성되지 않음

․ Solidification Stress가 제

거됨

․ 구리, 스텐레스강, 탄소강, 

알루미늄 등 최소 표면처리 

요함

․ Non-combustion 친환경 

및 재질 회수

․ Ultra-pure coating

표 3-52 고속용사와 온분사 피복기술의 특성 비교 

(나) 증착피복

  물리증착과 화학증착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표 3-53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용기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은 화학증착보다 물리증착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증착기술에 한 세부 기법별 특성을 종합하여 표 3-54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공증착과 이온 은 입자생성을 하여 열에 지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스퍼터링은 로우 방 에 의존하고 있어 피막의 생성속도가 

매우 느리고 형상이 복잡하면 피폭이 불가능한 단 이 있다. 그러나 진공증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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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 은 처분용기와 같은 면 을 피복할 경우 집 된 열에 지원을 형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막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속도

가 매우 느려 산업화는 단히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종합 으로 보아 

처분용기의 피복에는 스퍼터링법이 가장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표 3-54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법들  스퍼터링에 한 세부 공정별 특성에 한 

비교결과를 표 3-55에 나타내었으며, 이 표에 기술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Hollow Cathode Discharge 공정이 타 스퍼터링법들에 비하여 처분용기의 피복에 

가장 용가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단된다.

물리증착 (PVD) 화학증착 (CVD)

정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대상 물질을 

 기판에 증착하는 방법

반응 기체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기판에 증착하는 방법

종류
Sputtering, Evaporation,

Ion plating

PECVD, Thermal CVD

LPCVD, APCVD

장점

Clean process

Easy to control composition

Easy mechanism

Good adhesion

Safe process

High deposition rate

단차 도포성 양호

단점 단차 도포성 불량

High impurity

Using toxic gas

Hardware complexity

적용공정 Ti, TiN, Co, W, 산화물 WSi, W, TiN, Ti, Al, 산화물

표 3-53 물리증착기법들에 한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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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공정 방법 특징

DC sputtering
전압 차이에 의한

스퍼터링
금속 박막 형성

Reactive sputtering
금속 타겟 사용 피복    

및 산화반응으로 형성

금속타겟 사용 경제적,     

재현성, 표면 거칠기 문제

RF sputtering
고주파 플라스마 알곤 

이온 타겟 충돌

다양한 성분 세라믹스

제조 재현성 향상

Ion beam sputtering
이온 빔에 의한 타겟 

스퍼터링

캐토드가 간단하다

대면적 피복이 어렵다

Hollow Cathode      

Discharge

타겟 고주파 플라스마

아크를 이용

증착 속도가 빠르다

대면적화 가능

표 3-54 물리증착기법들의 상호 비교 

종 류 진공증착 이온 플레이팅 스퍼터링

입자생성기구 열에너지 열에너지 운동량 전이

막 생성속도 높음(〈75μm/min) 높음(〈25μm/min)
순금속 외 낮음
(Cu: 1μm/min)

입자 원자, 이온 원자, 이온 원자, 이온

형상 복잡한 가공물 좋지 않음 좋음(막 불균일) 좋음(막 불균일)

가공물의 작은 구멍 나쁨 나쁨 나쁨

금속 피막 가능 가능 가능

합금 피막 가능 가능 가능

내열화합물 피막 가능 가능 가능

입자 에너지 낮음(0.1-0.5eV) 높음(1-100eV) 높음(1-100eV)

불활성기체 피폭 불가능 가능
형상 복잡하면 

불가능

표면과 층간의 혼합 없음 가능 가능

외부 가열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가능 가능하나 안함 안함

증착속도(10-9m/s) 1.67-1250 0.50-833 0.17-16.7

표 3-55 스퍼터링 련 세부공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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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처분 시스템

1.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요건

가. 지상시설

  1) 포장시설 기능  설계 원칙

     지상시설 구성  가장 요한 시설인 포장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가압 경수로/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

수, 사용후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 /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다.

   ∙ 효율 이고 안 한 운 을 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 ,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장 등의 보조기능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설계 원칙 설정에 있어서 시설의 안 성, 기술  유연성  경제성은 

설계시 최  방안선정 측면에서 주요인자이며, 그  안 성 원칙이 가장 우선인자

로 다음의 설계원칙에 용되었다.

   ∙ 시설 내 작업  방사선 피폭이 수반되는 모든 행동은 ALARA 원칙을 용한다.

   ∙ 시설 내에서는 원격운 , 유지보수/제염이 수행되며, 

   ∙ 설계에는 진보된 기술개념이면서도 입증된 기술을 용하며 향후 시설 수정

을 한 유연성과 해체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처분시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가압 경수로/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취

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연간 포장  처분용량과 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은 표 3-56과 같다.  

   ∙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146 canisters/년 ( 기 20년 동안 처분)

   ∙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389 canisters/년 (가압 수로 처분종료 후 30년 

동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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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크기 (cm) 21.4 x 21.4 x 453 10.3 (Dia.) x 49.5 (L)

무게 (kgU)  670 (~440 kgU/Assembly) 24 (~19 kgU/Bundle)

연소도 

(MWd/MTHM)
45,000 ( 4.0 wt. %) 7,500 (0.7 wt.%)

표 3-56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2) 포장시설/공정 설계 요건

  시설 설계를 하여 설정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 일반요건 

    - 시설 형상  배치는 원격취   원격 유지/보수를 해 최 화되어야 한

다. 

    - 방사성 물질 장고  이를 원격으로 취 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 고장장비를 원격 제염하고, 보수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 

취 , 포장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정장비 일반요건

    - 공정 장비는 고정핀과 속해체 조임쇠로 핫셀 바닥 에 고정해야 한다. 그

리고, 장비 보수 경우에는 크 인에 장착된 임팩트 치나 매니퓰 이터로 

속해체가 가능해야 한다.

    - 핫셀 공정장비는 원격취  장비의 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

도록 설계해야 한다. 

    - 공정장비는 취 , 이송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가벼워야 하며, 원격 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최 화  모듈화되어야 한다. 

  

  다) 핫셀 일반 요건

    - 핫셀은 정상/비정상 운 시 셀 통부나 해치 같은 물질 이송시스템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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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 원격 운 이 가능하도록 한 조명/ 측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 수명기간 동안 운  지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제염/유지보수 시스템을 구비

해야 한다. 

    - 작업자에 한 방사선 방호  오염 방지,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3) 포장시설 공정

   가압 경수로/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은 수송용기 수납부터 포장을 

완료한 처분용기를 지하시설로 이송하는 공정까지이며, 주요공정의 개요  흐름은 

다음 표 3-57  그림 3-6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공 정 명 내용

수송 캐스크 수납
  가압 경수로, 가압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수송차량 진

입/오염 등 검사

사용후핵연료 하역/

검사

  핫셀에 접속하여 수송캐스크 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하

역/검사 

사용후핵연료 포장   핫셀에 접속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포장

처분용기 용접/검사   집합체 적재가 완료된 처분용기의 밀봉/용접 및 검사

처분용기 이송   용접검사를 통과한 처분용기는 지하 처분시설로 이송

표 3-57 포장공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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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Canister Repair cell

Packaging Cell

SFA
Unloading

Cask Docking
Area

Cask
Preparation

Area

Cask Receiving
Area

CANDU basket 
Disassembling

SFA
Inspection

Loading SFA
into Disposal

Canister

Cask Maint.
Area

Supply of Empty
Disposal Canister/

CANDU Basket

Failed 
Disposal canister

Disassembling

Welding/NDT Cell

Disposal
Canister
Welding

Welding 
Inspection

Leak & 
Contamination

Test
Disposal Canister

Shipping Area

Transfer to
Access Tunnel

Loading 
CANDU bundle 

Into basket

수송 캐스크 :  
S/F 집합체(PWR) :
CNADU Bundle   :
빈 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 처분용기 :

범

례

Disposal Canister Repair cell

Packaging Cell

SFA
Unloading

Cask Docking
Area

Cask
Preparation

Area

Cask Receiving
Area

CANDU basket 
Disassembling

SFA
Inspection

Loading SFA
into Disposal

Canister

Cask Maint.
Area

Supply of Empty
Disposal Canister/

CANDU Basket

Failed 
Disposal canister

Disassembling

Welding/NDT Cell

Disposal
Canister
Welding

Welding 
Inspection

Leak & 
Contamination

Test
Disposal Canister

Shipping Area

Transfer to
Access Tunnel

Loading 
CANDU bundle 

Into basket

수송 캐스크 :  
S/F 집합체(PWR) :
CNADU Bundle   :
빈 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 처분용기 :

범

례

수송 캐스크 :  
S/F 집합체(PWR) :
CNADU Bundle   :
빈 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 처분용기 :

범

례

그림 3-66. 포장공정 흐름도.

나. 지하시설

1) 일반 요건

 지하시설은 방사성 물질과의 격리를 하여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

여 리하며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은 각각의 독립된 환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처분

장의 평균 공기 교환은 2시간에 1회 이루어져야 한다.

    - 실제 처분장에서의 공기 교환 속도는 처분장 조건과 요구량에 따라 응 가

능해야 한다.

    - 처분장에 필요한 력은 서로 다른 2가지의 원으로부터 이용되어야 한다.  

2) 지하 암반 요건

 고 폐기물 처분시설은 심부지하 화강암반에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암반 

균열 에 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심부지층 암반내의 균열 는 암반의 역학  변 를 야기할 수 있는 연약면이

고 지하수 흐름의 주된 통로가 되므로, 처분장의 건설과 폐기물 처분이 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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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거동과 수리  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처분장주

변에서 고려해야할 균열 의 분류체계를 그림 3-67  표 3-58에 나타내었다. 

    - 처분공과 련된 등  3에 한 처분터 에 직교하는 균열로부터의 처분공까

지 이론 인 안 거리와 그에 따른 처분터 의 증가량을 표 3-59에 나타내었

다.

 

Order
Length

 (m)

Width

(m)

Interval

(km)

T

 m^2/s)

Safety distance

(m)
Regional fracture

 zone
1 >10,000 >100 >4 1E-05 100 (처분시설)

Local major 

fracture zone
2

1,000 - 

10,000
5 - 100 1 - 4 1E-06 50 (처분터널)

Local minor 

fracture zone

3A
500 - 

1,000
1 - 5

1<
1E-07 - 

1E-08

5 (처분공)

3B <500 <1 3 (처분공)

Bedrock fracture

 system
4 <10 <0,01 - <1E-9 -

표 3-58. 처분장 주변 균열  분류체계

Width of fracture

 (m)

Sum of safety istances

 (m)

Total

 (m)

Interval/1000 

m

Proportion

(%)

0,1 6 6,1 2 1,22

1 10 10,1 2 2,02

5 10 15 2 3,00

표 3-59. 3등  균열 에 따른 안 거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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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처분장 배치시 고려할 균열  개념.

3) 기타 요건 (지진, 환기, 운  요건 등)

처분시스템은 지진이나 극단 인 기상조건과 같은 기치 않는 조건에서도 그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지진에 의한 설계 기 은 수평 가속도 0.2 g, 수직 가속도 0.13 g이다.

    - 처분시설 설계를 한 지열구배(thermal gradient) 설계기 은 30 ℃/km이다.

처분장과 환기 시스템의 성능기 은 다음과 같다.

    - 처분장 내부 온도가 통제구역의 경우 +10℃에서 +50℃를 유지하며, 비통제구

역의 경우 +10℃에서 +40℃를 유지하여야 한다.

    - 처분장 내부 공기의 상  습도는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규제기

에 의하면, 실내에서의 공기  먼지와 기체의 농도는 다음 표 3-60에 주어

진 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 처분장 운 과 련한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침 조의 부피는 펌 가 48시간 동안 정지할 경우에도 지하수 유입을 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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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장 운  기간 동안 처분장 내의 방사선을 측정/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 처분장에는 비상 탈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임의의 지하 시설로부터 지상으로의 탈출구는 반드시 2곳이 되어야 하며, 지

하시설의 요원들은 1시간 이내에 지하시설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공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작업자를 한 피난처( , rescue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 검출 시스템  방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Item Value

SO2 0,25 ppm/hr

CO 25 ppm/hr

NO2 0,15 ppm/hr

CO2 1000 ppm/hr

HCHO 0,1 ppm/day

Pb 3 μg/m3/day

Dust 150 μg/m3/day

표 3-60 내부 공기 포함된 개스  먼지의 최  허용치 

4) 지하 연구시설 요건

지하연구시설(URL)은 처분시설의 실제 건설을 시작하기 에 건설될 정이다 

(Kukkola et al. 2003). 향후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장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다. 지하

연구시설에서 수행될 연구는 처분실증과 지하암반 조사이다.  

처분실증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처분공 굴착

- 뒷채움  러깅 (처분터 에 한 실규모 실증, 처분공의 , 러그 구

조물 설치 등)

- 처분용기 취  (처분용기 운반, 처분용기  완충재 블록 설치)

지하 암반 조사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처분장 운 을 한 모암의 합성을 검증하기 한 조사: 를 들면, 지질학



- 243 -

 매핑, 시추, 지진  조사, 암반의 구조  안정성 조사  모니터링

- EDZ 구역 발생 최소화를 한 굴착 방법의 최 화를 한 EDZ 구역의 조사

- 처분지역에서의 지하수 성분  수리학  조건 조사

- 모암의 열  특성 조사

- 모암의 흡착 특성  확산 특성 조사

- 처분장에서의 미생물 발생 조사

한, 처분장 건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처분장 지역에의 향( , 지하수 

유동의 변화 등)을 평가하기 하여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시작 에 처분 정지에 

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상 시설

가. 개 요

   1) 가정사항

       최종처분시설의 지상시설은 처분동굴 운 과 동일한 2040년에 운 개시하

며, 가용기반시설이 없고 처분장 상부에 치하여 독립 으로 운 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처분시설 계획을 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설  운  원칙으로서, 처분장은 단계 으로 건설하고 건설과 병행하여 처

분장을 운 하며, 처분터 의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처분한 후 처분터 은 뒷

채움하는 것으로 한다. 

   - 본격 인 처분장을 건설하기 에 부지특성 시험을 한 URL을 건설하며, 그 

구성은 Shafts, 설비시설, 진입터 , 넬터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시험을 

한 몇 개의 처분터 로 한다.

   - 최종 처분장 운 에 있어서 기 운 기간 20년 동안은 가압 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146 처분용기/년으로 1개 포장라인에 1 처분

용기/일로 한다.

   -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되면, 이 후 30년 동안 가압 경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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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가압 경수로 처분 379 처분용기/년으

로 원활한 처분을 하여 2개 포장라인으로 개조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최종 처분시설 부지

     최종 처분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상부지를 가정하여 설계하 으며, 

지상시설은 작업 종류에 따라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처분용기 샤 트 인근 시설 : 포장시설, 운 시설, 안내  방문자 시설, 

                                   벤토나이트 콘테이  장시설

     •작업 샤 트 주변시설 : 작업 샤 트 건물, 사무실, 용수시설, 

                              보일러실, 폐수처리시설

     • 쇄암 장시설

   주출입구는 포장시설에 근 한 운 건물 인근에 설치되며, 근 통제는 운 시

설에서 집 리하게 된다. 한, 포장시설은 핵물질 장/취 이 수행되므로 별도

의 보안벽으로 분리하고 고정경비가 필요하며, 작업샤 트 주변시설은 일반산업계

와 동일한 보안체계로 가능하고 고정경비는 필요하지 않다. 

  3) 부지 배치의 원칙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시설의 배치를 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존재하는 주변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망, 력망 등)의 이용을 극

화한다.

   - 실제 설계시 이 , 이블  수송거리는 최소화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치는 근 화한다. 를 들어, 력 공 시설은 력소비

시설에 근 시켜 배치한다. 

   - 부속 시스템의 기능을 집 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즉, 

를 들어, 압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간 장고를 별도의 시설에 설치하지 

않고 포장시설에 치시킨다. 

   - 설계 단계에서부터 처분시설 방문객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문가 그룹, 일

반 방문객 분리하여 처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방문객 그룹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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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스 1 로 이송이 가능한 규모인 약 50여명 내외로 한다. 

  4) 력 공

  처분시설로의 력공 은 20 kV로 하며 독립된 별도의 비용 력공 원을 구

비한다. 변환시설의 치는 포장시설, 작업샤 트 시설  처분동굴의 통제구역, 비

통제 구역, 암반 쇄시설로 하며, 작업샤 트(Working Shaft : WS), 처분용기 리

트, 작업자 리 트시설에는 건식 변환기를 설치한다. 력공 센터는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포장시설 력공 센터와 작업 샤 트 력공 센터를 두

며, 각 공 센터로부터 공 되는 시설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고, 공 센터로부터 

소요시설까지의 연결은 지하 이블망을 사용한다.

     •포장시설의 력공 센터 : 운 시설, 안내시설  지하의 통제시설에 공

     •WS 력공 센터  : WS 사무실, 처분장의 비통제구역에 력공

  정 에 비하기 한 비용 디젤발 기는 용량 600 kVA로 비용 력공 원

이 치한 곳인 포장시설에 치시킨다. 

  5) 난방, 온수공   하수 처리

     처분장 지상  지하시설의 난방은 구역난방(District Heating) 시스템을 이용

하며, 지상시설에서의 최  가열량은 10 MW로 한다.

  처분장 내의 난방은 비통제 구역의 경우 열교환기는 작업샤 트에 설치하여 난방

을 공 하며, 통제구역의 경우 열교환기를 포장시설에 설치하여 난방을 공 한다.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용수공 이 어려울 경우에는 potable water 생산시설을 구비

한다. 

  하수 처리시설은 주변 용수보다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암반 출수를 정화

할 수 있는 수조를 설치하고, 정화 후 바다 는 지역하수로 배출한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일(oil)은 별도 분리하여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정화시스템에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처리하며, 생활하수는 2000 l 라스틱 콘테이 로 처리한다. 

  지하 처분장의 출수는 작업샤 트를 거쳐 1단계로 펌핑하여 지상으로 올리며, 

암반 출 수의 경우는 펌핑 에 침 처리한다. 처분장의 출수와 지하수 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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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부터 처리된 오수  유수는 검사 후 직  바다나 지역 하수망으로 배출가

능하다. 

  6)  수송 망

   가) 원칙

      처분장내에서 는 처분장으로의 수송은 수송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처분장으로 들어오는 량물 수송, 처분장 내에서의 량물 수송, 경량물질 수송 

 작업자 이동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의 수송은 분리되도록 하여 상호 간섭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처분부지로의 량물 운반물질 : 사용후핵연료, 빈 처분용기, 장비기계, 건

설재료, 벤토나이트 블록 등

  - 처분부지 내에서의 량물 운반 : 굴착암, 벤토나이트 등 운반

  - 경량물질 운반 : 기타 재료 수송  공 , 처분부지로부터의 쓰 기를 외부

로 수송

  - 작업자 이동 : 기본 으로 처분부지로 는 처분부지로 부터의 이동은 개인

차량 이용

    나) 량물 수송

        량물의 수송은 처분장 지상시설의 평균 포장율에 근거하여 육상 수송 

는 해상수송을 고려한 물질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를 들어, 사용후핵연료는 32개

를 재할 수 있는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격주로 2개씩 도로수송하며, 신규의 처분

용기는 격주로 처분장으로 수송한다. 

      다) 경량물 수송

   처분장 내에서의 경량물인 일반물품, 음식 등은 매일 이송 는 수시 이송

하며, 건설 폐기물, 침 수의 침 물  먼지 필터는 자체 dump에서 처리하는 것으

로 한다. 한, 유기물질 등은 지역 쓰 기장에 주 1회 이송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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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작업자  방문객 이동

   지상 시설로의 작업자 이동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공용차량으로 이

동하는 것으로 하며, 운 시설과 작업자샤 트 사무소 건물에는 주차장 시설을 구

비한다. 

  방문객은 버스를 이용하며,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정보센터 부근에서부터 이

동하는 것으로 한다.

  7) 처분장 작업자

      작업자는 3교  근무를 하는 보안요원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야간 동안 포장시설의 통제는 운 건물에 있는 보안센터에서 감시하도

록 한다. 작업자는 필요없이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을 교차하게 되는 것을 피하도

록 다음과 같이 작업자 동선을 처리한다. 

  - 핵물질 취  작업자는 통제구역 근이 가능한 운 건물에서 근

  - 작업자 샤 트 리 트는 처분시설 건설  터  뒷채움을 해 사용

  - 굴착암 쇄작업은 외부계약자와 수행

  8) 처분 부지의 건물  구조물

     처분장 지상시설의 주요 시설  구조물은 다음과 같으며, 가상 부지에서의 

배치 개념은 그림 3-68에 보이는 바와 같다. 

- 처분용기 샤 트 주변 : 포장시설, 운 시설, 시실, 정보센터, 방문객시설

- 벤토나이트 콘테이  장구역

- 작업 샤 트 시설

- 굴착암 장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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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가상부지에서의 지상시설 배치개념.

나. 포장 시설 (Encapsulation Plant)

  1) 포장시설 설계 기

    가) 생산율

        처분장 지상에 치한 포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처분용기의 생

산율은 다음과 같다. 

     - 가압 수로 : 2040년 운 개시 후 20년 동안 2,835 개 처분용기 생산

       •146 처분용기/년, 3 처분용기/주

     - 가압 경수로 : 가압 수로 처분 후 30년 동안 11,375 개 처분용기 생산

       •379 처분용기/년, 8 처분용기/주

  따라서, 시설 규모의 기 을 1 처분용기/일/라인으로 고려할 때, 가압 수로는 1

개 포장라인, 가압 경수로는 2개 포장라인이 필요하게 되며, 가압 수로 사용후핵

연료 포장을 완료하게 되면, 가압 수로라인은 가압 경수로 라인으로의 수정을 고

려한다. 

  다) 포장시설 설계원칙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재하는 포장시설의 설계원칙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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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시설 배치를 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료는 직선형 포장라인에서 포장

       •핫셀, 용 챔버  검사챔버는 포장라인 상부에 치

       •처분용기는 궤도 에 장착된 처분용기 이송기로 이송

     - 핫셀은 2가지 사용후핵연료형에 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포장라인은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을 완료한 후 가압 경수로 포장

을 하여 2개의 포장공정 라인을 설치한다.

     - 사용후핵연료 인수공간/처분용기 장고는 2가지 사용후핵연료 형에 해 

공용으로 사용한다.

     - CASTOR V/32 수송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1개 수송용기당 32개의 가압 경

수로형 사용후핵연료가 수송되며, 이 수송용기의 제원은 외경이 2.451 m, 

높이가 5.029 m, 무게는 125 톤이다. 1개 수송용기로 8개의 처분용기를 생

산하게 되며, 포장시설에는 1개월 운 용량인 5개의 수송용기 장고를 구

비한다. 

     - 가압 수로 수송용기의 제원은 지름이 1.42 m, 높이가 5.71 m이며, 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총무게는 약 50톤으로, 1개 수송용기당 1개 처분용기

를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은 33개들이 바스켓으로 취 하며,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은 처분용기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해

야한다.

     - 처분용기의 임시 장고는 1 개월 운 분량인 40개의 처분용기 재용량을 

구비한다.

     - 처분용기의 처분장으로 이송은 처분용기 샤 트(용량 50 톤)로 이송하며, 이

때 샤 트의 속도는 3 m/s로 한다. 

     -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하며, 벤토나이트 

블록 장고는 포장라인 상에 배치한다. 한, 벤토나이트 블록 장고의 

용량은 1개월 운 용량으로 재사용가능한 철제박스로 취 한다.

     - 방문객에 해서는 포장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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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  등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내에 설치된 장비  용기에 한 안 등 은 다음에 기술

한 바와 같다. 

     - 처분용기 : Safety Class 2.

     - 사용후핵연료 취  시스템  장비  : Safety Class 3.

     - 기타  : Safety Class 4 는 Non-Safety Category.

2)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가압 경수로/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

용후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

/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 효율 이고 안 한 

운 을 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 ,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기능별 공정 등 설명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후핵연료 인수  장

     - 수송 트 일러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하역하고 검사(핵물질 보장

조치 등 서류 포함)를 수행한다.

     - 수송용기의 방진 커버를 제거한 후, 차량/방진 커버 세척, 충격 흡수장치 제

거  외부 오염도를 검사한다.

     - 수송용기 수직 환 후 지하 이송복도로 하강시키며, 필요시 임시 장( 장

고 용량 : 5개 가압 경수로 수송용기 는 15개 가압 수로 수송용기 

장)한다.

     - 궤도 이송 트 일러를 이용하여 수송용기를 이송한 후, 핫셀 속  빈 처

분용기를 핫셀에 합시킨다.

     - 사용후핵연료가 재된 수송용기는 무게 140톤, 빈 처분용기의 최  무게는 

약 25 톤 정도이다.

     - 수송용기는 이송복도에서 사용후핵연료 하역을 한 다음 비작업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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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락이 설치된 교환실을 통하여 작업실 진입.

       •외부 뚜껑 볼트 제거, 외부 뚜껑을 제거, 지지 임에 거치.

       •수송용기는 가스분 기의 수분량과 방사능을 검사/기록.

       •수송용기 불활성 기체 교체.

       •내부 뚜껑의 볼트를 제거하고 수송용기 어 터를 설치 : 핫셀 내 내부 뚜

껑용 어 터를 설치함.

     - 어 터가 설치된 수송용기는 핫셀에 합한 후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하역이 완료된 수송용기는 작업실로 돌려져 어 터를 제거하고 내/외부 뚜

껑 볼트를 조인다.

   나) 핫셀작업 : 처분용기 포장

     - 수송용기가 핫셀에 속되면 Kr-85와 같은 오염된 공기의 외부 출 방지를 

하여 핫셀은 압을 유지한다. 

     - 사용후핵연료 하역작업 시작 에 포탈 크 인으로 수송용기 상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핫셀 구역 내에서 수송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습식으로 수송되므로 포장 에 건조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하여 압력용기(autoclave)의 내부 랙에 장한다.

     - 처분용기도 수송용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핫셀에 합한다. 처분용기 외부뚜껑

인 구리뚜껑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핫셀 내부로 반입하지 않고 외

부에 치시킨다.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취 장비인 원격 크 인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

용기에 재하며, 이때 취 장비의 제어  계측장비는 유지보수를 용이하

게 하기 하여 핫셀 외부에 설치한다.

     -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한다.

       •가압 수로 핵연료는 건식수송 : 건조가 필요 없음.

       •연료 다발은 바스켓(33개 들이)으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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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켓를 직  처분용기에 재.

     - 정상 운 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은 지하며, 비상시를 고려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구를  설치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 셀은 오염방지를 하여 스테인 스강으로 라이닝한다.

     - 노심부품/기타 속부품-제어 과 검침기 등은 수송용기로 포장시설에 이송

/포장하여 처분한다.

   다) 처분용기 용   검사

     -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 후 구리 뚜껑을 처분용기에 장착시킨다.

     - 구리뚜껑의 용 은 자빔 용 방법 는 마찰교반 용 방법을 용하며, 

자빔 용 방법을 한 진공 챔버는 방사선 방호장비를 구비하되  용   

작업자의 근은 할 수 없도록 한다. 

     - 자빔 용 기는 수직 치로 장착되며 고정식이고 처분용기를 회 하며 용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다.

     - 용 결함 발생 시 결함부  보수를 한 재용 을 수행하며, 재용 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해체 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용기에 

재하도록 한다.

     - 용 부 의 건 성 검사를 해 용 부 가공 후 비 괴 검사수행- 음 검사  

 /X-ray 검사를 수행하며, 개략 인 방법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음  검사 - 검사장비를 처분용기 검사 부 에 치시킨 후 처분용기를 

회 하며 검사.

       •X-ray 검사 - 특수 챔버에서 수행하며, X-ray 검사기는 고정, 회 에 

수직으로 장착된 처분용기를 회 하며 검사수행.

   라) 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용기 이송

     - 처분용기 검사가 완료되면, 자동조정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처분장 는 임

시 장고로 이송시킨다.      

     - 포장이 완료된 처분용기의 임시 장고는 필요시 20 개의 처분용기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이 당하며, 임시 장 없이 직  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차를 축소하고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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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벤토나이트 블럭 취

     -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에서 제조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처분시설

에서의 취 은 속재 박스로 포장하여 지게차로 수행한다.

     - 벤토나이트 블록 장고는 포장시설에 치시키며, 처분용기 샤 트를 통하여 

처분장으로 이송시킨다.

     - 지하시설에 임시 장고를 구비하여 벤토나이트 블록을 임시 장한다.

   바) 제어 기능

     - 포장시설에 필요한 제어기능으로는 생산 제어, 공정 제어, 핵물질 보장조치 

제어, 방사선 감시, 출  선량 제어, 근 제어 등이 있으며, 핵물질이 취

되는 포장시설과 처분장에 한 지속 인 감시가 필요하다.

     - 핵물질 보장조치는 핵물질의 서류 리로 시행하며, 비 괴검사 방법으로 국제 기

에 따라 핵물질의 질과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시설에는 계측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공정은 완  자동화  원격작업으로 수행되며, 통제실은 감시만 수행하도

록 한다.

     - 구리뚜껑 용 을 한 자빔 용 기 는 마찰교반 용 기, 링기, 용 검사 

장비  사용후핵연료  취 장치 등, 기계장비 구입시 제어시스템 등이 포함

된 완 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 폐기물 리  최종 처분

     -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운  에는 주로 핫셀과 수송용기 제염시 고체  

액체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들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포장시설 해체폐기물을  

처분하기 하여 처분용기 샤 트 부근에 포장시설 운 /해체 폐기물의 최종

처분동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방사선구역 환기설비에서 발생한 폐필터 등의 폐기물은 포장 후 처분장에 

처분한다.

     - 핫셀 유지보수시 발생된 부품은 제염실에서 제염  보수가 불가능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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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장하여 처분한다.

     - 부분의 폐기물은 시설 해체시 발생하며 모든 핫셀 부품은 처분장에 처분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정폐기물 총량은 해체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3,000 m3 

정도로 상된다.

3) 지상 포장시설 설명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은 처분시설의 가장 요한 시설로서 이 시설의 치에 따라  

타 시설의 치가 결정된다. 이 시설은 핵물질을 취 하는 시설로 통제구역에 치

하며 타시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규모는 82 m(L) × 46 m(W)로 총 부피

는 약  60,000 m
3

로 바닥은 -8.4 m(최  -12 m), 최고층은 +9.6 m, 지붕높이는 

+14.50 m이며, 포장시설  공정개념은 그림 3-6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69.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공정개념.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의 각 치별 설명은 그림 3-70 ～ 3-71  다음에 기술하

는 바와 같다. 

   가) EL -12.00 m

     - 정수  통제구역 배수시스템의 집수 탱크가 치한다. 력을 이용한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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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되며, 바닥 배수시스템실은 배수를 한 펌 가 구비된다.

     - 바닥에는 여과시스템과 필요한 부속설비 등이 치한다.

그림 3-70. 포장시설 지하층 개념

그림 3-71. 포장시설 1층 개념

   나) EL -8.4 m

     - 포장시설 내의 요한 작업이 수행되는 층으로서, 이 층의 높이는 가장 긴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포장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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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는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수송용기 이송복도로 하강

시키며, 수송용기의 보호커버를 제거하고 수송용기로부터 표면오염도 측정을 

하여 시료 채취를 하며, 수송용기의 표면세척을 한 설비가 구비된다. 수

송용기 이송 복도의 바닥과 벽은 스테인 스강으로 라이닝한다.

     - 처분용기는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에 의해 이

송하며, 이송복도의 궤도를 따라 구동한다.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는 승하강 

기구가 있어 처분용기를 핫셀 바닥과 용  챔버 로 함이 가능하도록 한

다.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로부터 핫셀로 인양된다. 처

분용기에 재 에 집합체는 압력용기(autoclave)에서 건조되는데, 압력용기

는 핫셀 내 임시 장고로도 사용가능하며, 압력용기의 부속 시스템을 한 

장고는 핫셀 아래에 치시킨다. 압력용기는 사용후핵연료 건조 는 임시

장 목 으로 사용가능하며 가압 경수로형과 가압 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한 공용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처분용기 이송복도의 검사실에서 X-ray 장비를 이용한 처분용기 뚜껑 용

부에 한 검사가 수행된다. X-ray 빔 방향으로부터 보호를 하여 2.5 m 

콘크리트 차폐막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처분용기를 회 시키고 방사선빔

을 고정시킨다. 

     - 처분용기 임시 장소에서 처분용기는 최종 처분장으로의 이송을 기하게 

되며, 임시 장소는 차폐막 후면의 처분용기 이송복도와 연계된다. 임시

장소는 40 개의 처분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처분용기는 자동

안내차량으로 리 트까지 운반되어 지하처분장으로 이송된다.

   다) EL -3.6 m

     - 이 치는 시설의 간 치로서, 이 곳에 있는 유지보수 복도는 청정구역

에 속한다. 유지보수 구역에서 방문객은 차폐창을 통하여 포장공정을 견학할 

수도 있으며, 각 종 이블실도 이 구역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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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L 0.0 m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는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인수되고 장되며, 6개의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재 장고가 확보된다. 인수구역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인양하고 이송하기 하여 인양용량이 140톤인 

릿지크 인이 구비된다. 

     - 새로운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인수되고 재된

다. 이곳에는 40개의 처분용기를 임시 장하기 한 장고가 확보되며, 새

로운 처분용기는 릿지 크 인으로 처분용기 이송복도의 처분용기 이송 트

롤리로 직  통하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하강시킨다.  

     - 공정  가장 요한 작업은 핫셀과 용 챔버인 그라운드 벨에서 수행된

다. 핫셀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로부터 집합체 인출, 압력용기로의 집합체 

이송  처분용기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하역크 인이 구비되

어 있다. 

     - 핫셀에는 처분용기를 한 합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내부 처분용기의 가

스 분 기를 교환하고, 처분용기의 내부 뚜껑을 조이며, 내부 처분용기의 

상태를 검한다. 처분용기 합구의 구동기는 핫셀 밖의 유지보수실에 

치한다. 

     - 핫셀은 체를 스테인 스강으로 라이닝한다. 핫셀은 진공환기 시스템과 방

사화 입자 여과 시스템이 구비된다. 핫셀의 진공시스템은 크러드(crud)나 

핵연료 부스러기 는 입자를 집진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처분용기의 집

합체 삽입구에 쓸어 넣을 수 있도록 한다. 

     - 포장공정의 제어 복도는 핫셀 벽 뒤에 치시키며, 운 자는 제어복도에서 

차폐창을 통하여 핫셀을 직  육안으로 보며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용 챔버는 처분용기 이송복도 궤도의 상부에 치하며, 이는 사용후연료 

처분용기를 용  진공챔버에 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처분용

기의 뚜껑은 자빔용 기로 진공챔버에서 용 하거나, 마찰교반용 으로 

용 한다.  자빔 용  는 마찰교반 용  시스템의 부속설비는 용  챔

버에 치시키며, 진공챔버는 방사선 방호설비가 구비되고, 용 챔버는 용  

에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X-ray 검사기계는 용 챔버 부근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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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 액체폐기물 고화시설은 그라운드 벨에 치시킨다. 그라운드 벨에는 방

사화 물질 작업장이 있으며, 기 공  시스템실과 장/비축실이 치한다.

     - 벤토나이트 블록 장고는 포장시설의 끝부분에 치하며, 완성된 벤토나이

트 블록은 처분용기 리 트를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송된다. 벤토나이트 

블록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분용기 리 트로 이송되도록 팔 트 에 포장

된다.

   마) EL 11.8 m 

     - 11.8 m 치는 간층으로서 제어실과 포장시설의 계측제어 장비실이 이 층

에 치한다. 핫셀 공기 냉각  정화실은 핫셀 인근에 치하며, 통제구역

의 진공시스템 센터도 이 층에 치한다. 

     - 4.8 m의 유지보수 복도는 핫셀 둘 에 설치되며, 방문객은 여기서 차폐창을 

통하여 핫셀에서의 작업 견학  사용후핵연료 인구수역에서의 작업 견학이 

가능하다.

   바) EL 15.40 m 

     - 환기설비와 처분용기 리 트 장비실이 이 층에 치한다. 

     - 처분장 통제구역 환기설비는 처분용기 샤 트에 근 하여 치하며, 이 게 

함으로써 환기 덕트는 구조물을 수평으로 통하지 않고 직  환기구역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 비통제구역과 통제구역으로의 환기를 한 설비는 

별도로 설치한다.

     - 핫셀 제염센터와 방사물질 작업장도 이 층에 치하며, 보수 는 교체가 

요구되는 핫셀 부품은 직  처분 상이 아니면 우선 제염센터로 이송되어온 

후 방사성물질을 취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이송된다. 이러한 공정 차를 

하여 인양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 Operating Building (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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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 시설의 목

      운 시설은 고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의 행정기능  포장시설 운 /유지

보수 설비를 집 화하기 한 시설로, 작업자 식당  응 센터, 처분장으로의 통제

구역 승강기,  근 통제 리센터, 선량감시  방사능 출 통제센터, 보안센터 등

으로 구성된다. 이 시설은 탈의실을 포함하여 방문객 5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

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운 시설 주요 기능

      운 시설의 주요기능은 포장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을 통

제하는 것이다. 포장시설에서 작업자를 한 복지시설은 방문객과는 별도로 설치하

는 것이 필요하며, 운 시설의 통제지 을 통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처분장의 통

제구역 진입되도록 하고 방문객은 지하의 탈의실에서 의복교체 등 방사선 구역진입

을 한 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통제소는 주출입구 바로 앞에 치시켜 주출입구를 통하여 운 시설로 근하도

록 하는데, 포장시설로의 근은 지하 복도는 통제구역 진입용, 지상 복도는 비통제

구역 진입용으로 하여 2개의 복도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선량 리는 

통제지 과 동일하게 집 리 하도록 한다. 

  경비/경보센터는 통제소에 설치하며, 경비는 최소 요원 2명에 의해 감시하도록 하

고, 소방설비는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소방서/구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한다.

  3) 운 시설 설명

      운 시설은 작업샤 트 건물방향으로 포장시설에 인 하여 치하며, 규모는 

건물길이 42 m, 폭 16 m,  부피는 120,000 m
3 

정도이다. 직원 복지실  기술

리실과 통제구역진입을 한 통제소는 지하층에 치하며, 작업자 용 복도  승

강기 설치를 설치한다. 

  출입구 홀과 통제소, 작업자 식당, 방문객 캐비넷은 1층에 치하며, 응 센터, 화

장실  차량 통제소도 1층에 치시킨다. 2층부는 유지보수용, 기술지원  행정용

으로 사용하며, 개방형 사무실로 하는 것보다 개인 사무실형으로 하는 것이 선호되

며, 모든 층에는 공용회의실, 휴식과 회의실이 치하고 환기설비는 옥상층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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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4) 운 건물의 특성

     시설로의 근을 효율 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주 통제는 모든 방

향의 감시가 가능한 홀 앙부에 치시키며, 지하 통제소는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직통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3-72는 운 시설 개

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3-72. 운 시설 개념.

라. 작업샤 트 시설(Workshaft Building)

  1) 작업 샤 트 시설 목

      이 시설은 처분장 건설 작업 통로로서 모든 건설 장비 투입통로, 굴착암 배

출  뒷채움 재료 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통제 구역으로의 환기, 

암반 출수 펌핑, 용수와 기 공   처분장 비통제구역으로의 진입을 한 통

로가 된다. 한, 장비 유지보수를 한 공작실, 비통제구역 환기설비  뒷채움

을 한 벤토나이트 간 장소도 이 시설에 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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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샤 트 시설의 주요부  기능

      작업샤 트 시설은 그림 3-73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주요부  그 기능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가) 작업샤 트

   - 작업샤 트 건물에서의 작업은 작업샤 트와 작업샤 트 승강기부근에 

집 된다. 

   - 작업샤 트는 10톤 용량의 승강기를 구비한다 : 굴착암 배출, 뒷채움재 

수송, 자재  작업자 수송, 처분 터 과 처분홀 굴착토 배출.

   - 승강기는 작업자용과 장비용을 구분하여 구비한다 : 작업자와 굴착암은 

동시에 이송 불허.

   - 작업샤 트 벽에는 20 kV 력공 선을 설치한다.

   - 출수 배수를 한 이   음용수와 용수용 이 를 작업 샤 트에 

설치한다.

   - 처분장 비통제구역의 환기를 한 샤 트를 설치한다.

    나) 벤토나이트 간 장

   - 뒷채움재 혼합설비를 처분장에 치시키며, 뒷채움재의 혼합비율은 30 % 

의 칼슘벤토나이트와 70 %의 쇄암을 이용한다.

   - 일일 최  벤토나이트 소요량은 약 200 ton으로, 20 ft 콘테이 (용량 : 

벤토나이트 약 20 톤)로 하루 10개의 콘테이 가 소요된다. 벤토나이트는 

200 kg들이 용량 백에 포장한다.

   - 벤토나이트 컨테이 의 수송은 용 이송장비를 이용하며, 콘테이 로부

터 승강기로의 벤토나이트 재는 지게차를 이용한다.

    다) 력 공 센터

   - 력공 센터는 작업샤 트 자체 력과 처분장 비통제구역 소요 력을 

공 하기 하여 작업샤 트시설에 치시킨다.

   - 가장 큰 력 소비체는 작업샤 트 승강기이며, 이를 한 변환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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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어시설, 압 스 치기어 캐비넷  력 측정계는 력공 센터

에 설치한다.

     라) 장비 공작실

   - 작업샤 트 건설과 련있는 장비는 승강기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는 

장비 공작실에서 해체한다. 

   - 처분장 기계의 유지보수는 장비 공작실에서 수행되며, 특히 처분장의 

지하 공작실에서 만들 수 없는 정확도가 요구되는 장비의 수리는 장비

공작실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 굴착암 재 차량, 분쇄기, 분쇄암 컨베이어  건설 장비는 20 톤 크

인, 용 기, 가공기, 검사기 등이 설치된 공작실에서 유지보수하며, 자장

비도 장비 공작실에서 보수한다. 

   - 유효 압 세척기가 구비된 장비세척설비가 장비공작실에 설치되며, 배

수 시스템은 오일류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작실 사무실은 벽 외부에 설치하여 충분한 채 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  기타 공구 장을 한 장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환기설비 시설

   - 비통제 구역에 한 환기설비는 작업샤 트 시설의 1층에 치시킨다.

   - 환기설비는 인입팬, 배출팬, 인입공기건조기, 인입공기가열기, 열회수기 

등으로 구성하며, 배출 공기 배기 구역에는 소음기를 장착한다. 한 배

출공기 팬과 병렬로 연기 배출기도 설치한다.

   - 비통제 구역의 공기 환기율은 100 m
3

/sec 정도로 13,000 Pa 압력으로서  

2 MW가 필요하다.

    바) 굴착암 인양  뒷채움을 한 쇄암 수송

   - 굴착암은 작업샤 트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인양한다. 인양된 굴착암은 사

일로로 이송하고, 이곳에서 굴착암 장고로 이송하며, 처분공의 굴착토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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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암은 장고로부터 재기를 이용하여 재 사일로로 이송하며, 사일

로 규모는 약 20 m
3

 로 한다. 사일로의 충 은 연속작업으로 수행되며, 

사일로에서 계량하여 승강기를 통하여 처분장의 뒷채움 치장으로 이송

한다. 벤토나이트는 큰 백에 장되어 작업자용 샤 트 승강기를 이용하

여 처분장으로 이송한다.

   - 뒷채움재 혼합설비는 비교  큰 규모의 용수 소비원이므로, 혼합을 한 

서비스 용수는 작업샤 트를 이용하여 운송한다.

     사) 작업샤 트 리 트

   - 작업샤 트는 철재 제작 가이드(로  형태의 가이드 사용 가능)가 필요하

며, 균형추는 자체 가이드가 필요하다.  

   - 드럼형 리 트 설비는 작업샤 트 건설기간  사용하며, 운 기간 에

는 마찰형 호이스트 설비(friction hoist machinery)를 사용하도록 한다.

   - 균형추가 10 톤이면 모터는 약 1,000 kW가 소요되며, 리 트 용량은 110 

톤/h 으로 한다.

  3) 작업샤 트 건물 설명

   - 작업샤 트 지름을 6 m로 건물규모는 40 m (L) × 20 m (W) × 30 m (H)이

며, 부피는 12,000 m
3

 이다.

그림 3-73. 작업샤 트 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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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샤 트 사무실 

     이 시설은 작업샤 트 시설과 처분장 비통제구역 작업자용 시설, 직원용 복지

를 한 시설로, 암반역학 실험실과 화학실험실, 굴착 코어 장소 등이 치한다. 

지하 처분시설 건설시 수집되는 지질 정보는 이 건물에서 분석하며, 처분장 비통제 

구역으로의 방문객 객을 수행한다.

  1) 주요 기능

     작업샤 트 사무실의 주요 구성  각 기능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가) 사무실

      - 지질 측정자료 수집/분석, 비 암반 특성  지질 기술 모델링과 수정/보

완을 수행한다. 

      - 지하수 모델 생성  유동을 분석한다.

    나) 유지  서비스 기능

      - 방문객 객(방문객 규모 50명), 방문객 탈의실, 방문객을 한 충분한 화

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를 한 별도의 복지시설 이 필요하다. 

    다) 장 기능

      - 굴착된 코어시료 장 선반은 작업샤 트 인근 1층에 치시키며, 코어

장박스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송한다.

      - 장소는 7.2 m(H) × 15 m 규모의 두개 선반을 확보한다. 2층 실험실에서 

는 코어시료에 한 사진촬   상세분석을 수행하며, 2층으로의 이송은 

서비스 리 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 코어 장고 맞은편에는 러그, 호스, 밸   선 등을 한 장고가 

있으며, 장고는 서비스 리 트 가까운 장고를 제외하고 복층구조이다.

    라)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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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리 실험실은 2층에 치시키며, 서비스 리 트를 이용하여 시료를 

이송한다. 뒷채움 재료 실험실은 이 건물에 치시키며, 실험실 계측장비

를 한 공작실을 치시킨다.

  2) 작업샤 트 사무실 건물 개요

      이 건물은 작업샤 트 건물 인근에 치하며, 규모는 50 m(L) × 16 m(W)로, 

부피는 약 8,000 m
3 

이다.

바. 용수시설  가열센터

   1) 목

     가) 용수시설은 처분시설  처분장에서의 음용수와 시설 용수를 생산하는 시

설로 지역의 용수라인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소방수로 사용할 수 있는  

200 m
3 

용량의 수조탱크도 구비한다. 

      나) 가열 센터는 처분시설의 난방을 한 시설로 지상  지하 처분시설은 

구역 난방 시스템을 사용한다.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며, 탱크는 100 m
3

로 가열센터

와 인 하여 설치한다. 화재진압설비 장고는 가열센터 부근에 설치하며, 이 장

고는 60 m2 정도 규모로 한다. 

   2) 주요 기능

      용수시설  가열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가) 공정  서비스 용수 생산

        ․지역 용수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소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200 m
3

 용량 탱크를 확보한다.

        ․지하 처분장을 포함한 시설 내 음용수/서비스 용수를 생산하며, 화학  

분석과 필터가 필요하다.

        ․평균 일일 소요량은 100 m
2

, 용수시설로부터 나오는 배 의 지름은 60 

m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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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시설의 생산량은 300 m
3

/day로 한다.

     나)  구역 난방열 생산

        ․연간 열량 생산량은 20,000 MWh로 하며, 이  지하처분장에서의 소요량 

12,000 MWh이다. 

        ․포장시설의 열소비량도 비슷한 수 으로 한다. 

        ․가열을 한 오일은 200 ton/month으로 한다. 

        ․평균 가열 력은 20,000/8,760 = 2.36 MW이며, 최  보일러 용량은 약 

10 MW로 한다. 최  가열 력이 10 MW 면, 구역난방 배 은 유속이 4 

m/s로 제한될 때 1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열 센터로부터 소비장소까지는 구역난방 배 으로 유도된다. 비통제구

역은 작업 샤 트시설에서 가열되고, 통제구역은 포장시설에서 가열된다.

  3) 시설 설명

     용수시설과 가열센터는 작업샤 트 부근에 설치하며, 시설규모는 용수시설은 

12 m(L) × 12 m(W)  부피 1300 m
3

, 가열센터는 20 m(L) × 12 (m)  부피 약 

2200 m
3

 이며, 이 시설의 굴뚝은 30 m 높이로 설치한다. 화재진압설비  용수시

설은 가열시설인근에 설치하는데 이 경우 공용 이  채 을 이용한다. 용수시설은 

추후 필요시 제거가능 하도록 가열시설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 정보 센터

  1) 목

     이 시설은 고 폐기물 처분시설에 한 정보제공 서비스  방문객 견시

설로 구 , 가변  시실 설치, 시  공동이용 계획 수립, 방문  국제 연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정보센터 설명

     정보센터에 한 개념은 그림 3-74에 묘사하 으며, 이 시설에 한 설명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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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는 운 시설과 인 하여 도로 측면에 건설한다.

- 규모는 48 m(L) × 18 m(W)로 부피는 약 10,000 m
3

이며, 120 명 수용가능

한 가변 시실과 음향실이 1층에 치한다. 한, 기념품 가게, 음식 , 식

당, 부엌, 화장실 등도 1층에 치시킨다. 

- 2층에는 사무실과 구 시실이 치하며, 그 층으로 사무실, 세미나실, 

 공기 조화설비가 치한다. 

     - 정보센터 입구의 홀은 밝고 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4. 정보센터 개념.

아. 굴착암 장소

  1) 굴착암 장

     지하 처분장으로부터 작업샤 트를 통해 지상시설로 인양되어 장고로 차량

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굴착암은 이 시설에서 장된다. 장소 바닥면 은 약 

55000 m
3

 이며, 높이는 약 10 m, 쌓기 경사는 40 도로 이때 부피는 약 350,000 m
3

 

이며, 이는 1년 반 정도의 인양 굴착암 양과 일치한다. 장고는 쇄기와 쇄암 

장소가 포함되며, 그림 3-75에 묘사된 바와 같다.

  2) 쇄기

     굴착암 쇄기는 이동형이며 쇄암을 이동하는 컨베이어는 고정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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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쇄작업시에는 물을 분사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굴착암은 쇄암에 

유기물이 함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쇄 에 압축수로 세척한다. 쇄는 필

요에 따라 주기 으로 는 연속 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고 쇄 공정  시간은 

뒷채움 공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분석하여 최 화할 필요가 있다.

  3) 쇄암 장소

      쇄암은 1개의 더미로 장하게 되며, 1개 더미의 규모는 20 m(바닥) × 6 

m(높이), 길이 200 m 정도로 이때 부피는 약 15,000 m3이며, 뒷채움 1달반의 분량

으로 설정한다.  다량의 분진 발생에 한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 시에는 

장소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쇄암은 산 loader로 작업샤 트 건물 1층의 재 

사일로에 이송시키며, 사일로의 용량은 20 m3이며, 쇄암은 이곳에서 지하시설 뒷

채움 비실로 이송시킨다.

그림 3-75. 쇄암 장소 개념.

3. 지하 시설

가. 처분시스템 THM 거동  구조안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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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시스템 THM 분석

     지하 처분시스템의 처분장 배치를 도출하기 하여, 심지층 지하 처분환경에

서의 지하공동/구조물 장기  THM 거동을 분석하 다. 해석 방법으로는  2차원 불

연속체 해석코드(UDEC)로 열-수리-역학  연계기능을 활용한 수치해석 방법과 3

차원 유한차분 해석코드(FLAC3D)를 사용하여 해석 목 에 따라 한 해석 역

을 설정하고 열-역학 , 수리-역학  연계해석을 수행하 다. 

    가) 열, 수리, 역학  연성거동 분석  최  처분장 배열 도출

        지하 처분 심도, 터 간격, 처분공 간격  복층 처분장 층간간격을 변수로 

처분장 주변에서의 열-수리-역학  연성거동 변화를 분석하여 최  처분장 배열을 

도출하 으며, 해석모델은 터  길이 250 m, 터  폭 5 m, 터  높이 6.15 m, 처분

공 깊이 7.83 m이며, 2개의 리군을 포함한 불연속체 모델을 이용, 각 단계별 열-

수리-역학  연성거동을 분석하 다(표 3-61).

  단층처분장의 경우 처분공 간격 6 m, 처분터  간격 40 m, 터 깊이 400 m이며, 

복층처분장의 경우 처분공 간격 12 m, 처분터  간격 40 m, 복층 처분장 상층은 

지하 400 m, 하층은 지하 500 m에 치하는 것이 열-수리-역학 으로 가장 안정한 

배열로 나타났다.

      

                             
stages
  results

initial
after 

excavation
after waste 

emplacement

500years 
after waste 

emplacement

displacement
(cm)

crown - 0.95↓ 2.7↓ 6.6↑

bottom of canister - - 0.1↑ 8.1↑

floor center - - 1.0↓ 7.9↑

roof-wall intersection - 1.2← 3.0↙ 9.7↖

max. 
principal 

stress,
(MPa)

above crown 10.0 17.3 34.0 97.9

below deposition hole 10.4 23.4 23.5 56.1

above canister - - 3.6 3.9

center of tunnel - - 3.9 3.8

bottom of model 38.6 39.6 39.8 48.2

max. temperature, 
o

C 60.0 60.0 60.0 63.9

표 3-61 처분공 간격 6 m, 처분터  간격 40 m인 단층처분장에서 각 단계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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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직/수평 처분환경에서 지하공동/구조물 장기  THM 거동분석

      수평처분장에서 용기간 간격을 선정하기 하여 처분공과 처분용기의 간격을 

변화시키며 분석하 으며, 처분장 체를 포함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지표에서부터 

지하심부 1,000 m까지 심도별로 주변 암반의 장기  온도변화를 추정하 다.

  수평처분장에서 열  기 을 만족하는 처분공의 간격과 처분용기의 간격은 각각 

40 m와 7 m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3-62). 수직처분장과 수평처분장의 열역학  거

동은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수직처분장에서 처분공 바닥부에서 응력

집 이 크게 발생하여 수직처분장 건설시 처분공 바닥에 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

로 단된다.

굴착 방법 수직처분장 수평처분장

모델 상부의 최 변  (400m심도) (mm) 48.2 (50년 후) 42 (50년 후)

최 주응력 (MPa) (버퍼 최고온도 도달시) 120.45 (18년 후) 36.17 (13년 후)

최소주응력 (MPa) (버퍼 최고온도 도달시) 11.25 (18년 후) 11.28 (13년 후)

소성 역 × ×

버퍼의 최고 온도 (℃) 97.5 (18년 후) 93.6 (13년 후)

표 3-62 수직처분장과 수평처분장의 열역학 해석 결과

  그림 3-76은 체 처분장의 심을 통하는 수직선상에 있는 암반의 기간별 온

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처분 기에 처분장에 인 한 암반의 온도는 약 70℃ 이상

으로 증가하며, 처분 후 100,000년 후에는 암반의 기 온도분포에 근 할 만큼 감

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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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처분장 주변암반의 장기 인 심도별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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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처분장을 포화된 암반내에 건설하므로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수압을 

고려하여 처분장 굴착에 한 역학  안정성과 지하수압의 변화를 평가하고 완충재

와 뒷채움재의 지하수 유입을 검토하 다. 상 암반은 포화된 상태에서 고유한 투

수계수를 갖는 등가 다공성 매질(equivalent porous medium)로 가정하 으며, 굴착 

직후 터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모두 배수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처분터 과 처분공 굴착 직후에 굴착면 부근 암반의 지하수압은 격히 감소하

며, 굴착 후 하루정도 지난 후에는 지하수압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지하수 유

동만 발생하는 정상상태에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으로 인해 처분터 의 

천단에서 최  2.6 mm의 변 가 발생하 으며 이는 지하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역

학  해석의 결과(최  1.4 mm, 터  벽면)에 비해 약 2배 큰 변 이며, 발생된 최

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은 각각 43.6 MPa, 16.1 MPa(인장)으로 소성 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처분공 벽면의 상부에서 상 으로 큰 인장응력이 발생되어 이 부분에 

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다) 처분용기/터  배치 방안 

      심지층 처분장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이의 열 도도는 처분장

의 처분터   처분용기 배치 설계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이다. 그림 3-77

은 완충재의 두께가 50 cm인 경우의 처분공과 처분터  간격 변화에 따른 완충재

의 최고 온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처분장의 열  기 에 부합하며, 처분장 단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는 처분터 과 처분공의 간격이 각각 30 m와 7 m, 그리고 

40 m와 6 m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해석의 결과를 토 로 처분터 과 처분공의 간격이 각각 30 m × 6 m, 30 m × 7 m, 

35 m × 6 m, 40 m × 6 m인 네 개 모델을 이용하여, 50년간의 열-역학 안정성을 

분석하 으며, 폐기물 처분 후 50년간의 열역학  해석 결과는 표 3-63에 요약하

다. 각 모델은 방사 붕괴열로 인한 암반의 팽창에 의해 역학  안정성이 하되었

고, 특히 처분공의 상부와 처분터 의 천단부에 상당한 응력집 이 발생하 고 인

장응력은 주로 터 의 측벽부에서 발생하 다. 결과 으로, 처분터 과 처분공의 간

격이 30 m × 7 m 는 35 m × 6 m인 경우는 열 기 에 부합하고 굴착시 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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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이 처분된 후에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해서 응력집 과 과도한 소성 역

이 발생하 다. 따라서, 처분터 과 처분공의 간격이 40 m × 6 m인 경우가 열역학

 측면과 처분장의 면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합리 일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에도 국부 인 응력집 과 소성 가 발생하는 역에 한 보강은 여 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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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처분터 /공 간격에 따른 완충재 최 온도.

처분터널 * 처분공 간격 30m×6m 30m×7m 35m×6m 40m×6m

모델 상부의 최대변위 (300m심도) (mm) 112.0 96.0 95.0 82.7

처분터널의 최대변위 (mm) 76.8 65.6 64.9 56.5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최대변위 (mm) 54.0 46.6 46.1 40.4

응력집중

(최대주응력 (MPa))

처분터널 173.8 149.0 150.9 134.3

처분공 202.9 182.0 181.9 166.5

최대인장응력 (MPa) 8.2 8.3 8.0 7.7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최대온도 (℃) 91.9 86.0 87.3 84.0

표 3-63 50년 후의 각 모델의 해석 결과

2) 처분시스템의 구조 안정성 분석

   불연속면의 향을 고려한 처분공의 정량  배열 방안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터 의 크기/형상/굴착방법에 따른 구조안정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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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처분시스템의 규격에 따라 넬터 , 처분터 , 처분공 등을 실제 규모로 모델링

하고 굴진장과 굴착순서를 고려하여 역학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 다. 

   가) 불연속면의 향을 고려한 처분공의 정량  배열 방안 선정

       처분장내에 존재할 수 있는 단층 쇄 와 처분공과의 이격거리를 선정하기 

하여 3차원 불연속체 해석코드인 3DEC을 이용하여 단층 쇄 의 향을 분석하

다. 분석변수는 쇄  두께, 이격거리, 쇄  물성으로 하 으며, 총 12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3가지 변수  쇄 의 두께는 처분공의 안정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공과 쇄 의 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 

쇄 의 물성과 두께가 변하더라도 쇄 는 처분공의 역학  거동에 거의 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장에 단층 쇄 가 존재할 경우, 쇄 와 처분공과의 최소거리

를 3 m 이상으로 이격시켜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암반 내에 처분장을 굴착할 경우에 한 역학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리의 빈도  방향성, 리의 물성 등을 변화시키며 17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리군의 주향 방향과 터 의 축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역학 으로 불안정하므로 암반내의 주된 리군의 주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터 을 

굴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리의 물성보다는 리의 기하학  특성, 특히 리의 

치가 처분장의 안정성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터 의 벽면 하부

에 리가 교차할 때, 그리고 처분터  바닥과 처분공의 교차부 에 리가 통할 

때, 리면을 따라 가장 큰 변 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구조를 피하여야 하고, 터

의 천단 아치부에 리가 통할 때는 역학 으로 큰 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

려 아치부에 평행하게 인 했을 때 구조 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 처분터 의 크기/형상/굴착방법에 따른 구조안정성 분석

      3개의 처분공을 포함한 모델을 이용하여 처분터   처분공의 굴착 순서를 

고려하여 역학  안정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하여 처분터 의 1회 굴진장은 3 m

로 하여 수행한 결과와 처분터 과 처분공을 동시에 굴착한 모델의 해석결과와 비

교하 다(표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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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처분장 굴착에 한 구조안정성 해석결과 처분장 주변암반에 발생된 응력집

의 크기는 암반의 강도보다 훨씬 작은 값을 보 으며, 소성 쇄 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  벽면에서 최  1.4 mm의 변 가 발생했으며, 처분장의 

굴착과 운 에 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단되며, 처분터 의 1회 굴진장과 

처분공의 굴착순서를 고려한 경우와 처분터 과 처분공을 동시에 굴착한 경우의 결

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넬터 의 굴착에 한 안정성과 넬터 /처분터 과의 교차부에서의 역학  

안정성을 분석하 으며, 굴착순서는 넬터  굴착후 처분터 을 굴착하는 것으로 

하 다. 넬터  굴착후 발생한 응력은 암반 강도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소성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면에서의 최 변 는 1.8 mm로 넬터  굴

착에 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단되며(표 3-65). 넬터 의 벽면에 처분터

을 굴착한 후에는 응력집 과 변 가 더 커지고, 특히, 교차부의 벽면 하단에서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 으며 터 주변에 범 하게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78). 

굴착 방법 분할굴착 동시굴착

모델 상부의 최대변위 (400m심도) (mm) -0.4 -0.3

처분터널의 최대 수직변위(mm) 

(천단/바닥)
-1.1/1.2 -1.0/1.2

처분터널의 최대수평변위(mm) 1.4 1.4

최대주응력 (MPa) 33.84 31.87

최소주응력(인장응력) (MPa) -0.8 -1.43

표 3-64 분할굴착과 동시굴착 해석 결과

굴착 방법 파넬터널 굴착후 처분터널 굴착후

굴착면의 최대변위 (mm) 1.8 (터널 벽면) 2.3 (교차부 상부)

최대주응력 (MPa) 36.34 53.43 (교차부 하부)

최소주응력(인장응력) (MPa) -1.05 -1.44

표 3-65 넬터 과 처분터  굴착후의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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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교차부에서의 변 .

  3) 지하공동/구조물의 장기 괴거동 분석

     지하 처분환경에서 암반 크립변형에 따른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장기  괴

거동 분석과 보강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를 하여 한국형 처분시스템 모델을 이

용하여 장기 (1,000년) 거동을 평가하고 보강설계를 하여 소성 역 발생과 처분

터 의 변형형상을 분석하 다.

   가) 처분환경에서 암반 크립변형 거동 특성 분석

       처분장이 치하는 상암반을 양호, 보통, 불량의 3등 으로 구분하여 암반

의 괴 역을 추정하고, 처분용기의 안 율을 평가하 다. 평가결과 처분구조물이 

구조 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는 처분 후 약 400년이 되었을 때이며, 이때 암반 

등 별 소성  발생 역은 그림 3-79에 나타낸 바와 같다. 처분장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해서는 양호한 품질의 처분부지 선정이 매우 요한 인자이다. 한, 해석

모델  역에 걸쳐 규모의 지반상승이 발생하는데, 이 변 는 1,000년 동안 지

속 으로 이루어지고, 1,000년 후에 지표면에서 약 15.1 cm, 처분터  주변에서 약 

13 cm의 변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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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암반 등 별 소성  역의 부피.

 

  나) 장기  괴거동 분석  보강방안 도출

      처분장 주변암반의 소성 괴는 처분터 의 천단과 바닥(처분공 상부)에서부

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상하로 확장되어 처분터 의 상단과 처분공 주변에 소성 가 

발생하고 처분터  벽면부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터 의 자체변형은 7 mm 이내의 값을 보 으며, 터 의 크기가 수직으로는 

확 되고 수평으로는 축소되는 변형형상을 보 다. 크리트/록볼트 보강재에 의한 

아치효과에 의해 처분터  벽면부의 내공변 를 감소시키고 천단부 암반 괴에 의

한 암반 탈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뒷채움재의 다짐 도 향상을 통해 터 의 

내공변 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 한국형 수직 처분시스템(KRS-V1) 개념설계

  1) 개요

    본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수직형 처분에 한 개념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지하처분장 부지는 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화강암반을 기반암

으로 하는 일반 인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비 개념설계의 범 는 추후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추가 인 개념설계를 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서 세부 으로는 다음과 같다.

 

• 지하 처분장 터   시스템 등에 한 비 개념 설정 

• 지하 처분장의 건설 방법  추후 폐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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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처분장 운  방법 설정 

• 기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하 처분장 안개념 도출

 

한, 본 한국형 수직 처분시스템에 한 비 개념설계의 결과는 향후 다음 사

항들을 해서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 장기 안 성 분석을 한 자료  

• 처분부지 조사를 한 로그래  

• 차후에 으로 수행할 항목 도출과 같은 기술 인 연구에 있어서의 

지침  

•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된 일반   이해 당사자들과의 정보교류 수단 

• 일반   문가들과의 토론을 한 근거 자료 

• 사업 계획 개발  

• 산  기  산출을 한 공학  자료 

  가) 처분시스템 설계 가정사항

 처분장은 한반도의 해안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처분장의 지질 

특성 자료는 설계요건 기술보고서[3.2.12]에 기술되어 있다. 기본 으로 처분장은 바

다 에는 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 다. 그러나, 처분장이 바다 에 치한다 

할지라도 같은 개념이 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은 지표면

과 처분장을 연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수직갱(Vertical shaft)이 용되면 

지상시설  지하처분장은 육지(Island)에 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설비

시설(Technicalroom)과 수직갱은 반도에 치하고, 지하 처분 역은 해 에 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앙터 (Central tunnel)의 길이는 자의경우보다 더 길

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안으로 수직갱을 사용하는 신 경사진 터 을 사용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사진 터 은 사람  재료의 이송에 유리하다. 그러

나, 환기를 해서는 상당량의 공기가 필요하며, 공기정화에필요한 이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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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수직갱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

처분장의 심도는 500미터로 가정하 으며, 기술 인 측면에서 처분장은 이보다 상

부 는 하부에 치할 수 있다.

처분장은 다음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처분구역

• 설비시설  통제구역에서 지상시설로의 연결부

• 설비시설  비통제구역에서 지상시설로의 연결부

처분구역은 처분터 , 넬터   앙터 로 이루어져 있다. 넬터 은 처분터

과 앙터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앙터 은 통제구역에서 비통제구역

으로 통하고 있으며, 넬터 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구역에 치한 설비시설은 처분용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2개의 환기용 

수직갱 등 4개의 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통제구역에 치한 설비시설은 이와 상

응하여 진입터 , 작업자용 수직갱, 2개의 환기용 수직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장 배치 개념

     처분 역은 포장시설 아래에서 굴착된다. 그림 3-80에는 체 처분시설의 

개념이 도식화 되어 있다. 지상시설은 포장시설, 운 시설, 작업샤 트시설, 샤 트 

행정시설, 수시설, 난방시설, 정보실, 주유소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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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최종처분장 개념.

  처분장 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 처분장은 통제구역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 다. 사용후핵연료가 재

된 처분용기의 취 은 항상 통제구역에서만 이루어지며, 굴착  뒷채움 

작업은 비통제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 처분장 운 기간 동안 통제구역  비통제구역의 경계는 유동성을 가진

다. 처분터   넬터 은 처분장 운 기간 동안 단계 으로 굴착되고 

뒷채움 되어진다. 

• 처분터 을 제외한 모든 터 로부터는 두 방향의 탈출로가 존재한다.  

• 진입터 은 지상으로 연결하는 통로이다. 

앞서 언 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그림 3-81과 같은 처분장 배치개념이 도출되었

다. 통제구역은 왼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비통제구역은 오른쪽에 배치되어있다. 처

분용기의 처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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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한국형 처분시스템 배치 개념도.

(녹색패 은 가압 수로용 패 임)

     다) 설계 기  

      (1) 처분용기 특성

    처분용기는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쪽 쉘은 니 합  는 구리

로 이루어져 있으며, 쉘 안쪽에는 탄소강이 삽입되어 있으며, 가압 경수로  가압 

수로 핵연료 처분용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처분용기 외곽 직경 : 1.02 m 

• 처분용기 축방향 총 길이 : 4.83 m 

• 핵연료를 포함한 처분용기 무게 : 25,000 kg.

 

      (2) 처분용기 취  

    재까지의 처분용기 설계에 있어서 취 은 상세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처분용기 취 과 련한 주요 공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처분용기는 리 트의 운반 에 재되어 처분용기 이송용 갱을 통하여 처

분장으로 하강한다. 이 때 처분용기는 수직상태로 치한다. 



- 281 -

 • 리 트가 지하 처분 역으로 이송되면 운반 는 리 트에서 처분용기 재

치로 옮겨진다. 

 • 처분용기 이송차량은 처분용기를 수평형태로 재한다. 

 • 처분용기 이송차량은 처분용기를 처분터 로 운반한다.

 • 처분용기 수송차량은 처분용기를 하역함과 동시에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수

직으로 안착 시킨다. 

처분용기는 아직 상세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설계  

제원 결정을 한 작업을 하여 약간의 개념만을 언 하고자 한다. 처분용기에는 

들어 올릴 때 편의를 하여 "Shoulders"라는 지를 한 장치가 붙어있다. 이

"Shoulders" 의 원리는 그림 3-8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처분용기 이송 차량에도 

역시 처분용기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이와 상응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처

분용기를 취 하기 한 장치는 두 개의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개의 이 처

분용기 상부 홈(Shoulder) 안에서 확장하여 장착함으로써 그림 3-83과 같이 처분용

기를 고정하게 된다.

 

그림 3-82. 처분용기 취 을 한 취 부분.

  

그림 3-83. 처분용기 취 장치 지부.

      (3) 완충재 취

       완충재 블록은 인애  형태와 디스크 형태로 압축하여 가공된다. 이러

한 두 종류의 블록의 취 은 그럼 3-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 형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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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빨 과 같은 장치로, 인애  형태의 경우는 링 안쪽에서 기계 으로 잡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완충재 물질을 취 할 때 블록의 손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디스크 형태의 블록은 블록 에서 진공빨 을 이용하여 취 하며 처분용기 

하부에 설치한다. 인애  형태의 블록은 처분용기 주 를 둘러싸기 해 사용되

며, 디스크형태의 블록은 처분용기 상부를 채울 때에도 사용된다.

 

그림 3-84. 완충재 블록 취 장치 지부.

 

      (4) 처분 방법

     처분방법은 장시간의 운 기간동안 단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로 하고 

있다. 모든 설비시설  지상으로의 연결통로는 처분개시 이 에 굴착되며, 이후, 

처분터 이 단계 으로 굴착된다. 터 의 뒷채움은 처분용기가 터 에 거치된 후 

바로 수행된다. 처분공을 굴착하는 공정은 처분용기를 거치함과 동시 작업으로 수

행된다. 지 까지 수행된 설계에는 처분장 폐쇄 후에 처분용기는 회수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처분용기를 회수하는 경우는 운 기간  처분터 이 뒷채움 되어

있지 않고 개방될 때만 가능하다.

굴착 단계는 술한 각 공정에 한 설명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건설과 운 의 시

간 조율에 해서는 앞에 기술되어 있으며, 처분 일정은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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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 일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2040년에 가압 수로 처분용기부터 시작하는 것으

로 가정하 으며, 연간 처분율은 표 3-66에 기재되어 있다.

Time-span 2040-2041 2042-2044 2045-2047 2048-2049 2050-2065 2066-2095

Average rate 

(canisters/year)
44 74 102 131 146 380

Disposed canisters CANDU CANDU CANDU CANDU CANDU PWR

표 3-66 연간 처분률

    라) 건설  운

      (1) 건설

       처분장의 건설은 URL이 건설되는 시 인 202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처분장의 건설은 굴착, 건설 작업,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건설단계는 처분장의 첫번째 단계로서 2030년에 시작된다. 2040년 이후에는 

가압 수로 처분용기를 한 모든 처분터 이 굴착 완료된다. 한 향후에 처분된 

용기 근처에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가압 경수로용 처분용기 처

분을 한 한 열의 터 은 미리 굴착한다. 운 이 시작된 이후 5단계에 걸쳐서 나

머지 처분터 이 건설된다. 이와 련한 총체 인 건설단계가 그림 3-85에 묘사되

어 있다.

모든 터 은 기존의 발  공법으로 굴착된다. 우선, 천공을 하고 화약을 장 한 후 

발 한다. 발 로 인해 발생한 암석이 선 되고 나면, 다음 발 를 한 공정이 반

복 으로 진행되게 된다. 진입터   처분터  건설을 한 천공방법이 그림 3-86, 

3-87에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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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phase

   

The 1st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2nd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3
rd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4
th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5
th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6
th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그림 3-85. 지하처분시설 건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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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진입터  공사를 한 천공형태.

     

그림 3-87. 처분터 을 한 천공형태.

     (2) 운  

운 은 통제구역 설비시설에 인 한 가압 수로 처분터 부터 시작된다. 우선

으로 4개의 처분터 에 처분공이 굴착된다.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넬터 에서 4

번째  5번째 처분터  사이와 처분용기 이송용 갱쪽에서 볼 때, 앙터 의 첫

번째  두 번째 넬터  사이에 설정된다.

처분용기의 처분은 4번째 터 으로부터 시작되며, 처분작업은 앙터 에서 먼 

쪽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진행되며, 각 처분터 의 끝 쪽으로부터 진행된다. 우선

으로 수행한 4번째 터 에 한 처분작업이 완료되면,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앙터 쪽으로 40미터 옮겨지게 된다. 이 게 되면 네 번째 처분터  은 비통제구

역으로 설정되고 이 곳의 넬 터 을 통해서 뒷채움이 마감된다. 

처분작업은 첫번째 처분터  이 뒷채움 마감되는 동안 단된다.

통제구역에서 처분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비통제구역에서는 다음 터 의 처분

공이 발 되고 건설된다. 4개의 터 에 한 처분작업이 완료되고 뒷채움까지 마

감되고 나면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넬터 의 8번째  9번째 터  사이에 치

하게 된다. 처분작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8번째 터 으로부터 시작되며, 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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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진행된다.  

가압 수로 처분용기의 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앙터 을 기 으로 가압 수

로 처분지역 맞은편에 치한 가압 경수로 처분지역에서 가압 경수로 용기의 처분

이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처분 단 를 4개의 처분터  으로 정의하 다. 4개의 처분단 는 

한가지 일 뿐이며, 그 이상의 처분단 를 가정한다면, 더 많은 처분공이 미리 건

설되어야 한다. 한, 더 작은 처분단 를 가정한다면 첫번째 처분터 의 뒷채움

이 진행되는 동안 수반하는 처분공정의 정지횟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 

포장시설에서의 완충재물질 장공정으로부터 지하 처분공 거치공정까지 상세하

게 표 3-67에 기술되어있다. 압축벤토나이트의 바닥  측면블록이 처분용기를 거

치하기 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공 정 시작 위치 종료 위치
소요 
시간

비 고

 처분용기 리프트로 이송
임시저장고(지

상)
 리프트 20

 처분용기 지하시설로 이송 지상시설 지하처분장 10

 처분용기를 차량적재 작업  
 장소로 이송 

지하 처분장 
Lift

이송차량 
적재 장소

10

 처분용기를 이송차량에 적재
이송차량 
적재 장소

이송차량 
적재 장소

20

 처분용기 적재차량 
처분터널로 이송

이송차량 
적재 장소

처분터널 20

 처분용기 적재차량 
처분저장고에 처분을 위한 
작업준비

처분터널 처분공 30

 처분저장고에 처분용기 처분 처분공 처분공 30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처분공 처분공 50
압축 벤토나 
이트 블럭

표 3-67 처분용기 거치공정

    마) 감시  폐쇄

   처분장 운 기간 에는 몇몇 조건에 한 감시가 필요하지만, 본 처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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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개념은 폐쇄 후에는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감시

에 한 필요성은 장기간 안 성에 한 정보를 얻기 함에도 목 이 있고, 뒷채

움 기술   물질, 굴착방법에 한 개발을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함에도 목 이 

있다. 감시항목으로는 공기의 상태, 물의 상태, 물의 양, 완충재  뒷채움재의 팽윤

압, 응력장, 시간 경과에 따른 터 의 구조  향 등을 들 수 있다.

 

    (1) 뒷채움 

     암석부스러기  칼슘벤토나이트의 혼합물은 터   갱의 뒷채움재로 사용

된다. 처분터 은 처분용기가 처분되고 난후 즉시 뒷채움된다. 뒷채움 작업은 넬

터 을 심으로 마주보고 치한 두 개의 터 에 해 동시에 수행된다. 결국, 모든 

가압 수로 용 처분터 은 넬터 이 뒷채움 됨과 동시에 폐쇄된다.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의 경우에도 같은 과정으로 넬터 이 채워지게 된다. 최종 으로 모든 

처분터   넬터 이 채워지게 되고, 앙터   설비시설이 뒷채움 되게 된다. 

뒷채움 과정은 통제구역에 있는 설비시설부터 시작된다. 이후, 비통제구역에 있는 설

비시설, 앙터  등이 뒷채움되고 나면 최종 으로 진입터 이 뒷채움된다. 비통제구

역의 갱도는 진입터 과 부분 연결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진입터 과 동시

에 뒷채움 되어야 한다.

뒷채움 혼합재의 조성은 70 %의 암반부스러기와 30 %의 칼슘 벤토나이트로 구

성되어 있다. 처분장 굴착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암석은 잘게 부스러진다. 이때 입자

의 크기는 0 - 20 mm 정도이다.

뒷채움 방법은 뒷채움 물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지 까지 

다음의 원칙 등이 가정되었다. 

• 굴착된 암석은 지상에 치한 시설에서 쇄한다. 

• 암석 부스러기와 칼슘 벤토나이트는 지상의 혼합설비에서 혼합된다. 

• 암석부스러기와 벤토나이트의 혼합재는 콘크리트 수송차량에 재되어   

  근터 을 통하여 지하처분 역으로 이송된다.  

• 뒷채움 재료는 하역되고 경사진 형태로 다져진다. 뒷채움 공정수행 의 

처분터  단면도가 그림 3-8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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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조물은 터   갱으로 부터 제거되고, 설비시설은 뒷채움된다. 구조물은 

진입터 을 통하여 지상으로 수송된다.

 

그림 3-88. 처분터 내 뒷채움 개념.

 

      (2) 폐 쇄 

       처분공은 처분용기가 거치되고 난 후 즉시 폐쇄된다. 처분공은 그림 3-89

와 같이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채워진다. 고압으로 압축되어 인애   디스크 모

양으로 만들어진 블록  인애  모양의 블록은 처분용기 측면을 채우는데 사용 

되며, 디스크 모양의 블록은 처분용기 상하부를 채우는데 사용된다. 블록의 두께는 

처분공에 설치된 처분용기 측면에서 약 50 cm 정도이며 디스크형의 블록은 진공

을 이용하여 들어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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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처분터   처분공.

 모든 처분터 을 뒷채움 하고 나면 터 은 콘크리트 러그로 폐쇄된다. 콘크리트 

러그는 넬터 로 뒷채움재 물질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며, 작은 알갱이의 뒷

채움 혼합재가 물에 의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 다. 이 러그는 처분터 의 

수압에도 견뎌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터   갱도가 뒷채움되고 나면 지상으로부터 10 m 두께의 

콘크리이트 러그가 갱도 상부에 채워지고 진입터  정면에도 채워진다. 이 구조

물은 처분장으로의 근을 원천 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2) 공정  장비 설계

  가) 공 정 설 명

      운 기간  처분장의 주요 공정은 처분터  굴착, 처분공으로의 처분용기 

거치  처분터 과 넬터 의 뒷채움 공정이다. 모든 주요 공정은 처분시설 내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에서 동시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약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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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굴착 공정

       처분장 굴착은 7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1단계는 URL 단계로서 4개의 샤

트, 진입터 , 비통제구역의 설비시설, 앙터 과 제 1 넬  6개의 처분터

이 건설된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량은 777,000 m3 이며 바닥면 은 107,000 m2정도

이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상

된다. 그림 3-90a는 URL 단계에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처분장의 나머지 구역은 6단계로 건설된다. 처분장 건설 2단계는 2040년에 시작

되는 처분시설 운 개시 에 완료된다. 다음 단계들은 처분시설 운 기간 에 건

설되지만, 동시에 수행 인 처분장에서의 처분용기 거치작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

지 않도록 설계될 것이다. 처분장 건설 2 단계에서는 3개의 샤 트, 통제구역의 설

비시설  75개의 처분터 이 건설된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량은 614,000 m3이며, 

바닥면 은 약 102,000 m
2

이다. 이때의 굴착  건설기간은 약 4.5년이 소요될 것으

로 상된다.

처분장에 한 건설 3단계는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운

 기간 동안에 수행된다. 이 굴착단계에서는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를 처분하기 한 넬터   처분터 이 비된다. 이번 굴착단계의 굴착량은 

706,000 m
3

, 바닥면 은 119,000 m
2

정도이며, 굴착  건설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상 된다. 굴착해야 할 처분터 의 수가 많을 경우 굴착기간을 이는 것

도 가능하다. 를 들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의 굴착은 3.5년 정도로 이는 것이 

가능하다. 건설 2, 3단계에 해서는 그림 3-90b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0a. UR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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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b. 처분장 굴착 1, 2 단계.

     

 

처분장 건설 4 단계  5 단계 처분장 건설은 유사한 과정으로 건설되는데, 4, 5 

단계 건설 후의 배치는 그림 3-90c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 넬터

과 54 개의 처분터 이 건설되며, 이때의 굴착량은 457 000 m
3

, 바닥면 은 

77 000 m2이다. 이 단계의 건설  굴착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3.5 년 정도로  

상된다.

  

그림 3-90c. 처분장 굴착 4, 5 단계.

 

처분장 건설 6단계, 7단계도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건설된다. 각각의 넬터 이 

건설되며, 처분량에 따라 처분동굴은 각각 54 개와 53 개가 건설된다. 이때 각각의 

굴착량은 약 460,000 m
3

이며, 바닥면 은 약 78,000 m
2

이다. 각 단계당 굴착  건

설기간은 3.5 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 단계 건설 후의 배치구도는 3-90d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3-69는 각각의 굴착 단계에 한 구체 인 터 길이  굴착량을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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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 and 5 Stage 6 Stage 7

Length Volume Length Volume Length Volume

Shafts            

Access tunnel            
Technical 
Rooms

           

Central Tunnel            

Demonstration 

Tunnels
           

Panel Tunnel 1600 68000 2000 84000 2000 84000

Disposal Tunnel 13600 389000 13300 381000 13000 374000

그림 3-90d. 처분장 굴착 5, 6 단계.

 

 
Stage 1 (URL) Stage 2 Stage 3

Length Volume Length Volume Length Volume

Shafts 2000 29000 1500 29000    

Access tunnel 5700 365000        
Technical 

Rooms 
700 36000 2000 67000    

Central Tunnel  2600 140000        

Demonstration 

Tunnels
500 19000        

Panel Tunnel 2800 116000     2700 115000

Disposal Tunnel 2500 72000 18000 519000 20600 591000

표 3-68 처분장 각 굴착단계별 터 길이  굴착량

 

     (2) 처분용기 거치  뒷채움 공정

     굴착/건설공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분시설 운 개시 에 가압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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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기 한 시설의 건설이 완료된다. 한, 1차 처분단

에 속하는 1번 처분터 에서 8번 처분터 (8개의 처분터 을 1개 처분단 로 가

정한 경우)까지의 처분공은 천공이 완료되며, 이는 그림 3-91a에 보여지는 바와 같

다.  이때의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의 구분은 그림에서 1과 2A를 경계로 한다.

그림 3-91a. 가압 수로 처분구역의 처분공정 개념.

 

처분용기의 거치는 7번 터 과 8번 터 의 끝단부에서부터 시작하며, 이 터 에 

서 처분이 완료되면, 통제구역/비통제구역의 경계는 2A에서 2B로 이동된다. 경계가 

이동된 후에는 5번 터 과 6번 터 에서의 처분용기 거치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7

번 터 과 8번 터 에 해서는 비통제구역을 통하여 뒷채움공정이 수행된다. 뒷채

움을 한 물질은 비 통제구역내에서의 넬터 을 통하여 이송된다. 5번 터 과 6

번 터 에서의 처분용기 거치가 완료되면, 경계는 2B에서 2C로 이동시키고, 3번  

터 과 4번 터 에서는 처분용기 거치작업을 5번과 6번 터 에서는 뒷채움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3번  4번 터 에서의 처분용기 거치작업이 완료되면, 경계는 

2C에서 2D로 이동되며, 1번 터 과 2번 터 에서의 처분용기 거치작업과 3번 4번 

터 에서의 뒷채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1번, 2번 터 의 처분공에 처분용기 거

치가 완료되면, 경계는 2D에서 2E로 이동된다. 이때에는 처분용기 거치공정과 뒷채

움공정이 교차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거치시키는 공정을 

지한 상태에서 1번과 2번 터 에 한 뒷채움 공정을 수행한다. 

1번, 2번 터 에 한 뒷채움공정이 완료되면, 통제구역/비통제구역 경계인 2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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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로 옮겨지며, 그림 3-91b에서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15번 터 과 16번 터 에서

의 처분용기 거치공정이 계속된다. 9-16번 터 인 다음 처분단 에 한 처분용기 

거치와 뒷채움공정은 1-8번 터  처분단 에서의 거치  뒷채움 공정과 동일한 순

서로 수행한다. 이 처분단 인 9 - 16 터 에 한 공정이 완료되면, 가압 수로 

처분 넬의 나머지 처분터 들도 8개 터 씩을 1개 단 로 하여 앞에서 기술한 방

법과 동일하게 운 한다. 

 

그림 3-91b. 가압 수로 처분구역 2번째 단계 처분공정개념 (터  9 - 16).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개 터 을 1개의 처분단 로 하여 운 하는 것을 가정

하여 기술하 지만, 추후 단 내의터  수를 다양화하여, 한 터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터 수를 게할 경우 운 기간  뒷채움을 하여 처분용기 거치를 

지하는 횟수가 빈번해 질 것이며, 1개단 에 터  수를 많게 할 경우는 처분 

에 처분공 굴착을 더 많이 해야한다. 

처분공은 처분용기 거치와 뒷채움 공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천공하게 된다. 이 

처분공은 비통제구역에있는 처분터 에서 천공될 것이며, 천공을 한 장비  재

료들은 비 통제구역내의 넬터 을 통하여 이송된다. 가압 수로 처분용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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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넬  처분터 은 처분장 운 개시 에 굴착되며, 처분단 내 한 처분터

의 수에 따라 처분공을 천공하게 된다.

가압 수로 처분 넬에서 처분용기 거치공정이 완료되면, 가압 경수로 처분 넬

에 한 처분 공정이 시작된다. 첫번째 가압 경수로 처분 넬의 넬터 과 처분터

의 건설  굴착은 가압 수로 처분 넬에서의 처분공정 수행과 동시에 이루어

진다. 한, 이 가압 경수로 처분 넬의 첫번째 처분단 의 처분공은 미리 천공된

다.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 처분단계는 그림 3-71c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91c. 처분구역의 7단계 운 개념.

처분용기 거치와 처분터  뒷채움을 한 공정은 가압 수로 처분터 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91d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통제구역/비통제구역의 경계는 

1과 2A 가 된다. 처분용기 처분은 7번, 8번 터 의 단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며, 이 

터 들에서 처분이 완료되면 경계는 2A에서 2B로 옮겨진다. 처분용기의 처분은 5

번, 6번터 에서 수행되며, 동시에 7번 터 과 8번 터 은 뒷채움 공정이 수행된다. 

이 경우에도 뒷채움 물질은 비 통제구역의 처분 넬터 을 통하여 이송되며, 추후

의 공정도 앞에서 기술한 가압 수로 처분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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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d. 가압 경수로 처분터  기 처분공정 운 개념.

나) 장비 설계

    처분시설 장비로는 건설장비, 운 장비, 뒷채움장비로 크게 구분된다. 운 단

계에서는 넬터   처분터  굴착과 뒷채움공정이 동시에 수행되므로, 모든 장

비들이 사용된다. 각 장비들은 해당시 에 용될 기술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선

정될 것이며, 이 보고서에는 사용가능한 장비에 한 를 기술한다. 

 

      (1) 건설 장비

    처분시설의 터  굴착은 통 인 천공  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터 굴착에 있어서의 주요 장비로는 그림 3-92와 같은 Drilling jumbos 

Loaders  수송 차량이 있다. 이 방법의 원칙은 그림 3-93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천

공, 폭약장 , 발   암석제거의 순서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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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천공 장비.

그림 3-93. 통 인 천공  발 방법 개념 (www.sandvik.com).

    (2) 운  장비

  처분용기 거치공정을 해서는 처분용기  작업자 이송을 한 승강기와 

수송차량이 필요하다.  본 개념의 처분시설에는 2 종류의 작업자 이송 승강기가 있

는데, 하나는 통제구역에, 다른 하나는 비통제구역에 치한다. 작업자 이송을 한 

승강기의 설계기 은 1 시간 내에 처분장내 작업인원을 피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 기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승강기 규모  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승강기는 1층 구조 는 2개층 구조가 될 수 있다. 본 설계 단계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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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개의 승강기 모두 1개 층의 구조를 가진 승강기로 가정한다. 통제구역에 있는 

승강기 용량은 18인용으로 하며, 비 통제구역의 승강기는 25인용으로 한다. 각각의 

승/하강속도는 약 6 m/sec로 한다. 

처분용기 이송용 승강기는 통제구역에 있는 처분용기  처분공에 채울 완충재 블

록 이송용으로 설계된다.

처분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이송  거치장비이다. 

처분용기의 무게가 약 26 톤 가까이에 달하고, 처분용기에 한 방사선차폐체도 매

우 두껍다. 그림 3-94는 이 장비에 한 개념 인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이 차량은 

고무류의 타이어가 장착될 수 있으며, 안으로서 그림 3-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무류의 타이어 신에 캐터필러가 장착될 수 있다. 

 

그림 3-94. 타이어를 장착한 지하시설내 운반/거치 차량개념(Kukkola et al. 2003).

그림 3-95. 캐터필러를 장착한 운반/거치 차량 개념(Saanio et al. 2004).

      (3) 뒷채움 장비

       뒷채움 공정시 필요한 장비로는 뒷채움재의 이송, 분사  압축을 한 

장비이다. 뒷채움재의 이송을 해서는 혼합장치를 장착한 콘크리트 이송차량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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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송 에 혼합이 가능하게 하여 재료가 굳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3-9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처분터 에서 뒷채움재 1 배치가 분사장비(Thrower)를 

이용하여 분사되면 경사층으로 압축된다. 뒷채움재는 진동 을 이용하여 압축공정

이 수행 된다. 

 
 

 
  
 

그림 3-96. 처분터  뒷채움 장비 개념(Kukkola et al. 2003).

3) 지하 시험 시설(URL)

   가) 배 치

    처분장 건설 에 지하에 한 연구와 조사가 필수 이며, 처분장 모암과 지

하의 조건에 한 정보와 지식이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처분에 필요한 장

기  안 성 확보를 한 정보 수집을 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넬터 과 처분

터 의 조화를 해 지하 장고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개

발은 실제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를 들어 처분공의 굴착이나 암반의 은 

암반의 응력과 지하수압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환경에서 이

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증되어야 한다.

상기 조건들을 이행하기 해서, 처분장 건설 이 에 지에 지하 실험실을 건설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실험실은 향후에 처분장의 일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림 3-97에 지하실험시설(URL)의 배치가 나타나 있다. URL은 비통제구

역 내의 진입터 , 환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기술실과 통제구역 내의 실증

시험터 , 환기용 수직갱, 그리고 앙터 , 하나의 특성시험터 ( 넬터 ), 6개의 

처분터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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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URL 단계의 처분장 배치개념.

   나) 운  

  URL은 최종 처분장 건설 이 에, 최종 조사의 목 을 하여 첫번째 단계에 

굴착될 것이다. 특성시험터 은 계획된 처분심도에서 암반의 세부  특성시험을 가

능하게 해 다. 이 터 은 처분장의 넬터 과 동일한 치수를 갖는다. 이 특성시험

터 이 넬터 에 설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추후에 넬터 로 지정되며, 

URL에서의 연구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나  수 있다:

 

• 모암의 환경을 규정하는 조사: 암석뿐만 아니라 응력장, 지하수 화학, 굴

착된 터  주  암석의 거동 등도 조사되어야 한다. 장기  안 성 분석

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처분장 부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라는 것을 보

증해야 한다. 한 규모 처분장 역에는 상태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앙터 , 특성터 , 처분터 에 조사공을 굴착할 수 있다. 처분터 에서 고

려되는 처분공에 한 굴착과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해서 

URL 단계에서 몇 개의 처분터 을 굴착하는 것은 요하다. 

• 처분기술에 한 연구와 개발: 비통제구역의 설비시설(technical room)에 

인 한 실증시험터 은 이러한 조사의 목 으로 설계된다. 실증시험터

에서는 연구와 실증을 해서 처분공의 굴착, 완충재물질에 한 연구, 실

증용 처분용기의 설치, 일부 터 의 뒷채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실증시험터 은 넬터

과 처분터 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처분장이 운 되는 동안 연구와 개발

을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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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의 조사와 처분기술에 한 연구는 URL의 건설 에 이미 시작될 수 있다. 

암반조사는 진입터  굴착시에 완료될 수 있으며, 실제 으로 URL의 굴착은 처분

기술을 한 커다란 연구 개발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를 들어, 과 주변에

의 향이 은 발 법은 장기 인 URL 기간 동안 개발될 수 있다.

4) 지하시설

  가) 비통제 구역 

     (1) 배치

    비통제구역은 진입터 , 작업자용 수직갱, 두 개의 환기용 수직갱, 설비시설, 

부속시설, 실증시험터 을 포함한다. 비통제구역에서 공간들의 치수와 설계요구 사

항들은 표 3-70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림 3-98에 비통제구역의 배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3-98. 비통제구역 공간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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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NUMBER
FACILITY DIMENSION DESIGN REQUIREMENT

UC1

UC5-UC8

Access tunnel

Electrical rooms in levels 

  (-100, -200, -300, -400)

Length 5000 m

Area 4 x 40 m2

Inclination 1:10

UC2

UC18

UC9

Personnel shaft

  Shaft yard

  Water tank in level -400

Diameter 5 m

Area 150 m2

Area 150 m2

For 130 persons/h

UC3

UC14

UC4

UC19 

Ventilation shaft, in

Ventilation installations, in

Ventilation shaft, out

Ventilation installations, out

Diameter 4 m

Area 150 m2

Diameter 4 m

Area 150 m2

UC10-UC13

UC16

UC15

Technical rooms  

  Power supply center

  Telecommunication room

  Sprinkler centre  

Area [m2]

240

16

12

 

UC17

UC21

UC20

UC23

UC22

UC24

UC25

UC27

UC26, UC28

Auxiliary rooms

  Rescue chamber (social   

  rooms)

  Parking hall

  Repair shop

  Vehicle washing &refuelling

  Fuel cistern space

  Rescue station

  Sedimentation pools

  Pumping station

  Connecting tunnels

Area [m2]

1000

1100

250

360

30

60

1000

60

- 

For 130 persons

(Approx. 40 persons 
in oper. organisation, 
40 persons in 
excavation and 
construction and 50 
visitors)

  - Demonstration tunnels

 

-

 

For testing and 
monitoring

표 3-69 비통제구역의 요건  규모

    (2) 터   샤 트 

      (가) 진입 터  

      진입터 (Access tunnel)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형태이므로 

차량이 올라갈 때, 덜 가 른 터 의 바깥쪽코 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기용 수직갱

과 작업자용 수직갱의 속부는 진입터 의 바깥쪽에 치해 있어, 건설단계에서 

터  장비가 안쪽 코 에 있을 때, 속부 근처로 장비를 옮길 필요가 없다. 진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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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는 그림 3-99에 나타나 있다.

진입터 의 자유고(높이) 결정과 련된 요구조건은 건설과 운  모두가 고려되

어 설정된다. 재 고려되고 있는 차량의 길이는 12 m이다. 진입터 의 폭(8 m)은 

(곡선부가 아닌 곳에서) 두 의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넓이를 기

로 설계되었다. 터 의 곡선부에 한 치수결정의 원칙은 그림 3-100에 보여진다. 

터 의 첫 번째 곡률반경은 그림에서 나타난 16 m와 20 m의 반경에서 결정된다. 

곡선부의 두 번째 각은 그림에서 나타난 것으로부터 결정된다. 이로부터, 차량의 폭

이 2.5 m일 때, 곡선부에서필요한 폭은 그림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그림 3-99. 진입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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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교차  곡선지역에서의 규모선정 기 .

진입터  직선부에 한 경사는 1:10 이다. 이것은 진입터 을 따라 보통의 차량

과 향후 처분용기 운반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곡선부에서 안쪽 커 의 경

사는 1:10 이고, 이 경사는 곡선부의 심선상에서 더 작으며, 진입터 의 높이는 

3.6 m이다.

긴 정차장은 운행 차량의 이크 열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한 하나의 가능

한 해결책이며, 긴 정차장은 폭을 넓게 하거나 막다른 짧은 터 로 구성한다. 진입

터 의 일부분으로서 긴 정차장은 벽면의 피해를 이기 해 연성재질이 일부 포

함되어 있다. 긴 정차장의 수는 곡선부당 1개 는 직선부당 한 곳으로 하여 5～

20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긴 정차장의 필요성은 향후에 고려하기로 하고 

재는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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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자용 수직갱

    비통제구역의 작업자용 수직갱의 직경은 5 m이다. 승강기와 일부의 기

장치가 작업자용 수직갱에 설치된다. 피난상황(Rescue situation)에서 승강기의 수송

량은 시간당 130 명이다. 따라서 모든 작업자(75명)와 처분장의 방문객은 피난상황

에서 보호될 수 있다. 수조를 포함하는 간층은 수직갱의 살수장치와 안 인자

(Safety factor)를 고려하여 100 m당 하나씩 건설된다

 

    (다) 환기용 수직갱

   환기갱의 규모는 공 되는 공기와 처분장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모두 고려

되며, 비통제구역 환기갱의 직경은 4.0 m이다. 환기갱은 지표에서부터 500 m 심도

까지 건설되는데, 수직갱의 간층은 안 인자를 고려하여 100 m마다 건설된다. 환

기장치(약 150 m
2

)의 운 을 하여 여유공간을 환기공의 바닥에 치시킨다.

 

  (3) 설비  주요 시설

    (가) 설비 시설

      비통제구역 내의 설비시설은 기설비시설(Electrical equipment rooms), 

원격통신실(Telecommunications room), 살수센터(Sprinkler centre)를 포함한다.

기설비시설은 작업자용 수직갱과 진입터  가까이에 설치되고, 분리된 기공

 을 통해 두 곳 모두로 공 될 수 있다. 변압실(Transformer station)은 차량 

근이 가능한 곳에 인 해 있고, 문을 통해 진입터 과 연결되어 있다. 이 배치는 무

거운 변압기의 유지와 교체를 용이하게 해 다. 

살수센터(Sprinkler centre)는 작업자용 수직갱에 인 해 있으므로 비상시에 작업자

들에게 살수센터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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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비통제구역 설비시설 배치개념.

 

원격통신실(Telecommunications room)은 피소(Rescue chamber)의 한 부분으

로 포함하여 치시킨다. 이 배치는 지상시설과 피소,  다른 설비간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다.

 

     (나) 부속시설

      부속시설들(Auxiliary rooms)은 그림 3-10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피소, 

이 연막장벽(Double smoke barriers), 주차공간(Parking hall), 공작실(Repair 

shop), 세차/ 유실(Washing and refuelling room), 연료탱크 공간(Fuelcistern 

space), 침 풀(Sedimentation pools), 피소(Rescue station)를 포함한다.

피소는 작업자용 수직갱 바로 에 치하며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실과 

운  가능한 소방 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가능한한 비상시에 피소로서의 운

기능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피소는 평시에는 직원실의 기능을 한다. 

한 화장실, 사무실, 주방, 세탁실과 시 도 피소에 치해 있다. 피소의 규

모는 최  인원(130명)에 맞게 설계하 다.

차량을 한 시설내 차로  주차공간은 진입터 과 같은 원리로 규모가 결정되었다. 

차량과 사람의 흐름은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하 다.

소규모 수리 공작실은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지상으로 운반하기 힘든 장비의 유지

와 보수를 지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에 공작실은 처분장비의 기능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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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보수실로 사용될 수 있다. 공작실은 분리된 요소들로 구비되어 있어서 모듈의 형

태로 되어 있다. 공작실은 유지보수장비가 구비될 것이며, 건설기계와 장비들의 일

상보수와 유지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차량들은 부분 지상시설에서 분해검사 된다.

세차  유실은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깨끗한 차량은 작업상 안 성

과 차량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다. 지하 유소는 진입터 의 교통량 감소에 도움

을 주며, 터 내부로 연료탱크를 운반해야 할 필요를 없애 다.

침 풀은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진입터 에서 5l/분/100m 씩 발생되는 출수

와 그 외 지역에서 2  l/분/100m 씩 발생되는 출수를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펌 의 작동 불량시 정비에 비한 최 시간은 48시간이다.

처분 역의 범 함으로 인하여 구 차와 피난자동차가 있는 피소가 건설된다. 

따라서 모든 작업자와 방문객의 안 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3-102. 비통제구역의 부속시설.

      (다) 실증시험 터

      실증시험터 (demonstration tunnel)은 처분기술 시험과 실증을 목 으

로 굴착될 것이다. 이 시설은 그림 3-103과 같이 하나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처분터 의 실증을 한 터 은 계획된 처분터 과 평행하게 굴착된다. 

비통제구역의 다른 시설뿐만 아니라 실증시험터 도 URL 단계에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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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터 은 URL의 한 부분일 뿐이다. 처분장의 운 이 시작되었을 때, URL은 

처분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증시험터 은 처분장의 모든 운 기간에 

연구, 조사, 실증을 해 남겨진다.

 

그림 3-103. 비통제구역의 실증시험터 .

 나) 통제 구역

    (1) 배치

   통제구역 내의 시설에 한 배치는 그림 3-10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통제구역

은 처분용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두개의 환기용 수직갱, 설비시설들을 포함

한다. 통제구역 공간의 치수는 표 3-71에 나열되어 있다.

 

그림 3-104. 통제구역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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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NUMBER
FACILITY DIMENSION DESIGN REQUIREMENT

C2

C21, C22

Canister shaft

  Canister shaft halls

Diameter 6 m

Area 370 m2  

C1

C11 

Personnel shaft

  Shaft yard

Diameter 4,5 m

Area 160 m2

For 26 persons / 1 hoist

C3

C5

C4

C6 

Ventilation shaft, in

 Ventilation installations, in

Ventilation shaft, out

 Ventilation installations, out

Diameter 4 m

Area 

Diameter 4 m

Area

 

C7-C10

C13

C12 

Technical rooms  

  Power supply center

  Telecommunication room

  Sprinkler centre  

Area [m2]

190

6,5

9,5

 

C14

C15

C17

C16

C18

C19

C23, C24

 

C20

C25 

Auxiliary rooms

  Rescue chamber 

  (social rooms)

  Parking hall

 Vehicle washing and refuelling

  Fuel cistern space

  Sedimentation pools

  Pumping sta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waste halls

  Connecting tunnel

  Ventilation tunnel 

Area [m2]

270

1300

360

30

1000

60

1500

 

-

-

For 60 persons

(Approx. 30 persons in 
operation organisation 
and construction and 30 
visitors)

표 3-70 통제구역의 설계요건  규모

 

     (2) 수직갱

      (가) 처분용기용 수직갱

        처분용기용 수직갱은 처분용기 이송용 승강기를 해 건설된다. 승강

기를 통해 처분용기와 처분공에 채워질 벤토나이트 블록이 운반된다. 처분용기용 

수직갱의 직경은 6.0 m로서, 안 과 굴착편의를 하여 매 100 m마다 간층이 건

설되며, 이 간층을 통해 서 통제구역내의 모든 수직갱들은 서로 연결된다. 처분용

기용 수직갱의 바닥에는 충격흡수장치가 필요하다. 를 들어, 가용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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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A-sora 제품의 세라믹 자갈로 20 m정도 채워질 수 있다. 지하수 가 자갈높이

의 2/3을 넘지 않으면, 지하수의 존재는 이 계통에서 해하지 않다.

 

      (나) 작업자용 수직갱

       통제구역의 작업자용 수직갱의 직경은 그림 3-105에서 4.5 m이다. 승강

기와 일부의 기설비가 작업자용 수직갱에 설치된다. 피난상황에서 승강기는 피난 

요건에 따라 모든 작업자(38명)와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수조가 설

치될 간층은 안 요소와 수직갱의 살수설비를 해 매 100 m마다 건설된다.

 

      (다) 환기용 수직갱

      통제구역내의 환기용 수직갱의 설계에서는, 공 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통제구역의 환기용 수직갱의 직경은 4.0 m이다. 환

기용 수직갱은 지표에서 지하 500 m까지 이어지며, 굴착편의와 안 을 해 매 100 

m마다 간층이 건설되며, 이를 통하여 통제구역내의 모든 수직갱들은 서로 연결된

다.

 

      (3) 주요 설비  시설     

        (가)  설비시설

         통제구역의 설비시설은 기설비시설(Electricalequipment rooms)과 

원격통신실(Telecommunications room), 살수센터(Sprinkler centre)를 포함한다(그

림 3-105).

기설비시설은 진입터 과 작업자용 수직갱과 인 해 치하기 때문에, 두곳 모두

로부터 분리된 력이 공 될 수 있다. 변압실(Transformerstation)은 차량이 근

할 수 있는 곳에 치하며 문을 통해 진입터 과 연결되어 있다. 이 배치는 무거운 

변압기의 유지와 교체를 용이하게 해 다.

살수센터는 작업자용 수직갱에 인 해 있기 때문에, 응 시에 피난하는 작업자들

에게 센터의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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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통신실은 피소의 한 부분인 형태이다. 이 배열은 지상시설, 피소, 다른 

시설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3-105. 통제구역의 설비시설 배치개념.

 

      (나)  부속 시설

       부속시설은 그림 3-106에서와 같이 피소, 이  연막장벽, 주차공간, 

세차/ 유실, 연료탱크 공간, 침 풀 그리고 운   해체 폐기물 장고(Decomm. 

waste hall)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소(Rescue chamber)은 작업자용 수직갱 바로 에 치한다. 피소는 탈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실과 운  가능한 소방 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가능

한 한 비상시에 피소의 운 을 지원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피소는 평시에

는 직원실의 기능을 수행하며, 화장실, 사무실, 주방, 세탁실도 피소에 치해있

다. 피소의 치수는 최  인원(60명)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차량을 한 주차홀은 진입터 과 같은 원리로 치수가 결정되었다. 차량과 사람

의 흐름은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세차/ 유실은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깨끗한 차량은 작업상 안

성과 차량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다. 지하 유소는 진입터 의 교통량 감소에 도

움을 주며, 터 내부로 연료탱크를 운반해야 할 필요를 없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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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통제구역의 부속시설 배치개념.

 

침 조는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되는데, 이는 진입터 에서 100 m 당 5 l/

분으로 발생되는 출수와 기타지역에서 100 m 당 2 l/분으로 발생되는 출수를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펌 의 작동 불량에 따른 정비를 한 최 시간은 

48시간으로 고려하 다.  

 운   해체 폐기물 장고는 통제구역의 처분용기용 수직갱에 인 해 건설된다. 

처분용기는 수직방향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처분용기용 수직갱 아래에 처분용기 수직

갱 장홀을 굴착한다.

  (4) 처분구역

    (가) 배치

     처분장 구역(Disposal area)은 그림 3-107에서와 같이 앙터 , 넬터 , 

처분터 과 처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처분구역의 면 은 약 1.8 × 2.2 km이며,  

넬터 을 포함하면 2.1 × 2.2 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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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지하처분 구역.

 

FACILITY DIMENSION DESIGN REQUIREMENT

Central tunnel  Length 2,650 m  -

Panel tunnel  Length 14,900 m -

Deposition tunnel 
Length 94,627 m

Number of tunnels 377 
-

Deposition hole

 

Number 2,835 (CANDU)

Number 11,375 (PWR) 
14,210 canisters

표 3-71 지하처분구역 규모

    (나) 처분 구역 내 터 들

     앙터 은 비통제구역에서 통제구역까지 처분 역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앙터 은 URL 단계에서 굴착되며, 앙터 과 수직으로 넬터 이 있고 넬터

은 처분터 들과 연결된다.

처분터 들은 넬터 과 수직으로 치해 있다. 가압 수로 역은 251 m의 

길이를 가진 54 개의 처분터 을 포함하며, 가압 경수로 역은 251 m의 길이를 가

진 323 개의 처분터 을 포함한다. 처분터 의 입구에서 약 30 m지 에는 콘크리트 

러그와 방화벽이 필요하다. 러그는 5 MPa의 수압과 터  뒷채움재의 팽윤압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의 설계는 처분터  입구의 

근계에서 높은 응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물과 넬터  사이에 충분

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 비개념 단계에서의 설계 공간은 17 m로 추정되었다. 처

분터 에서 처분이 진행될 때, 작업 인 터 을 넬터 과 고립시키기 해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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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은 닫 져 있어야 한다. 첫번째 처분공과 방화문 사이에는 처분용기 운반차량

의 작업을 하여 9 m의 작업공간이 확보된다.

수직처분공은 처분터  내에 치한다. 열 /구조  해석으로부터 처분공의 간격 

은 CANUD 역에서 4 m, 가압 경수로 역에서 6 m가 결정되었다(3장 2  3.). 

각 처분공의 깊이는 7.83 m로서 그림 3-108은 처분 역에서의 처분터  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3-108. 처분구역 내 터  배치 개념.

4. 비용 평가

가. 단․복층처분장 개념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처분하기 한 처분장 구조는 단층

개념 뿐만 아니라 복층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단복층 구조 에서 어느 구

조가 경제 으로 유리한가를 분석하기 하여 동일한 처분량을 수용할 수 있는 

단․복층 처분장 구조에 한 비용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처분장의 구조는 처분장 

부지의 암반균열 간극과 같은 지하수 유동경로에 따라 안 성을 고려하여 처분장 

구조 안을 선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천연방벽 환경에서 단층에 모든 처분량을 충

족시킬수 없을 때, 복층구조를 고려하여 동일한 처분률 는 동일한 작업일정과 같

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복층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성 인 향을 살펴보면, 복층구조에서는 필요한 부지가 더 작다. 왜냐하면 복층

으로 처분패 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단층처분장은 1.5 km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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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 이 소요될 경우, 동일한 처분량에 한 복층처분장의 부지는 1.2 km
2

이었

다. 이러한 차이는 처분장 지질과 단열지역의 형태에 달려있다. 한 복층구조에서

는 처분장 터 의 총 길이와 체 은 더 크다. 왜냐하면 열효과 때문에 처분공 사이

의 더 큰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복층구조에서는 기술시설공간이 두개의 

층에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갱과 진입터 에 한 터 로부터의 평균거리

는 더 짧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장의 부지면 (표면 투시도)이 더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굴착체 이 더 크기 때문에 굴착과 뒷채움 비용은 더 높다. 

  복층구조의 장 을 정성 으로 살펴보면, 처분장 운 시 상층과 하층에서 운 을 

공유할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운 을 두개의 층에서 동시에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하나의 층에서 운 이 정지될 경우라도 다른 층에서는 계속해서 

운 할 수 있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에 따르면, 복층 안은 심도를 400 m와 500 m로 

가정하 다. 처분은 더 낮은 곳부터 시작되며, 그 곳에는 가압 수로 처분용기와 

1/3의 가압 경수로(old aged) 처분용기가 배치될 것이며, Sedimentation pools과 

Pumping stations은 아래층에서만 있다. 운 과 해체폐기물 장고와 련된 것은 상

부층에 있다.

 단층 안에 한 처분공을 고려하지 않은 총 체 은 3,942,000 m
3

이다. 이와 련

된 복층 안은 거의 100,000 m3 더 많다. 왜냐하면 부분의 설비시설은 양층에 있

으며, 넬터 과 앙터 이 더 길기 때문이다.

1) 단․복층 처분장의 구조

   단․복층의 경제성 분석을 하여 기존의 KRS-1의 단층 지하시설 개념의 배치

도를 가로와 세로로 상층과 하층이 동일한 면 이 되도록 2분할을 한 구조를 복층

처분장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처분장의 형상에 따라 처분

장의 배치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비용평가를 하여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상정하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용평가 원칙 에서 정교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가산정을 

하는 효익이 원가산정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면 정교화시스템을 이용한 원

가산정이 바람직하며, 원가 상의 원가산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정교화시스템의 

효익을 정확히 악할 수 없는 경우는 가장 단순한 경우에 하여 비용평가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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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소  razor principle의 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3-109는 단층 처분장을 나타내며, 그림 3-110과 그림 3-111은 단층 신에 

복층으로 처분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복층처분장은 단층처분장을 수직 는 

수평으로 이분할 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심도는 400 m와 500 m로 

가정한다.

그림 3-109. 처분장 단층 배치 안.

그림 3-110. 처분장 복층 배치 안

(수평분할).

       그림 3-111. 처분장 복층 배치 안

(수직 분할).

           

2) 단․복층 처분장의 원가동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원가를 3  항목으로 분류하면, 건설투자비, 운 비, 폐쇄비로 

나  수 있다. 건설투자비는 지하심부암반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하여 처분공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처분용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암반을 굴착하고 건설하는데 소

요되는 제반 비용과 건설에 소요되는 장비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운 비는 처분용

기를 처분공에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써 일반 시설의 운 과 다른 

은 사용후핵연료가 고 방사능을 띄고 있어 운 의 효율성을 하여 차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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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요하는 통제구역과 그 지 않은 비통제구역으로 분리하여 건설과 운 을 병행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른 시설 보다는 복잡한 비용구조를 띄게 된다. 

폐쇄비는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완 히 거치한 후 생태계로부터 처분장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 지하수를 따라 직 으로 핵종이 출될 수 있는 진입터 과 갱

들을 뒷채움하는 데 소요되는 제 비용이다. 따라서 단․복층 구조에 한 차이는 

건설투자비와 운 비  폐쇄비의 비용에 향을  수 있는 원가동인에 향을 미

친다. 즉, 처분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터 의 굴착량과 같은 주요 원가동인이 터

굴착비와 뒷채움 비용에 향을 미친다.

 한 복층처분장의 비용산정을 한 처분용기의 배치는 처분용기의 표면온도가 

100℃를 만족하도록 처분용기의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층의 경우 

이러한 열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처분공  처분터 의 간격이 증가할 수 있

다.

 건설투자비에서 처분원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은 앙터 , 넬터 , 처분터

, 설비시설 등의 비용이며, 운 비에서는 처분용기, 처분공에의 완충재로 채움, 처

분터  뒷채움, 인건비 등이다. 그리고 폐쇄비에서는 수직갱 뒷채움 등이 처분원가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처분원가의 원가동인을 크게 둘로 나 면 기술

 인자와 비기술  인자로 나  수 있다. 그러나 본 에서는 기술  인자만을 고

려한 처분원가를 산정하 으며, 비기술  인자는 불확실성이 많아 추후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가) 기술  인자 

  기술  인자는 원가산정의 결과에 향을 미친다. 원가산정 결과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하여 이러한 인자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인자의 요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인자의 변경이 원가산정 결과에 향을  수 있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원가산정에 선행되어야 할 부문이다. 본 에서는 원가산정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술  인자들을 검토하 다. 

  원가산정에 있어서 기술  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 

- 모든 로젝트에서 가장 요한 주요인자 

- 어떤 로젝트에서 요한 특별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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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으로 낮은 원가 향을 가지는 사소한(minor) 인자 

표 3-73은 기술  인자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 다. 

- 로젝트 정의 : 원자력 로그램, 리사이클링 략, 원가산정 범 와 같은 

국가 여건에 종속하는 인자

- 처분 략 : 타임 스 과 연 된 략 

- 처분장 서비스 : infrastructure와 시설 서비스 

- 포장시설 : 처분용기 안  포장과 련된 요인 

- 수시설 : 지상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포장용기의 수로부터 처분장에 

수송되는 것과 련된 활동 

- 처분장 :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 과 처분장 폐쇄와 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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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factors important 
for all projects

Factors important 
for some 
projects

Factors generally 
of low 
importance for 
cost estimate

Project 
definition

- Nuclear programe
- Fuel management 

strategy and waste type
- Scope of cost estimate

Disposal 
strategy

- Barrier system

- Cooling  
   period
- Operating 

period
- Retrievability 

and Monitoring

- Timing of 
conditioning

Site 
services

- Infrastructure
- Surface 

facilities

Packaging 
facility

- Packaging 
method

- Container type 
and material

- Design of 
facility

- Technology 
status

Reception 
facility

- Design of 
facility

Repository
- Geology
- Scale of repository

- Temperature 
restriction

- Sealing 
systems

- Residual value 
of rock

- Depth of 
repository

- Design of 
repository

-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rategy

- Technology 
status

표 3-72 기술  인자

(나) 비기술  인자

모든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 리는 리정책, 규제과정, 그리고 처분에 한 

인식과 련된 많은 사회 ․정치 인 인자에 의해 향을 받는다. 많은 

국가에서 주민이해(Public acceptance)의 문제가 있으며, 아직도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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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임이 분명하다. 한 사용후핵연료 리는 모든 

국가에서 기술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요한 정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폐기물 리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비기술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방사성폐기물 리 정책 

- 일정 

- 부지 선정 과정 

- 인허가 과정 

- 규제 요구사항 

- 핵물질보장조치(safeguards regime) 

- 부지가격과 배상 

- 세  

- 국민이해와 정치  의사결정 

- 험인자 

비용에서 이러한 요인의 향은 상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부분은 

측할 수 없으며, 정상비용 산정에 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자의 

향은 한 험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방사성 폐기물 리 정책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주요한 두 가지 안이 있다. 즉, 직 처분 방법과 

재처리 방법이다. 자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간 장 후 처분한다. 

후자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부산물을 안정화하여 일정기간 간 장 

후에 최종 처분장에 처분한다. 

  이러한 두 가지 안들 사이의 선택은 략 ․정치 , 경제  그리고 기술  

문제를 포함한다. 략 ․정치  문제는 흔히 가장 요하기 때문에 선택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핵비확산 문제는 국가마다 다른 비 이 주어진다. 재처리를 반 하는 국가에서는 

재처리가 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재처리를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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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소모된 루토늄의 재고를 이기 해 재처리하는 것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2) 일정 

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도 30-50년의 간 장 는 더 오랜 기간동안 

장하 다가 처분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폐기물 리비용의 

국민  효익에 한 정서 인 문제 때문이다. 

  장기간의 간 장을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그 동안 조달된 액의 이자와 감소된 

비용의 결과로써 처분의 경제성이 시간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긴 간 장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한 어떤 국가는 새로운 더 좋은 처분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처분을 한 일정의 선택은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다소간에 정치  그리고 

경제  문제이다. 처분시기의 연장은 일반 으로 처분원가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만약에 처분 로그램이 시작된 후에 지연이 발생하면 처분원가는 상당이 증가될 

것이다. 

(3) 부지 선정 과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한 큰 문제는 처분시설 부지에 한 승인을 얻는 것이다. 

조기에 부지선정을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길지 않은 부지선정 차를 고려하고 있다. 

다른 련된 인자의 조사와 더불어 국가 체의 체계 인 지질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아마도 천공, 지표면 조사에 의한 탐사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부지선정 과정에 한 비용은 국가들사이에 매우 다양하다. 

모든 경우에서 부지선정 비용은 흐름 분석에서 높은 경제  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인허가 과정과 규제 요구사항 

모든 원자력 문제에 있어, 규제 요구사항과 인허가과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 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인허가가 어떤 공청회도 없이 기 에 의하여 완성된다. 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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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세부사항이 개발될 수 있고 면 히 

검사될 수 있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처분장의 모든 상세한 것들이 인허가 과정이 

시작되기 에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차이는 처분원가에 향을 

미친다. 

(5) 핵물질보장 조치(safeguards regime) 

핵물질보장은 수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간 장과 재처리 시설에 용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하여 요구된 핵물질보장 차는 재 IAEA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처분장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폐쇄후 

핵물질보장 조치에 한 원가는 아직 계상하지 않고 있다.

(6) 부지가격과 보상 

부지가격은 정상 으로 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백히 이러한 인자는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인구 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부지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며, 인구 도가 낮은 국가에서 정부가 리하는 토지는 큰 비용이 없이 처분장 

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원자력시설이 건설될 때, 국가와 지방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농부, 

어부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에 보상이 지불된다. 보상의 정도는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처분원가에 많은 향을 미친다. 

(7) 세  

세 은 총원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 에 소요되는 부 는 일부분의 세 이 면제된다. 이것은 분명이 

처분원가에 향을 미친다. 

(8) 국민이해와 정치  의사결정 

국민이해는 처분시설의 실 에서 주요한 인자이며, 이것은 총원가에 요한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시설은 계획에 따라 건설될 것이고, 빈약한 

인식으로 인하여 지연과 변경에 한 원가는 주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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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처분시설은 정치와 규제에 의존한다. 시설물의 원가는 정치  방향의 

변화에 의해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 

(9) 불확실성 인자 

정상 인 방법에서 원가산정에 고려될 수 없는 많은 불확실성 인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는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처분장 

원가산정에서 측할 수 없는 변화에 한 임시원가(Contingency)로 반 할 수 

있다. 

2) 지상 시설 비용

사용된 비용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CTECH(2003)에 의해 산출된 작업에 

근거하여 그림 3-112와 같이 체 로젝트에 한 지상시설의 업무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를 개발하 다. 이 분류체제는 주요 단계  일정과 연 된 

리부분을 계층  업무 역별로 세분하여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가압 수로 처분용기 2,835개와 가압 경수로 처분용기 11,375개인 총 14,210개의 

처분용기를 지하 500 m의 심부 처분지역에 거치시키기 하여 외부로부터 

처분용기를 수하고 포장하고, 포장 후 검사하는 등 지상시설의 주요설비에 한 

건설비와 운 비가 주요 비용이다.

지상시설

Preferred 

site

안전성 

평가

인허가 

승인

시설 운영 

프로그램 

관리

해체 및 

폐쇄

처분장 시스템 개발 시설설계 & 건설

그림 3-112. 최상  Work Breakdown Structure.

산정된 지상시설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의 비용을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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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장시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수송 

- 사용후핵연료 컨테이 의 회수

- Cost allowance for goods and services taxes

- 천재지변에 한 비비

- Provision for performance bonds

- Relocation or adaptation to non-Canadian site

- 보험

- 작업장 이외의 작업자에 한 주거  편의시설

- Decommissioning of assets, facility etc.

- WBS details

- 험분석

- 규제변화

- 순 가(Net present value) 는 할인율

- 품질보증

- 설계검토 

- Mining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Profit margin 

표 3-74는 KRS-1 지상시설에 한 투자비와 운 비를 추정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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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tem Cost($K)

  투자비 2,394,957

Design and projecting 1,540,110

Construction 247,150

Fuel handling systems, cranes and 

lifts
0

Process systems 405,841

자동화 및 통신시스템 2,064

전력시스템 1,719

Contingency 198,073

  운영비 4,673,241

인건비 1,105,306

에너지 비용(Emergency power 

generation)
3,780

Water and water treatment 2,660

유지수선비

Materials for encapsulation 2,858,406

보험 0

핵연료 수송 0

Contingency 703,089

표 3-73 KRS-1의 지상시설에 한 추정원가

나. 용기  터  배열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처분원가 산정 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원가 상을 설정하고 둘째, 원

가동인을 악한 후 셋째. 각 원가동인에 한 직 비와 간 비를 추정하며 넷째, 

간 비를 인 으로 배분하는 차를 따른다. 

1) 원가산정 차

 처분용기  터 배열에 따른 처분장 개념설계의 각 안에 한 주요원가를 

분석하기 하여 먼  비용 산정 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가산정 차에 따라 상이한 비용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원가는 일반 인 제품의 제조원가와는 다르게 투자비, 운 비, 그리고 폐쇄비로 

총원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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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터널, 처분공에 대한 굴착 Volume 산정
(터널굴착량= 폭 x 높이 x 터널길이)

URL과 6단계에서 처분패널의 굴착 Volume 
산정

굴착비용= 단계별 굴착 Volume x 굴착단가

Construction work(콘크리트, 철재비 등), 
처분공 조사비 산정

기계설비비 및 환기비용 
산정

소유주 비용 15% 산입

Contingency 
20% 산입

총 건설원가(지하시설)

그림 3-113. 건설비 산정 차.

(가) 원가분류 

(1) 지하시설의 건설비 

  지하시설 건설비는 지하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 이다. 따라서 터 과 

처분공의 굴착비 뿐만 아니라 수직갱의 건설비와 기계장비비도 포함된다. 비용산정 

차는 그림 3-113과 같다.

(2) 지하시설의 운 비 

   지하시설의 운 은 지하 처분장 건설과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운 비는 

지하시설 건설기간 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 운 비 항목은 완충재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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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채움에 소요되는 벤토나이트 비용과 인건비가 포함된다. 비용산정 차는 그림 

3-114와 같다.

터널 뒷채움 Volume 
산정

처분공의 벤토나이트 
볼륨산정

처분터널 한쪽 플러그 비용 참조

파쇄암반과 
벤토나이트 단가 설정

벤토나이트 단가 
설정

처분터널플러그 단가=한쪽플러그 
비용 x 2

터널 뒷채움비용=
뒷채움 Volume x 

단가

벤토나이트 압축 
단가 설정

총플러그비용= 처분터널수 x 
플러그 단가

터널 뒷채움 원가

벤토나이트 
블락비용= 

벤토나이트 블락 
Volume x 

(벤토나이트 단가 + 
압축비용 단가)

처분터널 플러그 원가

벤토나이트 블락 
원가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험료등 산입

소유주비용 15% 
산입

Contingency 20% 
산입

총운영원가
(지하시설)

그림 3-114. 운 비 산정 차.

(3) 폐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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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비는 진입터 과 수직갱 등의 뒷채움과 러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진입터 의 뒷채움은 처분터 의 뒷채움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즉 

30%의 벤토나이트와 70%의 쇄암반으로 뒷채움 한다. 비용산정 차는 그림 

3-115와 같다.

터널 뒷채움 
비용 참조

갱 뒷채움 비용 
참조

갱 진입부분의
콘크리트 플러그
(10m 두께)의

단가 참조

터널 뒷채움 
Volume 산정

갱 뒷채움
Volume 산정

Volume 산정

뒷채움비용=
Volume x 단가

갱 뒷채움 비용=
Volume x 단가

플러그비용=
Volume x 단가

진입터널과 
갱의 

벤토나이트 
플러그 단가 

참조

소유주비용
(개발비, 설계비, 

프로젝트비, 
인허가비용 포함) 

15% 산입

Contingency 20% 
산입

폐쇄원가

그림 3-115. 폐쇄비 산정 차.

2) 원가산정을 한 가정

 처분원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추정하 다.

․ URL/처분장의 건설시작은 2020년 

․ 운 을 한 처분장 비와 가압 수로 처분용기의 처분시작은 2040년

․ 가압 경수로 용기의 처분시작은 2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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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의 폐쇄는 2096년 

비용산정을 한 로젝트 일정은 그림 3-116과 같다. 

Start 10 yrs 20 yrs 40 yrs 50 yrs 60 yrs 70 yrs30 yrs

URL Phase1 ClosurePhase2 Phase3 Phase4 Phase 5 Phase6

Detailed design of URL

Phase 1 of repository

Disposal of CANDU fuel

150 canister/yr Disposal of PWR fuel

380 canister/yr

URL construction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R&D,
Commissioning

Decommissioning

Repository
Closure

Start 10 yrs 20 yrs 40 yrs 50 yrs 60 yrs 70 yrs30 yrs

URL Phase1 ClosurePhase2 Phase3 Phase4 Phase 5 Phase6

Detailed design of URL

Phase 1 of repository

Disposal of CANDU fuel

150 canister/yr Disposal of PWR fuel

380 canister/yr

URL construction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R&D,
Commissioning

Decommissioning

Repository
Closure

그림 3-116. 건설  운  일정.

  단가는 2004년 의 유로(EURO)로 계산되었다. 부가가치세(VAT)와 이자율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가격은 150 EUR/ton으로 계상하 다. 한 

연구개발비, 설계비, 로젝트비와 인허가비를 포함한 소유주비용은 투자비의 약 

15%로 가정하 다. 

뒷채움 기술과 재료는 아직 상세하게 정의하지 않아서, 비용은 매우 상세하게 

계산할 수 없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에 한 임시(Contingencies)비용은 

원가산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반 한다. 

(1) 설계유연성 

처분장의 건설, 운 , 폐쇄는 매우 장기간의 로젝트이다. 설계에서 많은 

유연성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형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처분장의 치는 알지 못한다. 부지자료, 지질, 지하수조건과 암반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 330 -

-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정확하지 않다. 가정한 것보다 더 많은 원자로가 

건설될 수도 있고, 재 원자로의 수명은 더 짧아질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처분장 운 기간은 55년이다. 기술, 기계, 재료와 심지어 법규는 처분장의 긴 

운 기간 동안 개발되어 변경될 수도 있다. 한 효율 인 운 으로 

고려되는  방법과 무 하게 처분장 운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처분장의 터 , 구조물 등의 개념설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처분장의 설계와 운 차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처분장 심도, 

처분률(disposal rate), 처분용량 등과 연 된 유연성을 제시하 다. 

(2) 처분장 심도 

  처분장은 500 m의 심도로 가정하 다. 실제로 바닥(floors)의 가장 높은 고도는 

475 m이며, 바닥의 가장 낮은 은 pumping station 아래의 basin에 있으며 511 

m의 심도이다. 

처분장은 기술 인 에서 더 상 에 혹은 더 깊게 치할 수 있다. 만약 

처분장이 더 깊어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진입터 은 더 길어지고 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깊어진다. 

 - 더 많은 굴착이 필요하다. 

 - 더 많은 뒷채움이 필요하다. 

 - 운 기간에서 재료, 기계와 인력을 수송하기 하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한 화재발생시 처분장으로부터 인원을 피시키기 하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 만약 처분장의 치가 염분이 있는 지하수 지역 안에 있으면, 지하수의 

염도(salinity)가 증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 뒷채움 재료에 향을  것이다. 그리고 벤토나이트는 염분수에서 원하는 

것처럼 핵종이동을 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처분장 구조물의 내식성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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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기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암반역학 설계에 향을 다. 

터 은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암반 볼 (bolting)과 쇼크리트 

(shotcrete)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더 높은 기 온도가 존재할 것이다. 암반의 열 구배는 지역에 달려있다. 더 

높은 기 온도는 처분터 과 처분공의 간격을 증가시킬 것이며, 더 많은 

굴착과 뒷채움량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처분장이 심도 500m 보다 에 있으면, 이동거리와 시간은 더 짧아질 

것이다. 처분장 심도는 변할 수 있으며, 만약 처분장이 더 깊게 치하면 더 긴 

시간과 많은 자 이 필요하게 된다. 

(3) 처분률과 운

 용기의 처분율은 로젝트 일정과 작업능력에 따른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연간 처분률은 첫번째 10년 동안 진 으로 증가할 

것이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한 가장 높은 처분률은 연간 

146개이며,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한 가장 높은 처분률은 연간 

380개이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사이의 거리(6 m)는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4 m)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운 단계 

동안 연간 처분율은 가압 수로 단계에서 보다 약 2.6배이다. 그러나 굴착과 

뒷채움 양은 가압 수로 단계보다 3.9배 더 크다. 그러므로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한 처분율은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한 처분률보다 더 쉽게 증가될 수 있다. 

연간 380개의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율은 평균 으로 약 일주일에 8개의 

용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의 더 많은 용기에 한 거치는 문제가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이 주당 7일에서 3교 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 의 

굴착은 단계별로 수행되며 이러한 단계는 만약 높은 처분율이 필요하면 조  더 

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높은 처분율의 경우에 터 의 

뒷채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높은 처분률이 필요하면 좀 더 빠른 뒷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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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마도 개발되어질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를 들면, 운 단계에서 동시에 

남쪽과 북쪽에서 운 되는 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것 보다 더 낮은 처분율은 어떤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운 기간은 확장될 것이며 비용과 련된 시간은 증가될 것이다. 만약 어떤 이유로 

처분율이 낮아져도 처분장에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4) 처분 용량 

 본 보고서에서 처분장은 2,835 가압 수로와 11,375 가압 경수로 용기를 

고려하여 체 으로 14,210개의 용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처분장의 동쪽지역에서 확장에 한 여유가 있다. 넬터 의 오른쪽을 따라 54개 

더 많은 처분터 이 치될 수도 있다. 이론 으로 54개 터 은 2,970 가압 수로 

용기를 거치하거나 1,998개의 가압 경수로 용기를 거치할 수 있다. 

처분장에 하여 얼마나 많은 변경이 필요할 것인가는 확장(enlargement)에 한 

필요성이 알려지는 시 에 달려 있다. 만약에 처분장의 굴착 이 에 필요성이 

알려지면, 통제구역의 갱과 비통제구역의 지표면 연결부는 각각 더 길어질 수 있다. 

한 원칙 으로 처분장은 복층보다도 더 많이 구성될 수도 있다. 

3) 원가 추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원가는  제품별로 가압 경수로와 가압 수로로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원가함수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처분원가는 식 (2)와 같이 크게 

직 비와 간 비로 나  수 있다. 

   ,          ..........................(1)

        

   = 직 원가 + 간 원가

   =(가격×직 원가 투입물의 수량) + (간 원가배부율 × 원가동인의 측정치)..(2)

    

식 (2)에서 백분율은 %가 아닌 액의 단 로 계산하며, 원가동인의 측정치는 를 

들면 조업도 시간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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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가 추정방법

   심지층에 사용후핵연료 상용처분장을 실제로 건설한 경험은 아직 없다. 그러므

로 처분원가는 실제원가가 아니고 추정원가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원가를 추정

하기 하여 여러 가지 과학 인 방법이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크

게 공학 방법과 원가자료분석법으로 그림 3-117과 같다. 본 에서 평가한 지하 

처분비용 산정결과는 공학  방법을 사용하여 처분원가를 추정한 것이다.

공학적 방법

원가추정방법
계정분석법

원가자료분석법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그림 3-117. 원가추정 방법.

1) 공학  원가추정방법

  생산방법, 생산효율, 조업시간 등에 한 원가행태를 계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으

로서 장 은 공학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추정함으로서 다른 방법보다 정확한 원가

의 추정이 가능하며,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일 경우, 즉, 과거의 자료가 없

는 경우에 용이 용이하다. 한 단 은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조업도

와 원가 사이에 명확한 계를 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 

2) 원가자료분석법

(1) 계정분석법(account classification method) 

  원가담당자가 각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며, 장 은 원가추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비

용이 게 소요되며, 원가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추정원가를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단

은 과거자료에 비효율성이나 비정상 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가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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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시킬 수 있다. 

(2) 고 법(high-low method) 

  과거의 원가자료 에서 최고조업도와 최 조업도의 두 가지 값을 이용하여 고정

원가와 변동원가의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추정방법의 장 은 주 인 

단이 개입되지 않아 객 이고 은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으

로써 최고조업도나 최 조업도가 비정상 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가행태

를 왜곡할 수 있다. 

(3)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 method) 

  하나 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 변화량을 측정하

는 통계  방법으로서 독립변수의 값에 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측하고자 하

는 분석방법이다. 장 은 모든 찰 값을 포함하여 통계  방법으로 원가함수를 추

정하는 가장 객 인 방법이며, 변수의 움직임과 계의 정도, 통계  유의성, 오

차나 분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은 통계학을 이용하므로 계산과정이 복잡

하며, 선형성과 오차의 정규분포 등 통계학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주요원가 동인

  주요원가 동인을 악하기 하여 우선 총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총원가를 산정하면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원가항목과 해당 원가동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에서는 KRS-1의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총원가를 

산정하 다.

  표 3-75는 처분장을 건설하기 하여 소요되는 투자비, 운 비 폐쇄비를 2004년 

불변가로 산정한 값이다. 투자비는 건설비와 기계장비비를 포함한다. 핀란드의 

원가산정에 따르면 처분장의 총원가는 지하시설비용의 약 3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8,000 MEUR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측되며, 

그림 3-118에서 그림 3-120까지는 지하 처분 시설비용의 투자비와 운 비  

폐쇄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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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단가 적용 사례 국내단가 적용 사례

항목 Total(MEUR) 한화(백억원) % 한화(백억원) %

투자비 986.27 125 38 132.3 39

운영비 1,469.5 187 55 186.1 54

폐쇄비 180.53 23 7 23 7

총 계 2,636.3 335 100 341.4 100

표 3-74 지하처분시설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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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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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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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폐쇄비용

  상기와 같은 원가항목 비율을 근거로 투자비와 운 비에 한 주요 원가동인과 

주요 설계변수를 살펴보면 표 3-76과 같다.

항 목 주요원가동인 주요 설계 변수

투자비

터널 굴착량 터널 단면적, 터널 길이

처분공 굴착량 처분공 단면적, 처분공 깊이

운영비
터널뒷채움재 터널 단면적, 터널 길이

벤토나이트 제원 완충재 두께, 높이

표 3-75 주요 원가동인과 주요 설계변수

5) 민감도 분석

  원가추정에서 흐름은 처분장의 건설이 약 80년 동안 지속되므로 장기간동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흐름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121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지하시설에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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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처분장 지하시설  흐름.

  그림 3-122는 2004년 불변가로 산정된 처분원가에 물가상승률을 용하여 처분장 

건설기간 80년 후의 시 에서 처분원가에 한 물가상승률의 민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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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물가상승률에 한 민감도.

 

6) 처분용기  터 배열에 따른 안분석

  처분장은 처분용기  터 배열에 따라 여러 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다. 를 

들면, 복층으로도 건설될 수 있으며, 처분용기의 거치방법에서도 수평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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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거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이러한 안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1) 단․복층 원가 분석

  그림 3-123은 단층과 복층간의 주요원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단층이 복층에 비해 경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된 이유는 

앙터 과 뒷채움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Dominant cost difference

1660168017001720174017601780180018201840

        Single layer                          

Double layer(horizontal division)    

Double layer(vertical division)    

[MEUR]

그림 3-123. 단복층 처분장의 주요 원가 차이.

(2) 수평처분과 수직처분의 원가 분석

(가) 수평개념의 정의 

   본 에서는 수평과 수직처분개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기 하여 수평처

분방식의 처분구역 개념을 그림 3-124와 같이 가정하 으며, 처분 터  내 처분용

기 배치개념도는 그림 3-125와 같이 가정하 다. 그리고 처분용기 개념은 그림 

3-126과 같이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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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수평처분방식의 처분구역 배치도.

  원가동인 측면에서 수평처분방식과 수직처분방식의 큰 차이 은 수직처분방식에

서는 하나의 처분공에 하나의 처분용기가 거치되지만 그림 3-125와 같이 수평처분

방식에서는 여러 개의 처분용기가 긴 처분 갱도(Drift)에 거치하게 된다. 한 그림 

3-126과 같이 처분용기는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둘러싸이며 컨테이 에 넣어진다. 

처분 갱도의 길이는 301m로 가정하 다.

그림 3-125. 처분 갱도 내 처분용기 배치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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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처분 컨테이  개념도.

  결국 수평처분방식과 수직처분방식의 경제 인 측면에서 원가동인과 련된 가장 

큰 차이는 수평처분방식에는 처분공에 한 굴착이 필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

직 처분방식의 처분터 을 수평 처분방식에서는 처분 갱도로 체하여 처분용기를 

거치하는 개념으로 설계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성 인 측면에서 비용효과를 

살펴보면, 수직 처분방식에서 필요한 처분공이 수평 처분방식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수평처분방식의 건설투자비가 감소되며, 한 수평 처분방식에서는 처분공에 한 

완충재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한 수평 처분방식에서는 처분 갱도에 용기를 거치

하므로 완충재가 컨테이  안의 처분용기 주 에 둘러싸여 처분 갱도에 거치되어 

뒷채움 비용이 감된다. 이러한 장 으로 경제성만을 고려한 비용 비교에서는 정

성 인 측면에서 수직 처분방식에 비해 수평 처분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나) 처분일정

   정성 인 비용효과를 정량 으로 계산하기 해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그 

에서 요한 사항  하나는 동일한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작업일정이

다. 작업일정은 크게 건설, 운 , 폐쇄와 련하여 이미 원가산정을 한 가정에서 

설명한 작업일정을 용하 다.

(다) 수평처분개념의 열해석 만족기

   폐쇄비는 처분용기를 처분 갱도에 거치함으로써, 그림 3-127과 같이 처분 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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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40 m일 경우, 열 해석 조건인 처분용기의 표면온도 100 ℃ 이하를 만족시키

기 해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용기간격이 수직처분방식의 6 m에서 7 m로 

늘어나 결국 처분 패  면 이 증가하여 앙터 이 더 길어져, 앙터 을 굴착하

고 뒷채움 하는 비용이 수직처분방식에 비해 수평처분방식에서 더 소요되므로 폐쇄

비에서는 수직처분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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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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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 7 8 9 10 11 12

처분용기 간격

온
도

,C

30 m

40 m

그림 3-127. 수평처분방식에서 처분용기 간격에 한 처분용기 표면 온도.

  비용효과와 련하여 수직과 수평처분방식의 원가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첫째, 수평 처분방식에서는 처분공이 필요 없어 긴 처분 갱도가 수직 처

분방식의 수직 처분공과 처분터 을 신한다. 둘째, 암반지질 특성에 수평 처분방

식이 더 민감하다. 긴 처분 갱도에서 보다 많은 간극이 발견되어 체 처분 갱도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처분 갱도의 그라우  작업이 더 어려울 수 있

다. 셋째, 수평 처분방식에 한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 처분용기와 완충재의 설

치장비은 수직 처분방식의 장비에 비해 더욱 더 복잡하다. 수평 처분방식의 처분용

기 거치방법은 수직 처분방식 만큼 상세하게 설계되지 못하 기 때문에 장비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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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비용증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넷째, 수평 처분방식은 뒷채움 비용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만약 수평 처분방식에서 긴 수평 처분 갱도가 성공 으로 뒷

채움될 수 있다면 처분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

다. 

(라) 비용산정을 한 매개변수

    수평 처분비용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한 수평 처분방식의 매개변수들은 표 

3-77 ～ 표 3-79와 같다.

Fuel Amount (tU) Assemblies Bundles Canisters

PWR 20,000 45,000 11,375

CANDU 16,000 842,000   2,835

Total 36,000 14,210

표 3-76 처분용량



- 343 -

구   분
내     용

수평개념 수직개념

 처분 갱도

 /터널 제원

- PWR; 41 처분용기/Drift -> 

  41 x 7 m + 15 m = 301 m

- CANDU; 52 처분용기/Drift 

->

  52 x 5.5 m + 15 m = 301 

m

- PWR; 37 holes => 

  36 x 6m + 30m + 5m = 251m

- CANDU; 55 holes =>

  54 x 4m + 30m + 5m = 251m 

- 처분터널의 총길이; 95758m  

- 콘크리트플러그와 방화를 위해

  30m, 장비와 차량을 위해 5m 

소요

- 운영챔버 ;  15 m 

 (Width : 5 m, Height : 6.15 

m)

- 처분 Drift : ϕ 2.15 m

 처분 갱도 

/터널소요 

수

- PWR ; 1.05 x 11,375 = 

         11,944 처분용기 

   ‣ 11,944/41 ≑ 292 Drifts

- CANDU ; 1.05 x 2,835 = 

         2,977 처분용기 

   ‣ 2,977/52 ≑ 58 Drifts

- PWR ; 323 개

- CANDU ; 54 개

- 총 377개 처분터널이 필요함.

표 3-77 처분 Drift/Tunnel의 제원  소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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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수평개념 수직개념

Central Tunnel
- Width : 7.0 m

- Height : 8.4 m

- Width : 7m

- Height : 8.4m

- Area : 58.8 m2

Panel Tunnel
- Width : 6.0 m

- Height : 7.6 m

- Width : 6m

- Height : 7.6m

- Area : 45.6 m2

Operation Chamber

- Width : 5 m

- Height : 6.15 m

- Length : 15 m

없음

Disposal Drift/Tunnel - Diameter : 2.16 m

- Width : 5m

- Height : 6.15m

- Area : 30.75 m2

표 3-78 지하시설 터  제원

(마) 비용평가 결과

    분석결과, 단층 처분장이 복층 처분장에 비해 투자건설비와 폐쇄비가 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 비에서는 복층 구조가 두개의 층에서 동시에 운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고려하면 단층 처분장 보다 비용이 게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비용요소를 종합해 보면, 단층 처분장이 복층 처분장보다 비

용이 게 드는 구조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28부터 그림 3-130까지는 수직 처분방식과 수평 처분방식의 투자비, 

운 비, 폐쇄비에 한 주요원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1은 그림 3-128 

～ 그림130의 원가 차이 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31에서와 같이 수평 

처분방식이 수직 처분방식에 비해 경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처분공 굴착비와 벤토나이트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왜냐하면 수평 

처분에서는 수직 처분에서 존재하는 처분공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원가차이의 주요 원가 동인은 처분공과 처분 갱도의 굴착량과 뒷채움 비용과 



- 345 -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0 400 600 800 1000

Vertical emplacement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40m), canister(7m))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30m), canister(8m))

Unit : MEUR

그림 3-128. 투자비.

 

0 200 400 600 800 1000

Vertical emplacement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40m), canister(7m))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30m), canister(8m))

Unit : MEUR

그림 3-129. 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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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폐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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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수평처분방식과 수직처분방식의 주요원가 차이.

 상기와 같은 비용분석은 기술  비용만을 고려한 비용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비기술  비용인 사회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비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확률론  

비용분석과 같은 불확실성하에서 사용되는 원가산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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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HLW 리 방안

1. 처분 시나리오 분석

  가. 개 요

    우리나라는 에 지 자원이 빈약하여 오래 부터 에 지 연료의 부분을 수입

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에서 원자력발 은 상 으로 상당한 이 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 이 체 발 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계속 증가되어 재는 

략 40%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 소가 가동, 운 됨에 따라 필연 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

고 그 에서도 특히 고 폐기물은 그 방사능 나 감시하여야 하는 기간의 측

면에서 더욱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의 부안 사태에

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재처리할 것인지 직 으로 구처분할

지도 정책 으로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재는 고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원 부지 내에 임시 장하고 있는 상

황이나 부지 내 장 가능 용량과 발생 상량 등을 고려해 볼 때 고 폐기물 처

분 리 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문제는 단순히 기술 인 측면만 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 정책 인 측면

의 여러 인자들이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손쉽게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특성 상 가능한 모든 

인과 계를 고려하고, 동태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

믹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모사해보고자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란 주어진 문제 는 상되는 문제에 

하여 그와 직  는 간 으로 련된 변수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정의하고, 변수

들 간의 계를 정량 으로 연구하여 컴퓨터 모델화한 후, 일련의 시뮬 이션을 통

하여 시스템의 동  특성을 밝 내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는 비선형 순환고리(Feedback)를 갖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의 동 인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 시스템  특징을 가진 실체를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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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며, 특히 사회 시스템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어 시스템 다이내믹

스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사하 다.  일단 논리 모델을 구축하

는데 을 맞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량화 모델을 구성하 다. 구체  내

용으로는 본 연구의 근 방법과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를 기술하 으며, 논

리 모델에 하여 설명하고, 정량화 모델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한 시나리오와 그 

결과에 하여 기술하 다.

나.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 모델링

  (1)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의 개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다층 이고 상호 복합 인 사회  변수를 논리 으로 재

구성하여 실 사회와 매우 유사하게 컴퓨터상에 구 함으로써 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설들을 아무런 실제의 손실 없이 시행해 볼 수 있는 기법으로서, MIT에서 

1960년  에 개발되어 각종 국가 정책 개발, 외문제, 사회집단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채택에 따른 향 분석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을 분석하는데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유용성

을 제공한다.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인과 계를 묘사하여 으로써, 시스템의 

향 계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상호간에 강화 고리

(reinforcing loop)와 균형 고리(balancing loop)로 얽히어 시스템 상태를 향상․악화

시키거나 균형 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이러한 요인 간의 구성

요소를 묘사함으로써 상 성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둘째,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고

폐기물 처분 리와 련된 상들은 일시 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시스템의 구조에

서 일어나는 순환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일어나는 사건들의 인과 계를 묘사하고, 이를 정량 으로 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방할 수 있는 정책 지렛 (policy leverage)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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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다.

넷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변수들 간의 비선형성(nonlinear)을 분석하는데 유용

하다. 요인과 요인 간의 분석과 상호 향 계는 상호의존 인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다른 방법론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변수들 간

의 상호 향 계에 을 두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다루어진 변수들도 종속변수

의 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배제하고, 종속변수들

의 상호 향 계를 상정한다.

둘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  상은 단선 인 인과 계가 아닌 순환 인 

인과 계에 기 하고 있다는 , 그리고 정 인 분석이 아닌 동 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단선 이고 정 인 연구방법에 비해 고유한 상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은 사건 심의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구조

 특성을 악한 후 처방을 실시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피드백 구조를 찾으

려 하는 것도 문제의 구조를 밝히는데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  근을 통해 시스템 간의 향 계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하면 최종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스템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구조를 계층 으로 분석하지 않고 피드백 

구조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다. 피드백 구조를 통한 문제의 탐색  분석은 문제해

결로 취한 안의 부수 효과, 환경의 향, 환경의 변화에 의한 자신에의 향 등을 

다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 다. 조직에 한 연구 역시 특정 조직에 을 

맞추지 아니하고 시스템 으로 상호 유기 인 근을 시도한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화 과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분석하려고 하는 문제의 향 계를 심으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진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학문 으로 문제의 역학 인 패턴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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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실 문제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호 계를 살펴보기 

하여 사용된다.

시스템에 나타나는 상(event)에 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구조

를 밝힘으로써 구조에서 문제에 한 해결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재 보

여 지고 있는 상은, 그림 3-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의 자신의 시스템 혹은 

다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

스템의 구조에 을 맞추고 있으며, 한 시간지연까지 고려하여 모델링을 실시

한다.

시스템의 구조(Structure) 악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

다.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이의 근본이 되는데, 상호의존 인 변수들 간

의 계의 고찰하는 사고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40)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개발과정에 해서는 그림 3-133의 순서도로 나타내었다.

첫째, 문제의 이해와 정의의 과정이다. 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

를 풀기 한 단순화 과정, 시스템 경계의 확정, 모델에 한 일반  가정을 설정하

는 단계이다.

원인 1 원인 2 원인 n.........
.......

결과

Delay
Delay

그림 3-132. 문제의 원인과 결과사이의 지연.

문제의 이해는 선형  사고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사고에 의해서 이해되어진다. 

문제의 향정도에 따라 시스템의 경계를 설정하여 문제의 분석수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 문제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을 략 으로 선정하

는 과정을 거친다. 즉,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하고 이를 나열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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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변수들은 상에 향을 미치는 직․간 인 내용을 포함한다. 시스템 다

이내믹스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분 없이, 상호 간의 인과 계

를 설정한다. 

변수의 나열은 연역  추론, 경험에 의한 귀납  추론, 설문, 인터뷰, 문헌조사, 

인스토 (brainstorming)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나열된 변수는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거되기도 더 추가되기도 하며 정량화 과정에서 가 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둘째, 선정된 인자들의 상호 계에 한 인과 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만드는 단계이다. 즉 나열된 변수들의 상호 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때, 변수

의 계는 상 계(correlation)보다는 인과 계(causality)를 바탕으로 연결된다. 인

자들 간의 향 계를 표시하기 하여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A → B 라

는 표 은 A라는 요인이 B에 향을 미친다는 표 이다. 이 둘의 계는 정(正)

으로 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부(否)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 으로 향을 

미칠 때에는 화살표 끝에 러스(+) 표시를 부 으로 향을 미칠 때에는 마이 스

(-)를 표시한다. 



- 352 -

문제의 이해

Causal Loop Diagra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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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과정.

를 들면, 그림 3-134에서의 A와 B의 향 계를 살펴보면, A가 B에 향을 

미치는데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고 A가 감소하면 B도 감소한다는 정의 계를 

표시한다. 한 편, C와 D의 계는 C가 증가하면 D는 감소하고 C가 감소하면 D는 

증가하는 부의 계를 표시한 것이다.

A B C D
+ -

그림 3-134. Casual Loop Diagram에서의 인과 계 표시.

상호 향 계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그림 3-135는 순

환 계를 표시한 것으로 강화순환고리(positive loop 는 reinforcing loop)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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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고리(negative loop 는 balancing loop)로 구별된다. 강화루 는 계속 증가하

거나 계속 감소하는 계를 형성하며 균형루 는 시스템의 균형 으로 수렴시키려

는 성격을 갖는다. 양자의 구별은 루 에서 마이 스 기호(-)의 수로 구별하는데, 

마이 스 기호(-)가 홀수이면 균형루 이며 그 이외에는 강화루 가 된다.

A B C
D

+ -

+ +

Negative(Balancing) LoopPositive(Reinforcing) Loop

그림 3-135. 순환고리(Loop)의 종류.

셋째, 모델에 한 개념설계가 이루어진다.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선정하고 이

밖에 모델의 향을 미치는 환경변수에 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며 모델에 들

어갈 변수가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s)인지 내생 변수(endogenous)인지가 결

정된다. 내생변수  외생변수의 설정에 따라 모델에 한 가정 한 결정되어진다. 

실제로는 다음 단계인 Stock and flow diagram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변수들 간의 향 계를 표시하고 난 후 거치는 단계는 Stock and Flow 

Diagram 작성의 과정이다. 이는 변수들 간의 향 계를 계량화하기 한 단계이며 

여기에는 량변수(level)와 유량변수(rate)  수식을 한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s)와 상수(constants) 등이 사용된다. 

량변수는 Stock이라고도 불리며, 유입(inflows)과 유출(outflows)에 의해서 변

하는데, 이는 행 의 결과로 장된 변수이다, 이에 반하여 유량변수는 량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밖에 변화율 변수의 계산식을 단순화시키기 하

여 사용되는 보조 변수가 있다(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1999).

량변수는 용기의 물과 같은 성질의 변수로서 시간에 따라 되는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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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되는 성질로 인하여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량변수는 

량변수의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변수로서, 수량의 유입과 유출과 같은 성질의 변

수이다. 변수의 선정 후 변수가 유량변수인가 량변수인가를 구분하여 모델을 시

작한다.

량변수는 시스템의 거동에 있어서 시간 지연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량변수의 선정과 모델링은 특히 더욱 요하다.

그림 3-136은 Vensim에서의 량변수와 유량변수를 표 하는 방법이다.  동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량변수는 사각의 상자로 표시되며, 유량변수는 사각의 표시 

없이 그냥 사용되는데, 량변수의 변동은 반드시 유량변수를 통해서만 변동이 가

능하다.

량변수 Stock1의 식을 살펴보면

Stock1=⌠
⌡

t

0
(rate1-Rate3)dt+C

로써 유량변수의 분임을 알 수 있다. 

Stock 1

Rate 1

information1

Information 2

Stock 2
Rate 2

Rate 3

그림 3-136.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량변수와 유량변수의 표시.

다섯째, 자료 수집단계이다. 자료 수집은 정량화 모델에 들어갈 자료로써 시계열 

자료가 될 수도 있으며, 평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한 심리상태와 같은 소  소

트변수(soft variables)는 그래 로써 조사되기도 한다. 보통, 서열척도(ordinal 

scale)이거나, 비선형성을 갖는 변수들의 경우에는 그래  변수 형태로 수집된다.

여섯째, 검증단계를 거친다. 모델의 검증 방법으로는 실 자료와의 비교 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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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그룹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행한다. 과거 실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

법은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작동원리를 심으로 된 시뮬 이션의 결과가 과거 실

자료와 유사한 동  상을 보여주면 그 모델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과 같이 비교할 만한 당한 실 자료가 없을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모델작성 그룹과 사용자 그룹 간의 합의를 거쳐 사용할 만한 가

치가 있는지 단하고, 사용하면서 실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을 계속 수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검증과정을 거친 모델은 과거의 분석, 미래의 측, 각종 정책에 한 평

가 등에 활용되는 단계를 거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 트웨어가 갖고 있는 원인

추  기능을 통하여 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며 작용원리를 심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학습기능). 다른 한편으로는 모델을 통해서 미래에 한 측도 가

능하다( 측기능). 한 각종 정책이 앞으로 시스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평가

할 수 있으며, 정책의 평가과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미리 검

해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 한 분석과정이나, 부작용의 검과정에서 시스템에 

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보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 모델 구조

(1). 인과 계도(Causal Loop Diagram, CLD)

    먼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과 련하여 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인자

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향 계를 개략 으로 나타낸다. 동 과정을 통하여 풀어야 

할 문제를 개념 으로 체 인 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개략 인 인

과 계도를 그림 3-13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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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안전성
(기술수준)

수용성

영구처분시설
건설시기

폐기물 저장
기간 (여유도)

환경 영향

전력 공급

전력 수요

그림 3-137. 개략 인 인과 계도.

동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수용성이 구처분시설과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악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향 인자들을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향 계를 찾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구성한 것이 그림 3-138이다. 이는 

본 모델에서 논리 모델에 해당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련되는 가능한 모든 

인자들을 나열하고 그 , 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인자들을 제외함으로써 

향 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즉 Stock and Flow Diagram

이라 불리는 정량화 모델로 확장하게 된다.

그림 3-138은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림 3-137의 요 인자들을 심

으로 하여 상세 구성 인자를 나타낸 것이므로 그 흐름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고 폐기물이 발생하여 원자력발 소 부지 내에서 임시 장된 후 간

장시설로 이송되고 향후 구처분시설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되는 일생을 따라 련

되는 기술 , 사회 인 향 계를 악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간 장시설과 

구처분시설을 모두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간 장시설이든 구처분시설이든 기술 으로 어느 정도의 수 에 도달하여야 

안 하게 건설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이 에 국민 수용성을 확

보하지 못하면 부지 선정, 확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이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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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건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용성 인자를 요하게 생각하

고 동 인자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 다.

력 공 원 에서 원자력 발 이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따라 고 폐기물 발

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력 수 에 련된 인자들과의 향 계도 요하게 생

각하 다. 간 장시설 는 구처분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

물의 장 용량이 포화되어 원자력발 소의 가동을 정지시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

문에 이는 논리 으로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요한 계이다.

가능한 한 논리 으로 고 폐기물 처분 리 방안에 련된 요한 여러 인자

들을 고려하려 하 고, 이들 사이의 향 계를 논리 으로 구성하고자 하 다.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정량화 모델을 구성하 다.

중간저장시설
운영 시점

전력예비율

전기요금

제한 송전량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비

화력 공급량

수력 공급량

기타에너지
공급량

온실효과

가동중단 원전
관리비용

경제적 손실

처분시설 건설,
운영, 폐쇄 비용

+

+

연료비
+

+

-

국민 생활
편의성

산업계 생산성 -

- -

환경문제

+

가동 중단
원전의 수

+

+

+

+

CO2 배출량

+

처분시설에
관한 정보

국민 수용성

환경단체 활동

+

홍보

언론 기사, 뉴스

경제성 인자
-

+

국민이 인식하는
안전성

+

국민이 인식하는
경제성+

+

+

전력공급량

전력수요량

+

+
+

-

-

-

+

-

-

원자력 공급량

+

+

저장/처분
여유도

기존 원전 운전

신규 원전 가동

고준위폐기물
발생량

원전 부지 내
용량

중간저장시설
용량

시설의 안전성

기술수준

에너지 자립도

해외 사례

-

-
-

+
-

--

-

삭제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점

중간저장시설
포화 시점

그림 3-138. 인과 계도(Causal Loop Diagram, CLD).

라. 시뮬 이션 모델 설명

(1) 에 지원별 력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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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  설비용량을 계산하기 하여 그림 3-139와 같이 여러 가지의 력 

에 지원에 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 재 모델에서는 원자력, 화력, 수력, 기타에

지에 해 4가지 력 에 지원으로 구성하 다. 화력에는 유연탄, LNG, 유, 경

유  무연탄을 포함하 으며, 기타에 지는 원자력, 화력  수력을 제외한 모든 

력 에 지원을 포함하 다. 기타에 지원은 2,003년까지의 실 치 체 력설비

용량의 1% 미만을 차지하여 무시하 다. 

모델의 시뮬 이션 시작시 인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실 치를 사용하 으

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에 지원별 신규발 소 건설과 기존발 소의 폐

지는 2,002년 8월 17일자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158호로 발표된 제1차 력수

기본계획을 따랐다. 제1차 력수 기본계획에서 확정되지 않은 2,016년부터 시뮬

이션의 종료시 인 2,050년까지는 다음과 같은 가정 아래에서 각 에 지원별 력

설비 용량을 추정하 다. 

원자력 설비용량

총전력
설비용량

가동 중단
원전용량

신규원전
설비용량

화력 설비용량
가동 중단
화력발전소

신규 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수력 설비용량
가동 중단
수력발전소

신규수력발전소
설비용량

설비예비율

최대전력수요

기타 에너지
설비용량신규 기타발전소

설비용량
가동 중단
기타발전소

연간 CO2
배출량

i 원자력
설비용량

i 화력 설비용량

i 수력 설비용량 i 기타에너지
설비용량

최대전력수요
추세선

c 전기 절약
실천이 이루어지는

시간

c 화력 발전량 당
CO2 배출량

화력 이용률

L 화력
이용률 함수

i 화력
이용률

발전부문 CO2
배출계수

연간 화력
발전량

CO2 환경인자

c 기준 CO2
배출계수단위 보정인자

Year
<Year>

D 연도별 신규원전
용량 from 1995 to

2015

D 연도별 신규화력
용량 from 1995 to

2015

<Year>

<연간 최대전력
수요 추정>

<D 연간 최대전력
수요 till 2015> 신규 필요 용량

c 설비
예비율 목표

<가동중단
원전>

<신규 원전용량
from 2016 to

2050>

<신규 화력용량
from 2016 to

2050>

<신규 기타에너지
용량 from 2016 to

2050>

<Year>

D 발전설비용량

D 신규수력설비용량

D 원자력설비용량

D 화력설비용량

D 수력설비용량

D 화력폐지용량

연도별 신규원전
용량 from 1995 to

2015

연도별 신규화력
용량 from 1995 to

2015

그림 3-139. 력 에 지원별 력설비용량 추정.

1. 2,016년부터 2,050년까지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최 력수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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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1-1.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정치

  1-2. 1인당 최 력수요 추정치

2. 정 설비 비율을 17%로 가정하여 년도 총 력설비용량 비 당해의 

신규 필요 력설비용량을 추정하 다. 

3. 신규 필요 력설비용량 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원자력발 소의 신규건

설용량을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016 ~ 

2,050년 사이의 원자력발 소의 신규설비용량을 추정하 는데, 각 시나리오

에 해서는 해당 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4. 2,016년 이후에 새로운 수력발 소의 건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5.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필요 력설비용량은 화력과 기타에 지원에 

각각 일정비율로 신규용량을 건설한다고 가정하 다. 

(2) 고 폐기물 발생량  간 장시설/ 구처분시설로 이송

   원자력발 소에서 고 폐기물이 발생되어 각 부지에 일정기간 장 후 간

장시설을 거쳐 구처분시설로 이송되어 처분되는 후행핵연료주기를 그림 3-140과 

같이 나타내었다. 원자력발 소 부지내의 고 폐기물 발생과 용량은 고리, 울

진, , 월성 등의 각 원자력발 소 부지별로 나 어 계산하 다.  모델에서는 

각 원자력발 소 부지내에서의 고 폐기물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

에 부지내의 각 호기별로 나 어 계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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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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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저장시설
누적량

i 중간저장시설
누적량

<연간 처분량>

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i 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확장 가능
저장용량

d 중간저장시설
저장방식

d 중간저장시설
저장 용량

원전부지 내
저장 용량

원전부지
포화여부

<신규원전
설비용량>

원전부지 내 확장
가능 저장용량

d 부지 내
저장방식

d 부지간 이송
고려 여부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

<연간 HLW 발생량>

i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

HLW 여유용량
감소

D 월성 1and2발
HLW발생

c 용량당 저장용량

c 조밀 방식에
따른 용량 증가

c 용량 조절

저장여유도

<CANDU에서 바로
영구처분시설로 이송량>

<Option별 HLW
연간발생량 2016 to 2050>

<Year>

<HLW 연간
발생량 추정>

연간 HLW
발생량 합

D 저장용량증가

신규 HLW
저장용량 증가

원전 HLW
저장용량

용량증가

i 원전 HLW
저장용량

이송으로 인한
저장용량 증가

<연간
중간저장시설

이송량>

<d No중간영구
switch>

<d 원전계획
option switch>

그림 3-140. 원자력발 소 고 폐기물 발생량추정.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각 원자력발 소 부지별 고 폐기물의 발생량은 실

치를 사용하 다. 그리고 제 1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의 고 폐기물 발생량은 연구원에서 각 부지별, 호기별로 추정한 값을 본 모델에

서 사용하 다. 한 2,016년부터 2,050년까지의 고 폐기물 발생량은 원자력발

소 설비용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원자력발 소의 신규용량건설 시나리오에 

따라서 3가지로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3-140에서와 같이, 각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한 고 폐기물은 일정기간 

각 부지내의 장시설에 장된 후, 간 장시설을 거쳐서 구처분시설로 이송되

는 후행핵연료주기를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한 원자력발 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간 장시설에 일정기간동안 장하는 것

은 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 월성에 치한 가압 수로형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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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 없이 바로 구처분장으로 이송되어 처분되는 직 처분방안을 모델에 추가

하 다. 

  각 원자력발 소 부지 내 장의 경우 여러 가지 안이 존재한다. 즉, 부지 내 

장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며 (습식 장 vs. 건식 장) 한 재는 부지 내 이송은 

고려되지만, 각 부지간의 이송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것이 고려되는 안을 하여 

부지간의 이송도 가능하도록 모델링 되었다. 이러한 안이 선택될 경우 각 원자력

발 소의 내부 장시설 용량의 포화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3) 일반국민의 원자력발 소 수용성

   제 1차 력수 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원자력발 소를 신규 건설하기 해

서는 원자력발 소가 타 에 지원 비 우 를 가지야 할뿐만 아니라 체국민이 

인식하는 수용성도 일정수  이상이어야 한다. 본 모델에서는 원자력발 소에 한 

국민수용성을 “원자력발 소의 추가건설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로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반에 한 국민수용성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 어 

추정하 다; 1) 원자력발 소에 한 국민수용성, 2) 고 폐기물 간 장시설에 

한 국민수용성 그리고 3) 고 폐기물 구처분시설에 한 국민수용성. 한 기

존의 국민수용성에 한 조사값들이 밝 주듯, 일반국민과 원자력시설이 치한 지

역주민들간의 원자력에 한 수용성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에 한 국민수용성을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에 해 2가지로 모델링하 으며, 이

를 토 로 원자력발 소에 한 국민수용성을 추정하 다. 이 게 추정된 원자력발

소에 한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고 폐기물 간 장시설과 구처분시설에 

한 국민수용성을 추정하 다. 

원자력발 소의 국민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

나, 실 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모델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림 3-141과 같이 안 성요인, 력요 요인, 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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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 으로 인한 CO2 발생요인을 고려하 다. 

1. 기후변화 약 (Kyoto Protocol)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지구 온난화 

상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재, SOx, NOx  CO2를 발생하는 화석연

료를 사용하는 화력발 은 원자력발 의 국민수용성에 향을 크게 미친다. 

즉, 기후변화 약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발   신재

생 에 지원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CO2 환경인자>

원전수용성
환경요인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일반 국민
원전수용성 증가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equil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c 국민일반
원전수용성
증가계수

i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원자력설비 환경인자>

원전수용성
전력요금 요인

원전수용성
CO2 요인

원전수용성
안전성 요인

c 원전CO2계수

c 원전원환계수

c 원전전력요금계수

c 원전안전성계수

<i 원자력설비
환경인자>

<i 전력요금> <전력요금>

<i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일반국민 원전수용성
decay

c 일반국민
원전수용성 decay

계수

D 신규원전
국민수용성

그림 3-141. 원자력발 소에 한 일반국민의 수용성.

2. 다수의 국민은 원자력발 소  원자력시설이 가지는 환경 향에 해서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 두 가지 향을 받는다.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는 원자력발 을 정 으로 생각하나, 방사능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출되어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 으로 생각

한다. 

3. 원자력발 이 가지는 경제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원자력발 으로 인한 력생

산량이 고 다른 값비싼 에 지원의 이용이 증 할 경우 기가격의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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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일반국민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기

가격의 상승이다. 

4. 다른 무엇보다 국민들의 원자력에 한 (발 소뿐만이 아닌 원자력 반) 수용

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자력이 가지는 사고 험성 때문이다. 즉, 원자력

발 소의 안 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이 일반국민의 원자력발 소에 한 수용성에 향을 미친

다고 가정하여 모델링하 다. 

(4) 지역주민의 국민수용성

그림 3-142와 같이, 원자력발 소에 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은 일반국민의 수용

성에 한 모델과 같은 구조를 가지나 다른 향요인을 가진다. 일반국민이 가지는 

국민수용성도 향을 미치지만, 지역주민의 수용성에는 다수의 일반국민보다 원

자력발 소가 가지는 안 성요인이 더 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발 업

자는 원자력발 소의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의 원자력발 소에 한 수용성은 일반국민의 수용성, 원자력발 소의 안 성  

주변지역에 한 지원이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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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지역주민

원전수용성 증가

i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지역주민
원전수용성

equil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원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

지역주민
원전안전성

요인

원전 지역주민
지역발전 요인

원전 지역주민
일반 국민수용성

요인
c 지역

원전일반계수

c 지역
원전발전계수

c 지역
원전안전계수

<i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원전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변화

i 원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

c 지역
원전수용성
증가계수

<i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지역주민
원전수용성 decay

c 지역주민
원전수용성 decay

계수

D 원전주변지역지원금

그림 3-142. 원자력발 소에 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5)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그림 3-143은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을 평가하는 흐름도이

며, “원자력발 소가 안 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로서 정의되었다. 원자력발

소의 실제 안 성과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은 다르다. 원자력발

소가 안 하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은 실제 안 성과 이

러한 안 성에 한 정보가 향을 미친다. 그림 3-1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력

발 소의 실제 안 성과 안 성에 한 정보가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에 향을 미치도록 모델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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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식 원전
안전성 변화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equil

i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c 국민의 원전
안전성 인식변화

계수

원전 안전성
요인

원전에 대한
정보 요인

국민이 인식하는
원전 안전성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정보>

L 원전 안전성
기술 함수

L 원전 정보
함수 안전성

<i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정보>

D 국민인식
원전 안전성

c 원전 안전성
equil 계수

국민인식 원전
안전성 decay

c 국민인식 원전
안전성 decay

계수

<원전 안전성
기술수준>

<i 원전 안전성
기술수준>

그림 3-143.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

(6) 국민수용성에 미치는 정보의 향

   원자력발 소나 다른 원자력 련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과 직  할 기회가 거의 없고 련 정보

에 한 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한 지식수 도 그 게 높다고 할 수 없

다. 일반 국민이 원자력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변 환경과의 커뮤니 이

션을 매개하는 핵심 인 경로와 같은 이른바  매체(Mass Media)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원자력에 한 태도는 직  경험이나 사실 계의 습득에 의한 올바

른 인식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매체를 통해 간 으로 달된 이미지에 

기반을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원자력과 같은 환경 

문제에 한 언론보도가 여론 형성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독일에서 원자력 에 지에 한 언론 보도가 집 되었던 1,980년  반에는 원

자력 발 을 반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 원자력 에 지 

사용을 지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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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정보

긍정적 정보
유입

i 원자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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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단체의
활동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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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단체
활동 유효성

부정적 정보
decay

c 정보의
지속 기간

긍정적 정보
decay

c 총 정보

홍보의 유효성
부정적 정보에

대한 홍보 유효성

c 홍보의
유효성 기준

긍정적 정보
신뢰성 요인

d 주체

부정적 정보
신뢰성 요인

그림 3-144. 국민수용성에 정보가 미치는 향.

그림 3-144는 원자력에 한 정보가 국민들의 원자력에 한 수용성의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모델을 나타낸다. 원자력에 한 정보는 크게 정 인 정보와 

부정 인 정보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 정보사이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원자력에 한 정보원이 구냐에 한 문제를 나타내기 하여 모델

에는 “정보원 혹은 주체”에 하여 나타내었으며 환경단체의 활동에 한 요인도 

나타내었다. 한 이러한 정보의 주체가 구냐에 따라 그 정보의 신뢰성 혹은 유

효성이 달라지는 것을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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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기술수

    그림 3-145는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에 련된 실제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기술수 을 평가하기 한 흐름도이다. 원자력발 소의 안 성과 

련된 기술수 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이 어느 한가

지의 기술수  혹은 척도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일반산업에서 산

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척도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자력발 소의 경우 국내에

서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부 하다.

본 모델에서는 그림 3-145와 같이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을 설계안 성과 운

안 성으로 크게 분류하 다. 설계안 성은 원자력발 소의 설계단계에서 부여되는 

안 성 개념이고 운 안 성은 원자력발 소의 운 단계에서 나타나는 안 실 으

로서 이를 표 한다. 설계안 성을 표 하기 하여 원자력발 소의 가장 기본 인 

설계기본요건(Top- tier Design Requirements)을 사용하 으며, 운 안 성을 하

여 재 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는 안 성능지표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를 이용하 다. 설계기본요건으로는 노심손상빈도, 격납건물방출빈도, 열

여유도, 운 원 조치 여유시간, 원상실사고 처능력  냉각재 상실사고 방어능

력 등이 있다. 한 운 안 성을 하여 발 정지, 안 계통 고장, 안 방벽 건

성, 소내 안 성  소외 안 성 등이 고려되었다.  

설계 안전성
기술수준

운영 안전성
기술수준

원전 안전성
기술수준

i 원전 안전성
기술수준

원전 안전성
기술수준 증가

c 원전안전성
기술수준 계수

<TIME STEP>

w 원자력
설계/운영 안전성

중요도

L 설계 안전성
기술수준 L 운영 안전성

기술수준
<Year>

그림 3-145.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기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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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명 설명

시나리오 1

- 1,995 ~ 2,003년: 실적치사용

- 2,004 ~ 2,015년: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름

- 2,016 ~ 2,050년: 신규원전건설 없으며 폐쇄는 계획에 따름 

시나리오 2

- 1,995 ~ 2,003년: 실적치사용

- 2,004 ~ 2,015년: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름

- 2,016 ~ 2,050년: 2,015년 말 원자력설비용량 유지 

시나리오 3

- 1,995 ~ 2,003년: 실적치사용

- 2,004 ~ 2,015년: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름

- 2,016 ~ 2,050년: 2,015년 말 원자력설비용량기준 비율 유지

표 3-79 시나리오

마. 비계산결과(Preliminary Case Study)

(1) 시나리오 개발

   정량  시뮬 이션이 가능한 모델의 개발은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각종 정책

안을 분석하여 이 안들의 결과를 측함으로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정책 안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시나리오 개발의  다른 하나의 목 은 

실에서 실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함으로써 이들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 이션

의 결과를 실에 비교해 보면서 개발된 모델의 건 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결국 

실성 있는 선택가능한 시나리오의 개발은 시뮬 이션 모델의 개발에서 매우 요

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개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검증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표 3-80은 본 보

고서에서 개발된 시나리오에 한 설명이다. 

 

표 3-80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시나리오는 2016년 이후의 원자력발 설비 

용량을 기 으로 개발되었다. 2015년까지는 재 확정된 제 1차 력수 기본계획

에 따라서 체 력설비용량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시나리오 1은 2016년 이후 신규원자력발 소의 건설은 없으며 폐쇄는 재 확정

된 계획 로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시나리오 1에서는 원자력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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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수명연장은 없으며 모든 원자력발 소는 기 상업운 허가를 받은 수명만 

운 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은 재 반핵단체  환

경운동단체에서 주장하는 원자력발 소의 신규건설 단, 기존원자력발 소의 가동

단  폐쇄에 한 주장을 반 한 것으로 3개의 시나리오  가장 보수 인 주장

을 반 한 것이다. 

시나리오 2는 2016년 이후 약간의 신규원자력발 소 건설과 기존 원자력발 소

의 수명연장을 통하여 2015년 말 원자력발 소 력설비용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8년에 폐쇄가 계획된 고리 1호기의 경우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등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여 수명연장을 비하고 있

는 실정이다. 만약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가 날 경우 뒤 따르는 원자력발 소

들도 수명연장을 기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규원자력발 소의 건설이 불가능

하다고 가정하여도 기존 원자력발 소들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면 2016년 이후 원

자력발 소의 발 설비용량이 최  2015년 수 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시나리오 3은 2016년 이후 새로운 원자력발 소의 건설과 기존 원자력발 소의 

수명연장을 통하여 2015년 말 총 력설비용량 비 원자력발 소 력설비용량을 

(원자력발 의 비율) 유지한다고 가정하 다. 재 러시아의 비 으로 인한 기후변

화 약의 발효와 고유가 시 의 분 기 속에서 원자력발 과 기타에 지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재생에 지는 불리한 경제

성, 규모 입지자원 부족  2015년까지의 기술개발 불확실성 등의 약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도 경제성장  사회고도화로 인한 최 력수요는 늘

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량의 력설비 신규건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원자력발 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을 통한 원자력발  비율의 유지는 가능

한 시나리오로 단된다.   

(2)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고 폐기물 발생량 

   그림 3-146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원자력발 소의 설비용량을 추정한 것이다. 

시나리오 1은 신규 원자력발 소의 건설 없이 폐쇄만이 있으므로 원자력발  설비

용량이 어들고 있다. 시나리오 2는 설비용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나리오 3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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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시나리오 3에서 원자력발  설비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의 고도화와 경제발 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력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력생산에서 원자력발 이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려면 원자력발 소를 신규로 늘여

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147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화력발 소의 설비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

나리오 2와 3의 경우 원자력발 이 총 력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

력발 의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지만 시나리오 1의 

경우 신재생에 지의 기술이 크게 발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 필요 력 에

서 원자력발 으로 인한 설비용량의 감소로 인한 부분을 감당하기 하여 화력발

의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2016년 이후 신재생에 지의 

기술개발로 원자력발  감소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만, 그 지 않다면 그림 3-147과 같이 화력발 을 증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

화 약  고가의 에 지 수입으로 인한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 괴로 인한 

사회/환경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148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 용

량을 나타낸 것이며 이것은 각 원자력발 소 부지별로 나타내지 않고 매년 발생하

는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른 고 폐기물의 발생량은 그림 3-146에 

나타난 원자력발 소 설비용량 그래 와 흡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정확

한 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해서는 각각의 원자로의 형태  력생산

량, 원자로심 핵주기, 핵연료의 형태  조성 등 여러 가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되어야 하나, 2050년까지의 미래형 원자로에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5년 고

폐기물 발생량을 기 으로 사용하 다. 즉, 시나리오 2의 경우 2015년 말 고

폐기물 발생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 으며 시나리오 3의 경우 원자력발 소의 설비

용량이 증가하는 비율로 고 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한다고 가정하 다. 그러나 

시나리오 1의 경우 앞서 언 한 고 폐기물 발생량 추정을 가지고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 2050년까지 추정한 계산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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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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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설비용량 : 시나리오1 MWe1 1 1 1 1 1 1 1

원자력 설비용량 : 시나리오2 MWe2 2 2 2 2 2 2

원자력 설비용량 : 시나리오3 MWe3 3 3 3 3 3 3

그림 3-146. 각 시나리오에 따른 원자력발 소 설비용량.

화력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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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각 시나리오에 따른 화력발 소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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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HLW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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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HLW 생성량 : 시나리오3 Tons/년3 3 3 3 3 3

그림 3-148.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 폐기물 발생량.

(3) 간 장/ 구처분시설이 없을 때 고 폐기물 장시설 포화시기

   재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시설에서 발생되는 /  

 고 폐기물에 종합 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자

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 소 내에 치한 임시 장시설에서 리되고 

있으며 병원이나 산업체 등의 원자력 련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에 치

한 원자력환경기술원 내의 임시 장시설에서 장/ 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은 임시 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계용량에 다다르게 되고 

한 여러 곳에 치하여 종합 이고 일 성 있는 리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을 종합 으로 리/ 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계에서 개발된 시뮬 이션 모델의 건 성을 테스트하기 

하여 앞에서 언 된 3가지의 시나리오에 하여 각 원자력발 소 부지별로 고

폐기물 발생량을 계산하여 각 원자력발 소 내 장시설의 고 폐기물 장용량

과 비교하여 각 부지의 포화시기를 추정하 다. 그림 149는 시나리오 1하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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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부지별 고 폐기물 장시설의 여유용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뮬 이션 결과에서 여유용량  량의 변화는 각 년도 기 값이다. 시

나리오 1은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신규 원자력발 소의 건설이 단

되고 폐쇄는 계획 로 진행되기 때문에 3개의 시나리오  고 폐기물의 발생량

이 가장 은 것이다. 따라서 3개의 시나리오  가장 늦은 고 폐기물 장용량 

포화시기를 나타낸다. 

 본 보고서에서 실행된 모든 고 폐기물 장용량 포화시기에 한 추정은 다음

과 같은 가정 하에서 실시되었다. 

1. 각 원자력발 소의 부지 내 고 폐기물의 장용량 포화시기에 한 추정은 

간 장시설 혹은 구처분시설이 없다고 가정하 다. 즉, 발생되는 모든 고

폐기물은 다른 시설로 이송 없이 해당 원자력발 소 부지 내 장시설에 보

을 한다. 

2. 각 원자력발 소 부지 내에서 고 폐기물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타 부지간의 

이송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 다. 즉, 를 들어 고리부지내의 모든 원자력발

소 호기간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울진, 월성 혹은 과의 이송은 불가능하다. 

3. 신고리에 계획 인 표 형 원자로 1 & 2호기 (1,000 MWe)와 APR1400 3&4

호기 (1,400 MWe)는 고리부지 내 원 으로 간주하 으며, 신월성 부지에 표

형 2기와 APR1400 2기가 도입된다고 가정하 다. 신고리의 경우 표 형 원자

로 1&2호기는 2009년과 2010년부터 그리고 APR1400 3 & 4호기는 2011년과 

2012년부터 각각 고 페기물을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한 신월성의 경우 

표 형 원자로 1&2호기는 2010년과 2011년부터 APR1400 3 & 4호기는 2015년

과 2016년부터 고 페기물을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4. 월성 가압 수로 형태의 원자력발 소의 경우 발생되는 고 폐기물은 건식

장 방식을 채택하여 부지 내 장용량이 포화될 경우 장용량의 증설이 가

능하다고 가정하 다. 

  5. 고리 1호기는 수명연장을 하여 2,018년 폐쇄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6. 각 원자력발 소의 부지 내 호기별 고 폐기물 장시설의 용량은 장시설

의 용량 증설  re-racking에 의한 장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다음 표 3-80과 

같이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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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저장용량 (MTU)

고리 1호기 209.1 

고리 2호기 360.6 

고리 3호기 953.7 

고리 4호기 908.1 

신고리 1호기 480.7 

신고리 2호기 480.7 

신고리 3호기 480.7 

신고리 4호기 480.7 

영광 1호기 908.1 

영광 2호기 486.1 

영광 3호기 446.4 

영광 4호기 446.4 

영광 5호기 459.8 

영광 6호기 459.8 

울진 1호기 470.1 

울진 2호기 369.3 

울진 3호기 446.4 

울진 4호기 446.4 

울진 5호기 480.7 

울진 6호기 480.7 

표 3-80 호기별 부지 내 고 폐기물 장시설 용량

그림 3-149는 시나리오 1에서 각 원자력발 소의 고 폐기물 장시설의 여유

용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월성의 경우 건식 장 방식의 

채택으로 인하여 장시설 용량을 필요시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장용량의 증가는 부지 내에 신규 원자력발 소가 건설될 경우

이다. 기존 원자력발 소의 폐쇄의 경우, 부지 내 다른 호기의 원자력발 소에서 발

생된 고 폐기물을 폐쇄된 호기의 장시설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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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나리오 1의 경우 원자력발 소 부지 내 고

폐기물 장시설의 포화는 울진 (2021년),  (2023년), 고리 (2027년)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울진과 의 경우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양이 비슷한 반면 부지 내 장용량은 (3,207 MTU)이 울진(2,694 MTU)보다 

다소 크기 때문이다. 고리의 경우 신고리에 건설 정인 표 형 원자로 1&2호기 

(1,000 MWe)와 APR1400 3&4호기 (1,400 MWe)로 인하여 새롭게 부지 내 장용

량이 증설되기 때문에 다른 두 부지보다 늦게 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50, 151, 152는 각각 울진, 과 고리 원자력발 소 부지 내 고 폐

기물 장시설의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여유용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울진, , 고리 원자력발 소 모두 3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포화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 폐기물 생성

량이 약 2025년 정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2016년부터 3개의 

시나리오  어떠한 시나리오가 선택되더라도 각 원자력발 소 부지 내 고 폐기

물 장시설이 포화되는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 다. 

원전부지내 여유용량 without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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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고리] : 시나리오1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울진] : 시나리오1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1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49. 시나리오 1에서 각 원자력발 소의 포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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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내 여유용량 [울진] without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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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울진] : 시나리오1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울진] : 시나리오2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울진] : 시나리오3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0. 울진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out 간 장/ 구처분시설).

원전부지내 여유용량 [영광] without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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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1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2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3_Without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1.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out 간 장/ 구처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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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내 여유용량 [고리] without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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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고리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out 간 장/ 구처분시설).

(4) 간 장/ 구처분시설이 있을 때 고 폐기물 장시설 포화시기

   앞 에 이어 본 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원자력발 소 부지 내 장시설  

간 장시설의 포화시기에 한 분석은 고 폐기물 간 장시설과 구처분시설

이 운 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실시되었다. 

  1. 고 폐기물 간 장시설은 2015년부터 운 한다고 가정하 다. 

2. 각 원자력발 소 부지 내 장시설로부터 간 장시설로 이송량은 다음과 같

이 가정하 다. 

   2-1. 최  이송량: 1,000 MTU/year

   2-2. 연간 이송설비 가동율: 70%

   2-3. 각 부지로부터 연간 이송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

         각부지내고준위폐기물저장량총고준위폐기물저장량 × ×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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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폐기물의 구처분 시설은 2,040년부터 운 이 시작되며, 다음 표 3-81

와 같이 간 장시설로부터 구처분시설로의 이송량은 표 3-81과 같이 가정

하 다. 

연도 2,040-2,041 2,042-2,044 2,045-2,047 2,048-2,049 2,050-2,065

이송량 19.8 33.3 45.9 58.95 65.7

표 3-81 구처분시설로 고 폐기물 이송량 (MTU)

그림 3-153, 154, 155는 고 폐기물 간 장시설  구처분시설이 존재할 

때 울진,   고리 원자력발 소 내 장시설의 여유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이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2025년 이후부터 각 시나리오별 여유용량에

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는 그림 3-1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나리오에 따

라 2025년까지는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양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이 시

 이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각 원자력발 소 부지 별 포화시기를 살펴보면, 

울진의 시나리오 3을 제외하면 시뮬 이션 종료시 인 2050년까지 울진,   

고리 원자력발 소의 고 폐기물 장시설이 포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56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간 장시설에 장되는 고 폐기물 량의 변화

를 보여 다. 한 그림 3-157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구처분시설의 고 폐기물 

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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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내 여유용량 [울진] with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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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울진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 간 장/ 구처분시설).

원전부지내 여유용량 [영광] with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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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2_With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2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영광] : 시나리오3_With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4.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 간 장/ 구처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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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내 여유용량 [고리] with 중간영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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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고리] : 시나리오1_With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1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고리] : 시나리오2_With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2
원전부지 내 HLW 여유용량[고리] : 시나리오3_With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5. 고리 부지 내 여유용량 변화 (with 간 장/ 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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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저장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1_With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1 1 1
중간저장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2_With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중간저장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3_With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6. 고 폐기물 간 장시설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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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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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1_With중간영구시설 Tons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2_With중간영구시설 Tons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영구 처분시설 누적량 : 시나리오3_With중간영구시설 Tons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그림 3-157. 고 폐기물 구처분시설 량 변화.

바.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

물의 처분 방안에 한 정책 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뮬 이션이 가능한 컴퓨

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고 폐기물 리에 련된 과학기술  

사회 인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한 논리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시뮬 이션이 가능한 정량  모델을 개발하 다. 

구축된 모델에는 원자력, 화력, 수력  기타에 지를 이용한 력의 생산과 원

자력발 으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발생과 간 장  구처분까지의 싸이클

을 모델링하 다. 한 고 폐기물의 원자력발 소 내 부지 장, 간 장  

구처분 시설의 건설  운 에 향을 미치는 국민 수용성과  이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인자들을 모델에 포함하 다. 이들 인자에는 원자력발 소/ 간 장시

설/ 구처분시설에 한 일반국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기술수 , 국민이 인식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 수   원자력 련 시설에 

한 언론 정보의 효용 등이 포함된다. 



- 382 -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델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하여 3가지의 선택 가능한 시

나리오를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각 원자력발 소 내 고 폐기물 장부지의 포화시기  간 장 시설과 구처

분시설의 장시설의 량의 변화를 추정하 다. 이들 결과는 다른 기 에서 수

행한 연구의 추정치와 합리 인 범  내 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 구축된 모델에는 원자력 시설에 한 국민수용성과 같은 정량화하기 매우 

힘든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모델의 결과에 매우 요한 향

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거동하는 메커니즘과 다른 변수들과의 향

계를 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구축된 모델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하기 

해서는 향후의 연구에는 이러한 변수들의 이해를 통한 정량화에 좀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모델 정교화

모델 구조  모델의 각 변수들에 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 시 모델 구조를 보

강하고, 상세 모델링이 필요한 변수와 추가 는 삭제하여야 하는 변수를 악

하여 해당 작업 수행

한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일치 여부 등)

데이터 확보  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Lookup Functions의 객 성 보

완

요 시나리오 악하여 시뮬 이션 수행

추가 자료 수집

국내외 연구 황에 련된 자료를 검색하여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동향을 

악하고, 필요 시 모델에 반

국민 수용성 부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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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모델 구조를 개선하고 정량화에 필요한 데이

터 확보

국민 수용성과 련된 향 계에 하여 문가 의견 등을 구함으로써 모

델의 국민 수용성 부분 구조를 보강  객 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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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 리방안

가. 개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 을 지속 이고 안정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원

계시설에 한 국민의 극  찬성이 실한 상황이며 이에 한 국민  합의가 

없이는 후속기 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건설 등 

련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 의 원활

한 추진을 해서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이 시 한 상

황이며 이를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한 국가 정책 수립과 이에 연계된 고 폐기

물 리정책 수립이 실한 시 이다.

고 폐기물 리정책의 수립을 해서는 국민들의 안 한 삶에 한 희망과 

언론, 환경단체 등 여론주도층의 원자력에 한 심 증 를 극 으로 고려하여 

원자력 정책과 홍보에 반 해야 한다. 한, 사이버 공간 등의 새로운 홍보매체의 

이용, 다변화된 홍보 기법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홍보 상별, 기능별 합목 성에 

의한 홍보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고 폐기물에 한 사회  수용성 향상을 

한 목 으로 체계 이고 한 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 폐기물 리에 향을 미치는 정책  요건  인자 도출을 통

해 향후 추진 략과 주요 사업의 마스터 랜 수립에 기여함을 목 으로 추진되었

으며, 제도  정책 심의 국내외 황분석, 고 폐기물 정책수립요건  인자도

출, 주요 정책  안에 한 추진 략 수립 등 4단계(그림 3-158 참조)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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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연구 추진단계별 내용.

나. 국내 방사성폐기물 리 황  정책

  국내 방사성폐기물 리 정책은 1984년 방사성 폐기물 리 기본원칙이 의결된 

이후 지속 으로 수립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고 폐기

물에 해서는 국가 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 까지 수립된 방사

성폐기물 리에 한 주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4년 방사성 폐기물 리 기본원칙 의결 이후 1986년 과학기술처 장 이 

심이 되어 사업추진에 착수. 1988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 리사업계획 의

결

◦ 1986년 방사성폐기물 리기 법을 제정하여 처리장 건설  운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장 건설을 추진

◦ 1993년 말에는 원자력사업의 사회  수용여건을 제고하기 하여 “방사성폐기

물 리사업의 진과 시설주변의 지원에 한 법률” 제정

◦ 1997년 정부의 원자력 산업 체계 조정으로 방사성폐기물 리사업 주체가 과

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 되어 제 249차 원자력 원회(1998.9)에서 방사

성폐기물 리 책을 확정, 부지 확보를 더욱 극 으로 추진

◦ 제253차 원자력 원회 의결(‘04.12.17)에 따라 폐기물만을 처분 상으

로 하고,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련시설 건설을 지(특별법 §18)하며 사

용후핵연료는 공론화 등 국민 으로 공감 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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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05년에는 “ 폐기물 원 수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지원에 한 근거를 마련

다. 해외 고 폐기물 리정책  황

  (1) 주요 국가별 개황

  미국, 일본  랑스 등은 고 폐기물 리정책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고 폐기물 처분장에 한 연구와 부지

선정 과정에 있다. 고 폐기물 리정책과 처분장 계획은 표 3-82, 표 3-83과 같

다.

� 미국 일본 프랑스

관련법 NWPA(’82)
법률 117호3-4조, 특정방
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법률(’00)

Law91-138, 

고준위폐기물연구개발에관한특
별법(’91)

추진주체 DOE/OCRWM
NUMO/RWMC

(기금관리기구)
ANDRA

처분방식 심지층처분 심지층처분 심지층처분

추진일정 2010 운영 2033 운영
심지층처분장: 2020-2025

장기지층저장소: 2016

재원조달 1 mills/kWh 0.3 Yen/kWh (’01) 미정 (현재 정부부담)

표 3-82 주요 국가별 고 폐기물 리정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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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추  진  내  용 방사물의 형태 운영목표연도

스 웨 덴 о2003년 부지선정 완료 예정
о지하연구소 건설 운영중 사용후핵연료 2008

독    일 о부지선정 완료:고아레벤
о지하실험 및 처분장 설계중 유리고화체 2010

미    국
о부지특성 조사 중:유카마운틴
о지하연구시설 건설중(1993년 착수)
о개념 설계 및 기본설계 완료

사용후핵연료 2010

프 랑 스
о지하연구시설 운영중
о2006년까지 처분방식 결정 예정
о부지조사중:4개 지역

유리고화체 2020

핀 란 드 о부지조사중:2000년까지 선정 완료
о개념설계 완료 사용후핵연료 2020

캐 나 다 о개념설계 완료
о지하연구시설 운영중 사용후핵연료 2025

스 페 인 о개념설계 완료
о2000년까지 부지선정 완료 예정 사용후핵연료 2020

벨 기 에
о지하연구시설 건설중
о부지조사 및 실증시험
   : 2015년까지 완료

유리고화체 2035

일    본 о부지조사중
о지하연구시설 이용 처분 실험중 유리고화체 2030~2040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 위 스
영    국

о최종처분방식 검토 및 부지조사중 유리고화체 미정

표 3-83 외국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

(2) 미국

 

  (가) 사용후핵연료/고 폐기물 리 황 

   미국의 경우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분은 발 소 

부지 내에서 리되고,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만이 소외시설로 수송되어 건식 장시

설에서 장되고 있다. 지 까지는 각 주와 민간 발 소의 임시 장소 등에 폐기물

을 보 해 왔으나 원자로 가동이 단되면 다른 곳으로 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 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00년 12월 기 으로 42,700톤 우라늄

이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2,000톤의 연료가 방출되어 총 23,000톤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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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의 연료가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2035년경 부분의 발 소가 기 인허

가 기간 40년을 경과하여 약 83,800 MTHM의 사용후핵연료가 될 것으로 망

되며, 여기에는 혼합산화연료의 형태로 사용된 33 MTHM의 핵무기  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다.

1983년 DOE는 유카 마운틴(Yucca Mountain)을 포함한 9개의 처분장 후보부지

를 선정하 으며, 1985년 그  3개 지역(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 텍사스주의 

Deaf Smith County, 워싱톤주의 Hanford)을 지질특성조사 상지역으로 압축 선정

한 바 있다. 고 폐기물의 리책임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에 따라 국가

(DOE)가 지고, 련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며, 처분장이 치한 지역

은 고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 를 받을 수 있다. 동 법에 의해 NRC

는 70,000 MTHM의 사용후핵연료 는 같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발

생된 고 폐기물의 처분장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3개 지역 정

조사에 투자비용이 과다해지고,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유카마운틴 1개 지역에 

해서만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1987년 개정된 방사성폐

기물정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처분장의 단독 후보부지로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을 지정하고, 운 개시 

시 을 1998년에서 2003년으로 연기 

    - 제2처분장은 2007년에 검토하고, 간 장시설도 유카 마운틴 로젝트의 진

척 상황에 따라 입지를 검토

2002년 미국 의회와 통령은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에 고 폐기물의 최종처분

장을 건설하는 것을 승인하 으며 재 네바다주의 반   주법원의 심리 등이 진

행 이나 동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법  장벽은 없는 상태이다. 

DOE 산하의 민간방사성폐기물 리국(OCRWM,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은 네바다주 나이(Nye) 카운티 부지의 합성을 평가하기 

해 범 한 과학   공학  조사를 수행하 으며, 폐기물처분장에서의 폐기물 

수납, 장  수송시스템에 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는 폐기물 소유자, 

발생자, 국제 리 로그램과의 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기 (Nuclear 

Waste Fund)을 통해 유카 마운틴 로젝트에 필요한 충분한 처분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까지 유카 마운틴 사업에 지출된 액은 56 억불이며, 99억불의 잔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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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년 0.001 달러/kWh의 분담 을 받도록 되어 있어 처

분비용은 충분할 것으로 단된다.

미국의 경우 상 지역에 한 개별보상은 없으며 지자체에 일정 액(반웰처분장

의 경우 12만弗)만 지원하고, 나이 카운티 경우는 에 지부와의 상을 통해 처분장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공공안  등에 한 보상책으로 연방 산의 지원을 약속받았

다. 당  이 지원 액은 하원에서 통과 으나, 상원에서는 산이 삭감돼 상하원 

조율이 필요한 상태며 재까지 나이 카운티가 얻어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 출에 비한 비상  의료 시스템 구축 

• 핵 연구  발 센터 건립 

• 직업과 기술지원을 한 과학교육 로그램 마련

• 연방 소유지 일부 카운티로 이  

• 태양력  풍력과 같은 체 에 지 로젝트 투자 

• 처분장 감시를 한 지속 인 자  지원 등임

유카 마운틴을 사상 첫 방사성폐기물 구 처분장 부지로 선정한 이후에도 주민

들과 환경단체의 시 가 잇따르고 있으나, 선정 작업이 수 십 년에 걸친 정  지질

조사와 과학 인 환경평가를 토 로 진행된 데다 각 단계마다 의회의 승인하에 사

업이 이 져 정부에 부지선정의 번복을 요구하는 집단시 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이는 수년간 계속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처분장 안 에 

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단된다. 한편, 미 국립과학 회는 공공

의 안 과 건강을 해 고 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숙이 수천년간 

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고 폐기물 련 지원 황

고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운 에 한 법률로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uclear Waste Policy Act)이 있으며 이에 따라 네바다 주에 해 폐기물 반입 

까지는 연간 1,000만 달러, 최  반입 시 2,000만 달러, 폐쇄 시까지는 연간 2,000만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네바다주가 처분장 건설을 반 하는 상황이어서 

DOE와의 Benefit Agreement는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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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핵연료/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과정  배경 1)

 유카 마운틴 부지는 라스베이거스 외각에서 약 160 ㎞ 떨어진 네바다사막에 있

어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 보 하는 데 합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기후가 건

조하여 고 폐기물이 장된 용기를 침식시킬 수 있는 비가 은 지형이다. 한,  

지질이 안정 이어서 지진으로 폐기물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없으며 유카 마운틴

의 지하수면이 쇄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지라도 다른 곳의 지하

수를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이다.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은 거의 40개 주에 있는 임시 장소에서 

쌓이고 있고 그 부분은 수원지에 근 해 있거나 도시 는 교외 지역에 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 약 1억 6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임시로 장된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로부터 120 ㎞ 이내에 살고 있으며, 각 장소는 잠재 인 테러 

목표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유카 마운틴에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이 

처분될 경우 인구 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유카 마운틴에서 가장 가

까운 마을은 미국에서 가장 출입통제가 심한 곳 의 하나인 네바다사막 핵 실험장

이며 유카 마운틴의 3면이 넬리스 공군기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을 고려하면 이곳

에 장되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은 잠재  테러공격으로부터 안 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의회가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을 고 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부지에 31개 주의 민간 원자력발 소들에 임시 보  

인 고 폐기물을 구 처분하게 되며, 처분장이 건설되면 300년간 약 7만 t의 

고 폐기물이 처분될 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이 상하원의 승인까지 거

쳤지만, 부시 통령의 추진결정이후 재 네바다 주민의 80%가 반 하고 있고, 네

바다주정부도 연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

당의 리의원 등 반 론자들은 “유카 마운틴 계획에 따라 5만회 이상 방사성폐기

물 운반차량이 미국 각지에서 주택과 병원, 공원, 놀이터 바로 몇 m 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에 해 미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2,700회 이상 

폐기물을 안 하게 운반했으며 방사성 물질의 출로 인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

1) http://www.ocrwm.doe.gov/ 



- 391 -

다고 안 기록을 제시하면서 운반상의 문제에 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 주요 내용

1986년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전체 9개의 후보부지 중 텍사스주 데프스미
스, 워싱턴주 리치랜드,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 등 3개 후보지를 
최종 선정

1987.12

방사성폐기물정책개정법에 따라 유카 마운틴을 단독 후보지로 선
정하였으며 이는 3개 지역의 정밀조사에 따른 과다한 투자비용과 
사업 지연을 우려하여 유카 마운틴에 대해서만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네바다 주정부의 위헌소송은 기각

1989년
DOE는 처분장의 운영시기를 2010년으로 연기하였으며, 네바다 
주정부의 반대로 지질특성조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다 1994년부
터 1997년까지 지질특성조사를 위한 지하실험실을 건설 

1998년
1987년 이후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부지조사 끝에 DOE는 유카
마운틴 부지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미 의회에 제출 

 1998.2, 
2001.5

DOE는 유카 마운틴이 고준위처분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보고
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처분장 건설 결정을 내리
도록 권고

2002.2
DOE는 네바다주지사에게로의 사전통지를 거쳐 유카마운틴을 최
종처분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에너지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동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

2002.4
네바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하여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의 불
승인을 통지. 연방의회에서는 이를 미승인하여 90일내 연방상하
원의 합동결의가 필요하게 됨

2002.5
연방의회 하원은 네바다 주지사의 불승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

카 마운틴 프로젝트 추진 결의안을 투표를 통해 가결

2002.7.9
연방의회 상원도 투표를 통해 역시 60대 39로 동 결의안 가결로 
법적 효력 발생

2002.7.23
부시 대통령은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을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지정한다는 결의안에 서명 

표 3-84 미국의 고 폐기물 처분장 선정 주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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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할 근거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지층천분장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표
준 개발

EPA 40 CFR Part 197: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Yucca 
Mountain, Nevada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지층처분장 인허가를 
위한 EPA 안전표준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제요
건 개발 (regulator)

NRC 10 CFR Part 63: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a Geologic 
Repository at Yucca Mountain, Nevada

Department 
of Energy 

(DOE)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
위폐기물의 영구 처분 용량 
개발(implementer)

DOE 10 CFR Part 963:  Yucca 
Mountain Site Suitability Guidelines

표 3-85 미국의 고 폐기물 유 기   근거 (방사성폐기물정책법)

라. 국내 고 폐기물 리정책 요건  향인자

   (1) 국가정책의 요건  향인자

    고 폐기물 리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하여 수자원개

발과 련된 공공부문 갈등사례를 통해 정책불응 요인을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는 형 국책사업의 경우 원자력 시설 못지 않은 집단 항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음

과 같다.

원 시설과 마찬가지로 의 경우도 그 자체에 부정 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불균형(imbalance of cost-benefits)을 야기하게 

된다. 즉, 의 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 치하는 지역에 집 되는 

반면, 그 혜택은 의 .하류지역, 더 나아가 국가 체로 배분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므로 시설로 인한 향이나 결과가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에 시설의 입지는 매우 힘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 에는 주로 수몰지역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련

한 정부와의 갈등이 부분이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0년  이후는 국민들의 

환경에 한 인식이 성숙되고, 기존의  건설지역이 기 와는 달리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에 한 지역주민들의 항이 심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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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의 특성이나 의 부정 인 향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에

서 원자력발 소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갈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책 달과정에서 의사 달의 

장애, 자원의 부족, 정책자체에 한 불신, 권 의 결여, 행동상의 불응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

책에 한 순응성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자신의 이익, 법  강제, 사회  압력, 의무

감, 습이나 례, 법의 명료성, 처벌의 확실성과 강도, 법의 정당성, 강제성, 정책

에 한 찬성, 강제  집행기 의 존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한, 고 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에 한 주민불응 요인으로는 

정책요인(정책의 내용과 정책의 자원), 집행기 요인(조직의 구조  특성, 정책의 집

행 차, 주민불응에 한 응자세), 상집단요인(집단의 규모, 지도자의 리더십, 

집단의 략. 술), 정책환경요인(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과 여론형성집단)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들의 지지하에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잘 이해하여 정책과정에 반 하는 것이 필수 이다(표 3-86).

정책요인 집행기관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환경요인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 소망성

. 공정성

. 요구되는 행태의 범위

. 위험성

. 비평형성

. 집행조직 구조

. 의사결정과정

. 권위의 결여

. 신뢰성, 태도

. 능력, 자원

. 리더쉽

. 대상집단의 규모, 조
직화, 리더쉽, 능력

. 지역적 오명

. 과거 정책경험

. 금전적 욕심

. 요구되는 행태의 범위

. 사회.문화.정치.경
제적 환경

. 대중매체

. 공중의 지지

. 시민단체 등의 외부
집단

표 3-86 정책불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형 국책사업에 한 문가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 국책사업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로 타당성 조사  계획수립 단계를 들고 있으며 성공

인 정책수립  집행을 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원자력 련정책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에 을 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행정 매커니즘이 선호되었으나, 이는 원래 의도하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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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되기보다 이해집단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에 직면  됨으로써 오히려 정

책 추진력이 감퇴하는 역설  효과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책수

립단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효과 으로 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불응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에 한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해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소망성, 실행가능성, 윤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2) 고 폐기물 정책 요건  향인자

 방사성폐기물 리시설은 원자력시설의 일부로서 일반 국민들은 이를 동일시하

거나 오히려 강한 수 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원자력시설이 불평등이 

내재된 시설로서 인식되는 반면, 방사성폐기물 리시설은 이의 부산물로 인식되

어 동일한 불평등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시설은 비용편익의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이 내재된 ‘기피시

설’(LULUs : locally unwanted land uses)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용주체인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환경 는 건강 비용을 부

담시키는데 비해 그 편익은 사회 체에 분산되는 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시설이 갖는 편익에 한 배분의 불공평성을 제하고 있

기 때문에 편익의 공유화와 비용의 사유화라는 립  논리가 내재된 표 인 정

책이며, 해당 시설 특히 폐기물 련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은 환경변화, 주민생존권 

, 지가하락 등의 사회  갈등 양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정책의 원활한 실

행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한, 원자력정책은 집행효율성 심의 성격을 가진다. 그간 원자력분야에서 활

용된 DAD방식은 공학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의 필요성을 선 제시하는 기술   

결정과정에서 문성이 부족한 일반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혹은 형식

인 경우가 많게 된다. 이 게 수립된 정책은 일정 시 이 경과한 후 공표되어 지

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계자들이 그 정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이해 계자의 반응을 ‘비과학 ’, ‘비 문 ’ 는 ‘감정 ’ 반  혹

은 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NIMBY 항을 해소하기 해 보상, 세 감면 는 생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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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의 경제 인 지원을 가장 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수용주체의 주

인 불안감과 오감 등 정신  보상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NIMBY의 원

인을 원자력정책의 특성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IMBY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원자력시설의 편익에 한 분배의 불공정성, 일방 인 DAD

결정방식, 환경문제에 한 지역주민의 변화된 인식  정책결정자와 문가에 

한 불신 등에 한 해소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내 고 폐기물 정책 요건  향인자

 미국의 고 폐기물정책은 재처리 불가  처분 선호정책으로 표 될 수 있으

며 부시행정부에서도  세계에 루토늄이 축 되는 것에 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미국내산 핵물질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궁극 으로 재처리가 아닌 

최종처분 는 최종처분을 염두에 둔 장기 장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

다. 고 폐기물 련 시설은 시설의 안 성  환경  건 성 확보가 필수 인 

시설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등지의 AFR 시설 경험을 근거로 미국 

NRC는 사용후핵연료를 최소한 100년간은 안 하게 장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미국은 9/11 이후 다수의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장 리하는 것

보다 앙 집 형으로 구 처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유형

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에 있어 안 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해상수송의 경우도 

IAEA 규정  IMO 규정 등 각종 국제 기 들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도 상 으로 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어 온 고 폐기물(사용

후핵연료 포함) 리정책은 지속 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시켜 온 핵심 사안으로

서 과거 사례를 통한 갈등 요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정치 · 행정  요인은 주민참여  정보공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과거 방

사성폐기물정책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철 히 배제하고 모든 과정을 

철 히 숨긴 채 진행하 으며, 정부가 일방 으로 입지결정을 발표한 통  입지

선정방법의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는 주민반발을 일으키는 직 인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과거 안면도의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입지시킨다는 안

이 1990년 9월 원자력 원회를 통과된 후 정부는 이를 곧바로 3  비 로 분류하

여 입지결정에 한 정보를 철 히 제한하 으나,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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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자 직 인 이해당사자들인 자신들에게 사 에 알리지 않았다는 에서 심

한 소외감과 모멸감을 가진 도 시설입지에 한 주민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

경제  요인으로는 처분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하락과 이에 따른 기  보상

수 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간척사업과 공단입지 등으로 혜택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공해, 생태계 괴, 어장 황폐화 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경

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장으로 인해  다시 재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면도의 경우도 천수만 간척사업 등 과거사례에서 정부의 

보상 정책에 한 불신이 컸던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하고

는 충분한 보상 없이 생활터 을 잃는 일에 거부감이 있었으며 정부도 반 부로

서의 보상 책이 제 로 비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기술  요인으로는 시설의 해성  사고 험성, 시설 리에 한 정부불신 등

을 들 수 있다. 시설의 해성과 사고의 험성은 주민의 건강과 안 에 한 

과 환경오염에 한 이다. 특히, 고 폐기물의 경우 최고 10만년까지 리

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 기술수 으로 당분간은 시설의 안 성을 보장한다하더라

도 후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손들에게 불치병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등 큰 반발요인으로 작

용한다. 정부에 한 불신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외부에 공개되는 사실이 실제의 사업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불신이 

증폭되게 된다.

환경  요인으로는 환경단체의 향과 언론  매체의 향을 들 수 있다. 

과거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즉각 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앙이나 각 시·도에 근

거를 둔 환경단체는 시간 , 지리 으로 제약이 있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 조직화, 구성원의 학습화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제약이 환경단체의 활

동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상당수의 방사성폐기물 리사

업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  심사로 등장한 사례를 참고할 때, 신문 등 언론의 

보도는 향후 갈등을 유발하는 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망된다.

국내 고 폐기물정책은 이해 계자간 이해상충에 의해 갈등유발은 물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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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이 결정되므로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이

해 계자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그림 3-159). 재 시 의 주체뿐만 아니라 미

래의 세 를 잠재  이해 계자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3-159. 국내 고 폐기물 정책의 주요 이해 계자.

국내 고 폐기물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

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선행  후행핵연료주기정책과 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요 외부요인은 국제 인 여론형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 북

한, 인도, 이란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핵연료주기정책은 국제 인 규범 형성

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국내 고 폐기물 정책수립에도 향을 미치게 된

다. 이와 련하여 최근 계속 으로 발표되고 있는 IAEA나 미국의 핵연료주기 정

책은 북한과 이란의 핵 로그램에 향을 받은 바 크고, 이들은 결국  세계 으

로 핵에 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국내 고 폐기물 정책에

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리한 국내 고

폐기물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림 3-16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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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국내 고 폐기물 정책에 향을 주는 요인.

마. 고 폐기물 리정책 방향  략

(1) 고 폐기물 리정책 목표

(가) 고 폐기물 리정책의 비

  국가 정책으로서 정책 비 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일이다. 이는 고

폐기물 정책에도 용되는 것으로 고 폐기물의 성공  리를 통해 처분장을 

확보하고, 고 폐기물 리의 안 성  경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 으로 

“지속가능에 지로서의 원자력 상정립”이라는 비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 달성을 하여 다음 3가지 분야에 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3-161). 우선 정책의 성공  집행을 해서는 우선 으로 정책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는 인 자산, 시설  인 라자산, 조직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집행에 필요한 인 라의 기 구축  정수  자원의 기확보가 필

수 이며, 이를 통해 국제화된 역량 있는 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다양

한 요소에 향을 받는 고 폐기물 정책의 성공  수립  집행을 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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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고 폐기물 리정책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신뢰성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무이며, 이는 문인력, 연구 산,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 라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기술은 인력, 산 등 1차

 정책자원의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2차  정책자원으로서 지속 인 신

기술개발, 국제 인 분업기술개발체제  략  트 십 강화, 효율 인 기술개

발사업 리능력 배양 등을 통해 기술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 능력배양을 통해 고 폐기물 리정책  기술에 한 신뢰성, 안 성  

경제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 성과 경제성 확보는 국가 정책에 한 정당성 확보와 국민  동

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 인 요소로서 이의 확보를 통해 사회  수용성의 극 화

를 기 할 수 있다. 사회  수용성은 기술  수월성을 기 로 투명하고 일 성있

는 정책의 수립과 함께 고 폐기물 리정책이 갖는 사회공헌  가치를 발견하

고 이를 효과 으로 달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련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노출된 사회  갈등과 사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확보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성 과

사회적
수용성

기술의
탁월성

자원
확보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통한 갈등최소화

투명성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사회공헌적 가치
발견 및 전달

정확한 과학적사실
에 입각한 홍보

혁신기술개발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 효율적 사업관리

국제화된 역량있는 인력

인적자산 시설(인프라)자산 조직 /시스템

전문지식, 창조적 인력
범기능적 팀워크

연구비 및
연구시설 등

지원조직,
조직내 지식/경험 공유

인프라 적기 구축 및 적정수준 자원의 적기 확보 (제도 , 자금 , 인력 , 인프라, 시설, 시간)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 및 효율적 사업관리

지속가능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위상정립비 전

그림 3-161. 고 폐기물 리정책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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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폐기물 리정책의 목표

고 폐기물의 리는 최 한 정량 인 기 을 설정하여 이를 정책  목표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폐기물 리정책의 목표는 해외의 

경험  연구 황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

며, 간략히 표 3-87에 시하 다.

- 법에 규정한 는 사회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차를 거쳐 고 폐

기물 처분장을 성공 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핵연료주기정책을 완성

- 방사선 독성, 선량 등을 세계 으로 최고의 안 수 까지 제한함으로써 주민 

안 성을 향상시키고, 장시설  처분장의 건 성을 확보

- 국제 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핵무기 는 량 살상무기를 원천 으로 배제

할 수 있도록 핵확산리스크 감소

- 경제성과 안 성 등의 확보를 통해 원자력의 친환경 인 이미지를 부각시키

고, 지속가능에 지원으로서의 상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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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내     용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확보

∙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의 확보
∙ 부지선정 및 건설, 운영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

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주민 안전성 향상 

및 저장시설/처분장 

건전성 확보

∙ Radiotoxicity Criterion: 1,000년간 천연우라늄 미만으로 
유지

∙ Dose Criterion: 미래의 인근거주자에게 최소한 99% 감소
∙ Heat-Load Criterion: 500년 후 열부하가 비처리 SF에 

비해 최소한 90% 이상 감소
∙ Criticality Criterion: TRU 붕괴 및 감소를 통해 임계가능성 

방지
∙ Mass Criterion: U 분리 및 재순환/변환 등을 통해 SF 무게 

감소

핵확산리스크 감소

∙ Plutonium Inventory Criterion: Pu 의 축적을 방지 또는 
감소

∙ Plutonium Disposal Criterion: 처분되는 Pu 재고량 99%
까지 감소 및 Pu내 fissile fraction감소

∙ Plutonium Accessibility Criterion: 대체 핵연료주기 및 
물질 취급프로세스를 통해 Pu의 전환가능성 최소화

지속적 원자력 

발전에 기여

∙ Viability Criterion: 경제적 타당성 확보
∙ Technical Risk Criterion: 기술적 리스크 최소화
∙ ES&H Criterion: 비순환연료주기의 ES&H(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특성 향상

표 3-87 고 폐기물 리정책의 목표 ( 시)

(2) 고 폐기물 리 략

(가) 고 폐기물 리정책의 단계  추진방안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단기 인 목표와 장기 인 목표 하에 단계 인 추진 략 수립이 바람직

하며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간략히 그림 3-162에 도시하

다.

- 1단계: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공론화 기반구축

  • 모든 정책은 정책수요자를 심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하므로 철 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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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환경분석을 통해 장단기 정책목표와 주요 안

과제 등을 도출

  •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해 핵심 정책 상그룹 체에 해 정책의 필

요성에 한 공감 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와 련하여 간 장시설 문제

를 포함한 향후 사용후핵연료 리방향과 고 폐기물 리정책 수립의 

시 성을 강조함은 물론 향후 공론화의 방향과 정책  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함

  • 정책 필요성에 한 공감  형성과 공론화를 해서는 이에 한 객  

사실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공론화에 필요한 련 정책연구는 물론 

기술에 한 연구와 일정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정책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실 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

으므로 이해 계에 따른 집단을 유형별로 정의하여 차별 인 공론화 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 계자간 는 공론화 논의(주제)간 

우선순  설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그동안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보여졌던 사회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근

- 2단계 :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제도  기반구축

  • 공론화 기반구축단계를 통해 핵심 정책 상그룹에 해 정책  공감 가 

형성된 이후에 사회 체 으로 공감 가 확산되도록 략수립

  •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지원방안 수립과 법제화 방안을 검토

  • 사회 으로 공감 가 형성되고 제도화가 진행된 부분의 실행을 해 인

․물  지원체계 등 기반 구축

- 3단계: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확보  고 폐기물 리정책 수립

  • 공론화를 통한 공감  형성과 사회  합의방안 도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국가 고 폐기물 리정책을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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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폐기물 리정책에 한 구체  내용/일정 등을 포함하는 장기 로

드맵 구축

- 4단계: 정책실행  장기 리

  • 장기 로드맵의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 등 수행

  • 국가정책에 한 국내외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속 으로 국제  공감

를 형성

  • 장기 목표 달성을 한 집 인 투자를 통해 고 폐기물 리기술  

시설 확보

공론화

기반구축
(환경조성)

제도적

기반구축

중간저장시설
확보 및

국가정책수립

정책실행 및
장기관리

• 주요 이슈 정의

• 전문가 및 정책당국 공
감대 형성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책연구

•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에
따른 공론화방향 결정

• 갈등관리전략 수립 및
사회갈등영향 분석

• 국가정책에 따른 분야별 실
행항목 추진 및 모니터링, 
피드백

•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공
감대/합의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확보
추진

•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및 법제화 추진

• 국제협력기반구축

• 경제성평가 및 재원

• 추진체계 구축

• 규제 기술

• 고준위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정책
수립 및 전달

• 중장기 정책로드맵 구축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확보 및 운영

지속적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그림 3-162. 고 폐기물 리정책의 추진단계  내용.

(나) 고 폐기물 리의 주요 안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은 최종 리 방안이 아니므로 향후 언젠가는 재처리 

는 직 처분과 같은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해 국내 환경을 고

려한 충분한 사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장기안 성 연

구  처분기술 확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투자

와 지원이 필요하며, 심부지질환경과 련된 기술은 해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

다 국내 환경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체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독자 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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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연구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향후 고 폐기물 리를 한 공론화  제도  기반구축과 련하여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안과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방식의 결정  일정

  • 처분방식은 재처리 여부에 따른 구분(직 처분 혹은 재처리 후 처분), 처분

장소에 따른 구분(국내 처분 혹은. 해외 처분) 등으로 나 어 검토 가능

  • 궁극 으로 최종 고 폐기물만 상으로 할 경우 심층처분방식으로 처분

하지만 직 처분할 것인지 재처리후 처분할 것인지에 한 결정이 필요하

고, 이에 따라 처분기술요건이 포함된 처분방식이 결정되어야 함

  • 사용후핵연료 간 장방식도 건식과 습식으로 나  수 있는데 장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 폐기물 리정책과 연계하여 시 히 

결정하여야 함

  • 사용후핵연료의 향후 활용여부는 국제 인 동향을 고려하여 내부 공론화를 

거쳐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일정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사

용후핵연료를 간 장하기로 결정하 으며, 재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

설은 2016년까지 확보 정

  • 따라서 단기 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을 핵연료 장용량이 포

화시 을 고려하여 결정한 계획 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 폐기물 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처분사업 추진체계

  • 처분사업 추진체계는 정책결정체계, 인허가체계, 연구개발추진체계, 처분

리주체, 국민 보고  감시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범 한 개념으로 정의

  • 정책결정체계는 정부의 정책수립과정과 실행체계로서 이 과정에서 정책수

요자 는 이해 계자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에 한 고려가 필요

  • 인허가체계(규제체계)는 재 정부 책임하의 인허가 검토체계와 독립 인 

인허가 검토체계에 해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는 고 폐기물에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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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고 원자력 반에 한 논의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

  • 처분 리주체는 향후 처분시설의 운 주체에 한 사항으로 정부 는 산

하 문기  심의 운 , 발 사업자 심의 운 , 제3의 민간 심의 운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처분주체와 련하여 기술 으로 안 성이 입증된 부지를 선정하여 

검증된 기술로 건설할 경우 처분장의 일상  리는 고도의 기술성을 요구

하지 않고, 행정 인 리능력이 우선시될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가정

이 성립할 경우 리주체는 기술 인 경험이 풍부한 문기  외에 제3의 

민간기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처분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 감시  

련 기반연구 등 지속 인 연구 활동이 수반되므로 신뢰성과 문성이 확

보된 기 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처분재원 산정  확보

  • 재 원 사후처리충당 에서 방사성폐기물 리재원을 추정하여 정 액

을 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궁극 인 고 폐기물 리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산규모를 추정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연계하여 향후 산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

  • 원 사후처리충당 은 발 사업자인 한수원(주)가 자체 립하여 리하고 

있으나, 이에 해서는 립방법  기 화에 해 논의가 진행 인 사항

으로 이와 연계하여 소요재원 마련방안과 재원의 리  집행방안 수립

(다) 고 폐기물 리의 주요 안별 안 

◦ 주요 안별 안 선정과정

  고 폐기물 리와 련된 주요 안들은 모든 이해 계자간 동의를 얻기가 

힘든 것들이 부분이므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최 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

서는 안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논리성이 요하다. 공론화의 목 은 고 폐기물 

리정책의 주요 안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에 한 합리 인 안

을 도출하기 한 과정이므로 형식 인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안 선정에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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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해야 한다.

◦ 주요 안별 안 내용  특징

주요 안별로 최  안을 선정하기 해서는 보다 면 한 분석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안별로 거론되는 주요 안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표 3-88과 같다.

◦ 법제화의 필요성

 원자력법 제84조 “방사성폐기물 리 책”의 범 에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 처분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한 국가의 제도  책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0년  후반, 독일은 70년  반, 스웨덴은 70년  반, 일본  캐나

다는 80년  반부터 자국 정부의 극 인 지원 하에 고 폐기물 처분기술개

발 로그램을 체계 으로 추진해 왔으며 법제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고

폐기물은 특성상 처분 비기간이 30년 이상 소요되고, 제도  리기 도 

폐기물의 300년 보다 훨씬 긴 최소 1,000년 이상의 국가 리 체계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기 인 동시에 일 성 있는 정책을 법제화에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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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주요 대안 및 특징

처분방식

직접처분
•국제적인 동향으로 볼 때, 선호되고 있는 대안이나 자
원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며 처분시설 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비용 등이 증가

재처리후 
처분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성 향상, 고준위폐기물의 감소
로 인한 처분시설규모 감소 등 면에서 유리하나 국제적
으로 규제가 강화

•재처리의 경우 자체 재처리와 위탁 재처리가 있으나 핵
투명성 관점에서 자체 재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핵비확산성을 향상시킨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기술별로 다양한 대안으로 세분화가 가능

정책결정 및 
처분일정

•현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까지 확보예정이나 중
간저장은 최종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결정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기간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

•그러나, 고준위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한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

•고준위폐기물 관리는 국제간 협력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즉
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고, 최종 정책결정 시기를 1차적
으로 2010년 이전까지를 목표로 하여 그 결과를 2014년 개정예
정인 한미 원자력협정에 반영

•처분일정은 결정된 정책을 기초로 하되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처분시설 
관리주체

정부/
산하기관

•처분장 관리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에

도 유리

발전사업
자

•폐기물 발생자(관련 비용의 부담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 곤란

•사업자의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게 되므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가
능성이 있음

제3 
민간기관

•발전사업자 당사자에 비해서는 객관성 확보가 유리하며 
민간의 특징을 살려 관리의 효율성도 확보 가능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간섭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 (독립성)

•관련 재원의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공적 성격 
부여도 고려

재원 산정 
및 확보

기금 조성

•자금확보의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 확보
•별도의 기금운용 및 관리조직이 필요하여 비용적 요소 

증가
•실제 소요비용이 증가할 경우 기금 부담주체 불분명
•경기변동 및 운영주체 능력에 따른 기금운용의 불확실

성
사업자 
적립 및 
자체관리

•관리적 측면 최소화로 괸리비용 절감
•유사시 안정적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자금운영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란여지

표 3-88 주요 안별 추진 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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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원의 확보

 정책의 성공을 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의견반 을 통한 정당성 확보, 차  

투명성 등이 필수 이지만, 효과 인 정책수단의 확보도 요한 요인이며 주요 정

책 실행자원의 확보도 단히 요하다. 따라서 성공 인 정책의 실행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자원의 확보와 이의 유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림 3-163).

- 기술  장비 : 고 폐기물 리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하여 이와 같은 기술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기술 확보와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구축도 필수 임

- 인력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문인력의 확보는 모든 정책과 

연구수행에 있어 핵심 인 요소임

- 자본 : 정책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기술확보 는 연구와 인력양성은 지속 인 산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정 

소요 산의 추정  확보가 필수 임

- 정보 :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이를 해

서는 국내외 으로 상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활용, 이를 한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

그림 3-163. 고 폐기물 리정책의 정책수단으로써의 정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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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 폐기물의 효율  리를 한 추진사업

(1) 고 폐기물 리기술 확보를 한 연구개발사업

 고 폐기물 리에 한 국민 이해증진, 공론화, 국가정책 수립 등 모든 분

야에서 과학  지식과 사고는 필수 이며, 이를 갖추기 해서 체계 인 연구 한 

필수 이다. 고 폐기물 련 연구는 장기  안 성 평가 등 오랜 연구기간을 필

요로 하고, 국내 지질환경에 한 독자  연구와 고유모델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지속 인 지원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고 폐기물에 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기술확보를 해 필요한 연구  주요 

기술  안을 도출하고 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기술 

확보와 그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기 해서는 산학연 문가의 논의를 통해 

기술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는 규제기술의 개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고 폐기물 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체계 이

고 일 성 있게 수행하기 해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유 기  는 연구 간 통

합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과의 연계성과 장 시성을 강화한 고 폐기물 연구개발사업은 기술로드

맵하에 국가의 독립 인 연구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 성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의 성과지표 등 이에 한 검증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2) 고 폐기물 리를 한 산업체 육성 

핵종 분리  변환, 후행핵연료주기 련시설, 처분장 등 고 폐기물 리시설

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  등에서 문기업의 역할이 요하다. 문기업기

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 인 기술자립이 어렵고, 해외 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선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인 연구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을 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문기업 육성을 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기타 제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문기업 특히, 민간기업의 육성을 해서는 정 규모의 시장형성이 우선

으로 필요하나 아직은 기업 에서 고 폐기물 분야의 시장규모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 폐기물 리에 활용될 수 있는 유사분야의 기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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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이 심을 갖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

을 정도의 본격 인 시장형성까지는 정부가 기본 인 기술인력과 조직 등 인 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 폐기물 리와 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는 기업에 한 황을 악하여 이들 기업들을 심으로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

(3) 고 폐기물 리를 한 문인력 양성 

 원자력 특히, 방사성폐기물에 한 사회  인식 하와 문인력의 상  지  

하락 등으로 인력의 이탈가능성은 물론 향후에도 우수한 인력의 신규 유입이 지속

으로 감소될 것에 비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 균형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는 

홍보 등 비원자력 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해 필요한 교육장비의 확보  활용, 교육품질 제고를 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 폐기물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원자력분야 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인문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가 필요하므로 고 폐기물 리에 

필요한 유 분야를 먼  정의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이와 련하여 산학연 수요조사에 의거한 인력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해 우수학생의 폐기물 공 유인을 한 홍보  인센티 (장학 , 

해외연수 등) 제공, 학생  산업계 문인력 양성을 해 연구소  각 학 장비 

공동 활용 방안 고려, 학의 교과과정을 이론과 실무지식이 조화된 국제화된 교과

과정으로 개편, 산업계 인력의 업무능력 제고와 신기술 습득을 한 장인력재교

육 방안검토, 정책․홍보․사회심리․문화 등 비원자력분야 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4) 고 폐기물 리를 한 사회  수용성 증진 - 공론화기반 구축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처분방식의 결정과 함께 련 사업이 

재 진행 이나, 사용후핵연료의 장용량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

연료  고 폐기물 리정책에 한 공론화는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사용후핵연료와 고 폐기물 리정책은 서로 한 계를 가지므로 상호연



- 411 -

계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 으로 핵비확산이 강조되고 있는 시 에서 국제 인 규제요건을 

수하고, 국가  이익을 극 화할 수 있는 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거 방사성

폐기물 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많은 사회  갈등을 노출한 을 고려하여 향

후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정책 수립을 해 사회  공감  형성과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412 -

제 4  종합 평가

1. 공학  방벽 종합평가

   국내에서 발생 정인 사용후핵연료 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용기가 지하 

500 m 심도의 화강암반 내의 지하시설에 거치되었을 때, 공학 방벽의 성능을 열․

구조․핵임계․방사선차폐 에서 종합 으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분석․

평가하 다. 

 기 사용후핵연료는 지 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와 원수 계획에 의거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를 분석하여 가압 경수로 기 사용후핵연료는 기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 GWD/MtU, 가압 수로의 경우 기농축도 0.71 wt.%, 방출

연소도 7.5 GWD/MtU가 타당함을 확인하 다. 고연소도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발

생될 표성 사용후핵연료는 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MtU를 선

정하 으며, 처분개념설계를 한 총 처분물량은 36,000 MtU이 함을 확인하

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인 KDC-1은 구리-주철 이 용기 구조를 갖

고 있으며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구조  건 성, 취 성, 내

식성과 같은 고유의 처분환경을 고려하여 외경 102 cm, 길이 483 cm 로 제안되었

다. 수로 핵연료 처분용기는 반경방향으로 33개의 튜 가 주철 구조물 내에 배치

되며, 각 튜  안에는 9개의 핵연료 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개발

된 처분용기가 처분장에 거치되었을 때, 구조  안정성  열 ․방사선  안 성

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처분시스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핵종의 출을 억제․지연시키기 한 완충재 재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칼슘벤토나이트가 타당하며, 방사성핵종의 출 주요 메 니즘이 확산 상임을 고

려할 때, 공학 방벽의 구성 요소  하나인 완충재의 두께는 50 cm가 핵종이동, 

열, 구조 해석 결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재의 설계요건으로서 수리 도도는 1×10-12 m/s 이하, 열 도도는 1.0 W/m 

K 이상, 확산계수는 양이온의 경우 10
-11

 m
2

/s 이하, 스트론튬의 경우 10
-10

 m
2

/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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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음이온의 경우 10
-9

 m
2

/s 이하 등의 기 을 설정하 다. 그리고 지하시설 개념

설계를 하여 국내 표 결정암인 화강암을 상 암반으로 하고, 단열 (fracture 

zone)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지하시설 설계에 용하 다.

  한국형 처분시스템 완충재 블록에 한 구조  안정성 분석결과, 그림 3-164와 

같이 완충재의 최  변형은 1 mm 정도로 안정성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4. 완충재 구조 안정성 해석 구속조건  해석 결과.

  한국형 처분시스템 열  안정성 분석결과는 그림 3-166과 같이 처분 기에 처

분장에 인 한 암반의 온도는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며, 처분 후  100,000년 정도 

경과 후에는 암반의 기 온도분포에 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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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처분장 주변암반의 심도별 장기적 온도 분포.

  핵임계  방사선  안 성 측면에서는 제시된 처분용기 개념의 핵임계 

분석결과, 기 (Keff < 0.95) 따른 핵임계 안 성이 그림 3-166과 같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Keff + uncertainty

정상상태 << 0.5

비정상

상태 1

0.73686 + 0.079 = 
0.81586

비정상

상태 2

0.86717 + 0.079 = 
0.94617

그림 3-166. 핵임계 계산 모델  결과.

  한 처분용기에 한 방사선  안 성 분석결과, 그림 3-167과 같이 설계개념에 

따른 흡수선량율(1 Gy/hr)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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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처분용기 흡수선량율 계산모델  결과.

  완충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이 층으로 구성된 완충재를 제시

하 다. 이 개념은 내부 층을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으로 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키

고 외부 층을 기존 설계안인 압축 벤토나이트로 채워 낮은 수리 도도를 유지하여 

지하수의 침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열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설계안보다 완충재 최  온도가 7 ℃ 정도 향상됨을 확인하 다. 그 

외 열 도도 향상방안에 해서도 건조 도, 함수비, 모래함량의 함수로 측정실험을 

수행하 는데, 국내의 옥산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할 경우 건조 도 1.6 g/cm
3

, 

모래함량 10～30 %, 흑연함량 5 %로 블록을 제조하는 것이 경제 , 기술 으로 가

장 효율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 성에 매우 요한 I-129의 흡착능 향상방안에 

해서도 연구를 수행하 는데, 처분환경조건에서 처분용기 재질에 의해 용액  

요오드 농도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첨가제로는 Ag2O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상/지하시설/공정 종합평가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주요 지상시설은 통제구역의 포장시설, 운 시설 등이고 

비통제구역의 작업샤 트 빌딩, 작업 사무실 빌딩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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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시설은 크게 포장시설, 운 시설, 작업샤 트실로 구분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후핵연료 하역․집합

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 ․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다. 2040년 운 을 개시하여 가압 수

로 사용후핵연료를 146 처분용기/년(3 처분용기/주)의 공정률로 20년 동안 2,835개

를 포장하고, 379 처분용기/년(8 처분용기/주)의 공정률로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를 30년 동안 11,375개를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

료 처분을 해서는 한 개의 포장라인을 가동하며,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포

장을 해서 두 개의 포장라인을 가동한다. 시설의 규모는 82 m(L) × 46 m(W)로 

총 부피는 약 60,000 m
3

로 바닥은 -8.4 m(최  -12 m), 최고층은 +9.6 m, 지붕높

이는 14.50 m로 설계하 다. 

  운 시설은 고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의 행정기능  포장시설 운 ․유지보수 

설비를 집 화하기 한 시설이며, 주요기능은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작업자식당, 응 센터, 처분장으로의 통제구역 승강기, 근 통제 리센터, 

방사선량 감시․방사능 출 통제․보안센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건물길이 42 

m, 폭 16 m, 부피는 120,000 m3의 규모를 갖고 있다.

  작업샤 트 시설은 처분장 건설 작업 통로를 한 시설로 장비 투입통로, 굴착

암 배출, 뒷채움 재료 이송, 환기, 암반 출수 배수, 용수․ 기 공 , 처분장으로

의 진입, 장비 유지보수, 뒷채움을 한 벤토나이트 장 등을 한 설비들을 구

비하고 있다. 작업샤 트의 지름은 6 m로 설계되었으며, 건물규모는 40 m (L) × 

20 m (W) × 30 m (H)이고, 부피 12,000 m
3

로 설계되었다. 한 지하시설의 처분터

 간 간격은 열․구조 해석으로부터 40 m로 결정되었다. 

  가압 수로 처분 역은 길이가 251 m인 54개의 처분터 로 설계하 으며, 가압 

경수로 역은 길이가 251 m인 323개의 처분터 로 설계하 다. 수직처분공은 이들 

처분터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치하며, 열․구조 해석을 통하여 처분공 간 간격

을 CANUD 역에서 4 m, 가압 경수로 역에서 6 m로 결정하 다. 지하공간은 

비통제구역, 통제구역, 처분구역 등으로 나 어 설계되었는데, 이들 구역에 한 공

간들의 주요시설 배치, 치수  설계요구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처분구역의 크기는 

약 2.1 km × 2.2 km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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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의 건설은 연구․조사․실증을 한 지하연구시설이 건설되는 시 인 2020

년에 시작할 정이다. 처분장의 첫 번째 단계가 건설되는 시 은 2030년이며, 2040

년경에는 가압 수로 처분용기를 한 모든 처분터 이 굴착 완료된다. 처분장의 

건설이 단계별로 완료됨과 동시에 운 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운 이 시작된 이후 

다섯 단계에 걸쳐서 나머지 처분터 이 건설된다. 처분장의 운 은 가압 수로 처

분터 부터 시작되며, 가압 수로 처분용기의 처분이 완료되면 가압 경수로 처분

용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처분장의 건설과 련하여 굴착, 건설작업, 시스템 설치 

등에 한 상세공정과 이를 한 건설장비, 운  장비, 뒷채움 장비에 한 설계가 

수행되었다.

  처분장의 지하공간은 비통제구역, 통제구역, 처분구역으로 나 어 설계되었는데, 

이들 구역에 한 공간들의 주요시설 배치, 치수  설계요구사항이 상세히 제시되

었으며, 처분구역의 크기는 약 2 km × 2 km로 제시되었다. 처분장 운 에 한 상

세 공정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처분장의 운 이 종료되면 처분장을 폐

쇄하여야 하는데, 이를 한 뒷채움  폐쇄 공정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개념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나리오에 따

라 그래픽환경에서 지상시설  지하시설에서의 공정에 한 산모사를 통하여 공

정분석을 수행하 다. 지상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여 핫셀에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후 용 /검사 공정을 거쳐 지하시설로의 이송이며, 지하공정

은 처분터  내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거치시키고 완충재를 설치한 후 처분터  등

을 뒷채움하는 공정이다. 시설 설계개념에 맞게 공정이 수행되었으며, 공정장비 등

의 실증시험 등을 통한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시스템의 

지상공정과 지하공정 그래픽 시뮬 이션은 각각 그림 3-168과 3-1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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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처분시스템 지상공정 그래픽 시뮬 이션.

그림 3-169. 처분시스템 지하공정 그래픽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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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도별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주요 연구개발실   연구목표의 달성도는 아

래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가. 2003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Waste Form 장기건
전성 확보를 위한 처
분환경과 상관관계 도
출(NF)

- 국내산 Ca-벤토나이트 층 내 공극수 중 
환경조건을 규명함.  

- 처분용기의 파손율과 붕규산 유리고화체의 
장기 침출률을 결정함.

-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건전성에 영향을 주
는 메카니즘을 규명함.

- 국내 처분환경에서 우라늄의 alteration 
species를 발견함.

- 완충재 내 공극수 중 환경
조건 규명

- 처분환경에서 우라늄 변이
종 발견

- 고준위폐기물 장기 침출률 
결정

처분시스템 구성요소 
별 성능 및 설계요건 
종합

- 처분용기의 설계요건을 설정함.
- 완충재와 뒷채움재 설계요건을 설정함.
- 처분용기 재질을 선정하고, 포장공정 요건

을 확립함.

-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
재 및 포장공정 설계요건 
설정 완료

처분용기/지상시설 개
념설계

- 구조적 안전성, 방사선 차폐해석을 통해 처
분용기 두께를 결정하고, 핵임계 및 열해석
을 수행함.

- 처분용기에 대한 크립해석을 수행함.
- 포장시설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포장공정 

및 시설 설계요건을 결정함. 포장공정의 핫
셀에 대한 차폐계산을 수행함.

- 처분용기 재질 및 두께 결
정 

- 처분용기 크립해석 완료
- 포장공정 설계요건 결정 및 

차폐해석 완료

국내․외 암반 물성 실
측자료 DB 작성

- 심부 암석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 인자 평
가 및 분석

- 심부암석 DB 작성 및 활용

처분용기와 터널의 배
열에 따른 비용 및 기
술성분석

- 폐기물 처분시스템 및 지질시스템이 갖추
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

- 완충재 기능 및 성능조건을 설정하고, 실험
을 통해 대상 물질 특성을 평가함.

- 처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지하처분시스템 굴착량 계산 프로그램 작

성
- 단층과 복층 처분시스템에 대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비교함.

- 완충재 특성 평가
- 지하시설 굴착량 프로그램 

완성
- 단-복층 처분시스템 안정

성 분석 완료
- 처분비용 요인 분석 완료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
분 시나리오 도출

- 가압 경수로와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연간 처분 물량을 결정함

- 사용후핵연료 처분물량 결
정 및 시나리오 분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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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4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처분용기 재료의 부
식특성과 수명 및 
처분환경과의 상관
관계 분석(FF환
경), 용기건전성/안
정성을 위한 NF설
계요건 도출

- 원계 지하수 조성에 따른 근계지하
수 조성변화를 분석함.

- 처분용기재료 부식에 미치는 심부
지하수 벤토나이트계의 영향을 분석함.

- 처분용기 최적화를 통해 설계를 개선함. 
- 새로운 해석해를 이용하여 지하수 

방사분해 평가를 통한 처분용기 설
계인자를 평가함.  

- 처분용기 부식특성 
분석 완료

- 처분용기 최적화 설
계 및 안정성 해석

- KDC-2 용기 개발 
및 특허 출원

- 지하수의 방사화에 
의한 부식모델개발

완충재 물질의 물리
적/화학적 방벽 특
성분석 및 성능향상 
방안고찰 (I)

- 벤토나이트의 국내 생산 현황 파악 
및 대체물로서 중국내산 벤토나이트 
타당성을 조사하였음

- 요오드 흡착 성능향상을 위한 첨가
재를 개발하였음

- 요오드 흡착능 향상
을 위한 첨가재 개발

처분시스템 구성요소별 
장기적 성능확보 기
술적방안 분석평가

- 처분용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식처
리 방법 분석

- 처분용기 및 완충재 성능기준(안) 확정

- 처분용기 방식처리방
안 검토 완료

- 처분용기 및 완충재 
성능기준(안)확정

처분공주변 및 처분
터널 THM거동분석

- 절리의 특성에 따른 THM 해석을 
통한 구조적 해석 수행

- TM 해석을 통한 처분공, 처분터널 
간격 결정

- 처분장의 열-역학적 안전성 분석 수행

- 절리 특성에 따른 
THM 해석 체계 구축

- 처분장 주변 열-역학
적 안전성 분석 완료

Multi-level & 
Single -level 
처분장 개념 분석

- 단층 및 복층 처분장에 대한 열-역
학적 해석을 수행하고 정성적인 경
제성 비교

- 단/복층 처분장 안전성
및 경제성 비교 완료

지하 처분시설 개념설계

-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 일정 결정
- 지하 처분시설 배치, 처분터널 길이와

갯수, 지하시설 구역별 구성 및 기능 결
정

- 처분시설 심도 결정
- 지하시설 구역별 주요시설 및 시설 

소요장비 결정
- 환기설비 및 통제구역 환기방안 설정
- 주요 설계 인자 도출 및 비용영향 분석

- 처분시설 건설, 운영
일정 결정

- 처분터널 간격, 심도, 
지하시설 배치 등 완
료

- 환기, 배수 등 시설설
계 완료

- 비용분석

HLW처분관리 방안 
분석(I) : 언제/누가 
/어디에/효율적․합리
적 처분방법 등

- 원자력발전량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결정

-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평가를 위
한 논리모델 개발

- 관리방안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결정 및 논
리모델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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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처분용기 안전성 분석 
보고서 작성

- KDC-1 처분용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완료

- 설계 계산의 품질보증을 위한 절
차서 개발

- 설계계산절차 수립 
및 KDC-1 처분용
기 안전성분석보고서 
완성

한국형 처분용기 
(KDC-1) 설계 
및 제조 기술성 평
가 종합, 비용분석

- 한국형 처분용기(KDC-1) 설계 
완료

- 구리 외부용기 제작방법 비교 및 
제작성 분석

- 처분용기의 국내 제작단가 제안

- KDC-1 처분용기 
설계완료 및 국내 제
작성 분석

- 처분용기 제작단가 
제시

완충재 성능향상 
방안 고찰(II) 및 
실험적 평가

-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

- 완충재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첨가재 재료 실험 수행

- 요오드의 흡착능 향
상 첨가재 성능시험, 
특허출원

- 완충재의 열전도도 
향상 첨가재 실험 완료

공학적 방벽 구성
에 대한 대안 분
석: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

- 핵임계/방사선 차폐 해석 측면에
서의 처분용기 대안 제시

- KDC-1 처분용기에 대한 KDC-2 
처분용기 개발 및 특허 출원

- 완충재 열전도도를 향상시킨 이중 
완충재 블록 개발 및 특허 출원

- 핵임계, 방사선차폐 
측면에서 대안 제시

- 이중구조 완충재 개
발, 특허 출원

처분환경 조건에서 
공학적 방벽, 지하
공동/구조물 장기
적 열/수리적/ 역
학적 거동 분석

- THM 해석을 통한 최적 처분장 
배열 도출

- 수직/수평 처분환경에서 TM 거동분석
- 수직 처분환경에서 HM 거동 분석

- THM 해석을 통한 
처분장 최적배열 도출

- 지하시설의 TM/HM 
거동 분석 완료

처분공 및 터널의 
크기/모양/굴착방
법 등에 따른 구조
안정성 해석 

- 구조해석을 통한 단층파쇄대와 처
분공 사이의 이격거리 결정

- 불연속 암반 내에 처분장 굴착에 
대한 불연속면 영향 분석

- 수직 처분장에서 굴착 순서를 고
려한 역학적 해석 수행

- 터널 교차분에 대한 구조 안정성 분석

- 다양한 조건에서의 
처분공 및 처분터널 
구조안전성 해석 완료

처분용기 및 터널
배열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 처분용기 포장공정 및 취급장비/
취급공정 개념 확정

- 수평처분방안 기술성 분석
- 수직처분과 수평처분 비용 분석

- 수직처분/수평처분 
비용분석 완료 후 
SCI 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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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6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연구목표 달성도

처분용기 모형 제
작/성능시험 및 비
용분석 

- KDC-1/KDC-2 소형처분용기를 
제작하고, 성능시험 수행

- 처분용기 국내 제작비용을 산정

- 다양한 종류의 처분
용기 제작 완료

- 처분용기 성능시험완료
- 처분용기 제작비용 

재산정

완충재 성능 영향 
인자 종합 평가 및 
상호 연관성 분석 
: 기술실증 item/
방안도출

- 요오드 흡착능 향상 첨가재 기능 
실증

- 완충재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첨
가재 개발 및 실증

- 요오드 흡착능향상실증
- 열전도도 향상 첨가재 

기능 실증

완충재 설계/성능
평가 및 완충재 관
련 예비안전성 분
석보고서 작성

- 완충재 설계, 성능평가 및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 완충재 안전성분석
보고서 완성

장기 구조안정성 
측면의 최적 처분
용기 배 치/터널크
기/모양/굴착/보강
방법 등 결정

- 처분환경의 구조적 거동을 효율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식 프로
그램 개발

- 구조해석을 위한 모
듈식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완료

지하공동/구조물의 
장기 파괴거동 분석

- 처분환경에서 암반 크립 변형 거동 
특성 규명 

- 장기적 파괴거동 분석 및 보강 방
안을 도출함.

- 처분터널 크립해석 및 
파괴거동 보강 방안 
제시

한국형 처분시스템 
종합평가

-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대한 설계, 
성능평가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한국형 처분시스템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관리 시
뮬레이션 분석

- 처분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처분공정 운영관리 분석

- 처분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HLW 처분 관리방
안 분석(II) : 재원/
보고/ 규제/관리체제 
제안

- HLW 처분관리 전략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안

- HLW 효율적 관리 
방안 제안

총계5)



- 423 -

2 .  련 분 야  기술발 에 의  기여 도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설정하기 하여 지난 1&2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

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기 연료로 제안하고 이를 하게 포

장하여 심부 지질환경에 안 하게 처분할 수 있는 7가지 방안  기술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가압 경수로/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분리 포장하여 

수직 처분공에 처분하는 방안을 기  처분 개념으로 선정하 다. 한, 처분용기의 

열/기계구조해석, 방사선차폐  핵임계해석, 완충재의 수리 지질학  특성, 핵종이

동 지연성, 기계  충격 흡수여유도, 처분공  터 의 열-역학  안 성 분석을 

통하여 규격자료를 생산하 다. 

  본 연구의 3단계에서는 지난 단계에서의 연구결과에 국내 심부 지질환경 정보를 

목하여 국내에의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이 기술 으로 타당하며 방사선안

성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하여 우선 

세계 주요국의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기술기 과 개발 황을 분석하고 국내 

시스템에 용될 수 있는 기술  성능기 으로 확립한 다음, 그에 따른 단  구

성요소별 부 시스템을 국내 심부 지질환경 특성을 근거로 안정성과 장기  건선정

은 물론 효율  리가 가능한 처분시스템으로 개발하 다.

  국가 인 원자력발  계획과 지질환경  고 폐기물 특성이 외국과 비교하여 

상이하므로 으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아직은 국내의 기반

기술이 취약하나 국제 공동연구 추진  해외 연구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단계별

로 기술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속히 기

술자립 할 수 있도록 주도하 다.

  즉, 국내 원자력환경  심부지질환경 특성을 근거로 개발된 한국형 처분시스템

을 제시하면서 국내에서 가능한 심부지질환경 특성과 함께 고 폐기물 처분이 

기술 으로 타당하며 안 성 한 보장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과 정부에 입체

으로 보 으며, 제시된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국가 장기 리 계획에 반 하여 국가

에서 책임지고 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후세 에 부담을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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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수행으로 국내에도 심부 지층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기술 으로도 타당성 있는 처분시스템을 보여 으로써 고 폐기물의 처

분에 한 막연한 오해와 불신감에 싸여있는 국민이해 증진과 원자력의 안정  공

에 기여하 다. 한, 후행핵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고 폐기물 처분기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므로써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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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고 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은 국내 가압 경수로 

원자로와 가압 수로 원자로에서 발생될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개발된 것

이다.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세계 인 에 지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시

에서 원자력의 지속 인 활용에 한 제 조건은 원자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후핵연료의 구 리에 한 해답을 찾는 것이며, 한국형 처분시스템은 이에 한 

최 의 해결 방안으로 사료된다. 즉, 원자력의 지속  활용에 한 NGO의 문제 제

기에 해 본 연구 결과물인 한국형 처분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시나리

오에 한 해답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제

시한 개념을 실증하면, 최 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재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하여 원 사후처리충

당 을 징수하고 있다. 이 충당 은 기사업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산정하고 있

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처분시스템이 충당  재 산정 시 공학  평가의 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단계인 3단계에서 개념설계  공학  평가를 통하여 제안된 한국형 처

분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심부지층에 고 폐기물을 기술 으로 안 하게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연구소 내에 비된 지하연

구시설을 활용한 주요기술  성능 실증을 통하여 질 높은 연구결과를 생산함으로

써 고 폐기물 처분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일 정이며, 보다 효율 인 고 폐

기물 장기 리를 하여 국가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부합되는 시스템 개발에 활용

할 정이다. 

   한, 특허청의 특허분석결과 고 폐기물의 장/처분용기에 한 많은 지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이 권고됨에 따라, 본 연구결과 처분용기 설계  성능향상 

연구 결과 재 4건의 특허가 출원 에 있다. 향후에는 실용화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안 하고 경제성 높은 처분용기를 개발하고 련 산업체와의 공동 력방안을 

다각 으로 모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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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RS is suggested through design requirement analysis of the buffer and the canister which 

are the constituent of disposal system engineered barrier and HLW management plans are 

proposed. In the aspect of radionuclide retention capacity, the thickness of the buffer is 

determined 0.5m, the shape to be disc and ring and the dry density to be 1.6 g/cm3.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buffer is below 100℃ which meets the design requirement. And 

bentonite blocks with 5 wt% of graphite showed more than 1.0 W/mK of thermal conductivity 

without the addition of sand. The result of the thermal analysis for proposed double-layered 

buffer shows that decrease of 7℃ in maximum temperature of the buffer. For the disposal 

canister, the copper for the outer shell material and cast iron for the inner structure material is 

recommended considering the results analyzed in terms of performance of the canisters and 

manufacturability and the geochemical properties of deep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research 

area with granite, salt water intrusion, and the heavy weight of the canister. The results of 

safety analysis for the canister shows that the criticality for the normal case including 

uncertainty is the value of 0.816 which meets subcritical condition. Considering nation's "Basic 

Plan for Electric Power Demand and Supply" and based on the scenario of disposing CANDU 

spent fuels in the first phase, the disposal system that the repository will be excavated in eight 

phase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beginning in 2020 

and commissioning in 2040 until the closure of the repository is proposed. Since there is close 

correlation between domestic HLW management plans and front-end/back-end fuel cycle plans 

causing such a great sensitivit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factor, items related to assuring the 

non-proliferation and observ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are showed to be the influential factor 

and acceptability of HLW management plans to be the influential factor of making decision for 

social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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