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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개발과제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처

분동향분석’ 보고서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를 살펴 봄으로써 세계적 흐름을 잘 파

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국에서 선택하고 있는 처분

방식과 시설의 개념들을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드시 검토하

여야 하며 본 보고서를 통하여 개략적인 나라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주요 나라들은 핀란드,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

스, 스위스, 일본 등으로 가능한 한 최신의 정보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

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하여 연차적인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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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project for advanced 

nuclear fuel cycle produced this report which are dealing with the 

repository status of proceding countries as of 2008.

This report has brief review on disposal facilities which are operating 

and will be operating and on future plan of those nations. The other 

report "Development of the Geological Disposal System for High Level 

Waste" which was produced like this report time and this report 

would help the readers grasp the current repository status.

Because our country is a latecomer in the HLW disposal world,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atch up with advanced disposal system 

and concepts of developed nations and this report is expected to 

make it possible.

There are several nations which were the main survey target; 

Finland, USA, Sweden, Germany, France, Switherland, and Japan. 

Recent information was applied to this report and our project team 

will produce annual state-of-the-art report with continuous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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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핀란드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고준위폐기

물로 간주하여 직접 처분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2개 발

전회사는 사용후연료의 최종처분에 관한 연구개발과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POSIVA(www.posiva.fi)를 설립하였다. 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서 중간저장 되고 있다(2005년 말 현재 1,614톤 저장 중). 

중·저준위폐기물은 각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된 처분장에서 처분되고 있다.

그림 1-2. 핀란드의 처분 개념도

사용후연료는 외장은 구리로, 내장은 주철로 된 2중 구조의 캐니스터에 봉입한 

후 결정질암의 처분장에 지층처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종처분시설은 핀란드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Eurajoki 지방의 Olkiluoto에 건설될 

예정이다. 처분장 깊이는 1층 구조의 경우에는 지하 420미터, 2층 구조의 경우에는 

420미터와 520미터를 고려하고 있다. 2004년부터 Olkiluoto에 지하특성조사시설

(Onkalo)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각종 조사업무도 수행되고 있다. 이 지

하특성조사시설은 장차 처분장의 일부로 편입될 계획이다.

사용후연료 처분장 부지선정업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에 Olkiluoto를 최종 처분장 예정지로 선

정했다. 2000년에는 Eurajoki 지자체 의회에서 처분장 건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Olkiluoto를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 의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되었다. POSIVA사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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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처분장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

다.

그림 1-3. 핀란드의 처분용기 개념 및 제원

그림 1-4.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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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핀란드의 처분 개념

그림 1-5. 핀란드의 지하 처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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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위치

그림 1-6. 핀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위치

그림 1-7.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시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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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처분 예정지 - Eurajoki

그림 1-8. 최종처분 예정지 위치도

Eurajoki 지자체가 1999년에 POSIVA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처분장 예정

지가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POSIVA사가 신청한 부지특성조사시설(Onkalo)의 건

설허가를 받아들였다. Olkiluoto에는 Eurajoki 지역의 최대 산업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

Eurajoki 지역의 주요산업은 농업이며, 가장 가까운 도시는 약 10km 남쪽에 인구 

38,000명의 Raum이라는 공업·항만도시가 있다. 최종처분 사업자인 POSIVA사의 본

사도 Eurajoki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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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하특성조사시설 : Onkalo

○ 시설개요(지하특성조사시설 : Onkalo)

   - 운영자 POSIVA
   - 건설개시 2004년
   - 암종(岩種) 결정질암
   - 갱도 총 길이(예정) 5,500m(갱도 공간 : 365,000㎥)

   - 심도)
· 420m : (주요조사심도)

· 520m : (하방조사심도)

○ 시설 치

   - 장소 Eurajoki 
   - 교통수단 포리(Pori) 공항에서 차를 이용

지하특성조사시설인 Onkalo는 최종처분예정지로 결정된 Olkiluoto의 상세부지특

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OKNALO에서는 실제의 조건 하에서 처분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이 시설은 단순히 조사 및 연구목적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처분

시설의 일부로 이용될 계획이다.

POSIVA사는 2003년 5월에 Eurajoki지자체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2004년 6월부

터 Onkalo의 건설을 시작했다.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연구개발 및 설계연구, 그리고 

상세 지질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POSIVA사는 Onkalo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하여 2020년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Onkalo는 2005년 6월 현재 갱도굴삭거리가 1,089m에 달하고 있는데, 출입

(access) 갱도의 기울기 1:10을 고려할 때 갱도굴삭거리 1,089m는 심도로 따질 때 

100m가 넘는 깊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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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lkiluoto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자 Teollisuuden Voima (TVO)
   - 운영개시 1992년
   - 처분용량/처분실적 약 8,400m³/4,438m³

   - 처분장 구성

·Silo

·심도 : 약 60~95m

·중준위폐기물용 Silo 1개

·저준위폐기물용 Silo 1개
○ 시설 치

   - 장소 Eurajoki
   - 교통수단 포리(Pori) 공항에서 차를 이용

Olkiluoto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Olkiluoto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운전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처분장 구성은 지하 약 60~65m의 암반에 건설된 중준위폐기물 처

분용 Silo와 저준위폐기물 처분용 Silo가 각각 1개씩 있다.처분장 위치는 핀란드 남

서해안의 Olkiluoto 섬에 있는 Olkiluoto 원전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처분사업자인 Teollisuuden Voima사(TVO)는 2006년 2월에 Visitor Center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림 1-9. Onkalo 처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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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Onkalo Area

그림 1-11. 지하특성조사시설(Onkalo) 입구

그림 1-12. Onkalo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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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oviisa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자 Fortum Power & Heat Oy (FPHO)
   - 운영개시 1999년
   - 처분용량/처분실적 약 5,400m³/1,347m³ (2005년 현재)

   - 처분장 구성

·심도 : 약 110m

·중준위폐기물용 처분동굴 1개

·저준위폐기물용 처분갱도 2개
○ 시설 치

   - 장소 Loviisa 
   - 교통수단 헬싱키 공항에서 차를 이용

Loviisa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Loviisa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전 운전폐기물 

등을 처분하고 있다. 처분장 구성은 지하 약 110m의 암반에 만들어진 중준위폐기

물용 처분동굴 1개와 저준위폐기물용 처분갱도 2개가 있다.

그림 1-13. 저준위폐기물 처분갱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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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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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2.1.1.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

미국은 1977년 이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왔으나, 핵비확산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를 금지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정책을 추

진하여 왔으며, 현재 다양한 핵주기 개념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

준위폐기물 관리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심지층 처분으로 설정된 상태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은 중․저준위폐기물(장수명 중준위폐기물은 제외)은 천층처

분방식으로 영구처분하고, TRU(초우라늄)폐기물은 뉴멕시코주 암염 지질 구조 내에 

심지층 영구처분(WIPP)하며,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운영할 네바자

주 유카마운틴에서 중앙집중식 심지층 처분하는 등 종류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발생자가 부담원칙으로 하나, 고준위폐기

물 처분관리는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관리는 주정부가 책

임을 지고 있다. 다만, 연구, 군사 목적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중․저준

위폐기물일지라도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규제는 NRC가 담당하지만, 수송은 DOT, 환경은 EPA가 소

관분야를 담당하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전 단계까지는 발생자가 관리한다. 또한 

1987년 미의회는 방사성폐기물 기술검토위원회(NWTRB: Nuclear Waste Technical 

Review Board)를 설치하여 DOE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관한 과학

적․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2. 방사성폐기물 현황

○ 1957년부터 원자력발전, 104기 (20%)

○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연간 약 2,000톤 발생 (2000년 현재 약 40,000톤, 

2040년경 약 87,000톤 추정)

○ 고준위폐기물 300,000m3 + 초우란 폐기물 500,000드럼

○ 중저준위폐기물

2.1.3.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고준위폐기물 관리책임은 정부(DOE),

비용부담 의무(발생자)

- 1992년 WIPP법: 뉴멕시코주 칼스배드 장반감기폐기물처분장 운영

고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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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폐기물 : 

- 1980년 저준위폐기물 정책법: 주 정부책임하에 저준위 처분 인허가

90년이후 단순 천층처분 금지하고 공학적 방

벽개념 도입

2.1.4. 고준위폐기물 관리 재원

○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 설립

- 국방폐기물 : 국방예산

- 민간 전력생산 원자력발전 : 원전사업자 (1 mill/kWh)

- 고준위처분전담기관인 에너지부 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에서는 매 3년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고 재무장관은 매년 기금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운영 보

고서 제출

* 2004년말 현재 기금누적 225억불 (83년부터 징수, 사용 61억불)



- 14 -

그림 2-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그림 2-2.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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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처분 현황
2.2.1. 처분장 현황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 2002년 Yucca Mountain 처분장 부지 확정

   - 2008년 6월 인허가 신청

   - 2017년 처분장 운영 개시 (예정)

○ 장반감기폐기물(초우란원소) : 국방 프로그램 폐기물

   - 1999년 뉴멕시코 주 칼스배드에 WIPP운영개시

     : 향후 35년간 약 38,000번 수송 예정 

○ 중저준위폐기물

   - 민간 중․저준위 처분장

   - DOE 운영 처분장

전담기관 역 할 수 행

방사성폐기물관리국

(DOE/OCRWM)

사업관리 백탤

연구관리 국립연구소(SNL,LANL,LBNL등):안전성평가 등

재원 고준위처분 기금 (DOE장관 편성)

표 2-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 및 재원

표 2-2. 미국의 기존의 운영중인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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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위치

구분 위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Yucca Mountain Disposal

& ESF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TRU 폐기물 처분장 WIPP (Waste Isolation Pilot Plant)

DOE 관리산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Hanford Site

Neveda Test Site

Savannah River Site

민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Richland Site

Clive Site

Barnwell Site

표 2-3.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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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정책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 1982, 1987 개정)

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관리책임, 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처분 책임을 부여하고 에너지성(DOE) 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을 설치하여 부지 선정기준 제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1987에 개정되면서 몇가지 주요한 변경된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먼저, 지질조사 후

보지를 기존의 여러 부지에서 네바다주 유카산으로 한정하고, 제 2처분장의 필요성

은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검토하기로 하며, 임시저장시설(MRS) 후보지(테네시주 

오크리지)를 백지화하며, 발생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1 mil/kWh)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시 발생된 농축액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액체폐기물이 고형화된 것(유리고화체)으로써 심지층 지하동굴처분(MGDS)에의해 

수 만년 동안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유카마운틴 처분장이 운영되기 전까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

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므로, 각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자체 저장시설 

또는 독립된 중간저장시설(ISFSI)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다.

2008년 6월에 OCRWM은 NRC에 유카마운틴 처분 허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동

년 9월에 NRC는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NRC는 향후 3년 동안 신

청서류를 검사하게 되며, 필요시 심시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유카마운틴의 처

분용량은 총 70,000톤(HM)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에서 민간 전력생산용 

원자로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는 90%인 63,000톤을, 국방관련 폐기물 및 기타 폐

기물은 10%인 7,000톤을 차지하게 된다.

2.2.3. 유카마운틴 처분장 예정지

유카마운틴은 미국 서부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 서북쪽 약 16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바다 핵실험장 및 네리스 공군기지와 인접한 사막지대에 있다. 유카마운

틴이 있는 Nye 카운티는 미국 본토에서 세 번째로 큰 카운티로, 면적은 약 

46,790km², 인구는 약 40,000명이고, Pahrump라는 마을이 중심에 있다. 유카마운틴

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인구 1.400명의 Amargosa Valley이다.

처분대상 지층은 지표에서 약 200~500m 지하에 있는 응회암이며, 실질적으로 처

분장은 현재 300m 깊이로 계획되어 있다. 연간 강우량은 대단히 적으며, 지하처분

시설은 지하수면(Water Table)의 상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유카마운틴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터널 안쪽의 견학이 불가능하며, 다만 터널 

입구까지만 견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카마운틴 투어에는 지질학, 방사성폐기물관

리, 환경관리 등의 전문가의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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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Yucca Mountain의 위치

그림 2-5.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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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레이아웃

그림 2-7. 유카마운틴 North Portal (좌) & South Portal (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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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유카마운틴 탐사연구시설(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y)

○ 시설 개요

   - 운영자 DOE의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
   - 운영개시 1998년
   - 암종(岩種) 응회암
   - 갱도연장거리 약 7.9km
   - 심도(深度) 약 300m
○ 시설 치

   - 장소 네바다 주 Nye county의 유카마운틴

   - 교통수단
Pahrump 인포메이션센터 등에서 DOE의 

차로 이동(라스베가스에서 약 160km)

유카마운틴은 1987년 법률에 의해 유일한 부지특성조사지구로 지정되었다. 미국

은 지층처분장의 건설인가 신청 시에 지하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카마운틴에서도 1992년부터 탐사연구시설(ESF)의 건설이 시작되어 1997년

에 완성되었다.

ESF의 심도는 약 300m로, 갱도의 총 길이는 약 7.9km이다. ESF에서는 지하 암반

특성과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그림 2-8. ESF 입구 주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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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장반감기 초우란폐기물 처분 (WIPP)

장수명 핵종의 중준위폐기물인 GTCC 및 군사용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TRU 폐

기물은 알파선을 내는 장수명 핵종의 특성임을 감안하여 심지층처분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3년 말 "National TRU Waste Program"에 따라 

DOE-CAO (Calsbad Area Office)가 설립되어 23개 DOE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초우라

늄 폐기물을 종합관리하고 있다.

○ 시설 개요

   - 운영자 DOE
   - 운영개시 1999년 3월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176,000m³/약 40,000m³(2006. 9 현재)
   - 처분장 구성 지하 약 655m 암반층 내의 처분실에 정치
○ 시설 치

   - 장소 뉴멕시코 주
   - 교통수단 칼스바드 공항 또는 엘파소 공항에서 차를 이용

폐기물격리 파일럿 플랜트(WIPP)(www.wipp.energy.gov)는 국방활동에서 발생하는 

초우라늄(TRU)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층처분장이다. 연방정부 기관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은 DOE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WIPP도 DOE가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시

설이다. WIPP는 지하 약 655m의 암반층에 건설된 TRU 폐기물용 지층처분시설로

서, 1999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5,000번째의 폐기물 반입이 이

루어졌고, 2006년 11월에는 원격조작이 필요한 TRU 폐기물의 반입이 이루어졌다. 

WIPP의 규제 및 감독관청은 환경보호청(EPA)이다. WIPP는 매 5년마다 적합성 여

부에 대한 인증을 새로 발급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3

월에 첫 번째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WIPP는 지하 약 655m에 건설된 처분실 내

에 폐기물 package가 정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9. WIPP 내 폐기물 정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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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WIPP 처분 개념도

그림 2-11. WIPP을 향해 가고 있는 TRU 폐기물 적재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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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민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상업용 원전에서 나오는 저준위폐기물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정책법(Low 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ct, 1985)이 제정된 이후로 관할 주정부 책임하에 체계

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NRC와 주정부 간에 저준위 폐기물 운송, 처분에 관한 협햑

이 체결되어 규제, 감독 권한과 책임은 NRC가 계속 보유하지만, 주정부에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요건에 따라 분류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중․저준위폐기

물은 단순매립하거나 지상구조물에 처분 가능한 폐기물로 반감기, 농도, 위해도를 

감안하여 A, B, C 등급으로 세분하고 있다. NRC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모

델링 및 성능평가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전신에 대해 0.25 m㏜/yr 

이하, 갑상선에 대해 0.75 m㏜/yr 이하, 모든 다른 장기에 대해 0.25 m㏜/yr 이하 

(ALARA)를 적용하고 있다.

중․저준위페기물 관리시설은 Barnwell, Richland, Clive 등 3개의 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정부별로 단독 또는 연합하여 추가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신규 처분

장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는 지역별로 주정부별 연합체(Compact)를 결성하여 공동의 

처분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신규 부지선정은 주정부간 이해대

립 및 반대 여론으로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DOE 소관의 중․저준위페기물 처분시설이 총 8개 있으며, 이들은 국가 주도의 국

방, 핵연료주기시설 및 에너지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중․저준위폐기물을 관리하

고 있다.

그림 2-12. DOE's LLW-MLLW Wast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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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NRC, LLW Compacts

2.2.5.1. 리치랜드 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65년

   - 대상 폐기물 Class A, B, C의 저준위폐기물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170만m³/약39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천층 트렌치에 폐기물 package를 처분

·트렌치 크기는 폭 45m, 깊이 14m, 길이   260m임

○ 시설 치   

   - 장소 워싱턴 주 리치랜드

   - 교통수단 워싱턴 파스코 공항(Tri-Cities Airport)에서 차를 이용

리치랜드 처분장은 워싱턴 주의 리치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으며, 

1965년부터 민간 처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US Ecology이며, 처분장 토

지는 워싱턴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100년간 임차를 받아 US Ecology에게 임대하였

다. 이 리치랜드 처분장은 DOE의 한포드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다.

리치랜드 처분장은 천층처분이 가능한 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는데, 노스웨스

트 주간협정(州間協定) 및 로키마운틴 주간협정에 가맹한 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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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고 있다. 리치랜드 처분장은 토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63년보다 7년 

빠른 2056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그림 2-14. Richland 위치

그림 2-15. 리치랜드 처분장 전경

그림 2-16. 트렌치 처분 작업 모습(Class B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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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반웰 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71년
   - 대상 폐기물 Class A, B, C의 저준위폐기물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88만m³/약77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9m 깊이의 트렌치에 정치
○ 시설 치   

   - 장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에이켄
   - 교통수단 아틀란타 주 오거스타 공항에서 차를 이용

반웰처분장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에이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민

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에너지솔루션즈社로, 과거 운영자였던 켐뉴클리어시스템社를 2006년에 

인수함으로써 반웰처분장의 운영자가 되었다. 처분장의 토지 소유자는 사우스 캐롤

라이나 주이며, 처분장 운영자에게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웰처분장은 DOE

의 사바나리버 사이트에 근접해 있다.

처분방식은 트렌치 처분이며, 처분대상 폐기물은 천층처분이 가능한 저준위폐기물

이다. 2008년부터는 아틀랜틱 주간협정(州間協定)에 참가하고 있는 주(州)(사우스 캐

롤라이나 주, 코네티컷 주, 뉴저지 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분하기 시작하였

다. 

그림 2-17. 트렌치에서의 폐기물 그림 2-18. 굴삭된 트렌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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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Barnwell 천층 처분장 모습-1

그림 2-20. Barnwell 천층 처분장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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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클리브 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71년

   - 대상 폐기물
Class A 폐기물, 우라늄 정련 폐기물, NORM, 혼합

폐기물 등
   - 처분용량/기 처분량 미정/약144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점토 및 자갈을 이용한 천층처분

·밑바닥에 점토를 깔고 폐기물을 정치한 후   그 

위를 다시 점토와 자갈을 덮음
○ 시설 치   

   - 장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 교통수단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 차를 이용

클리브(Clive)처분장은 민간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인바이로케어(EnviroCare)처

분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처분장은 원래 Envirocare of Utah社가 운영하였으나, 

에너지솔루션社에 합병되어 지금은 에너지솔루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클리브 처분장은 유타 주의 주도(州都)인 솔트레이크시티의 서쪽에 있는 솔트레이

크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클리브 처분장은 원래 천연발생방사성물질

(NORM)을 처분하는 처분장이었으나, 1998년에 유타 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Class 

A 폐기물을 처분해 오고 있다. 또한, 클리브 처분장은 우라늄 정련 폐기물과 화학적 

독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혼합폐기물도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Class B 및 C 폐

기물에 대해서는 유타 주의 인허가 발급 거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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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DOE 운영 처분장 

2.2.6.1. 한포드 사이트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40년대
   - 대상 폐기물 저준위폐기물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2,340만m³/약230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깊이 6~7m, 폭 8m, 길이 500m의 트렌치

·현재 통합처분시설(IDF) 건설 중
○ 시설 치   

   - 장소 워싱턴 주 리치랜드
   - 교통수단 워싱턴 주 파스코 공항에서 차를 이용

한포드(Hanford) 사이트(www.hanford.gov)는 워싱턴 주 리치랜드에 있는 DOE의 

시설로, 1943년부터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원자로와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 처분방식은 트렌치에 의한 천층처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통합처분시설(IDF)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처분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사이트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 국민에 

한하여 참가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US Ecology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저준위폐기

물 처분장인 리치랜드처분장도 한포드 사이트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21. Hanford 위치

 

그림 2-22. Hanford Site 전경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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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사바나 리버 사이트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53년(트렌치 방식 처분장 운영)

·1987년(콘크리트 볼트 방식 처분장 운영)

   - 대상 폐기물 저준위폐기물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245,600m³/약70,700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트렌치(방사능 준위가 낮은 폐기물)

·콘크리트 볼트(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

○ 시설 치   

   - 장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에이켄

   - 교통수단 조지아 주 오거스타공항에서 차를 이용

사바나 리버(Savannah River) 사이트(www.srs.gov)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남

쪽에 있는 주도(州都) 콜롬비아의 남쪽, 그리고 조지아 주의 오거스타 동쪽에 위치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1950년대부터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는 사이트 복구활동 및 핵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

다. 이 사이트 내에 있는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방사능 준위가 낮은 폐기물은 트

렌치 방식으로, 방사능이 비교적 높은 폐기물은 특수 콘크리트 볼트 방식으로 처분

되고 있다. DOE 사이트에서 콘크리트 볼트 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바나 리버 처분장이 처음이다. 사바나 리버 사이트는 이 곳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을 대상으로 정보제공활동이 행해지고 있지만, 견학 등의 활동은 행해지지 않고 있

다.

그림 2-23. Savannah River Sit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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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Savannah River Site 전경

  
그림 2-25. 폐기물 콘테이너 定置

작업

그림 2-26. 트렌치 매설 작업 그림 2-27. 트렌치 처분 작업

2.2.6.3.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71년
   - 대상 폐기물 저준위폐기물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372만m³/약144만m³(2004년 9월 기준)

   - 처분장 구성
·트렌치 처분

·셀 처분
○ 시설 치   

   - 장소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 시
   - 교통수단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차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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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테스트 사이트는 1951년부터 핵무기 실험 부지로 이용되다가 1992년 핵

실험 동결조치 이후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시험 등 여러 종류의 실험목적으로만 이

용되고 있다. 네바다 테스트 바로 옆에는 유카마운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예정지

와 네리스 공군기지가 있다. 사이트 관리자는 DOE의 핵안전보장국(NNSA)이다.

사이트 내에 있는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2개의 구역(area)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지 면적은 3.5km²이다. 이 처분장은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다른 DOE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분하고 있다. 처분방식은 트렌치 

처분 및 처분 셀 방식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그림 2-28. 처분 셀에서의 폐기물 정치 작업

그림 2-29. Nevada Test Site 위치

  

그림 2-30. Nevada Test Site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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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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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3.1.1.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

스웨덴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고준

위폐기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4

개 회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을 위

한 전담기관으로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 www.skb.se)를 설립했다. 각 발

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인 CLAB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은 최종 처분장인 SFR로 운반된다. 사용후핵연료는 CLAB에서 약 30년간 저

장된 후 처분된다. CLAB의 저장량은 2004년 말 현재 약 4,000톤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외부의 재질은 구리, 내부의 재질은 주철로 된 2중 구조의 캐니

스터에 봉입된 후 처분장에서 처분된다. 캐니스터의 용접방법 등 봉입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캐니스터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봉입한 

캐니스터는 지하 약 500m의 결정질암에 건설되는 처분시설에 정치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층처분에 관한 심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스포 암

반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에스포 암반연구소는 실제의 처분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규모의 다양한 처분기술에 관한 실험을 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입지조사 결과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스카샴(Oskarshamn), 오스타마르(Osthammar), 티에르프(Tierp) 등 3개 

지역을 부지조사 대상지역으로 2000년에 선정했다. 이 중 지자체 의회에서 부지조

사 실시를 허락한 오스카샴과 오스타마르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SKB는 2009년에 처분 사이트를 결정하고, 처분장 건설 등 허가신청을 

행하여, 2020년대 초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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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그림 3-2. 스웨덴의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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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도

  

그림 3-4. 처분 시설 시스템 개요도

그림 3-5. 처분 공의 모습

  

그림 3-6. 처분공에 처분용기 삽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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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폐기물 관리 현황

○ 1972년부터 원자력발전, 12기 (53%)

○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연간 약 200톤 발생, 2010년 약 8,000톤 

○ 알파폐기물 (장반감기) 2,000 ㎥

○ 중저준위폐기물 : 원전 운영 및 해체

3.1.3.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 1984년 원자력활동법: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원칙 및 정부정책  

   -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 책임 (발생자)

○ 1992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법

 

3.1.4.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

○ 1992년부터 원전사업자로부터 매년 징수 : 약 0.01SEK/kWh (0.138$/SEK)

   - 방폐관리사인 SKB에서 매년 실제비용(중저준위처분, SF수송/저장), 원전해체 

및 SF 처분사업비용 등을 평가 (정부심의 결정)

* 2000년말 현재 잔고: 24,589MSEK (USD3.4B, 지출1.8B)

전담기관 역 할 수 행

SKB

사업관리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방사성폐기물 수송

사용후핵연료 저장

사용후핵연료 처분

연구관리

SKB : 지하연구시설, 공학적 실증 등

국립연구소(Studvik): 처분환경안전성평가 등

대학 (Royal inst. 등)

전문기술Eng.사 (Clay Tech. 등)

재원 방사성폐기물 기금 (SKB 평가)

표 3-1.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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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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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웨덴의 처분 현황
○ 사용후핵연료 

   - 1999년 예비후보지 환경영향 평가

   - 2001년 2개 후보지 선정 (포스마크, 오스카샴)

   - 2002년 정밀 부지조사 착수

   - 2007년 최종 후보부지 검토 (2년)

   - 2015년～2020년 처분장 운영 개시 (예정)

○ 중저준위폐기물

   - 1988년 포스마크 해저동굴처분장 운영    

3.2.1.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조사

스웨덴은 2002년부터 칼마르市의 오스카샴과 우프사라市의 오스타마르 등 2개 지

역에서 부지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 중 1개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에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장의 건설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스카샴은 전체 면적의 약 75%가 삼림으로 되어 있다. 주요산업은 농업과 임업

이나,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CLAB), 에스포 암반연구

소, 캐니스터 연구소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면적은 약 

1,047km², 인구는 약 26,500명이다. 칼마르 공항에서 차를 이용하면 된다.

오스타마르는 전체 면적의 약 71%가 삼림으로 되어 있다. 주요산업으로는 어업, 

선박업, 철강업 및 농업이나, 지금은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장(SFR), 그리고 포스마크 원자력발전회사 등이 들어서 있다. 면적은 2,790km², 인구

는 21,600명이다. 스톡홀름 공항에서 차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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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CLAB)

○ 시설 개요

   - 운영자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
   - 건설/운영개시 1980년/1985년

   - 저장용량
5,000톤(습식)

- BWR 집합체 20,000개, PWR 집합체 2,500개
   - 연간 사용후핵연료 수납

량
약 300tU

   - 저장 Pool 수 4개(예비용 1개 별도)
○ 시설 치   

   - 장소 칼마르市 오스카샴(오스카샴 원전 부지 내)
   - 교통수단 칼마르공항에서 차를 이용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저장시설(CLAB)은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기까지 약 30~40년 동안 중앙집중 중간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사용후핵연

료는 지하 30m 깊이의 저장 풀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중간저장에 의해 사용후핵연

료의 방사능과 발열량이 감쇠되어 처분 안전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 2004년 말 현

재 약 4,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용량은 현재의 5,000tU에서 

8,000tU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캐니스터에 봉입하는 시설을 이 

CLAB에 인접해서 건설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림 3-8.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저장시설(CLAB)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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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LAB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그림 3-10. CLAB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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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SFR)

○ 시설 개요

   - 운영자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
   - 건설/운영개시 1983년/1988년
   - 처분용량/처분실적 63,000m³/30,000m³(2004년 말 기준)
   - 연간 폐기물 반입량 약 1,000m³

   - 처분장 구성

·수심 5m의 해저 약 50m 암반에 설치

·silo

·저준위폐기물 콘크리트 탱크용 볼트 2개

·저준위폐기물용 볼트 1개

·중준위폐기물용 볼트 1개
○ 시설 치   

   - 장소 웁살라 시 오스타마르
   - 교통수단 스톡홀름 공항에서 차를 이용

포스마크에 위치하여 포스마크 처분장이라고도 불리우는 SFR 처분장은 스웨덴에

서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용 처분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운전폐기물 

외에 의료·산업·연구 분야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폐기물도 처분한다. SFR 처분장은 

포스마크 원전에서 약 3km 떨어진 수심 약 5m의 해저 50m 암반에 만들어졌다. 처

분장 구성은 저준위폐기물 콘크리트 탱크용 볼트가 2개, 저준위폐기물용 볼트가 1

개, 중준위폐기물용 볼트가 1개, 중준위폐기물용 silo가 1개가 있다.

그림 3-11. 스웨덴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SFR)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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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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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독일은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국내에서 지층처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원자력법은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 책임을 연방정부가 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방사선방호청(BfS) (http://www.bfs.de)이 처분사업의 실시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수행은 BfS와의 계약에 의해 독일폐기물처분

시설건설·운영회사(DBE)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열 영향을 기준으

로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발열성 방사성폐기물과 비발열성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발열성 폐기물은 사용후연료와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유리고화체, 그리고 초우라늄(TRU) 폐기물의 일부 등으로 구성되는

데, 고어레벤(Gorleben) 암염돔에 처분하기 위해 조사를 해 왔으나, 현재 조사 작업

은 중단된 상태이다. 비발열성 폐기물은 콘라드(Konrad) 처분장에 처분을 목표로 작

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구 동독의 몰스레벤(Morsleben) 처분장(ERAM)은 원전이

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해 왔지만, 현재는 폐쇄 및 폐

지조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앗세(Asse) 연구광산에서 시험적인 처

분이 행해져 왔지만, 이 광산은 최종적으로는 폐쇄될 예정이다. 사용후연료는 각 원

전 부지 내의 저장시설에서 중간저장 되고 있으며, Gorleben, Ahaus, Graifswald 등

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에서 저장되고 있다. Gorleben 저장시설은 영국과 프랑

스에 위탁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고준위 유리고화체도 저장하고 있다.

그림 4-1.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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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위치

그림 4-2.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위치도

4.3. Gorleben 지역
고어레벤은 독일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니더작센(Nidersachsen) 주의 탄넨베르크

(Tannenberg)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2만 km², 인구는 약 1,000명 

이하의 작은 마을이다. 베를린에서 북서쪽으로 약 170km, 함부르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으로, 엘베강과 구 동독과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다. 앞

에서 언급했듯이, 고어레벤은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한 조사가 행해지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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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Gorleben 부지(부지특성조사)

○ 시설 개요

   - 조사 실시 주체 BfS
   - 조사개시 1979년
   - 심도 933m, 843m (탐사 갱의 깊이)
   - 암종(岩種) 암염(岩塩)
   - 처분용량 24,000m³(2040년 말 시점 예측치)
○ 시설 치   

   - 장소 탄넨베르크(Tannenberg)
   - 교통수단 함부르크 공항~탄넨베르크(전철)~고어레벤(차)

고어레벤 암염돔은 최종처분장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boring을 포함한 부지조사가 시작되었고, 1986년에는 2개의 갱도 굴삭 작업이 이루

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지하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2000년 10월부터 더 이상의 새로운 탐사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고어레벤 암염돔의 크기는 길이가 약 14km, 폭이 최대 약 4km, 그리고 깊이는 

지하 약 260m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약 3,500m에까지 이른다. 처분 심도는 

지하 약 840m의 깊이에서부터 1,200m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처분 개념도에서는 지하 840m 깊이의 암염돔에 처분갱도가 레이아웃 되어 있고, 

그 면적은 약 3km²에 이른다.

그림 4-3. 고어레벤 전경도

  

그림 4-4. 처분장 갱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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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Gorleben 중간저장시설

○ 시설 개요

   - 운영자 BLG
   - 운영개시 1984년
   - TBL-G의 허가 저장량 3,800tHM(건식)

   - ALG의 허가 저장량  총 방사능 〈 5×1018Bq

○ 시설 치   

   - 장소 니더작센 주 탄넨베르크
   - 교통수단 함부르크 공항~탄넨베르크(전철)~고어레벤(차)

고어레벤에는 고어레벤 중간저장 회사(BLG)가 운영하는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과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유

리고화체 중앙집중 저장시설(TBL-G)과 방사성폐기물 중앙집중 저장시설(ALG), 그리

고 Pilot Conditioning Plant(PKA)로 구성되어 있다. TBL-G는 7,000m²의 부지에 420

기의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와 프랑스

에서 반환되는 고준위 유리고화체를 저장하고 있다.

ALG는 원전이나 의료·산업·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동 시설은 면적이 4,500m², 높이가 5m이다. PKA는 사용후연료를 최종처분하

는데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컨디셔닝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는 사용후연료 캐니스터 보수업무만 행해지고 있다.

그림 4-5. 고어레벤 전경 및 시설명칭

①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 중앙집중 저장시설(TBL-G)

② 방사성폐기물 중앙집중 저장시설(ALG)

③ Pilot Conditioning Plant(P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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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콘라드(Konrad)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자 BfS
   - 계획 확정 의결 2002년
   - 처분용량 30만 3,000m³(계획용량)
   - 처분장의 구성 지하 800~1,000m에, 약 110만m³의 처분시설 건설
○ 시설 치   

   - 장소 니더작센 주 잘츠기타 시
   - 교통수단 함부르크 공항~브라운 슈바이크(전철)~콘라드 처분장

콘라드 처분장은 구 철광산으로, 1976년에 방사선·환경협회(GSF)가 최종처분장으

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곳이다. 1982년 당시의 처분사업 주체였던 연방물리

기술연구소(PTB)가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처분용량이 65만m³으로 계획되었으나, 

2002년 인허가 신청 때는 독일에서 208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만 

3,000m³로 증가되었다. 콘라드 처분장은 니더작센 주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

존에 만들어진 2개의 갱도를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래의 사진은 2개의 갱도 

중의 하나로, 주로 기자재 운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향후 폐

기물 운반용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그림 4-6. 콘라드 처분장의 갱도 전경



- 50 -

4.5. 몰스레벤(Morsleben)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자 BfS
   - 운영개시 1978년
   - 암종(岩種) 암염
   - 처분량 약 3만 6,800m³의 방사성폐기물 및 약 6,600개의 밀봉선원
   - 처분시설 구 암염광산의 지하 약 500m에 처분
○ 시설 치   

   - 장소 작센 안할트 주 
   - 교통수단 하노바 공항~헤룸슈태트역~몰스레벤 처분장(차)

몰스레벤 처분장은 구 동독 지역에 있는 암염광산으로, 1970년에 처분장으로 선

정되어 1978년에 시험운영이 시작되었다. 1981년에는 5년간의 기한으로 운영 인허

가를 받아 기한부 운영을 하다가, 1986년에 비로소 장기 운영 인허가를 발급받았다. 

1990년의 동서독 통일에 의해 연방시설로 되면서 DBE사가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1998년부터 처분이 중지되었고, 이어 2001년에 폐쇄가 결정되었다. 현재는 처분장 

폐쇄·폐지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4-7. 몰스레벤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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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몰스레벤 모습

그림 4-9. 처분장의 폐기물 정치(定置) 모습

그림 4-10. 몰스레벤 처분장내에 처분용기 정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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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앗세(Asse) 연구광산

○ 시설 개요

   - 운영자 GSF
   - 운영개시/운영종료 1967년/1978년
   - 암종(岩種) 암염

   - 처분량
124,494개의 저준위폐기물 폐기체와 1,293개의 중준

위폐기물 폐기체

   - 처분시설
·저준위 : 지하 750m와 725m의 동굴

·중준위 : 지하 511m의 동굴
○ 시설 치

   - 장소 니더작센 주 앗세 시 
   - 교통수단 하노바 공항~브라운 슈바이크역~앗세 연구광산(차)

앗세 연구광산(www.helmholtz-muenchen.de)은 원래 암염광산이었다. 1965년에 

방사선·환경협회(GSF)가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이 광산을 구입했다. 1967년부터 1978년까지 중·저준위폐기물의 시험처분이 이루어

졌으며, 그 후 지하연구소로서 고준위폐기물의 암염처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행해졌었다. 현재는 연구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2013년에 폐쇄할 예정이다.

그림 4-11. 폐기물 정치 모습

그림 4-12. 처분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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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하우스(Ahaus)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아하우스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은 1984년에 만들어졌으며, 전력회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원자력서비스 회사(GNS)가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크기는 길이 

200m, 폭 38m, 높이 20m이다.

그림 4-13. Ahaus 시설 내의 폐기물 정치 모습

그림 4-14. Ahaus 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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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 시설 개요

   - 운영자 EWN사
   - 운영개시   1998년
   - 허가 저장용량 585tHM(건식)
○ 시설 치      

   - 장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그라이프스발트 시

   - 교통수단
베를린 공항~그라이프스발트 역~그라이프스발트 시

설(차)

구 동독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세계 최대의 폐지조치 작업이 진

행되고 있으며, 원전 부지 근접한 곳에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동 발전소에서 발생된 사용후연료를 저장 중에 있다. 이 시설은 놀트 에너지사

(EWN) (www.ewn-gmbh.de)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뿐만 아니라 타 발전소에서 발생된 사용후연료와 폐지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의 저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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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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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프랑스는 2006년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계획법(이하 방사성폐기물 

등 관리계획법)이 제정되어,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

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폐기물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한 지층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처분 관련 연구개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방

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www.andra.fr)이 지정되었다.

각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는 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한 후, 라하그에 

있는 재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재처리 한다.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폐기물은 라하그 재처리시설에서 저장관리된다.

ANDRA는 Meuse와 Haute-Marne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점토질암을 대상으로 하

여 지층처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Bure 지하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

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등 관리계획법에 따른 회수 가능한 지층처분장 건설을 위

해 2015년에 처분장 건설 인허가 신청을, 2025년에 운영개시를 하기 위하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처분장은 지하연구소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지층에 대해서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또한 2015년에 중간저장시설

의 설치허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5-1.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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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랑스의 주요 원자력관련 시설 위치

그림 5-2. 프랑스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시험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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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Bure 지하연구소

Bure 지하연구소는 1999년에 Meuse와 Haute-Marne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점토질

암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0년부터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NDRA는 이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지하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Bure 지하연구소는 깊이 445m에 설치된 실험용 niche와 깊이 490m의 주 시험갱

도, 그리고 이 시험갱도에서 10%의 경사에서 상하로 설치된 2개의 경사갱을 이용

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직갱은 물자 및 작업자의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갱과 환기용 갱 및 긴급시 피난용으로 이용되는 보조갱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5-3. Bure 연구소 위치도

  

그림 5-4. Bure URL 전경도

그림 5-5. Bure 지하연구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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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Bure Area

그림 5-7. Bure URL Area

그림 5-8. Pit-Head Reserach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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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Meuse 지역

프랑스는 2000년부터 Meuse와 Haute-Marne 두 지역에 걸쳐 있는 Bure 지하연구

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euse 지역 면적은 약 6,200km²이고, 37%가 삼림지역, 19%가 목초지인 농촌지

역이다. 인구는 192,221명으로, 1990년에 비해 약 4,000명 정도가 감소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고용문제, 출생률 감소, 고령화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3.2. Haute-Marne 지역

이 지역은 농촌 지역이지만 전통적으로 금속산업도 발달하여 최근에는 자동차 부

품과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들어서고 있다. 또한, 삼림과 호수, 하천 등 자

연경관도 아름다워 관광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면적은 약 6,211km², 인구는 191,300

명이다. 

그림 5-9. Bure URL 연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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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라망쉬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종료 1969년/1994년
   - 처분용량/처분량 약 530,000m³/약 530,000m³
   - 처분장 구성 콘크리트 기초 및 콘크리트 pit
○ 시설 치

   - 장소 라망쉬

   - 교통수단
파리에서 차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타서 쉘부르 역에

서 하차 후 차를 이용

라망쉬 처분장은 프랑스의 첫 번째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용 처분장으로, 원전의 

운전폐기물과 핵연료주기 및 연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처분되었다.

라망쉬 처분장은 프랑스 북서쪽 코탕탕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하그 사용후연

료 재처리시설에 인접해 있다. 처분장은 하부의 콘크리트 기초와 상부의 콘크리트 

pit로 구성되어 있다. 라망쉬 처분장은 1994년에 운영이 종료되어, 2003년 1월부터 

300년간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림 5-10. 라망쉬 처분장 전경도
그림 5-11. 라망쉬 처분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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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로브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종료 1992년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1,000,000m³/약 168,000m³(2004년 말 기준)
   - 처분장 구성 콘크리트 pit
   - 년간 평균 처분량 10,000~15,000m³
○ 시설 치      

   - 장소 로브

   - 교통수단
파리에서 차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타서 로브 역에서 

하차 후 차를 이용

로브 처분장은 프랑스에서 발생되는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분장으

로, 라망쉬 처분장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전의 운전폐기물과 핵연료주기 및 연구시설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로브 처분장은 프랑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Morvillers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장

과 인접해 있다. 처분장은 높이 8m, 길이 25m의 콘크리트 pit로 구성되어 있다. 운

영기간은 약 6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림 5-12. 로브 처분장 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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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로브 처분장 건설 모습

그림 5-14. 로브 처분장 내의 처분용기 이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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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Morvillers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2003년
   - 처분용량/기 처분량 약 650,000m³/약 168,000m³(2004년 말 기준)

   - 처분장 구성
·트렌치

·처분 cell (65개)
   - 년간 평균 처분량 10,000~15,000m³
○ 시설 치

   - 장소 로브

   - 교통수단
파리에서 차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타서 로브 역에

서 하차 후 차를 이용

Morvillers 처분장은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 저준위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비원

자력산업 시설, 방사성 물질의 제염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극저준위폐기물을 처분

하는 곳이다. Morvillers 처분장은 프랑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브 처분장과 

인접해 있다. Morvillers 처분장은 점토층에 트렌치를 파서 폭 25m, 길이 80m, 깊이 

6.5m의 처분 cell을 만드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기간은 약 30년간으로 계

획하고 있다. 그런데, Morvillers 처분장은 라망쉬 처분장이나 로브 처분장처럼 원자

력기본시설(INB)이 아니라 환경보호 특정시설(ICPE)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5-15. Morvillers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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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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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국내의 지층에 처분한다는 방침을 가

지고 있다. 처분사업은 전력회사와 정부에 의해 설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Nationale Genossenschaft fur die Lagerung radioaktiver Abfälle 

/www.nagra.ch)이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사용후연료 자체 또는 사용후연료를 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고화체), TRU 폐기물에 해당하는 알파폐기물, 중·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과 알파폐기물용 처분장과 중저

준위폐기물용 처분장 등 2종류의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안전처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질암을 대상으로 

한 Grimsel 시험부지와 퇴적암의 Opalinus 점토를 대상으로 한 Mont Terri 암반연

구소 등 2개의 지하연구소가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로서 

Wuerenlingen 중간저장시설(ZWILAG)이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의 저장이 시작된 

상태이며, 향후 알파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도 저장할 계획이다. 또한, 베즈나우 

원자력발전소에는 사용후연료와 고준위 유리고화체의 중간저장시설(ZWIBEZ)도 운영

되고 있다. 이 외에 의료, 산업,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

물을 저장하는 연방중간저장시설(BZL)이 있다.

그림 6-1.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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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스위스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 개념

그림 6-3. 고준위 폐기물 처분개념
그림 6-4. 저준위 폐기물 처분개념



- 68 -

6.2. Grimsel 시험부지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84년
   - 운영자 방사성폐기물관리 공동조합(NAGRA)
   - 암종(岩種) 결정질암
   - 갱도거리 약 1,100m (굴삭된 암석의 체적 : 14,800m³)
   - 심도(深度) 450m
○ 시설 치      

   - 장소 베른 주 Grimsell

   - 교통수단
취리히 공항에서 마이링겐 역까지 열차를 이용한 후 차를 

이용

Grimsel 시험부지는 1984년에 NAGRA(http://www.nagra.ch/)에 의해 설치된 지하 

연구소로, 스위스 중부의 해발 1,730m, 지표에서 깊이 약 450m의 결정질암에 위치

하고 있다. Grimsel 시험부지에는 굴삭을 시작한 1983년부터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문지질학, 암석역학 및 방사성 핵종의 이행 등을 포함하는 많은 분야의 폭 넓은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현재는 실제의 처분조건과 유사한 환경 하에서 처분개념을 

검토하기 위한 Waste VI가 2003년부터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모암 

간극의 공간분포 및 핵종이동에 관한 조사, 핵종의 장기확산 시험, 장기 시멘트 시

험 등이 수행되고 있고, 앞으로 원위치에서의 원격조작 정치시험과 장기재료 시험

시설의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Grimsel 시험부지에서의 조사연구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체코, 미국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대학, 연구소 및 회사들도 

참가하고 있다.

그림 6-5. Grimsel 위치도

 

그림 6-6. Grimsel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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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Grimsel 처분 개념도

그림 6-8. Grimsel Tunn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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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Mont Terri 암반연구소

Mont Terri 암반연구소(www.mont-terri.ch)는 1996년에 각국의 관계기관들이 참여

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opalinus 점토층에 관한 지질학, 

수문지질학, 지구화학 및 암석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NAGRA는 처분장 건설 후보 모암(母岩)의 하나인 opalinus 점토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 연구소에서 연구를 행하고 있다.

NAGRA가 참가하고 있는 주 연구분야로는 보링 코어에서 얻어지는 암반 샘플의 

분석 및 모델화 연구, 인공방벽 및 모암의 열 영향 시험, 지하구조물의 장기안전성

에 관한 지구화학적 모델링과 암반의 역학적 연구 등이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ANDRA와 IRSN, 독일의 BGR과 GRS, 스페인의 ENRESA, 벨기

에의 SCKCEN, 일본의 JAEA와 전력중앙연구소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6-9. Mont Terri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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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Mont Terri 샤프트 모습

그림 6-11. 모의 캐니스터를 이용한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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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Wuerenlingen 중간저장시설(ZWILAG)

○ 시설 개요

   - 운영자 ZWILAG
   - 운영개시 2001년
   - 고준위폐기물 저장용량 수송저장 캐니스터 200개
   - 중·저준위폐기물 저장용량  20,500m³
○ 시설 치      

   - 장소 알가우 주 Wuerenlingen
   - 교통수단 취리히 공항에서 열차와 버스 이용

Wuerenlingen 중간저장시설은 전력회사들이 설립한 ZWILAG 회사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이 ZWILAG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외에 컨디셔닝 시설도 포함

하고 있다.

운영은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저장용량은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수송저장 캐니

스터 200개 분량이고, 중준위폐기물의 저장건물의 경우 4,000m³, 중·저준위폐기물의 

저장 hole의 경우 16,500m³이다. 한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시설안전본부

(HSK)도 ZWILAG 부지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6-12. 중준위폐기물 저장건물과 ZWILAG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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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베즈나우 중간저장시설(ZWIBEZ)

○ 시설 개요

   - 운영개시 1994년 (저준위폐기물 저장시설)
   - 고준위폐기물 저장용량 수송저장 캐니스터 48개
   - 저준위폐기물 저장용량  6,000m³
○ 시설 치      

   - 장소 알가우 주 
   - 교통수단 ZWILAG에서 차로 이동 가능

베즈나우 중간저장시설(ZWIBEZ)은 베즈나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

다. 동 시설은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과 저준위폐기물 저장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용량은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수송저장 

캐니스터 48개, 저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6,000m³이다.

시설 운영에 대한 인허가는 이미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저준위폐기물 저장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6.6. 연방중간저장시설(BZL)

연방중간저장시설(BZL)은 의료, 산업,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과 중·저

준위폐기물의 저장 및 컨디셔닝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저장용량은 2,100m³이다. 

BZL은 PSI(연구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ZWILAG 부지와 인접해 있다.

그림 6-13. 연방중간저장시설(B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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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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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일본은 2006년 말 현재 49,580 MW 설비용량의 원전 55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 규모이다. 또한 현재 2기를 건설중에 있

고 앞으로 9기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현재의 50%에서 4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대신 전체 전

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는 ‘신 국가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2년부터 우라늄 농축시설과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해온데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새롭게 건설하였다. 또한 혼합핵연료(MOX) 가공시

설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완벽한 핵연료주기 순

환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한

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하여 

재처리하였으며, 최근 건설된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에서도 새롭게 재처리를 수행

하고 있다. 재처리후에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화 후 30~50년 중간저장하

고, 최종적으로 심층처분한다는 기본정책을 세우고 후보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주체로서, 처분장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9개 전력회사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일본원연주식회사(JNFL)는 우라

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저준위폐기물 처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7.1.1.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

7.1.1.1.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일본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정책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방사성폐기

물 발생자의 안전관리 책임, 둘째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셋째는 방사성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와 처분, 넷째는 국민이해 하에서의 사업추진이다. 즉, 방사

성폐기물은 발생자가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 등

을 통해 그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방사성페기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

고 방사능 오염 정도도 다르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

한 처리 및 처분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은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므로, 정보의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7.1.1.2. 방사성폐기물관리 조직 및 임무

일본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발생자가 안전관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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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정부의 조직 및 임무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행정기

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METI)은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NISA)을 통해 원

자력발전시설, 상용 핵연료주기시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문무과학성(MEXT)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청(STPB)을 통해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업무와 방사선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노동․복지성(MHLW)은 산하의 식약품안전청(PFSB)와 보건정책청(HPB)을 통해 

의료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담당 부처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원자력위원회(AEC)와 원자력안전위원

회(NSC)는 각각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큰 틀의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부처와 함께 인허가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저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성 산하의 원자력 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RWMC)는 2000년 11월

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자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 10월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자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주체로서, 처분장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9개 전력회사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일본원연주식회사(JNFL)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저준위폐기물 처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7.1.1.3. 처분시설 인허가 절차

원자로규제법(Reactor Regulation Law)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허가 신청서를 경제산업성(METI) 장관에게 제출하면, 소위 이중 검토(double check) 

개념에 의해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이 처분시설 건설 허가증을 

발급한다. 건설이 끝나면, 시설 건설이 기술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제산업

성에서 확인한 후 적합성이 확인되면 시설운영을 허가하게 된다.

시설운영이 시작되어 폐기물을 처분할 때에는 다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분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기에 앞서 관계당국은 운반 폐

기물에 대한 서류검토와 방사선 측정 등의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폐기물이 처분장

에 도착되면 운반 폐기물의 표면오염도 검사 등 인수검사를 거쳐 처분작업에 들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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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7.1.2.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 1966년부터 원자력발전, 51기 (34%)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정책을 통한 자원재활용

   - 사용후핵연료 연간 약 1,000톤 발생 (2010년 연간 1,400톤), 

   - 2000년 현재 약 20,000톤 

○ 고준위폐기물: 재처리를 통한 유리고화체 (캐니스터 포장)

   - 1998년 현재 62개(자국) + 128개(해외위탁재처리)

   - 2020년 약 40,000 캐니스터

○ 중저준위폐기물 : 핵주기시설, 연구시설, 원전 운영 및 해체

7.1.3.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 2000년 고준위폐기물 처분법: 

   - 고준위폐기물 처분 책임 및 전담기관 NUMO 설립

   - 처분기금 (발생자) 및 기금관리기관 RWMC 설립

 



- 78 -

7.1.4.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

○ 2000년부터 원전사업자로부터 매년 징수 : 유리고화체 1개 당 약 3,590

만엔

7.2. 일본의 처분 현황
○ 고준위폐기물 처분

   - 2002년 후보부지 공모

   - 2015년 최종부지 선정

   - 2030년 중반 처분장 운영 개시 (예정)

○ 중저준위폐기물

   - 1992년 12월 로카쇼무라 처분장 운영 

     (처분용량 200리터 드럼 300만개)

   - RI 및 연구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별도의 동굴처분장 사업 추진 중

전담기관 역 할 수 행

NUMO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구)

사업관리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관리

국립연구소(JAEA): 지하연구시설 운영

안전성 평가/실증 등

전문기술Eng.사 (고베철강 등)

RWMC 재원 방사성폐기물 기금 

표 7-1.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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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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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고준위폐기물

7.2.1.1.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처분

장 부지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

지선정 절차는 먼저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제 1단계로 개

요조사지구를 선정하고, 제 2단계로 정밀조사지구를 선정하며, 마지막 제 3단계로 

처분시설 건설지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는 문헌조사 대상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는데, 응모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원입

지지역 대책교부금에 의해 연간 2.1억엔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개요조사지구로 선

정되어 지층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연간 20억엔(총 한도액 70억엔)으로 

늘어난다. 부지선정 기간은 문헌조사 약 2년, 개요조사 약 4년, 정밀조사 약 15년으

로 잡고 있다.

7.2.2. 고준위 유리화폐기물

7.2.2.1. 고준위 유리화폐기물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은 높은 열과 방사능 

때문에 안정된 유리물질과 혼합한 후 스테인레스로 된 캐니스터에 봉입하여 장기간

의 저장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된다.

고준위 유리화폐기물 저장시설은 현재 두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영국과 프

랑스에 위탁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오

모리현 로카쇼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저장센터의 저장용량은 1,440 캐니스터이고, 

향후 현 용량의 두 배인 2,880 캐니스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2006년 9월 현재 

1,180 캐니스터가 저장되어 있다. 또 다른 저장시설은 이바라키현 토카이촌에 있는 

토카이 재처리시설에 위치하고 있다. 저장용량은 420캐니스터이며, 2006년 9월 현

재 218 캐니스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림 7-3. 로카쇼무라의 유리화폐기물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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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저준위폐기물

7.2.3.1.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 시설 개요

   - 운영자 JNFL

   - 운영개시 1992년

   - 면적 360 만 ㎡

   - 처분방식 천층 처분

   - 처분용량 : 1단계 4 만㎥ (약 20만 드럼) 처분완료

                2단계 4 만㎥ (약 20만 드럼) 운영중

                최종 60 만㎥ (약 300만 드럼)

○ 시설 치      

   - 장소 동경 북방,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지난 1992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아오모리현 로캬쇼

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00,000㎥의 처분용량을 갖고 있다. 이 처분장은 제 1단

계로 80,000㎥ (200리터 기준 40만 드럼)를 처분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 중 균질성의 고화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 제 1처분구역(Disposal Facility 1)의 

처분용량은 40,000㎥으로, 2006년 9월 현재 137,000 드럼이 처분되었다. 2000년 10

월부터 고체 압축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 제 2처분구역의 처분용량도 제 1처분구역

과 마찬가지로 40,000㎥이며, 2006년 9월 현재 53,000 드럼이 처분되었다. 1992년

부터 운영한 로카쇼무라 처분시설은 1단계로 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처분시설

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처분용량은 300만 드럼 (60 만㎥)규모이다. 

이 처분장은 제1단계로 8만㎥(40만드럼)를 처분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은 상태

이다. 이 중 균질성의 고화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 제1처분구역의 처분용량은 4 만

㎥(20만 드럼)으로, 2006년 9월 현재 13,7000 드럼이 처분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고체 압축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 제2 처분구역의 처분용량도 4 만㎥(20만 드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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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로카쇼 위치

    

그림 7-5. 로카쇼무라 저준위폐기물 모습

7.2.3.2. RI 폐기물 관리시설

일본에는 약 180개의 연구기관과 5,000개가 넘는 산업체에서 방사성동위원소(RI)

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되는 RI 폐기물을 처리 및 저장 관리하는 시

설이 현재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운영

하고 있는 시설(이바라키현 도카이촌 소재)로서, 소각, 압축, 고화처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저장능력은 139,000 드럼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방사성동위원소협회

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와떼현 타키자와 소재)로서, 소각, 압축, 고화처리 등의 기

능을 함게 갖추고 있으면서 전국의 RI폐기물을 중앙집중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림 7-6. 타키자와의 RI 시설

 

그림 7-7. RI폐기물 관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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