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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10년간 연

구․개발한 고 폐기물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과 련된 연구결과를 수록하 다. 

본 과제의 1단계 연구에서는 심지층처분시스템 기술기 을 설정하 고, 7가지 거치 

방안 비교를 통하여 기  처분방안을 도출하 다. 2단계 연구에서는 이 제안된 처

분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기 처분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우선 처분 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분석하 으며, 사용후핵연료를 포장

하여 처분할 수 있는 용기의 재질과 구조  안정성  국내 제작 기술성을 조사․

분석하 다. 국내산 벤토나이트를 기본물질로 하는 완충재의 공학  특성과 화학  

지능을 분석하고, 처분장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근계의 거동을 해석하 으며, 열-

수-역학  거동을 해석하 다. 이 결과를 통해 2단계의 목표인 기 처분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3단계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학 방벽, 지상시설, 

 지하시설을 종합 으로 포함하는 한국형처분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처분 상 고 폐기물 특성을 악하기 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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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17×17 핵연료 으로 기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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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 MWD/MTU이다. 설정된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붕괴열량, 방사능 세

기  방사선원을 결정하 다.  

처분시스템 설계요건

  처분시스템 설계를 하여 설정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학 방벽을 구성하

는 처분용기의 설계요건으로서 처분용기 수명은 1,000년 이상, 처분용기 표면선량률

은 1.0 Gy/hr 이하,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  온도 100℃, 기계  최  설계

하 은 12 MPa 등을 설정하 다. 완충재의 설계요건으로는 수리 도도 1×10
-12 

m/s 이하, 열 도도 1.0 W/m K 이상, 확산계수는 양이온의 경우 10-11 m2/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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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의 경우 10-10 m2/s 이하, 음이온의 경우 10-9 m2/s 이하 등의 기 을 설

정하 다. 그리고 지하시설 설계를 하여 국내 표 결정암인 화강암을 상 암반

으로 결정하고, 단열 (fracture zone)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지하시설 설계에 용

하 다.

한국형 기  처분시스템 설계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요건에 따라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비 개념설

계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까지 고 폐기물 처분시설을 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 처분시스템은 화강암반을 기반암으로 하

는 일반 인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주요 지상시설은 통제구역의 포장시설, 운 시설 등이고 비

통제구역의 작업 샤 트 빌딩, 작업 사무실 빌딩 등으로 구성된다. 한, 지하시설

은 통제구역, 비통제구역, 처분구역으로 분류되며, 처분구역은 처분 넬, 처분터  

 처분공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은 일반 인 처분시스템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의 환경에 합

하도록 구성한 시스템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인 PWR 사용

후핵연료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자체 인 설계를 통하여 제작한 처분용기에 

포장하여 우리나라 표 인 결정질 암반에 지하 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안 성을 평가하여 개발한 시스템

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주요 시설에 한 배치개념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주요사

항은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다.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설 개념도.



- iii -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터 은 처분 역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앙

터 과 수직으로 패 터 이 있으며, 처분터 들은 패 터 과 수직으로 치해 있

다. 처분터 의 간격은 열․구조 해석으로부터 40 m로 결정되었다. CANDU 사용후

핵연료 처분 역은 251 m의 길이를 가진 54개의 처분터 로 설계하 으며, PWR 

사용후핵연료 역은 251 m의 길이를 가진 323개의 처분터 로 설계하 다. 수직처

분공이 처분터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치하며, 열․구조 해석을 통하여 처분공

의 간격은 CANUD 사용후핵연료 역에서 4 m, PWR 사용후핵연료 역에서 6 m

로 결정되었다. 다음 그림에는 처분용기  단  처분공 설계안을 나타내었다. 

      

Unit: mm

    

KDC-1 처분용기  단  처분공 모델.

  처분용기는 기본 형상을 스웨덴의 구리-주철 이  용기 구조를 따라 설계하 으

며,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구조  건 성, 취 성, 내식성 등

과 같은 고유의 처분환경을 고려하여 외경 102 cm, 길이 483 cm의 KDC-1(Korean 

Disposal Canister) 처분용기를 개발하 다. 제안된 처분용기는 내부 구조물로는 구

조  건 성을 해 구상흑연주철의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식성을 해 

외부용기는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처분용기는 네 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수로 핵연료 처분용기는 반경방향으로 33개의 튜

가 주철 구조물 내에 배치되며, 각 튜  안에는 축방향으로 9개의 핵연료 다발을 

수용할 수 있다. 주철 구조물의 외형은 상호간에 동일하도록 설계하여 외부용기  

취 장비의 공유가 가능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개발된 처분 용기는 핵임계,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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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구조 안 성, 열해석 등 성능평가를 통하여 안 성을 확인하 으며, 소규모 

용기 제작을 통하여 국내 제작기술성 분석과 제작단가를 추정하 다.

  방사성핵종의 출을 억제․지연시키기 한 완충재 재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칼슘벤토나이트로 선정하 으며, 완충재 두께는 방사성 핵종의 확산 상을 주요 인

자로 고려하여 결정하 다. 처분안 성 평가에 요한 핵종으로 알려져 있는 12개 

핵종을 상으로 완충재 두께 변화에 따른 총 출률과 열-역학  성능 측면, 경제

․공학  측면을 고려하여 두께 50 cm로 결정하 다. 결정된 완충재 구조에 하

여 열해석과 구조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요건에 따라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비 개념설

계를 수행하 다. 처분시설을 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  지하 

처분시스템은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일반 인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지상시설은 크게 포장시설, 운 시설, 작업 샤 트실로 구분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후핵연료 하역․집합

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 ․검사, 처분용기 유

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다. 2040년 운 을 개시하여 CANDU 사용

후핵연료를 146 처분용기/년, 3 처분용기/주의 공정률로 20년 동안 2,835개를 포장

하고, 379 처분용기/년, 8 처분용기/주의 공정률로 PWR 사용후핵연료를 30년 동안 

11,375개를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해서는 

한 개의 포장라인을 가동하며, PWR 사용후핵연료 포장을 해서 두 개의 포장라인

을 가동한다. 시설의 규모는 82 m(L) x 46 m(W)로 총 부피는 약 60,000 m
3
로 바

닥은 -8.4 m(최  -12 m), 최고층은 +9.6 m, 지붕높이는 14.50 m로 설계하 다.    

운 시설은 고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의 행정기능  포장시설 운 ․유지보수 

설비를 집 화하기 한 시설로 주요기능은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을 통제하는 것

이다. 작업자 식당  응 센터, 처분장으로의 통제구역 승강기, 근 통제 리센터, 

방사선량 감시  방사능 출 통제, 보안센터 등이 세부 시설로 구비되어 있으며, 

건물길이 42 m, 폭 16 m, 부피는 120,000 m
3
의 규모를 갖는다. 작업 샤 트 시설은 

처분장 건설 작업 통로를 한 시설로 모든 건설 장비 투입통로, 굴착암 배출  

뒷채움 재료 이송, 비통제 구역으로의 환기, 암반 출수 펌핑, 용수와 기 공  

 처분장 비통제구역으로의 진입, 장비 유지보수를 한 공작실, 비통제구역 환

기설비  뒷채움을 한 벤토나이트 간 장 등을 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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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샤 트의 지름은 6 m로 설계되었으며, 건물규모는 40 m (L) x 20 m (W) x 

30 m (H), 부피 12,000 m
3
으로 설계되었다.

처분장의 건설은 연구․조사․실증을 한 지하연구시설이 건설되는 시 인 

2020년에 시작할 정이다. 처분장의 첫 번째 단계가 건설되는 시 은 2030년이며, 

2040년경에는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한 모든 처분터 이 굴착 완료

된다. 처분장의 건설이 단계별로 완료됨과 동시에 운 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운

이 시작된 이후 다섯 단계에 걸쳐서 나머지 처분터 이 건설된다. 처분장의 운 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터 부터 시작되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처분이 완료되면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처분장의 건설

과 련하여 굴착, 건설작업, 시스템 설치 등에 한 상세공정과 이를 한 건설장

비, 운 장비, 뒷채움 장비에 한 설계가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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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설계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해 공학  원가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처분원가

를 추정하 다. 처분원가를 산정하기 해서 우선 원가동인을 규명하 다. 처분원가

의 원가동인은 크게 기술  인자와 비기술  인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

에서는 기술  인자를 고려한 처분원가를 산정하 다. 평가 결과, 한국형처분시스템

의 지하시설 비용은 약 3조 4천 백억 원, 지상시설 비용은 약 7조 5천 4백억 원으

로 추정되었다.

처분시스템 안개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안분석을 수행하 다.  처분용기

에 한 안 연구로서 한국형처분용기(KDC-1)를 더욱 경량화 할 수 있는 처분용

기(KDC-2)를 제안하고 이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제안된 KDC-2 처분용기

는 사용후핵연료와 내부구조물 외경과의 최단거리가 5 cm인 KDC-1 처분용기를 사

용후핵연료의 배열을 각각 45° 회 시킴으로써 내부 바스켓과 용기 외경과의 최단 

거리를 8.4 cm로 확보한 방사형 용기 설계안이다. 이 설계안은 열해석, 구조해석, 

핵임계 해석 결과, KDC-1의 성능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향후 개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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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완충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 층으로 구성된 완충재를 제시하

다. 이 개념은 벤토나이트 블록을 내부 층은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을 용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키고 외부 층은 기존 설계안의 벤토나이트를 그 로 용하여 낮

은 수리 도도를 유지하고 지하수의 침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NISA 로그램을 이

용하여 열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설계안보다 완충재 최  온도가 7 ℃ 정도 

향상됨을 확인하 다. 그 외 열 도도 향상방안에 해서도 건조 도, 함수비, 모래

함량의 함수로 측정실험을 수행하 는데, 국내의 옥산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

할 경우 건조 도 1.6 g/cm
3
, 모래함량 10～30 %, 흑연함량 5 %로 블록을 제조하

는 것이 경제 , 기술 으로 가장 효율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 성에 매우 요

한 I-129의 흡착능 향상방안에 해서도 연구를 수행하 는데, 처분환경조건에서 처

분용기 재질에 의해 용액  요오드 농도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첨가제로는 

Ag2O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용기 거치 방안에 한 안 분석을 하여 수직처분과 수평처분 방안을 검

토하고 장․단 을 분석하 다. 안으로서 수평처분과 수직처분방안을 우선 고려

하고, 수직처분에 하여 단층  복층배치 방안에 해서도 고려하 다. 수평처분

개념 도입 시, 기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은 동일하며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 완충

재를 일체화시킨 별도의 콘테이  사용을 제로 하 다. 안에 한 비용 분석 

결과 수평처분방식이 수직처분방식 보다 경제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단층처분장

이 복층처분장 보다 경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측면  방사선  

안 성 측면에 한 분석 없이 도출된 결과이므로 향후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비 결과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장기 안 성 분석, 처분

부지조사를 한 기획, 일반   이해 당사자들과의 정보교류 수단  비용평

가를 한 공학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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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고 폐기물에 한 정의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23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고 폐기물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핵종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방사성 

독성이 높고,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로 인한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어, 본 보

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10년간 연

구․개발한 고 폐기물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과 련된 연구결과를 수록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은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28기의 원자력

발 소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36,000톤의 직  처분을 상으

로 하 다.

  1997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행된 본 과제의 1단계 연구에서는 심지층처분

시스템 기술기 을 설정하 고, 7가지 거치 방안 비교를 통하여 기  처분방안을 

도출하 다.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수행된 2단계 연구에서는 이 제안된 

처분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기 처분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하

여 우선 처분 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분석하 으며, 사용후핵연료를 포

장하여 처분할 수 있는 용기의 재질과 구조  안정성  국내 제작 기술성을 조

사․분석하 으며, 국산 벤토나이트를 기본물질로 하는 완충재의 공학  특성과 화

학  지능을 분석하 고, 처분장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근계의 거동을 해석하

으며, 한 열-수-역학  거동을 해석하 다. 이 결과로 2단계의 목표인 기 처분시

스템을 제안하 다.  2002년 3월부터 수행된 3단계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는 고 폐기물의 지층처분개념과 외국의 기술 황을 조사

하 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와 같이 자료 확보가 비교  용이하며, 처분 

로그램이 확정 인 국가를 심으로 분석하 다.  제3장에서는 고 폐기물 

상인 국내에서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수집․분석한 결과를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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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방사붕괴열량, 방사능 세기  선원, 방사성핵종의 농도

를 결정하 다.  제4장에는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요건을 정리하 다.  국내 기술

기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시스템 설계를 하여 각국의 기 을 참고하고 

국내 실정을 반 하여 공학 방벽, 지상시설, 지하시설에 한 설계 요건을 정리하

다.  제5장에는 한국형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 지상시설, 지하시설에 

한 개념설계 결과를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는 앞장에 언 한 한국형처

분시스템에 한 안 연구결과를 기술하 고, 한국형처분시스템의 비용 평가 결과

를 수록하 다.  

  본 보고서는 국내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될 사용후핵연료 구처분을 해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개념은 처분시스템의 성능  안 성 평가 기술, 실증 항목 도출, 

고 폐기물 처분비용 산정 등의 목 을 해 제안된 것이며, 처분시스템 자체의 

최 화 등을 목 으로 수행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활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유의하여 인용하기 바라며, 향후 한국형처

분시스템은 국내에서 상되는 다양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 맞추어 개량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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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 술  황

제 1   고 폐기물 처분개념

1. 심지층처분 원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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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  방어측면에서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의 

보 에 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장기간 격리 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붕괴로 발생되는 붕괴열을 주

변에 아무런 해가 없도록 소산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안 하고 구 인 폐기물 리의 일환으로 심지층처분, 심해 지층처분, 우주처

분, 빙하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개발 되어 왔다. 이  고 폐기물에 함

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이 처분된 주변 환경으로 출되어 우리의 생활권으로 유

입될 수 있는 경로를 가능한 한 최소화 시키면서 기술 으로도 가능성이 높고 경제

이며, 국제 사회 으로도 수용에 어려움이 거의 없으며, 방사선  그리고 열  

해로부터 충분히 안 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권고할만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심지층처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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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층, 토층 등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지층 

매질이 갖는 특성(안정된 지질환경과 역학  특성)이 지하에 치하는 처분시설을 

보호하고, 안정된 수리지질, 지구화학  완충과 암반 내 발달한 미세단열구조  단

열충 물에 의한 흡착으로 출된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처분장 주변의 

투수성에 따른 핵종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방벽은 

시공에 따른 변화와 비균질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

으로 보완하기 하여 공학 방벽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자연방벽과 조화를 이

루는 다 방벽으로 시스템을 최 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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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 방벽 개념[2.1, 2.2]

  공학 방벽은 폐기물 자체와 이 폐기물을 담고 있는 처분용기, 용기 주변과 처분

터 을 지연효과가 크고 팽윤성이 양호한 물질로 채우는 완충재와 뒷채움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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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의 수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간단계로서 1,000 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처분

용기와 완충재로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 으로는 폐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등 기능이 복합된 공학 방벽 시스템과 지하 지질구조인 자연방

벽으로 구성된 다 방벽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공학 방벽은 일차 으로 

방사성 핵종의 출을 차단시키고, 장기간 출을 최소화  지연시키는 등의 역할

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은 내침출성이 좋은 안정한 매체이다. 

- 처분용기는 폐기물의 취 /거치/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면서 한 수명기간 는  

  그 이상동안 폐기물을 격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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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확산성이 낮아 장기간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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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과 지하 처분장으로 사람의 근을 막는다.   

3.  처분시설 개념[2.3]

  처분시설의 기본 구성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구분된다. 지상시설은 고 폐

기물의 인수, 포장, 지하로 이송 등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되며, 지하시설

은 지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받아 심지층의 처분공 에 거치시키는 제반공정

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폐기물이 거치되는 치(방식)에 따라 

수직 는 수평 처분으로 구분되며, 수직의 경우는 일정 깊이의 바닥을 기 로 하

여 수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여 그 곳에 1개의 처분용기를 거치시키는 수직처분공

과 하나의 긴 수직처분공에 여러 개의 처분용기를 쌓아 올리는 긴 수직처분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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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처분 치를 일정 깊이의 한 평면으로만 거치시키는 단층구조와 부지면

을 이기 한 방편으로서 깊이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다층으로 분산하여 거

치시키는 다층구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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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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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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 인 방사성폐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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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를 통과시켰다. 이 NWPAA의 발표로 본격 인 야카마운틴 로그램

이 착수되어 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 처분장 정상운 을 목표로 추진 인 

야카마운틴 처분시설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2.5].

•1997 : 터   시험장 공사 완료, 범 한 열 시험 시작

•1998 : 비 타당성평가 완료

•2000 : 최종 환경 향 평가

•2002. 7. 9 : 야카산 처분부지 타당성 의회 승인

•2008. 6. 30 : NRC에 인허가 서류 제출

•2011. 9. 30 : 처분장 건설허가 취득

•2016. 3. 30 : 기운 을 한 시설건설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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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1 : 시운  완료

•2017. 3. 31 : 처분장 상업운  개시 

나. 처분장 개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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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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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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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방법은 수평갱도(in-drift) 처분방식이고, 거치 시작 후 최소 100년까지는 폐기물

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동굴은 완충재와 뒷채움재로 채우지 

않는 반면에, 처분용기를 낙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티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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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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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갱(shaft), 지하시설에서 처분용기의 이동 통로인 수송터 (main tunnel),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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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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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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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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작업에는 두 개의 TBM이 필요하며, 하부블

록 작업에는 한 개의 TB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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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채움재의 사용 여부를 효과성 측면에서 계속 분석 이며, 만일 뒷채움재가 사용

된다면, 암벽조각 낙하에 의한 처분용기 보호, 처분동굴의 붕괴에 의한 향 감소 

등과 같이 안 성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 설

계기  상 처분동굴 내에서는 원격 작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뒷채움 작업은 매

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처분용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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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이송된 핵연료(uncanistered fuel), 혹은 고 폐기물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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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처분 상 핵연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핵연료 종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 이 되는 처분용기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1개를 수용할 수 있으

며, 지름이 1.6 ～ 1.8 m이고, 길이가 5.3 ～ 5.7 m이며, 총 무게는 65,900 kg이다. 

그리고 수명은 l,000년이며, 재질은 니 합 인 Alloy C-22를 고려하고 있다. 핵연

료 피복 의 온도는 350℃를, 고 폐기물 유리고화체의 온도는 500℃를 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2. 스웨덴

가. 처분 련 정책  로그램 

 1977년 4월 스웨덴 정부는 향후 원자로에 장 되는 모든 핵연료와 그로부터 

생되는 고 폐기물의 안 한 처분 방안이 규명되어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 원자력발 소 운 자의 후원 하에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에 착수하 다. 이 연구결과는 KBS-3 보고서로서 1983년 발표되었으며, 스웨

덴 정부는 1984년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인 “지하 500m 깊

이의 화강암층에 구리처분용기를 수직 처분공에 처분”을 한시 인 기 개념으로 승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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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3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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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기존의 KBS-3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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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다음과 같다[2.7-2.9].

•2006 : 지상시설 건설허가 신청

•2009 : 환경 향평가보고서를 포함한 처분장 자체에 한 허가 신청

•2018 : 처분장 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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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2]

 스웨덴은 재 12기의 원자력발 소(9.8MW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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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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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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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용기를 거치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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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내에 처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기 

처분이 완료된 다음, 본 처분시스템에 한 재평가 후 처분시스템의 안 성에 요

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는 당  처분된 사용후핵연료가 회수될 것이며, 그 지 않을 

경우는 잔여분인 4,000여개의 처분용기에 한 제 2단계 처분이 30여년 지속될 것

이다.

    1) KBS-3 개념(수직 처분공 방식)

    이 개념은 스웨덴에서 80년  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 방안으로 제

시된 개념으로서, 지하 500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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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갱(shaft)과 한 개의 진입경사로(ramp)를 통해 

연결된다. 여기서 진입경사로는 지상/지하의 주 수송통로(main transportation 

system)이다. 지하시설은 잘 발달된 결정질암층에 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장 

주변의 암층은 지하구조물의 주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이동 측면

에서 자연방벽 역할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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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어도 십 만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

리-주철 복합용기에 포장되어 지하시설로 운반된 후 처분갱도(disposal drift) 앙

부에 6m 간격으로 천공되어있는 수직처분공(직경 1.6 m × 깊이 7.58 m)에 하나씩 

넣는다.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넣기 , 처분공 내에는 미리 직경 1.6 m의 원 형 

벤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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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처분용기를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넣은 후 다시 처

분용기  1.5 m 높이까지 원통형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덮는다. 일단 처분공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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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나이트 혼합물로 구성된 뒷채움재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분장 폐쇄작업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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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기간 동안 총 4,500개 정도의 처분용기를 포장하게 될 것이다.  

  /포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원자로심 부품 수납, 처분용기 충  지역, 원자

로심 물질의 취   고화, 사용후핵연료  원자로심 부품 이송지역, 시설 냉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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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정화시스템, 기타 유틸리티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 취 조

•핵연료 포장 핫셀  

•용  셀 

    3) 지하시설 개념

    기  처분개념은 지하 약 500m 깊이에 지하시설이 치하게 되는데, 지하시

설은 크게 두 역으로 나 어져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한 넓은 지역과 

이 지역에서 약 1 km 떨어진 지역에 원자로  시설 제염해체된 부품들을 한 공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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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처분용기를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옮기고, 처분갱으로 이송하여 처분용기를 처

분공에 거치시킨다. 

3.  핀란드

가. 처분정책  로그램[2.13-2.15]

    재 두 기의 비등수형과 두 기의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총용량 

2,656MWe)가 가동 에 있으며, 한 기(EPR 1600MWe)의 추가 건설을 해 2004년 

1월 정부에 동 발 소의 건설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가동 인 4기로부터 

40년간 운 으로 약 2,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될 것으로 상되지만, 발

소의 추가건설  수명 연장에 따라 실제로 될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약 5,6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 한 리를 하여 1983년 정부의 기본 리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수 십년 간 수

조에 장하여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약 500m 깊이의 결정질 암반에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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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이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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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각각 이에 한 보고서가 발간될 정이다.

나. 처분장 개념[2.16-2.18]

    Olkiluoto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여 2003년에 이 처분

시설에 한 비개념설계를 마쳤으며, 년 에는 좀 더 구체화 된 시설설계  

시설내역이 제공될 정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지상시설과 지하

시설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하시설은 약 420m 깊이에 단층으로 배열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 처분장으로의 진입은 수직갱과 진입경사로를 통하여 

근하게 되어 있다. 지하 처분장은 스웨덴과 거의 흡사한 다 방벽의 개념을 채택하

고 있으며, 지상시설인 포장시설의 총 포장용량은 12개의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구리재질로 된 3,000여 용기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처분용기는 두 가

지 유형이 있는데, 직경은 모두 1.1m 이지만 길이가 4.8m 와 3.6m로 서로 다르다. 

처분용기의 외부는 구리로 되어 있으며, 내부 용기는 주철로 되어 있어 구조  안

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지상시설 개념

        각 발 소로부터 수송용기로 인도된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여 처분하기 

한 제반 처리공정이 수행되는 포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납  장설비, 사용

후핵연료 취 용 핫셀, 구리용기의 덮개 용 실, 용 상태 검사실, 지하처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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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기 의 임시 장고, 제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의 연간 포장용량

은 최  100개이며, 연평균은 60개로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벤토나이트 블록 생산

설비, 방사성폐기물 리시설, 환기건물, 연구실, 공작실, 홍보 , 쇄암반 장고와 

쇄기, 빈 처분용기 보 고,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다. 특히, 포

장시설에서는 각 원자력발 소로부터 이송된 수송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꺼내어 

자동건조실에서 건조시킨 후 빈 처분용기로 옮겨 담고, 채워진 처분용기는 주철로 

된 내부의 윗 뚜껑을 올려놓은 다음 볼트로 체결하고, 구리재질로 된 외부 뚜껑을 

올려놓고 용 하여 하게 된다. 용 부 에 한 정 검사와 출검사를 마치면, 

지하 처분장으로 내려 보내기 한 임시 장고로 이송된다.   

  

    2) 지하시설 개념

       사용후핵연료의 지하 거치는 스웨덴의 KBS-3 개념 는 수직처분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장기 인 안 성은 다 방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지상으로

부터 지하로 연결되는 하나의 진입터 과 세 개의 수직갱이 있는데, 진입터 은 블

록과 뒷채움재  건축 련 재료의 이송통로로 사용된다. 그리고 처분패 에는 처

분터 들과 처분공들이 있으며, 처분용기가 이송경로를 따라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

지면 지하이송 차량에 실려 처분공으로 이동되어 완충재가 바닥과 일부 벽면에 둘

러져 있는 처분공에 거치되고, 이어서 나머지 벽면과 처분용기의 로 완충재가 완

히 채워진다. 이 게 처분터 의 모든 처분공들이 채워지면, 터  내에 가설된 콘

크리트 바닥과 환기계통, 기  용수공 계통을 모두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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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90 내지 150 MPa의 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는 내식

성 재질인 50 mm 두께의 구리로 제작되며, 수명은 어도 100,000년을 상하고 

있다.  한 주변에 있는 지하수의 방사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  평균선량

률 200 mSv/h, 국부에서의 최  선량률 350 mSv/h, 최  성자 선량률 10 내지 

15 mSv/h 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용기 내로 물이 침투되어도 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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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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간에 체결한 

“사용후핵연료 리 로그램(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이 약에 의해 AECL(Atomic Energy Canada ltd.)이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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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조사는 캐나다  국

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나디언 순상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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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확보를 한 연구결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처분방안이 기술성, 안 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하여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 카나디언 순상지의 지

질학   수리  특성, 처분용기-완충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 방벽, 종합 안 성

/성능평가 등에 한 세부  기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2년 NFWA(Nuclear Fuel Waste Act)에 의거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인 사용후핵연료 리 로그램에 한 총체  연구가 3년여에 걸쳐 수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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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내용은 심층처분, 앙집 장, 발 소내 장 등 3개 방안에 한 득과 

해도  비용 측면에서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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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과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앙집

장  처분 부지선정과 처분기술개발단계이고, 2 단계(30년)는 앙집 장과 

부지 합성  처분기술 확증단계이고, 3 단계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격리  감

시단계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시설은 어도 60년 후에나 운 이 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장 개념[2.20-2.23]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상량인 191,000 MTU(10,100,000 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며, 처분은 카나디언 순상지의 심성암층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 처분장의 치는 지하 1,000m에 수직처분할 경우 처분터 을 만든 후 3

열로 처분공을 만들어 각 처분용기를 거치하는 개념을 고려하 다. 처분용기의 재

질은 ASME grade 2 Titanium으로 출발하여 재는 구리재질에 더 심을 두고 

있다. 연간 취  핵연료는 250,000다발이고, 처분용기는 3,471개이다. 시설의 운 기

간은 40년을 기 으로 하고 있다.

    1) 지상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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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 제조시설, 수직갱과 같이 처분용기 거치작업과 련된 시설들과 보조시설

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  방사성물질을 취 하는 시설들은 보안방벽(security 

fence)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UFPP, 바스켓/처분용기 제조시설, 암석처리시설, 뒷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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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재 비시설, 고체  기체폐기물 처리건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시설은 지상시설 의 핵심시설로서 165 m x 50 m 면 을 갖는 2층의 콘

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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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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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한 처분용기

의 용량은 사용후핵연료 18다발씩 4개층으로 쌓아올려 총 72다발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크기는 외부반경이 0.642 m, 높이가 2.246 m, 두께가 4.76 mm이다. 

그리고 처분용기의 재질은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으나, 구리재질이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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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용 1개 (service shaft), 폐기물용 1개 (waste shaft), 통기용 3개 (downcast 

ventilation shaft, emplacement-panel upcast ventilation shaft, excavation-panel 

upcast ventilation shaf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처분장은 근터 (access 

tunnel)과 8개의 처분구역(panel)으로 이루어진 거치실(emplacement room),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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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용기 거치작업이 끝나면 거치실을 하게 되는데, 룸을 하기 에 먼

 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한다. 뒷채움재는 3.5m 높이의 하부 뒷채움재

(lower backfill)와 1.5m 높이의 상부 뒷채움재(upper backfill)로 구분되는데, 하부 

뒷채움재의 재료는 분쇄 화강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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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실 내 혹은 폐기물이 

거치된 처분공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핵연료 

회수를 기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하처분장의 운 이 끝나고 처분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기 한 회수 가능

성(미국의 개념과 같은 주의 기간은 없음)이 없으면 지하시설을 하게 된다. 지

하시설  상은 처분구역터 , 주변 근터 , 앙 근터 , 보조시설  각종 

수직갱이다. 먼  작업을 처분구역터 과 주변 근터 에 해 수행하고 상향

환기축  앙 근터 에 해 수행한 다음 보조시설  수직갱 순서로 진행된다. 

본격 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지하터   거치실을 지나는 단층지역이나 

보조시설 운   터 작업시 사용했던 처분공 혹은 앵커 구멍 등에 해서 작

업을 수행하고, 한 터  혹은 보조시설이 치하는 터 의 벽면을 깨끗이 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앞서 언 한 거치실 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특

히 처분구역터 에 한 을 마친 후 앙 근통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

에 거치실 과 마찬가지로 입구를 콘크리트 방벽(bulkhead)으로 막아둔다. 맨 마

지막에 수행하는 수직갱 도 근본 으로 비슷한 원리이다. 먼  수직갱 측면에 

붙은 각종 장비를 제거하고 구멍을 하고, 굴착시 발생한 교란 (disturbed 

zone)를 하고, 콘크리트 라이닝을 제거한 후 수행한다. 수직갱을 하는 재료

는 뒷채움재(bulk backfill), 콘크리트, 완충  물질(buffer seal)로 구성되는데 이

 뒷채움재(bulk backfill)가 99%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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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후핵연료 특성   

제 1 절 개 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그 구성 계통이 원자력발전

소만큼 복잡하지 않지만, 심지층 지하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또한 

수 만년 이상 동안 진행될 지하 및 생태계 환경 변화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지하처분환경 모사를 통한 실증시험 결과의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분시스템

의 종합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및 장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물은 고 

방사능과 함께 붕괴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처분환경 변화과정이 완전 

격리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도 많

은 가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평가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가능

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수

행하여야 한다. 심지층 부지특성 자료조사/분석 이외에도 안전성평가 기술개발과 병

행하여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 처분공의 형상과 공학적방벽의 구성요소 및 지하시

설의 배치/형태 등과 같은 기준 처분시스템 (Reference Geological Disposal 

System)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 처분시설 용량과 사용후핵

연료 특성과 같은 기본 인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까지 건설되는 원전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되는 사용후핵

연료 총량을 일단 기준 처분시설의 용량으로 가정하여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

생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크기, 무게, 초기농축도, 연

소도, 냉각기간 등)를 바탕으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사용후핵

연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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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1. 국내원전현황 및 수급계획

  국내에는 현재 가압경수로 16기와 중수로 4기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정부에서 확

정 고시한 2017년까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3.2]을 반영하면, 2010년부터 

1,000 MW급 원자로가 4기, 1,400 MW급 원자로가 4기, 즉, 향후 2017년까지 8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2.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

   앞서 언급한 2017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건설될 원자력발전소만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연도별 발생량 및 누적량을 추정하였다. 2004년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실제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자료[3.3, 3.4]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서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예상 발생량은 예

측[3.5]을 통해 2057년까지 발생될 사용후핵연료 양을 추정하였다. 향후 건설되어 

2010년부터 운영될  8기의 원자로는 PWR로 가정하였으며, 월성 1호기는 2013년 폐

로를 가정하였다.  그 외의 호기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였다. 1,000 

MW급 원전에 적용될 핵연료는 한국표준형연료(Korean Standard Fuel Assembly, 

KSFA)를 가정하였으며, 1,400 MW급 차세대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개발(II)'[3.6]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는 그림 3-1과 같다. 처분예상 

시점인 2040년에서의 누적량은 PWR 17,400 MTU 및 CANDU 14,800 MTU 이었으

며, 다발 기준으로는 PWR 4만8천여 다발, CANDU 78만여 다발 정도로 나타났다. 총 

처분물량인 2057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PWR의 경우 20,500 MTU, 

CANDU의 경우는 약 14,800 MT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처분물량을 

36,000톤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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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pent fuel arising from existing and planed reactors with 40 

year-lifetime except Wolsung 1 (unit : ton heavy metal).

제 3 절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징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기하학적 구조, 크기, 무게, 냉각기간, 연소도, 방사선원, 붕

괴열량, 방사성물질 농도 등)은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 시스템의 설계/건설

/운영 및 사후관리와 처분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입력 인자이

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형에 따라 PWR 및 CANDU형 핵

연료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PWR 핵연료인 경우에는 각 발전소별 노심 설계특성 

및 원자로 운전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한 핵연료의 연소이력도 다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핵연료가 수용될 수 있는 기준 처분시스템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기준 사용후핵연료 선정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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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 분석 범위에는 현재까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향후 

발생될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였다. 

1. 핵연료 설계 특성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핵연료 제원을 보면, 14 × 14, 16 × 16 및 17 × 17 

등의 세 가지 핵연료봉 배열 형태가 있다. 고리 1호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이하, WH) 14 

× 14[19. 7cm(가로)×19.7 cm(세로) × 405.7 cm(길이)] OFA(Optimized Fuel 

Assembly) 핵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16 × 16 핵연료는 두 종류의 집합체가 현재 사용

되고 있는데, 하나는 WH 표준형 연료[19.7 cm × 19.7 cm × 405.8 cm]로서 고리 2

호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표준형연료[20.7 cm × 20.7 cm × 452.8 

cm](Korea Standard Fuel Assembly)로서 울진 3,4,5,6호기 및 영광 3,4,5,6호기에 

장전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7 × 17 연료는 Vantage 5H[21.4 cm × 21.4 

cm × 405.8 cm]로서 고리 3,4호기, 울진 1,2호기 및 영광 1,2호기에 장전되고 있다. 

17 × 17 연료가 KOFA(Korean Optimized Fuel Assembly)에서 Vantage 5H로 대체

되면서 두드러진 변화는 고연소도 정책에 따라 농축도가 3.7～3.8 wt.%에서 4.2 wt.%

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종류는 12가지이며, 캐니스

터 바스켓은 모든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해야 하는데, 핵연료 집합체 단면적은 17 × 17 

연료가 21.4 cm × 21.4 cm로 가장 크며, 축방향 길이는 16 × 16 KSFA 연료가 453 

cm로 다른 집합체에 비해 50 cm 이상 큰 특징이 있다. 핵연료 무게에 대해서는 KSFA 

및 Vantage 5H 핵연료가 각각 665 및 672 kg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핵연료 중에서 가

장 무거운 핵연료는 672 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CANDU 핵연료는 길이가 약 49.5 

cm인 37개의 연료봉을 직경 약 10.2 cm의 다발로 묶은 것으로 전체 무게는 19.1 kg의 

우라늄을 포함하여 약 23.6 kg이다. 

   2003년 말까지 발생한 핵연료 종류별 발생을 살펴보면, 17 × 17 핵연료가 약 56%

를 차지하고 있으며, KSFA 핵연료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발생될 핵연

료를 제원별로도 예측하였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표준형원전의 본격운전에 따른 

KSFA의 다량 방출로 인해 17 × 17 핵연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 중반부

터는 16 × 16 핵연료가 17 × 17 핵연료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총 처분물량의 약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핵연료 종류별 발생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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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후 건설될 8기 원자로의 핵연료는 16 × 16 KSFA 핵연료를 가정[3.6]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를 대체하고자 개발․시험 중인 개량핵연료에 대해서도 고

려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평균 방출연소도 48 GWD/MTU를 목표로 개발된 

Vantage 5H를 대체할 17×17 개량핵연료는 평균 방출연소도 55 GWD/MTU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열적성능은 현재 사용중인 Vantage 5H 연료에 비해 10% 이상 

향상되었다. 이 연료는 약 2008년경에 상용원자로의 연료로 쓰일 예정이다. KSFA 핵

연료 집합체를 대체할 16 × 16 개량핵연료 역시 평균 방출연소도 55 GMWD/MTU 이

상, 열적성능이 10% 이상 향상되었으며, 2006년경에 상용원자로에 장전될 예정이나 

기존 핵연료와 비교하여 농축도 및 목표 방출연소도를 제외한 물리적 제원의 변화는 

거의 없다. 

2. 핵연료의 농축도

   핵연료의 초기 농축도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와 긴 한 상관성이 있으므

로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추이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고리 1, 2호기는 1996년경부터 3.8 wt.%인 핵연료가 장전되었으며, 앞으

로도 이 농축도가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고리 3, 4, 영광 1, 2, 울진 1, 2호기는 

90년대 초반에는 3.6 wt.% 정도인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4.1～4.2 

wt.%인 Vantage 5H가 장전되고, 2000년대 초반에는 4.5 wt.% Vantage 5H가 장

전되었다. 표준형원전은 90년대 말에는 4.2 wt.%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4.5 wt.%인 핵연료가 장전되었다. 대체적으로 보면, 1995년 이전에는 

4.0 wt.% 이하, 1995년부터 4.0～4.5 wt.%, 2000년대 초반부터 4.5 wt.%가 적용

되고 있다.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초기농축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2003년 

시점으로 4.0 wt.% 이하가 전체 물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4.0 wt.%를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로 선정하면 초기농축도 측면에서 

7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전된 핵연료가 방출되기까지는 약 4～5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2년부터 본격적으로 4.2 wt.%가 많이 장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서 4.0 wt.%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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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4.0 wt.% 이상인 핵연료에 대해서는 90년대 말에 장전된 4.2 wt.% 핵연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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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nventory as a function of initial 235U 

enrichment.

  향후 추이에 대한 예측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종 시점인 

2057년에 4.5 wt.% 이상이 총 처분물량의 66%, 초기농축도 4.0 wt.% 이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총 처분물량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농축도 

4.5 wt.%를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총 처분물량의 약 3.5% 정도로 나타나, 

기준 농축도를 4.5 wt.%로 설정하면 사용후핵연료의 96.5%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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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의 방출연소도

   장주기 고연소도 핵연료의 이용이 전력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단위전력생산

량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원

자력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전되는 핵연료의 초기 농축도

를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노심 및 핵연료 관리체계가 장주기-고연소도 핵연료 도

입체제로 전환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4는 현재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발생한 핵연료의 평균연소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원자로의 증

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가압경수로의 경우 현재 연간 약 200 MTU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방출되는 핵연료집합체의 평균연소도(이하 방출연소도)는 1980년대 

중반에는 약 30 GWD/MTU 정도이었으나, 80년대 말부터 핵연료의 평균농축도를 

3.2 wt.%에서 3.8 wt.%로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약 37 

GWD/MTU정도에 이르다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초기농축도가 4.1～4.2 wt.%인 

Vantage 5H 핵연료가 장전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방출되는 핵연료의 방출연소

도가 약 40 GWD/MTU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최대 방출연소도는 90년대 후반에

는 45 GWD/MTU 정도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55 GWD/MTU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

100

200

300

400

500

Average Burnup of Spent Nuclear Fuel

S
pe

nt
 N

uc
le

ar
 F

ue
l B

ur
nu

p 
[G

W
D

/M
TU

]

P
ro

du
ct

io
n 

A
m

ou
nt

 [M
TU

]

Year

Production Amount

Maximum Burnup of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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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에는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초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노심이 경제성을 위해 고연소도 추세를 지향하여 농축

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평형노심 상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상관성을 찾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초기농축도, 방출

연소도, 발생량 등을 바탕으로 상관성을 나타내면 그림 3-5에 표기된 직선과 같다. 

이 상관성을 바탕으로 볼 때, 초기농축도가 4.5 wt.%인 KSFA의 핵연료가 본격적

으로 방출되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방출연소도가 대부분 45 GWD/MTU에 분

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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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orrelation between initial 235U enrichment and discharge burnup.

  그림 3-5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기농축도 4.0 

wt.% 이하인 사용후핵연료만을 대상으로 방출연소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핵연

료가 45 GWD/MTU 이하 영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농축도를 대

상으로 보면, 방출연소도와의 상관 값보다 10 MWD/MTU 높은 값을 나타내는 점

선 영역 아래에 위치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약 99%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4.5 wt.% 

인 핵연료가 상관관계로부터 약 45 GWD/MTU의 방출연소도를 나타내므로 이로부

터 보수적으로 10 MWD/MTU를 추가로 적용하여, 향후 발생할 모든 핵연료의 기

준 사용후핵연료를 4.5 wt.%, 55 GWD/MTU로 설정하여 처분시스템의 개념을 도

출하면 대부분의 핵연료가 이의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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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카나다의 경우에는 연소도 분포를 도출한 후, 95%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방출연소도를 기준연소도로 선정하여 처분시스템을 설계 중에 있다.

4. 기준 사용후핵연료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핵연료의 초기농축도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용기 봉/포장을 위한 제반 공정 및 

처분 전후의 핵임계 및 안전성평가에 중요한 선원항 결정 요소이다.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는 핵연료의 초기농축도가 앞서 보듯이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향후 핵연료의 고 연소도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준 사용후핵

연료의 초기농축도 선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핵연료 설계해석 및 성능측면에서 핵

연료의 농축도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일정한 관계를 보여주

기 때문에 일단 기준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먼저 추정한 후에 이에 대응할 수 있

는 적절한 초기농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미국 ORNL (Oak Ridge 

National Lab.) 에서는 CDB (Characteristics Data Base) 프로그램 차원에서 사용

후핵연료의 연소도와 초기 농축도와의 관계를 발표한 바 있다[3.7]. 실제로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국 내 원전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얻어진 통계적 결과인데, 사용후핵

연료의 연소도가 40,000 MWD/MTU일 경우 핵연료의 초기농축도는 3.02～4.42% 

(평균치는 3.72%), 그리고 45,000 MWD/MTU일 경우의 초기농축도는 3.56～

4.96% (평균치는 3.99%)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사용후핵

연료의 연소도와 초기농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경

우 (초기노심핵연료, 운영중 파손사고로 인출된 핵연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범

주에 포함되고 있고, 초기 농축도를 4.0 wt.%, 방출연소도를 45,000 MWD/MTU로 

선정하면, 2003년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농축도 측면에서 70% 정도, 연

소도 측면에서 99%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준 사

용후핵연료를 현재까지 발생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대표성을 갖는 핵연료로 

일단, 초기농축도 4.0wt.%, 방출연소도 45,000 MWD/MTU으로 정하고, 향후 발생

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대표성을 갖는 핵연료로 4.5wt.%, 방출연소도 55,000 

MWD/MTU로 설정하되, 우선 저연소도 기준사용후핵연료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 이상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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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이 규명된 것을 대상으로 하되 고연

소도 핵연료의 상용화 추이에 따라 처분시스템 설계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압중수로인 경우는 천연우라늄 연료만을 사

용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현재 월성 1호기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소도 7,500 MWD/MTU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인자 중 중요한 것으로 붕괴열을 들 수 있다. 붕괴열은 사

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붕괴로 발생되는 것으로 처분관점에서는 

방사선과 달리 차폐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열적 제한치 (처분시

스템의 성능보장을 위한) 내로 소산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용후핵연료가 

처분시점에서 방출하는 붕괴열량은 처분시스템의 장기적 성능 및 안전성은 물론 처

분 도 및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적을수록 처분관점에서 

유리할 것이다. 핵연료의 붕괴열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기준 사용후핵연

료의 냉각시간이 기준 처분시스템 설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붕

괴열이 냉각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냉각시간이 30년에서 40년으

로 증가될 때의 붕괴열 감소율이 다른 구간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또한 중간저

장시설의 수명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40년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일단 기준핵연료의 냉각시간은 40년으로 설정하고, 그 보다 큰 냉각시간

(50년, 70년, 100년)은 기준 처분시스템을 설계한 후 처분 효율성 및 안전성과 경

제성 측면에서 trade-off 분석을 통하여 그의 영향을 최종 비교․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준 사용후핵연료 선정

  앞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모든 종류의 사

용후핵연료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과 초기 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과 같은 처분시스템 설정에 필요한 주요입력 인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되었다. 

    ○ 기준 사용후핵연료 형태 

     • 저연소도 PWR 핵연료 : 17 × 17 핵연료봉 배열의 집합체

 - 핵연료집합체 무게: 66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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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연료집합체 단면적: 21.4 x 21.4 cm

 - 핵연료집합체 길이: 453 cm

 - 초기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000 MWD/MTU

     • 고연소도 PWR 핵연료 : 16 × 16 핵연료봉 배열의 집합체

 - 핵연료집합체 무게: 672 kg

  - 핵연료집합체 단면적: 21.4 x 21.4 cm (KOFA, WH/OFA) 

 - 핵연료집합체 길이: 453 cm

 - 초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000 MWD/MTU

  • 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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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 : 40년

○ 처분용량(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 : 36,000 톤(PWR 20,000톤, 

CANDU 16,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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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준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앞서 선정한 저연소도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바탕으로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처

분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관련 정보는 열 해석을 위한 붕괴열

(W/MTHM), 핵임계 해석을 위한 핵분열성(fissile) 물질 및 악티나이드 핵종 농도, 

방사선 차폐해석을 위한 방사능 (Ci/MTHM) 및 방사선원항(감마스팩트럼 및 중성

자속), 안전성평가를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원자로에

서 연소 후 배출되어 40년이 경과된 저연소도 기준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붕괴열, 

방사선원항, 핵연료내의 핵종농도 등을 산출한 것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계산 및 분석에 사용한 코드는 ORIGEN-ARP[3.8]이며, 이 계산에서 모사된 가

압경수로 핵연료의 연소 조건은 37.5 W/gU의 비출력(specific power) 100%로 가

정하여 유효연소기간을 400일로 고려하였으며, 전체 3주기 동안에 두 번의 핵연료 

교체기간을 각각 60일로 가정하여 이 기간에는 자연붕괴 상태로 유지시켰다.  또한 

경수로핵연료의 집합체중 유효 연료봉 부분(active fuel length)과 이 범주에 속하

는 안내관, 계수관 및 지지격자 등은 원자로 내 중성자속의 100%로 조사되도록 하

였다. 

1. 방사붕괴열량

  사용후핵연료의 총 붕괴열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원자로에서 

배출될 당시부터 얼마동안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어 약 60년경에 이르러서

는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에 의한 붕괴열이 거의 같아 전체 붕괴열량에 대한 

기여도 역시 거의 같다.  그 이후 약 70～100년경에 이르러서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악티나이드에 의한 기여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약 300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의 전체 붕괴열량이 거의 악티나이드에 의해 지배된

다.  악티나이드 원소 중 장기적으로 전체 붕괴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소들

은 Pu-238, Am-241, Cm-244 등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붕괴열량의 변화를 처분장의 열 해석의 열원항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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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C.M.Malbrain[3.9]이 사용한 식을 다음과 같은 추정식으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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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기준사용후핵연료의 시간에 따른 붕괴열량 값을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의 계수가 산출되

었다. 

구분 냉각시간 C1 C2 C3 R2

PWR45*
1 ～ 30 881.99 0.23990 0.141124 0.99997

30 ～ 106
14545.68 0.75756 - 0.99857

* 숫자는 연소도를 뜻하며, 그 단위는 GWD/MTHM

  그림 3-6에는 기준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붕괴열량을 냉각시간의 함수로 추

정하는 회귀식과 시간에 따른 붕괴열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이 회귀식은 전체 처

분시스템의 열 해석 또는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열원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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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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EN2 코드 계산과 회귀식에 의한 시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분포.

2. 방사능 세기  방사선원 

  그림 3-7은 냉각시간에 따른 기준사용후핵연료의 감마선에너지 스팩트럼을 평균

에너지별 단위시간당 광자수로 나타낸 것이다. 감마선원항은 크게 조사생성물, 악티

나이드, 핵분열생성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들의 합을 냉각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냉각기간 30년 후에는 처분용기 차폐설계 관

점에서 주 대상이 되는 2 ～ 3 MeV 에너지구간의 감마선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

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기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선원항의 변화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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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중성자 선원항은 악티나이드 물질의 (α, n)반응 및 자발핵분열에 의해 결정

되나, 특히, Cm-244의 자발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선원이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절에서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산출한 중성자 및 감마선에대

한 선원의 세기 및 스펙트럼에 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며, 

여기서 산출된 원자로 방출후 40년 시점에서의 방사선원의 세기 및 스펙트럼은 처

분용기 설계시 방사선 차폐해석에 이용되었다.

그림 3-7. 냉각시간에 따른 감마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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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냉각시간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변화.

3.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방사성핵종의 농도 또한 1 톤의 초기 우라늄 장전량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액

티나이드 핵종의 시간에 따른 농도는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 감소효과(burnup 

credit) 및 장기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으며,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는 보

수성을 위해 핵임계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처분안전성 측면에서만 중요성을 

갖는다. 구체적 수치는 생략하며, 여기서 구해진 원자로 방출 후 40년 시점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내 핵종의 농도는 기준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에 이용되었다. 핵임

계 해석을 위한 핵종산출은 해당 절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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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요건

제 1절 공학적 방벽

1. 처분용기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지하 심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격리시킬 수 있는 기능

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기계적․화학적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명기간 동안 부식으로 인하여 처분용기 내부까지 관통되어서는 안된다.

   - 처분용기는 지하 심부에 거치되어 받게 될 제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처분용기로 인하여 다른 방벽들이 위해를 받아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처분용기의 재질은 그 재질과 부식생성물이 완충재와 모암의 성능을 저하시키

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근계를 구성하고 있는 방벽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처분용기 당 열하중과 방

사선량이 제한되어야 한다.

   - 물이 처분용기 내부로 침투되어도 처분용기는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거치 후 처분용기 자중으로 인하여 완충재가 내려앉지 않도록 처분용기의 하

중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처분용기는 그 내용물의 추적에 필요한 영

구적인 고유의 식별기능으로서 인덱스 마크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급 및 운전

하중에 대한 처분용기의 강도도 검증되어야 한다.

가. 내식성과 기 성

    처분용기는 수명기간동안 부식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

리고 내적 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 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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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취급 조작시 걸리는 하중으로 인하여 내식성과 기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용기의 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시

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장전 후 봉용접과 용접부위의 결함탐상이 원격으로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 성 설계기준은 처분용기의 내․외부 뚜껑을 용접 봉한 후, 적어도 3 torr의 

진공상태에서 용기에 충전된 헬륨기체의 누출률은 10-3 cm3/sec 이하여야 한다

[4.1]. 

나. 처분용기의 칫수 제한인자

    취급 및 포장공정의 효율성, 제작의 효용성, 관련 장비의 소요량 최소화 등을 고려하

여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담는 각 처분

용기의 외곽크기는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집합체 장전용 직육면체형 

셀이나 다발 장전용 수직공은 사용후핵연료 장전시 마찰장애 또는 오작동의 위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처분용기는 40년 이상 냉각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또는 10년 이상 냉각

된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용기는 지하처분장의 처분공에 거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포장, 저장, 이송 등의 공정에서도 취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처분용기의 수명

    처분용기의 수명은 부식 또는 기계적 손상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표 지하

수환경에서 50 mm 두께의 처분용기 수명은 1,000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 스웨

덴이나 핀란드에서 구리 외부용기의 수명을 십만년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미래 처분용기 수명기준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적 공차 

    기계적 공차라 함은 기하학적 공차, 평면선형, 둥글기, 표면의 거칠기 등을 의미한

다. 기하학적 설계는 처분용기의 예상성질이 어떤 특정 공작기구 또는 가공공정을 요구

하지 않는 합리적인 작업 공차 내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바스켓 또는 수

직공 개구부의 폭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통상적인 폭 또는 다발의 통상적인 직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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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어도 5 mm 이상 더 커야 한다.  직경이 1 m이고 길이가 4 m되는 원통이 잘 가공

되었을 경우의 가공공차는 ±0.5 mm 이내 이어야 한다. 이중 원통의 경우, 외곽용기에 

내부용기를 마찰 없이 넣을 수 있는 원통간 간격은 1 mm가 되어야 한다.  덮개와 원통 

간 홈을 만들기 위한 표면 거칠기 요건은 Ra=3.2 µm가 되어야 한다[4.2].  

마. 열부하와 허용온도

    처분공 내 압축벤토나이트의 화학적 안정성을 보증하고 처분장 폐후 초기에 지하

수의 증발로 처분용기주변에 염이 농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처분용기의 표면온도

는 10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용기의 금속부분은 합리적인 안전 여유도

를 고려하여 120 ℃로 설정하였다.

  붕괴열량은 사용후핵연료의 양, 연소도, 냉각기간 등에 종속적인데, 처분용기 당 초기 

붕괴열량은 1 내지 2 kW 범위에 있다. 처분용기 본체인 금속의 열전도도는 처분장 내 

벤토나이트와 암석의 열전도도보다 100배 이상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속처분용

기는 온도분포가 균일하고, 열구배는 처분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와 암석에서 나타난

다.

바. 기계적 설계하중

   처분용기의 기계적 설계 하중은 외부 응력 12 MPa인데, 500 m 지하깊이에서 받는 

정수압 5 MPa과 처분용기를 둘러싸는 완충재의 팽윤에 의한 응력 7 MPa로 구성된다. 

그러나 제시된 바와 같이, 정수압은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팽윤 응력은 완충재

의 도와 블록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완충재의 팽윤압은 처분장 폐 후 지하수를 흡수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교

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암반의 움직임으로 처분용기를 파손시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가 처분용기의 파손 없이 전단운동을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범

주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처분용기는 지진 등에 의해 모암이 10 cm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기계적 건전성이 유

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완충재의 비대칭적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송 시 낙하사고를 고려하여 2 m 높이에서 처분용기가 낙하하여도 건전성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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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질의 화학적 사양

    처분용기의 제작/가공시 재질의 변질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질의 화학원

소별 함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 설치공차

    외부용기의 내부직경은 내부용기의 외경보다 2 mm 이상 커야 한다. 이 값은 

원통들 간의 간격이 1 mm를 뜻한다. 내부용기의 덮개와 외부용기의 덮개 간에도 

동일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방사선 차폐

    방사분해 생성물에 의한 재질부식의 기여도가 처분계통에 잔존하는 산소에 의한 재

질부식에 비하여 훨씬 낮을 수 있을 정도로 처분용기가 충분한 방사선방호 역할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부식에 기여할 수 있는 주변 물질의 방사분해 

생성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용기의 표면선량률은 1.0 Gy/hr 이하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4.3].  

차. 핵 임계도

    처분용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핵임계( Keff < 0.9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물이 용기 내부로 침투하여도 미핵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가 배열되어야 한다.

타. 설계요건 요약

    앞서 언급한 각 항목에 대하여 이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정한 설계요건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설정한 값을 함께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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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핀란드

용기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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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 응력)

7 MPa(수압) +

7 MPa(팽윤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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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처분용기 성능기준 비교

2. 완충재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은 다중방벽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확보되도록 하였다. 처분

공에 처분용기를 거치한 후 처분공과 처분용기 사이의 빈 공간은 고 도(건조 도 

1,600 kg/m3에 해당)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채워진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조사된 

완충재의 기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4.4]:

- 처분장으로의 지하수의 유입을 억제하고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장을 둘러싼 환경으로의 방사성 핵종들의 누출을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용기에 가해질 열하중과 완충재 성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폐

기물로부터 붕괴열을 잘 분산시켜야 한다. 

- 외부 기계적 스트레스로부터 처분용기와 폐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완충재는 낮은 수리전도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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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핵종 저지능, 팽윤성과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요구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완충재가 가져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일반적 관점에서 완충재 성능기준을 표 4-2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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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완충재 성능기준(안) 항목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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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상시설

  지상시설 구성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포장시설의 개괄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PWR/CANDU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후핵

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

/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및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다.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전,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및 저장 등의 보조기능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설계 원칙 설정에 있어서 시설의 안전성, 기술적 유연성 및 경제성은 

설계시 최적 방안 선정 측면에서 주요인자이며, 그 중 안전성 원칙이 가장 우선인

자로 다음의 설계원칙에 적용되었다.

  - 시설 내 작업 및 방사선 피폭이 수반되는 모든 행동은 ALARA 원칙을 적용한다.

  - 시설 내에서는 원격운전, 유지보수/제염이 수행되며, 

  - 설계에는 진보된 기술개념이면서도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며 향후 시설 수정을 

위한 유연성과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처분시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PWR/CANDU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할 수 있

어야 하며, 시설의 연간용량과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은 표 4-3과 같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146 캐니스터(처분용기)/년 (초기 20년 동안 처분)

  - PWR 사용후핵연료 389 캐니스터(처분용기)/년 (CANDU 처분종료 후 30년 

동안 처분).

구  분 PWR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

크기 (cm) 21.4 x 21.4 x 453
10.3 (다발외경) x 49.5 

(길이)

무게 (kg)
 665 (～461 

kgU/Assembly)
25 (～19 kgU/Bundle)

연소도 

(MWd/MTHM)
45,000 ( 4.0 wt. %) 7,500 (0.7 wt.%)

표 4-3.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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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설 일반요건 

    - 시설 형상 및 배치는 원격취급 및 원격 유지/보수를 위해 최적화되어야 한

다. 

    - 방사성 물질 저장고 및 이를 원격으로 취급하고 유지보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 고장장비를 원격 제염하고, 보수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수

집, 취급, 포장 및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정장비 일반요건

    - 공정 장비는 고정핀과 급속해체 조임쇠로 핫셀 바닥판에 고정해야 한다. 그

리고, 장비 보수 경우에는 크레인에 장착된 임팩트 렌치나 매니퓰레이터로 

급속해체가 가능해야 한다.

    - 핫셀 공정장비는 원격취급 장비 용량에 맞게 설치, 유지보수 가능하도록 설

계해야 한다. 

    - 공정장비는 취급, 이송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가벼워야 하며, 원격 

운전/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최적화 및 모듈화되어야 한다. 

  

  다. 핫셀 일반 요건

    - 핫셀은 정상/비정상 운전시 셀 관통부나 해치 같은 물질 이송시스템을 구비

해야 한다. 

    - 원격 운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명/관측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 수명기간 동안 운전 중지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제염/유지보수 시스템을 구비

해야 한다. 

    -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방호 및 오염 방지,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PWR/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포장공정은 수송용기 수납부터 포장을 완료한 

처분용기를 지하시설로 이송하는 공정까지이며, 주요공정의 개요 및 흐름은 다음 

표 4-4 및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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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명 내용

수송 캐스크 수납
  PWR, CANDU형 사용후핵연료 수송차량 진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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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용접 및 검사

처분용기 이송   용접검사를 통과한 처분용기는 지하 처분시설로 이송

표 4-4. 포장공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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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캐스크 :  
S/F 집합체(PWR) :
CNADU Bundle   :
빈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처분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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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캐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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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DU Bundle   :
빈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처분용기 :

범

례

수송캐스크 :  
S/F 집합체(PWR) :
CNADU Bundle   :
빈처분용기 :
처분용기 :
불합격처분용기 :

범

례

그림 4-1. 포장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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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하시설

지하시설은 방사성 물질과의 격리를 위하여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은 각각의 독립된 환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처분

장의 평균 공기 교환은 두 시간에 1회 이루어져야 한다.

    - 실제 처분장에서의 공기 교환 속도는 처분장 조건과 요구량에 따라 적응 가

능해야 한다.

    - 처분장에 전력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심부지하 화강암반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암반 

균열대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심부지층 암반내의 균열대는 암반의 역학적 변위를 야기할 수 있는 연약면이

고 지하수 흐름의 주된 통로가 되므로, 처분장의 건설과 폐기물 처분이 절리

암반의 거동과 수리적 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분

장주변에서 고려해야할 균열대의 분류체계를 표 4-5 및 그림 4-2에 나타내

었다. 

    - 처분공과 관련된 등급 3에 대한 처분터널에 직교하는 균열로부터의 처분공

까지 이론적인 안전거리와 그에 따른 처분터널의 증가량을 표 4-6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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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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처분장 주변 균열대 분류체계

그림 4-2. 처분장 배치시 고려할 균열대 개념.

Width of fracture
 (m)

Sum of safety distances
 (m)

Total
 (m) Interval/1,000 m Proportion

(%)

0,1 6 6,1 2 1,22

1 10 10,1 2 2,02

5 10 15 2 3,00

표 4-6. 3등급 균열대에 따른 안전거리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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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스템은 지진이나 극단적인 기상조건과 같은 예기치 않는 조건에서도 그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지진에 의한 설계 기준은 수평 가속도 0.2 g, 수직 가속도 0.13 g이다.

    - 처분시설 설계를 위한 지열구배(thermal gradient)는 30 ℃/km이다.

처분장과 환기 시스템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처분장 내부 온도가 통제구역의 경우 +10 ℃에서 +50 ℃를 유지하며, 비통

제구역의 경우 +10 ℃에서 +40 ℃를 유지하여야 한다.

    - 처분장 내부 공기의 상대 습도는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규제기준

에 의하면, 실내에서의 공기 중 먼지와 기체의 농도는 다음 표 4-7에 주어

진 최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 처분장 운영과 관련한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침전조의 부피는 펌프가 48시간 동안 정지할 경우에도 지하수 유입을 저장

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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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이 되어야 하며, 

지하시설의 요원들은 한 시간 이내에 지하시설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공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작업자를 위한 피난처(예, rescue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 검출 시스템 및 방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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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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공기 중 기체와 먼지의 최대 허용 농도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의 실제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장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다.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될 연구는 

처분실증과 지하암반 조사이다.  

처분실증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처분공 굴착

- 뒷채움 및 플러깅 (처분터널에 대한 실규모 실증, 처분공의 봉, 플러그 구

조물 설치 등)

- 처분용기 취급 (처분용기 운반, 처분용기 및 완충재 블록 설치)

지하 암반 조사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처분장 운영을 위한 모암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예를 들면, 지질학

적 매핑, 시추, 지진파 조사, 암반 구조적 안정성 조사 및 모니터링

- EDZ 구역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굴착 방법의 최적화를 통한 EDZ 구역의 조사

- 처분지역에서의 지하수 성분 및 수리학적 조건 조사

- 모암의 열적 특성 조사

- 모암의 흡착 특성 및 확산 특성 조사

- 처분장에서의 미생물 발생 조사

또한, 처분장 건설에 의해 야기된 처분장 지역에의 영향(예, 지하수 유동의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시작 전에 처분 예정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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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형 기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제 1 절 공학적 방벽

 

1. 처분용기

   가. 처분용기 재질선정

      처분용기의 재질은 부식을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게 된

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 재료는 미국의 니켈합금인 Alloy-22를 제외하면, 스웨

덴과 핀란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중용기에 이용되는 구리와 주철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처분 환경이 산화조건에 위치하고 있어 부식에 

대해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다.  한국형 처분용기 개발에 있어서도 출발점을 외국

의 사례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질을 선정하였다.

  처분용기 재질로 널리 고려되고 있는 스텐레스 강, 탄소강, 니켈합금, 티탄합금, 

구리 등 5개 재질들을 대상으로 재질이 갖추어야 할 처분용기로서의 성능과 제작성

을 65/35로 기준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양호한 재질의 순위는 스텐레스 강, 

니켈합금, 티탄합금, 탄소강, 구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양호한 재질로 평가

된 스텐레스 강은 아주 근소한 차로 니켈합금을 능가하였다.  그 이유는 강도와 내

부식성 측면에서는 니켈합금과 티탄합금이 스텐레스 강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를 나

타내었지만, 제작관련 항목에서는 스텐레스 강이 훨씬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구리는 내부식성이 양호하지만, 제작관련 항목들이 타 재질들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고려대상 재질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성능관련 인자들과 제작성에 관한 가중치의 상호비중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스텐레스 강은 가중치를 변화시켜도 최상의 재질로 평가된 반면에, 구리재

질은 5개 대상재질들 중 역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타 재질들에 

대해서는 성능과 제작성의 비중이 50/50인 경우를 기점으로 하여 양호한 재질의 

순위가 탄소강, 니켈합금, 티탄합금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연구지역으로부터 채취된 심부 화강암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낮은 산화-환원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 54 -

Na-HCO3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 가까운 지역일 경우 해수의 유입으

로 인하여 상당량의 염소이온이 함유될 수 있어 이러한 지역을 처분부지로 선정할 

경우는 상기 내식성 재질들 중 스텐레스 강이 가장 취약하다[5.1].  그리고 부식이 

잘 되는 탄소강을 선택할 경우는 처분용기의 무게가 상향되어 취급상의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고농도의 염소이온이 존재하는 경우에 내식성이 취약한 

스텐레스 강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리재질이 처분환경에서도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정한 처분용기를 만들 수 있다면, 니켈합금이나 스텐레스 강 처분용기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

부용기의 재질을 구리로, 내부용기의 재질을 주철로 제안하였다.

  처분용기의 재질은 처분용기 수명과도 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용기 수명을 1,000년으로 결정할 경우 구리 외에도 탄소강도 가능하나 KDC-1 

(Korean Disposal Canister) 용기로서는 구리 외부용기를 고려하였고, 내부 구조물

로는 탄소강으로서 구상흑연주철(nodular cast iron)을 선정하였다.  스웨덴의 경험

[5.2]에 의하면 여러 가지 주철 중에서 구상흑연주철만이 4 미터 이상의 내부구조

물 제작이 가능하였다.

나. 처분용기 기본 형상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

료와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포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처분용기를 대상으

로 하며, 이들 용기의 외곽형상과 그 크기는 취급 및 포장공정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동일하도록 하였다.  처분용기의 기본 구조는 구리로 된 얇은 외곽용기 안에 주

철로 된 구조물을 채우고 주철 구조물 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하는 개념이다.  

2단계 연구결과 외경 122 cm, 높이 483 cm 처분용기가 제안되었으나, 처분시설에 

대한 개념설계 과정에서 용기 중량이 너무 커서 취급장비 개발에 문제점이 제기되

었다.  3단계 연구를 통하여 처분용기 최적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외경 102 

cm의 용기를 KDC-1 처분용기로 제안하였다.  이 용기는 스웨덴의 처분용기(외경 

105 cm)보다 더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처분용기 설계에 

빙하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였으나 한국형 처분용기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배제하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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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용기 두께

  구리 외부용기 두께 결정은 용기 부식률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처분용기를 처

분공에 거치한 후 압축 벤토나이트가 지하수로 포화되는 동안 주변에 잔존하는 산

소에 의한 구리의 평균 부식두께는 약 229 ㎛으로 추정된다[5.3].  실제로 처분장 

운영기간동안 호기성 조건에서 구리용기의 공식은 제외될 수 있을 것이지만, 처분

환경의 온도가 높을 경우는 장기간 공식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침투될 

수도 있어[5.4], 다른 연구 결과[5.5]를 토대로 공식인자를 5로 가정하면 유입된 

산소에 의한 구리의 최대 부식두께는 1.15 mm가 된다.

  초기산소가 모두 소진된 다음의 부식은 환원분위기에서 압축벤토나이트에 포화된 

공극수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조건에서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성

되는 황화물에 의한 부식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극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철이 모

두 3가로 존재할 경우 구리의 부식률은 0.618 ㎛/yr가 되며, 용기의 수명기간

(1,000년)동안의 예상부식두께는 0.618 mm가 된다. 한편, 완충재에 포함된 유기물 

0.3% 전부가 SRB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HS
-에 의한 구리의 부식에 작용할 경우 예

상되는 구리의 최대 부식두께는 0.802 mm가 된다.

  기타 구리의 실제적인 일반 부식률은 5x10-8 mm/yr인데, 보수적으로 공식인자 5

를 적용하면 국부 부식률은 2x10-5 mm/yr가 된다[5.6].  또한 응력부식균열과 방

사분해물에 의한 부식률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제된 처분환경조건에서 1,000년 동안 구리용기의 총 부식두께는 산소

유입으로 인한 1.15 mm, 환원분위기에서 철의 존재로 인한 0.618 mm, 유기물의 

박테리아 활동으로 인한 0.802 mm 등의 합인 2.57 mm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구리용기의 두께를 50 mm로 할 경우 용기의 부식에 의한 수명은 (50 - 1.15 - 

0.802) mm/(2 × 10-5 mm/yr) + 1000 년 = 2.4 × 106 년이 되므로, 이 용기는 

적어도 백만 년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내부구조물 기본 구조

  가압경수로 처분용기(KDC-1)는 PWR 사용후핵연료 네 개의 집합체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이다.  기준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단면적이 21.4 cm × 21.4 cm 

이고, 축방향 길이 453 cm 이다.  이러한 집합체를 장전하기 위한 처분용기 내부 

구조물 내에 바스켓이 있으며, 그 바스켓의 단면적은 22.4 cm × 22.4 cm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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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길이는 455 cm이다.  이와 같은 바스켓 네 개를 갖고 있는 KDC-1 처분용기의 

주철 구조물은 직경 92 cm인 원통형 구조이다.  이와 같은 원통형의 주철 구조물 

외부에 두께 5 cm인 구리 외부용기를 설치하였다.  KDC-1 처분용기의 개념도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기준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직경이 10 cm이고, 길이가 49.5 cm 이므

로 9개의 핵연료 다발을 축 방향으로 연결하면 445.5 cm가 된다.  따라서 중수로

용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다발 장전용 주철 구조물 내 튜브 지름

을 11.5 cm, 축 방향 길이를 455 cm로 하였다.  주철 구조물의 외형은 PWR 사용

후핵연료 처분용기와 동일하다.  최대 33개의 튜브가 주철 구조물 내에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 5-2와 같

다.

그림 5-1. KDC-1 처분용기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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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기본 구조.

다. 처분용기 성능평가

  처분용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핵임계 해석, 방사선 차폐해석, 구조해석,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라늄 농축도, 열 발생량 등을 고려하면, CANDU 사용후핵연

료 처분용기보다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중심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1) 핵임계 해석

  심지층 처분장에 한 핵임계 안 성은 10CFR60.131(h)에 언 되어 있으며, 가장 

반응도가 높은 조건에서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핵임계도 값이 0.95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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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처분장 핵임계 평가를 하여 설정한 기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은 표 5-1에 기재

되어 있으며, 처분용기의 제원은 표 5-2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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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계산에 고려된 기준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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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u

8.60/8.93

4,550

4,730

표 5-2. Main parameters for the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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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모델

  KDC-1 처분용기는 네 개의 가압경수로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

용기는 주철, 외부 용기는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처분공은 6 m 간격을 이루고 있

으며, 각 처분공 안에는 한 개의 처분용기가 놓여진다.  공학 방벽인 압축벤토나이

트가 50 cm의 두께로 반경방향으로 채워져 있으며, 아래쪽으로 50 cm, 쪽으로는 

250 cm로 채워져 있다.  압축 벤토나이트 외곽에는 천연방벽인 암반이 벤토나이트

를 감싸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은 40년이며, 핵연료의 표성을 갖는 핵

연료로 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 GWD/MTU의 기 사용후핵연료(이하 

PWR45)를 고려하 다. 연소도 고려(burnup credit)를 하여 235U, 236U, 238U, 237Np, 

238
Pu, 

239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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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와 MCNP4c2[5.8]를 

사용하 다.  연소도에 따른 핵종수 도는 SCALE 코드 시스템 내의 SAS2 모듈

[5.9]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핵임계도 평가는 이 핵종수 도를 이용하여 MCNP 

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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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의 핵임계는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내장한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거치되었을 시, 정상상태에 한 평

가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에서 보듯이 불확실도를 포함한 임계도는 0.816으

로 계산된 처분용기  단  처분공은 정상조건에서는 미임계 기 을 만족하 다.  

  비정상 조건은 매우 극단 인 조건으로 인 으로 추가한 공학 방벽은 모두 소

실되고 핵연료가 천연방벽 내에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벤토나이트가 물에 의해 

소실되고 이차 으로 처분용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질이 소실되어 사용후핵연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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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717로 나타났으며, 불확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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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0.946으로 미임계 한계치인 0.95를 만족하 다. 

계산조건 Keff + uncertainty

정상조건  0.73686 + 0.0791) = 0.81586

비정상조건 0.86717 + 0.079
1) 
= 0.94617

표 5-3. 정상상태에서의 핵임계도 평가 결과 

1) Sum of uncertainties : “불확실도 평가” 항목에서 평가된 값임

10CFR60.131(h)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태

에서 0.95 이하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5-4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불활실성을 유발하는 인자와 이에 상응하는 불확실도가 기재되어 있다.  표 5-4에

서 보듯이 총 불확실도는 0.079로 나타났으며, 이 값이 표 5-3에서 불확실도 값으

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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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Summary of the uncertainties 

(2) 방사선 차폐 해석

  처분용기의 설계요건에 의하면 처분용기의 외부표면 근처에서의 방사분해  이

로 인해 생성된 산화물로 인한 이차 인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처분용기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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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흡수선량률은 1.0 Gy/hr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에서는 KDC-1 처분

용기가 이를 만족하는지에 하여 평가하 다.

(가) 방사선원 사양  계산 모델

  방사선원항은 앞서 제 3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RIGEN-ARP[5.10]를 통하여 

산출한 값을 용하 다. 방사선 차폐계산은 MCNP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계산

에 고려된 처분용기와 처분공의 모델  상세 제원은 앞서 핵임계도 평가 시 고려

한 모델과 같으며, 처분용기  처분장 모델과 같다. 흡수선량률을 산출한 치는 

반경방향으로는 처분용기 표면이며, 축 방향으로는 캐니스터 앙 부분이다. 

(나) 계산결과  토의 

  표 5-5에는 MCNP로 평가된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선량률이 기재되어 있다.  표 

5-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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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1%)

5.77 × 
10-1(4%)

7.10 × 10
-5(1%)

표 5-5. KDC-1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률 계산 결과(단위: Gy/hr)

a Percentage standard deviation

(3) 구조 해석

  처분용기는 궁극적으로 지하 500 m 깊이의 암반 내에 처분된다.  처분 후 처분

용기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수의 포화에 의해 완충재가 팽

윤한다.  처분용기는 이와 같은 압력에 대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며, 그 내부에 보관

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처분용기의 건전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하중 조건에 대하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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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조건은 스웨덴의 SKB가 자국내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개발한 9가지의 

하중조건[5.11] 중 선정한 것들이다.  정상적인 하중조건 한 가지와 비균질 하중조

건 한 가지, 그리고 암반의 움직임에 따른 하중조건 한 가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표 5-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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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Mechanical properties of KDC-1 canister material

(가) 정상 조건

  처분용기가 암반 내에 묻히게 되면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되며, 이 지하수에 의한 

수압을 받게 된다.  지하 500 미터의 위치에 처분될 경우 이에 따른 수압은 5 

MPa이다.  또한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7 MPa이 최대값으로 예상되고 있어[5.11] 이 

값을 이용하였다.  정상 조건 시 예상되는 하중조건을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또

한, 처분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PWR 사용후핵연료 붕

괴열은 냉각시간 50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W/m3

  유한요소법으로 해를 구하는 NISA 프로그램[5.12]을 구조해석을 위하여 이용하

였다.  처분용기의 1/4 형상에 대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5-7에 나타내었다.  최대 

von-Mises 응력은 내부구조물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값은 약 74.9 

MPa이었다.  표 5-6에 주어진 바와 같이 구상흑연주철(nodular cast iron)의 최대 

항복 응력은 235 MPa 이므로 이때의 안전계수는 약 3.13이 된다.  정상 하중조건

에서 고려하는 안전계수가 2.0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처분용기는 충분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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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

Canister

12 MPa

12 MPa

12
MPa

12
MPaCanister

12 MPa

12 MPa

12
MPa

12
MPa

그림 5-3. 처분용기 구조해석을 위한 정상 상태에서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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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처분용기에 대한 정상 하중조건에서의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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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상 조건

  지하 암반내의 처분용기가 받게 될 비정상 하중조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하중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대칭 하중 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은 고정

되고 하중이 그림 5-4에 주어진 바와 같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 벤토나이트 

팽윤압 7 MPa을 이용하였다.  또한, PWR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은 정상 하중조건에

서 사용한 값을 적용하였다. 

  처분용기 1/2 형상에 대하여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계산한 결과는 표 5-8에 나타내었다.  최대 von-Mises 응력은 정상 하

중조건과는 달리 내부구조물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 않고 처분용기 양끝 고정단과 

하중조건이 만나는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값은 약 111.9 MPa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상흑연주철의 최대 항복 응력은 235 MPa 이므로 안전계수

는 약 2.10이다.  

C a n is te r

4  M P a

F ix e d
e n d s

L /1 0

C a n is te r

7  M P a

F ix e d
e n d s

L /1 0

C a n is te r

4  M P a

F ix e d
e n d s

L /1 0

C a n is te r

7  M P a

F ix e d
e n d s

L /1 0
그림 5-4. 비정상 하중조건에서의 구조해석을 위한 경계조건.



- 65 -

Result Max. value Safety factor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111.9 MPa

2.10

(235/111.9)

Deformation 2.644 mm

표 5-8. 비정상 조건일 때 NISA를 이용하여 구한 von_Mises 응력과 변형

(다) 암반 움직임

  지하 암반의 움직임에 대해 처분용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두께 50 cm의 

완충재로 둘러싸인 처분용기 구조의 반쪽 상부 외곽에 10 cm 수평 암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경우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구조변형과 응력을 해석하였다.  

  구조물의 상하 중앙면을 기준으로 모델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었을 때, 암반의 움

직임은 구조물의 상부 외곽에 정확히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델의 하부 외곽면

은 구조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외부 강체인 암반에 의하여 고정 지지되었다고 가

정하였다.  모델 하부에 적용된 구속 경계조건에 따라 Case 1과 Case 2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구조물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반단면 형상인 반원통을 모델링하고 

그 대칭면에서는 대칭 구속조건을 가해주었다.

  구리로 된 외부용기와 내부 용기에 대해서는 von-Mises 항복조건을 적용하여 재

료의 항복 조건을 정의하였다.  또한 초기 항복 이후의 연속항복에 대한 경화법칙

은 어떤 경화 매개변수함수에 의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동안 응력장에서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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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변화가 없다는 등방경화법칙을 적용하였다.

  암반 움직임에 대한 처분용기에 발생한 응력 및 변위를 표 5-9에 나타내었다.  

Case-1의 경우 구리로 된 외부용기에서 부분적인 소성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주철로 

된 내부구조물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였다.  Case-2 조건에서는 50 cm의 완충

재가 처분용기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하였다.  최대 변위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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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암반 움직임에 대한 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 해석 결과

(라) 취급시 구조해석

  처분용기는 지하 암반 내에서 수압, 팽윤압과 같은 외압을 견뎌야 하며, 처분시설 

운영 중에도 그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처분용기는 특수 장비에 의해 취

급되며, 이를 위하여 용기 뚜껑부분에 홀더 부분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개념에 의

하면 처분용기의 취급에는 네 개의 파지부를 고려하고 있다.  파지부의 크기는 

10.5 cm를 고려하였다.  이 파지부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고려한 하중조건은 처분

용기 자중에 의한 것이다.  102 cm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포함 무게는 약 25톤

이다.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5-10에 나타내었다.  최대 

von-Mises 응력은 네 개의 파지부에 집중되었으며 최대값은 12.6 MPa이다.  표 

5-6에 주어진 바와 같이 구리의 최대 항복 응력은 60 MPa 이므로 이 때의 안전계

수는 약 4.76이며, 충분히 안전에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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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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처분용기 운반시 취급장비 설계를 위한 구조해석 결과

(4) 열 해석

  PWR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용기에 넣기 전에 40년간의 냉각시간을 갖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은 처분용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발생 열에 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은 열 응력과 처분용기 표면의 최고온도이다.  본 

절에서는 처분용기 표면의 최대 온도 측면에서 영향을 평가하였다.  처분용기 표면

의 최대 온도는 각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100 ℃와 비교하였다.

(가)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및 열 선원항

  열 해석은 경계치 해석 문제로 초기 조건과 경계조건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열 해석을 위하여 지표면부터 지하 1,000 m까지를 해석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문제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처분공 한 개의 1/4 모델을 적용하였

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질조건인 화강암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구배는 30 ℃/km로 알려져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값을 이용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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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역의 온도를 15 ℃로 가정하고 각 깊이별 초기 온도는 주어진 온도구배로

부터 구하여 초기 값을 설정하였다.  주어진 해석 영역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수직 

단면에 대해서는 단열 조건을 설정하였다.  지하 1,000 m 지점과 지표면에서는 온

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설정하였다.

  온도 분포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매질은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

재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완충재의 열전도도로 1.0 W/m℃를 이용하였다.  열 계산

을 위한 선원항은 냉각시간 40년을 고려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        W/MTU

(나) 해석 결과

  열 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주어

진 열에 관한 선원항과 경계 및 초기 조건을 이용하여 처분 후 100년 동안에 대해 

처분용기 주변의 온도 분포를 구하였다.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처분 후 19년이 지

났을 때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에서 최고 온도에 도달하였다.  그림 5-5에는 최고 

온도에 도달하였을 경우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최고 온도는 98.8 ℃

이었다.  이 값은 처분시설에서 고려하고 있는 최고 온도 제한치인 100 ℃를 만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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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처분용기 주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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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용기 제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용기는 구리 외부용기와 주철 내부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KRS-1 처분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제안한 한국형 처분용기의 국내 제작성을 

소규모 처분용기 제작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내부용기 제작을 위하여 탄소강을 이

용한 사각 바스켓을 제작하였으며, 제작 방법은 평판을 ‘ㄱ’자형과 ‘ㄷ’자형으로 꺾

어 용접하는 방식(그림 5-6)을 통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사각 바

스켓을 제작(그림 5-7)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조를 통하여 직경 1/2, 길이 1/5의 소

형 용기(그림 5-8)를 제작하였다.  주조 작업을 통해 제작한 결과 어려움은 사용후

핵연료 바스켓과 주조물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의 제거 문제이었으며, 현재 국내 기

술로 내부 구조물 제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구리 외부용

기 제작성 확인을 위하여 1/10 규모의 용기 제작을 단조를 통해 제작하였다(그림 

5-9).  잉곳(ingot)을 구입하여 단조와 내․외경 가공을 통해 제작한 결과 설비의 한

계 때문에 실규모 구리용기 제작을 수 년 이내에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작된 외부용기의 뚜껑 부분과 용기부분의 용접 시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  

그림 5-6.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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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PWR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KDC-2 

처분용기.

그림 5-8. 주조를 통해 제작한 

소규모 처분용기. KDC-1과 

K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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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단조 작업을 통해 제작한 소형 구리 

용기.

마. 포장 공정

(1) 사용후핵연료 장전과 취급

   빈 처분용기는 포장공장의 트롤리(Trolley)에서 외부뚜껑을 제거한 후 레일을 

따라 이송되어 핫셀에 접합된다. 핫셀 내에서는 처분용기 내부뚜껑 윗면이 오염되

지 않도록 Gas atmosphere changing cap을 이용하여 내부뚜껑을 제거한 다음, 수

송용기 또는 압력용기(autoclave)의 랙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한 다발씩 

Telescopic pole crane으로 들어 올려 처분용기의 핵연료장전공간에 넣는다. 장전

이 완료된 처분용기는 Gas atmosphere changing cap을 씌워 처분용기 내의 공기

를 빼내고 불활성기체(주로 헬륨기체)를 대기압정도로 채운 후 내부뚜껑을 덮고, 전

동렌치를 사용하여 뚜껑을 조인다.  캡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처분용기의 기

성을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캡을 치우고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다.    

(2) 용기 외부뚜껑의 봉용접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되어 핫셀에서 분리된 처분용기는 트롤리에 설치된 크레인

으로 외부뚜껑을 처분용기의 정 위치로 옮겨 고정시킨 다음, 전자빔 용접실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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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용접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윗 뚜껑의 위치를 확실

히 하기 위하여 주변 전체를 태그(tag) 용접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폐를 위

하여 ±0.3mm 허용범위 내에서 전자빔(electron beam) 용접법으로 용접을 시행한

다.

   용접 후 용접면에 대하여 기계가공을 하고 헬륨누출검사법(또는 초음파탐상법)

으로 용접부위에 대한 결함유무 검사를 한다.

(3) 봉용접부위의 질적 요건과 비파괴검사

   용접부위의 품질요건은 다음과 같다.  용접작업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IX (Qualification standard for welding and brazing 

procedures, welders, brazers, and welding and brazing operations)에서 규정하

는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처분용기의 격납경계(pressure 

containment boundary)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용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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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수행되어야 한다. 용접부위는 액체침투탐상, 육안검사, 와류탐상, 초음파탐상, 

X-선검사 등에 의해 결함검사를 하여야 한다.

   용접부위의 외부표면에 대한 결함은 와류탐상법, 액체침투탐상법, 또는 TV카메

라를 이용한 육안검사법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뚜껑의 깃표면과 수직으로 장착된 

검사소자로 검사한다.  부가적으로 용접상태를 60도 각도의 초음파탐상법으로도 검

사할 수 있다.

  

(4) 사용후핵연료 장전용기의 수리절차, 개봉 및 하역

    만약 전자빔 용접상태가 부적합다고 판정되면 용접부위 전체 또는 부분을 새로

이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수리를 하여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처분용기를 개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개봉은 용접표면이 가

공되고 윗 뚜껑의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수행되는 위치에서 시행된다. 동

일가공장비에 좁은 폭의 절단 장비를 장착하여 용접 부위로부터 2～3 cm 아랫부분

을 절단한 다음, 절단된 윗 뚜껑을 들어 올려 옮긴다.  뚜껑이 제거된 처분용기는 

장전 셀로 이송하여 내부용기의 윗 뚜껑의 나사를 푼 다음, 내부용기의 윗 뚜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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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려 제거한다.  장전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할 때와 동일한 

소자로 들어 올려 제거한 다음, 빈 용기는 제염실로 이송하여 제염한 후 다음 작업

을 위하여 공작실로 이송한다.   

2. 완충재

가. 완충재 재질선정

  완충재는 처분용기와 함께 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완충재의 주요 역할은 처분용기와 지하수의 접촉을 억제하는 것이며, 유출핵종의 

이동을 저지시키고 지하 암반의 거동에 따른 처분용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시키

는 것이다.  따라서 완충재는 우수한 수리적 특성, 높은 핵종 저지능, 양호한 역학

적 특성 및 높은 열전도도 등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충재의 재료물질로는 벤토나이트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벤토나이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산 벤토나이트에

는 30 ∼ 75 중량%의 칼슘-몬모릴로나이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석과 석영이 주 

구성광물이다. 

  벤토나이트 광맥은 경북 포항-경주-울산의 삼각지대 내의 응회암 층에서 10 m 

이내의 두께로 분포하며, 가채광량은 420∼700 만톤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내 벤

토나이트 광산은 광체가 작고, 채광이 용이하고 좋은 품위와 품질을 갖춘 벤토나이트 

광산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었으므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완충재로 사용하기에 적

합한 고품위의 벤토나이트 원광을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5.13]. 따라서 국산 벤토나이트의 대체물의 확보 계획도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완충재로서의 성능 및 설계요건은 앞 장에서 기술하였다. 

완충재의 품질은 의도된 용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물질의 사양을 단순한 숫

자로 나타내기가 곤란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요건만을 제시하였을 뿐 일반화된 

벤토나이트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IAEA는 다음 사양을 갖는 압축

된 완충재를 추천하였다:

- 열전도도 : > 0.8 W/mK

- 비열 :  < 1.5 kJ/k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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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 약 2.0 g/cm3

- 양이온교환용량 : > 70 mmole/100 g

- 투수계수 : < 1.0 × 10-11 m/s

- 팽창계수 : > 15

- 몬모릴로나이트 함량 : > 60%

나. 완충재 두께 결정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의 완충재 두께 결정은 방사성 핵종 저지능 측면에서 결정

하였다.  결정된 두께를 이용하여 구조적, 열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 도의 압축벤토나이트를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완충재로 사용한다면, 

처분용기가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지하수에 의해 침출된 방사성핵종이 완

충재를 통해 처분장 주위의 암반으로 유출되는 주요 메카니즘은 확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완충재를 통해 주위의 모암으로 핵종이 유

출되는 현상은 고 도 다공성매질을 통한 확산이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상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도입

되었다:

   -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완충재는 일정하고, 등방성인 이온 확산계수를 갖는 다공성 매질로 간주된다.

   - 처분용기는 완충재 내의 정 중앙에 위치하므로 처분공의 단면은 처분용기가 

중앙에 위치한 상하, 좌우가 대칭인 구조를 갖는다. 

   - 처분용기의 전 표면에 균일하게 부식공이 형성되어 지하수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 처분공의 굴착 시의 충격으로 인해, 처분공 주위암반에 환형으로 손상영역이 

형성되었으며, 이 손상영역은 지하수가 흐르는 암반 균열과 연결되어있다.

   - 암반의 손상영역은 미세 균열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 영역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확산과 대류에 의해 일어난다.

   처분장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하면,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은 방사

성 붕괴를 고려한 2차원 확산이동으로 모사될 수 있다.  처분공의 단면을 보면 완

충재 내에 폐기물 용기가 정 중앙에 위치하므로 용기의 중심에서 보면 상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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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칭이다.  따라서 모델에서는 처분공 단면의 1/4 만을 고려하였으며,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유출은 다음과 같은 편미분방정식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i : 용액 상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

λi : 방사성 핵종의 붕괴상수

Dai : 방사성 핵종의 겉보기확산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 



  : 완충재의 공극률(porosity)

Dp  : 방사성 핵종의 세공확산계수(pore diffusion coefficient)

Kd : 방사성 핵종의 평형분배계수 

ρd : 완충재의 겉보기 도 

   내측의 경계조건을 해, 기에는 침출된 방사성 핵종이 처분장 조건 하의 용

해도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평형농도()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

성 붕괴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고 가정하 다. 완충재와 손상암반 역 사이의 계

면에서는 완충재에서 암반 쪽으로, 지하수의 강제 류에 의한 류 물질 달과 방

사성 핵종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은 가정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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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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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p 는 방사성 핵종의 세공 확산계수.  hr은 강제대류 물질전달계수, 그리고 

Cw는 완충재 주위의 손상 암반영역 내를 흐르는 지하수 중의 핵종 농도이다.  강제

대류 물질전달계수 hr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5.14, 5.15].

h r= (
4DeirU r

πd s )
1/2

                            

여기서 Deir는 암반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유효 확산계수(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Ur 는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유속이다.  ds는 흐르는 지하수와 접촉하

고 있는 완충재-암반 계면의 접촉 길이이며, 지하수가 수직 시추공과 직각방향인 

수평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이다.  hr은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대류와 방사성 핵

종의 확산에 의한 물질전달 효과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 인자이다. 이 관계식은 평

면 좌표에 대해 유도되었으며, 균열암반은 대등한 다공성 암반으로 모사되었다. 

  완충재-암반 계면에서 완충재의 단면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총 누적속으로 정의

되는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 Ri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A 는 완충재-손상암반의 계면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확산 유출이 일어나는 

단면적이다.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핵종으로 알려져 있는 12 개 방사성 

핵종의 완충재를 통한 유출률을 평가하였다.  평가대상인 방사성 핵종의 명칭과 붕

괴상수, 방사성핵종의 확산계수 및 평형농도의 값들을 표 5-11에 수록하였다.   

   처분장 폐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방사성 핵종들의 총 유출률을 완충재 반경방

향 두께의 함수로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사성 핵종의 총 유출률은 완충재의 두께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완충재의 두께를 증가시켜도 방사성 핵종 

유출률이 감소하는 정도는 줄어들어서, 두께 증가의 효과가 크게 낮아진다.  즉 핵

종들의 총 유출률은 완충재의 반경방향 두께가 0.25 m로 증가할 때까지는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0.5 m 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0.5 m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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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충재의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방사성핵종 유출의 감소효과는 거의 없다.

   핵종이동 저지의 관점에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적정 두께

를 선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점은 완충재 반경방향 두께의 증가에 따른 방사성핵

종 유출률의 감소 정도이다.  완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핵종 유출

률이 감소하나, 필요 이상으로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충재의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처분장 내의 온도를 상승시킬 가능성

도 있다.  방사성핵종의 유출저지 관점에서 보면, 완충재의 반경방향 두께는 0.25 

m 에서 0.5 m 사이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완충재의 최종 두께는 이 범위 내

에서 방사선적 안전성 측면과 열적-역학적 성능 측면 그리고 경제적, 공학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는 완충재의 두께로

서 0.5 m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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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처분장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 계산에 사용된 주요 핵종

의 확산계수 및 초기 평형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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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고준위폐기물처분장 폐쇄 후 1000년 경과 시 

완충재의 반경 방향 두께에 따른 방사성핵종 총 유출률.

다. 완충재 구조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방식은 수직처분 방식이다.  완충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완충재 재료물질은 국산 칼슘벤

토나이트이며, 완충재 블록의 건조 도(함수율 13 %)는 1.6 g/cm3이다.  처분공 

내 완충재의 형상은 그림 5-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처분용기 바닥과 상부 완충

재 블록은 디스크 형태이며, 처분용기 둘레는 환형의 파인애플 형태이다.  완충재의 

두께는 0.5 m이며, 바닥 블록의 두께는 0.5 m, 처분용기 위부분의 두께는 2.5 m이

다.  



- 79 -

그림 5-11.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개념도.

라. 완충재 성능평가

(1) 열 해석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은 ORIGEN-ARP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구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40년 냉각을 가정하였다.  처분용기와 완

충재 사이의 온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완충재의 열전도도는 1.0 

W/m℃를 이용하였다.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이용한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물

성은 표 5-12에 나타내었다.  열 전달 해석을 위하여 처분공을 중심으로 1/4 모델

을 설정하였다.  열 해석을 위하여 설정한 경계조건은 네 개의 수직단면은 대칭 조

건으로부터 단열조건을 설정하였다.  지표면 온도는 15 ℃가 유지되며, 지열구배는 

30 ℃/km를 가정하였다.

  처분공 주변 열 해석은 처분 후 100년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완충재와 처분

용기 경계에서의 최대온도는 처분 후 19년에 발생하였다. 그림 5-12에 처분 후 19

년 지났을 때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최대온도는 98.8 ℃이었다.  이 

온도는 완충재에서 요구되는 100 ℃ 미만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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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해석

  완충재 블록의 기계적 강도 평가를 위하여 바닥 디스크형 블록의 기계적 강도와 

암반의 움직임에 대해 완충재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현재의 개념에 의하면 처분용기 

바닥에 놓일 완충재 블록은 디스크 형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디스크 형으

로 제작할 경우 처분용기의 무게에 의해 완충재가 변형될 우려가 있고 변형이 될 경

우 이곳에 지하수가 고여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디

스크 형태의 블록에 대한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하여 디스

크 블록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외력 조건은 처분용기 자중만 평가에 고려

하였다. 그림 5-13에는 해석모델 및 변위구속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구조해석에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NISA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해석결과는 

deformation, z-deformation, von-Mises stress로 그림 5-14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완충재 블록의 변형은 1 mm 정도로 미미하였다.  따라서 디스크 블록 형태의 

완충재를 처분용기 바닥에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완충재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지하 암반의 움직임으로부터 처분용기의 건전성

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께 50 cm의 완충재로 둘러싸인 처분용기 구조의 반쪽 상

부 외곽에 10 cm 수평 암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경우 처분용기에 발생하

는 구조변형과 응력을 해석하였다.  구조물의 상하 중앙면을 기준으로 모델을 상부

와 하부로 나누었을 때, 암반의 움직임은 구조물의 상부 외곽에 정확히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델의 하부 외곽면은 구조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외부 강체인 암

반에 의하여 고정 지지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모델 하부에 적용된 구속 경계조건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나누어 평가하였다.  구조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반단면 형

상인 반원통을 모델링하고 그 대칭면에서는 대칭 구속조건을 가해주었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대해서는 Drucker-Prager 항복조건을 적용하였고, 구리로 

된 외부용기와 내부 용기에 대해서는 von-Mises 항복조건을 적용하여 재료의 항복 

조건을 정의하였다.  또한 초기 항복 이후의 연속항복에 대한 경화법칙은 어떤 경

화 매개변수함수에 의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동안 응력장에서 그 형상에 변화

가 없다는 등방경화법칙을 적용하였다.

  암반 움직임에 대한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발생한 최대 응력은 Case-1의 경우 

21.3 MPa, Case-2의 경우 10.8 MPa 이며, 이 값은 벤토나이트 항복응력인 0.17 

MPa보다 커서 부분적으로 소성변형이 발생하며 처분용기에 미치게 될 응력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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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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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열전달 해석을 위한 처분시스템 구성요소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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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처분 후 19년 지났을 때 완충재 주변 온도분포.

fixfix
그림 5-13. 완충재 디스크 블록의 구조 해석을 위한 모델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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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ormation

  

   

2. z-displacement

  

   

3. von-Mises stress

그림 5-14. 완충재 디스크 블록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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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상시설

1. 개 요

가. 처분시설 단지계획에 필요한 가정 사항

   1) 일반사항

      최종처분시설의 지상시설은 처분동굴 운영과 동일한 2040년 운전 개시하며, 

가용 기반시설이 없고 처분장 상부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시설 

계획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건설 및 운영 원칙으로서, 처분장은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건설과 병행하여 처

분장을 운영하며, 처분터널의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거치한 후 처분터널은 뒷

채움하는 것으로 한다. 

   - 본격적인 처분장을 건설하기 전에 부지특성 시험을 위한 지하실증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를 건설하며, 그 구성은 갱도(shaft), 실

험실(technical room), 접근터널, 파넬터널 및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시험을 위

한 몇 개의 처분터널로 한다.

   - 최종 처분장 운영에 있어서 초기 운전기간 20년 동안은 CANDU 사용후핵연

료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146 처분용기/년이고 한 개의 포장라인을 운영

하며, 한 개의 처분용기를 포장하는 시간은 1일로 한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되면, 이 후 30년 동안 PWR 사용후핵연료

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PWR 처분 379 처분용기/년이고,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두 개 포장라인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최종 처분시설 부지

   최종 처분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상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하였으며, 

지상시설은 작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처분용기 샤프트 인근 시설 : 포장시설, 운영시설, 안내 및 방문자 시설, 벤토

나이트 콘테이너 저장시설

   - 작업 샤프트 주변시설 : 작업 샤프트 건물, 사무실, 용수시설, 보일러실,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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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 파쇄암 저장시설

   주출입구는 포장시설 근접한 운영건물 인근에 설치되며, 접근 통제는 운영시설

에서 집중관리하게 된다. 또한, 포장시설은 핵물질 저장․취급이 수행되므로 별도의 

보안벽으로 분리하고 고정경비를 배치하며, 작업샤프트 주변시설은 일반산업계와 

동일한 보안체계로 운영 가능하고 고정경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 부지 배치의 원칙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시설의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 기존에 존재하는 주변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망, 전력망 등)의 이용을 극

대화한다.

   - 실제 설계시 파이프, 케이블 및 수송거리는 최소화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위치는 근접화한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시설은 전력소비

시설에 근접시켜 배치한다. 

   - 부속 시스템의 기능을 집중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

를 들어, 압축벤토나이트 블록의 중간 저장공간을 별도의 시설에 설치하지 않

고 포장시설에 위치시킨다. 

   - 설계 단계에서부터 처분시설 방문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과 

일반 방문객을 분리하여 처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방문객 그룹 규

모는 버스 한 대로 이송이 가능한 규모인 약 50여명 내외로 한다. 

라. 전력 공급

   처분시설로의 전력공급은 20 kV로 하며 독립된 별도의 예비 전력공급원을 구비

한다. 변환시설의 위치는 포장시설, 작업샤프트 시설 및 처분동굴의 통제구역, 비통

제 구역, 암반 파쇄시설로 하며, 작업샤프트, 처분용기 리프트, 작업자 리프트시설에

는 건식 변환기를 설치한다. 전력공급센터는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포장시설 전력공급센터와 작업 샤프트 전력공급센터를 두며, 각 공급센터로부터 공

급되는 시설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고, 공급센터로부터 소요시설까지의 연결은 

지하 케이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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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시설의 전력공급센터: 운전시설, 안내시설 및 지하의 통제시설에 공급

   - 작업구역 전력공급센터: 작업구역 사무실, 처분장의 비통제구역에 전력공급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 디젤발전기는 용량 600 kVA로 예비설비가 위치한 

곳인 포장시설에 위치시킨다. 

마. 난방, 온수공급 및 하수 처리

   처분장 지상 지하시설의 난방은 구역난방(district heating) 시스템을 이용하며, 

지상시설에서의 최대 가열량은 10 MW로 한다.

  처분장내의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으로의 난방은 처분장 비통제 구역의 경우 열

교환기는 작업샤프트에 설치하여 난방을 공급하며, 처분장 통제구역의 경우 열교환

기를 포장시설에 설치하여 난방을 공급한다.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용수공급이 어려

운 경우에는 별도의 용수 생산시설을 구비한다. 

  하수 처리시설은 주변 용수보다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암반 누출수를 정화

할 수 있는 저수조를 설치하고, 정화 후 바다 또는 지역하수로 배출한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일은 별도 분리하여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정화시스템에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처리하며, 처분장에서의 생활하수는 2,000 리터 플라스틱 콘테

이너로 처리한다. 

  처분장의 누출수는 작업 샤프트를 거쳐 1단계로 펌핑하여 지상으로 올리며, 암반 

누출수의 경우는 펌핑 전에 침전처리한다. 처분장의 누출수와 지하수 배수시스템으

로부터 처리된 오수 및 유수는 검사 후 직접 바다나 지역 하수망으로 배출가능하

다. 

바.  수송망

   1) 원칙

      처분장내에서 또는 처분장으로의 수송은 수송물질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처분장으로 들어오는 중량물 수송, 처분장 내에서의 중량물 수송, 경량물질 수송 

및 작업자 이동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의 수송은 분리되도록 하여 상호 간섭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처분장 부지로의 중량물 운반물질 : 사용후핵연료, 빈 처분용기, 중장비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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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 벤토나이트 블록 등

   - 처분 부지 내에서의 중량물 운반 : 굴착암 운반, 벤토나이트 운반

   - 경량물질 운반 : 기타 재료 수송 및 공급, 처분부지로부터의 쓰레기를 외부로 

수송

   - 작업자 이동 : 기본적으로 처분부지로 또는 처분장으로부터의 이동은 개인차

량 이용

   2) 중량물 수송

      중량물의 수송은 처분장 지상시설의 평균 포장율에 근거하여 육상 수송 또는 

해상수송을 고려한 물질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는 32개를 

적재할 수 있는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격주로 두 개씩 도로수송하며, 신규의 빈처분

용기는 격주로 처분장으로 수송한다. 

   3) 경량물 수송

 처분장 내에서의 경량물인 일반물품, 음식 등은 매일 이송 또는 수시 이송하

며, 건설 폐기물, 침전수의 침전물 및 먼지 필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

다. 또한, 유기물질 등은 지역 쓰레기장에 주 1회 이송하여 처리한다.

   4) 작업자 및 방문객 이동

 지상 시설로의 작업자 이동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공용차량으로 이동

하는 것으로 하며, 운영시설과 작업자 샤프트 사무소 건물에는 주차장 시설을 구비

한다. 

  방문객은 버스를 이용하며,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정보센터 부근에서부터 이

동하는 것으로 한다.

사. 처분장 작업자

   작업자는 3교대 근무를 하는 보안요원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동안 포장시설의 통제는 운영건물에 있는 보안센터에서 감시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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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자는 필요없이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을 교차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아래와 같이 작업자 동선을 처리한다. 

   - 핵물질 취급 작업자는 통제구역 접근이 가능한 운영건물에서 접근

   - 작업자 샤프트 리프트는 처분시설 건설 및 터널 뒷채움을 위해 사용

   - 굴착암 파쇄작업은 외부계약자와 수행

아. 처분 부지의 건물 및 구조물

   처분장 지상시설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은 아래와 같으며, 가상 부지에서의 배

치개념을 그림 5-15에 보이는 바와 같다. 

   - 처분용기 샤프트 주변 : 포장시설, 운영건물, 전시실, 정보센터, 방문객시설

   - 벤토나이트 콘테이너 저장구역

   - 작업 샤프트 빌딩

   - 굴착암 저장 구역

그림 5-15. 가상부지에서의 지상시설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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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시설

가. 포장시설 설계 기준

   1) 처분용기

      PWR 사용후핵연료용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규모는 동일한 규

모로 하며, 이의 외경은 1.02 m, 총길이는 4.83 m, 연료 적재시 총무게는 약 

25,000 kg이다. 각 처분용기의 내부용기 구조는 서로 다르며, PWR 처분용기는 네 

개의 핵연료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CANDU 처분용기는 33개들이 바

스켓을 9개 층으로 구성하여 297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용기의 재질은 심부지하에서의 압력과 완충재의 팽윤압에 견딜 수 있도록 내

부용기는 탄소강으로 하고, 외부용기는 1,000 년 이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내부식 

재질인 구리로 한다. 또한,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정치할 때 낙하사고 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용기의 표면선량은 방사분해 및 완충재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1.0 

Gy/h이하로 한다. 

   2) 포장률

      처분장 지상에 위치한 포장시설에서 생산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처분용

기의 생산율은 아래와 같다. 

     - CANDU : 2040년 운영개시 후 20년 동안 2,835 개 처분용기 포장

       ․146 처분용기/년, 3 처분용기/주

     - PWR : CANDU 처분 후 30년 동안 11,375 개 처분용기 포장

       ․379 처분용기/년, 8 처분용기/주

  따라서, 시설 규모의 기준을 1 처분용기/일/라인으로 고려할 때, CANDU 사용후

핵연료는 한 개 포장라인, PWR 사용후핵연료는 두 개 포장라인이 필요하게 되며, 

CANDU 사용후핵연료 포장을 완료하게 되면, CANDU 라인은 PWR 라인으로 수정

한다. 

   3) 포장시설 설계원칙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적재하는 포장시설의 설계원칙은 아래에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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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다. 

     - 포장시설 배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료는 직선형 포장라인에서 포장

       ․핫셀, 용접챔버 및 검사챔버는 포장라인 상부에 위치

       ․처분용기는 궤도위에 장착된 처분용기 이송기로 이송

     - 포장라인은 두 개 라인으로 하되, CANDU 사용후핵연료 포장완료 후, 두 

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포장라인을 확보한다.

     - 핫셀은 두 가지 사용후핵연료 형태(PWR, CANDU)에 대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후핵연료 인수공간/처분용기 저장고는 두가지 사용후핵연료 형태에 대

해 공용사용한다.

     - CASTOR V/32 수송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개 수송용기당 32개의 PWR

형 사용후핵연료가 수송되며, 이 수송용기의 제원은 외경은 2.451 m, 높이 

5.029 m, 무게 125 톤이다. 한 개 수송용기로 8개의 처분용기를 생산하게 

되며, 포장시설에는 1개월 운영용량인 5개 수송용기 저장 공간을 구비한다. 

     - CANDU 수송용기의 제원은 지름 1.42 m, 높이 5.71 m, 내부에 사용후핵

연료를 포함한 무게는 약 50톤으로, 한개 수송용기당 한개 처분용기를 생산

하는 것으로 한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33개들이 바스켓으로 취급하며, CANDU 연

료 바스켓은 처분용기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처분용기의 임시저장고는 1 개월 운영분량인 40 개의 처분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구비한다.

     - 처분용기의 처분장으로 이송은 처분용기 샤프트(용량 50 톤)로 이송하며, 

이때 샤프트의 속도는 3 m/s로 한다. 

     - 압축벤토나이트 블록은 처분시설 외부에서 제조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하며,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는 포장라인 상에 배치한다. 또한,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의 용량은 1개월 운영용량으로 재사용가능한 철제박스로 취급한다.

     - 방문객에 대해서는 포장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

   4) 안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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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내에 설치된 장비 및 용기에 대한 안전등급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처분용기 : Safety Class 2

     - 사용후핵연료 취급 시스템 및 장비 : Safety Class 3

     - 기타 : Safety Class 4 또는 Non-Safety Category

나. 포장시설 주요 기능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PWR/CANDU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후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검사, 처

분용기 유지/보수 및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하

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전,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및 저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기능별 공정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서 기술하

는 바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인수 및 저장

     - 수송 트레일러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하역하고 검사(핵물질 보장

조치 등 서류 포함)를 수행한다.

     - 수송용기의 방지 커버를 제거한 후, 차량/방진 커버 세척, 충격 흡수장치 제

거 및 외부 오염 검사한다.

     - 수송용기 수직 전환 후 지하 이송복도로 하강시키며, 필요시 임시저장(저장

고 용량 : 5개 PWR 수송용기 또는 15개 CANDU 수송용기 저장)한다.

     - 궤도 이송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수송용기를 이송한 후, 핫셀 접속 및 빈 처

분용기를 핫셀에 접합시킨다.

     - 사용후핵연료가 적재된 수송용기는 무게 140톤, 빈 처분용기의 최대 무게

는 약 25 톤 정도이다.

     - 수송용기는 이송복도에서 사용후핵연료 하역을 위한 다음 준비작업을 수행

한다.

       ․에어락이 설치된 교환실을 통하여 작업실 진입.

       ․외부 뚜껑 볼트 제거, 외부 뚜껑을 제거, 지지프레임에 정치.

       ․수송용기는 가스분위기의 수분량과 방사능을 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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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기 불활성 가스는 공기로 교체.

       ․내부 뚜껑의 볼트를 제거하고 수송용기 어댑터를 설치 : 핫셀 내 내부 뚜껑

용 어댑터를 설치함.

     - 어댑터가 설치된 수송용기는 핫셀에 접합한 후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하역이 완료된 수송용기는 작업실로 돌려져 어댑터를 제거하고 내/외부 뚜

껑 볼트를 조인다.

   2) 핫셀작업 : 처분용기 포장

     - 수송용기가 핫셀에 접속되면 Kr-85와 같은 오염된 공기의 외부누출 방지를 

위하여 핫셀은 저압을 유지한다. 

     - 사용후핵연료 하역작업 시작 전에 포탈 크레인으로 수송용기 상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핫셀 구역 내에서 수송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습식으로 수송되므로 포장 전에 건조가 필요하

게 되며, 이를 위하여 압력용기(autoclave)의 내부 랙에 저장한다.

     - 처분용기도 수송용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핫셀에 접합한다. 처분용기 외부뚜껑

인 구리뚜껑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핫셀 내부로 반입하지 않고 외

부에 위치시킨다.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취급장비인 원격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취급

하여 처분용기에 적재하며, 이때 취급장비의 제어 및 계측장비는 유지보수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핫셀 외부에 설치한다.

     - CANDU 사용후핵연료는 다음을 제외하고 PWR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공

정을 수행한다.

       ․CANDU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수송 : 건조가 필요 없음.

       ․연료 다발은 바스켓(33개)으로 취급.

       ․바스켓을 직접 처분용기에 적재.

     - 정상 운전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은 금지하며, 비상시를 고려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구를  설치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셀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스틸로 라이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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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심부품/기타 금속부품-제어봉과 검침기 등은 수송용기로 포장시설에 이송

/포장하여 처분한다.

   3) 처분용기 용접 및 검사

     -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 후 구리 뚜껑을 처분용기에 장착시킨다.

     - 구리뚜껑의 용접은 전자빔 용접방법 또는 마찰교반 용접방법을 적용하며, 

전자빔 용접방법을 위한 진공 챔버는 방사선 방호장비를 구비하되  용접 중 

작업자의 접근은 할 수 없도록 한다. 

     - 전자빔 용접기는 수직 위치로 장착되며 고정식이고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용접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다.

     - 용접결함 발생 시 결함부위 보수를 위한 재용접을 수행하며, 재용접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가공하여 해체 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용기에 적재하도록 한다.

     - 용접부위의 건전성 검사를 위해 용접부 가공 후 비파괴 검사수행-초음파검사  

 /X-ray 검사를 수행하며, 개략적인 방법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초음파 검사 - 검사장비를 처분용기 검사 부위에 위치시킨 후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검사.

       . X-ray 검사 - 특수 챔버에서 수행하며, X-ray 검사기는 고정, 회전판위

에 수직으로 장착된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검사수행.

   4) 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용기 이송

     - 처분용기 검사가 완료되면, 자동조정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처분장 또는 임

시저장고로 이송시킨다.      

     - 포장이 완료된 처분용기의 임시저장고는 필요시 20 개의 처분용기를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당하며, 임시저장 없이 직접 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절차를 축소하고 오류를 감소할 수 있다.

   5) 벤토나이트 블럭 취급

     -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에서 제조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하며, 취급은 금속

재 박스로 포장하여 지게차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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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는 포장시설에 위치시키며, 처분용기 샤프트를 통하여 

처분장으로 이송시킨다.

     - 지하시설에 임시저장고를 구비하여 벤토나이트 블록을 임시 저장한다.

   6) 제어 기능

     - 포장시설에 필요한 제어기능으로는 생산 제어, 공정 제어, 핵물질 보장조치 

제어, 방사선 감시, 누출 및 선량 제어, 접근 제어 등이 있으며, 핵물질이 

취급되는 포장시설과 처분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핵물질 보장조치는 핵물질의 서류관리로 시행하며,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국제 기

준에 따라 핵물질의 질과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시설에는 계측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공정은 완전 자동화 및 원격작업으로 수행되며, 통제실은 감시만 수행하도

록 한다.

     - 구리뚜껑 용접을 위한 전자빔 용접기 또는 마찰교반 용접기, 링기, 용접검

사 장비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장치 등, 기계장비 구입시 제어시스템 등이 포

함된 완전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7) 폐기물 관리 및 최종 처분

     -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운영 중에는 주로 핫셀과 수송용기 제염시 고체 및 

액체폐기물이 발생하게 하며, 이들 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처분용기 샤프트 

부근에 포장시설 운전/해체의 폐기물 최종처분을 위한 동굴 확보가 필요함. 

     - 방사선구역 환기설비에서 발생한 사용후필터 등의 폐기물은 포장 후 처분장

에 처분한다.

     - 핫셀 유지보수시 발생된 부품은 제염실에서 제염 및 보수 불가능 부품은 포

장하여 처분한다.

     - 대부분의 폐기물은 시설 해체시 발생하며 모든 핫셀 부품은 처분장에 처분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정폐기물 총량은 해체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3,000 

m
3 정도로 예상된다. 

다. 지상 포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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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은 처분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이 시설의 위치에 따

라  타 시설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 시설은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통제구역에 

위치하며 타시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규모는 82 m(L) x 46 m(W)로 총 

부피는 약  60,000 m3로 바닥은 -8.4 m(최저 -12 m), 최고층은 +9.6 m, 지붕높

이는 14.50 m이며, 포장시설 및 공정개념은 그림 5-16과 같다. 

그림 5-16.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및 공정개념.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의 각 위치별 설명은 그림 5-17 및 5-18과 같으며, 이를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EL -12.00 m

     - 정수 및 통제구역 배수시스템의 집수 탱크가 위치함. 중력을 이용한 배수, 

바닥 배수시스템실은 배수 탱크와 펌프가 구비된다.

     - 바닥에는 여과시스템과 필요한 부속설비 및 저장실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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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Level -8.40 (지하층).

그림 5-18. Level +0.00 (1 층).

   2) EL -8.4 m

     - 포장시설 내의 중요한 작업이 수행되는 층으로서, 이 층의 높이는 가장 긴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포장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는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수송용기 이송복도로 하강

시키며, 수송용기의 보호커버를 제거하고 수송용기로부터 표면오염도 측정

을 위하여 시료 채취를 하며,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표면세척을 위한 설

비가 구비된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이송 복도의 바닥과 벽은 스테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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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로 라이닝한다.

     - 처분용기는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에 의해 이

송하며, 캐스크 이송복도의 궤도를 따라 구동한다.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는 

승하강 기구가 있어 처분용기를 핫셀 바닥과 용접 챔버 위로 도킹이 가능하

도록 한다.

     - 핵연료 집합체는 핵연료 수송용기로부터 핫셀로 인양된다. 처분용기에 적재 

전에 집합체는 압력용기(autoclave)에서 건조되는데, 압력용기는 핫셀 내 임

시저장고로도 사용가능하며, 압력용기의 부속 시스템을 위한 공간은 핫셀 아

래에 위치시킨다. 압력용기는 PWR 형과 CANDU 형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위한 공용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처분용기 이송복도의 검사실에서 X-ray 장비를 이용한 처분용기 뚜껑 용접

부에 대한 검사 수행한다. X-ray 빔 방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3.5 m 콘

크리트 차폐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처분용기를 회전시키고 방사선 빔을 

고정시킨다. 

     - 처분용기 중간저장소에서 처분용기는 최종 처분장으로의 이송을 대기하게 

되며, 중간 저장소는 차폐막 후면의 처분용기 이송복도와 연계된다. 중간저

장소는 40 개의 처분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처분용기는 자

동안내차량으로 리프트까지 운반되어 지하처분장으로 이송된다.

   3) EL 3.4 m

     - 3.4 m 위치는 시설의 일부를 덮는 중간 위치로서, 이 위치에 있는 유지보

수 복도는 청정구역에 속한다. 이 유지보수 구역에서 방문객은 차폐창을 통

하여 포장공정을 추적할 수도 있으며, 각종 케이블 실도 이 구역에 위치한

다. 

   4) EL 7.0 m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는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인수되고 저장되며, 6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적재공간이 확보된다. 인수구역은 사용후핵

연료 수송용기를 인양하고 이송하기 위하여 인양용량이 140톤인 브릿지 크

레인이 구비된다. 

     - 새로운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인수되고 적재된

다. 이곳에는 40개의 처분용기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며, 새로운 처분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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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크레인으로 처분용기 이송복도의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로 직접 통하

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하강시킨다.  

     -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핫셀과 용접챔버인 그라운드레벨에서 수행된

다. 핫셀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로부터 집합체 인출, 압력용기로의 집합

체 이송 및 처분용기로 이송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하역크레인이 구비되어 

있다. 

     - 핫셀에서는 처분용기를 위한 접합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내부 처분용기의 

가스 분위기를 교환하고, 처분용기의 내부 뚜껑을 조이며, 내부 처분용기의 

봉상태를 점검한다. 처분용기 접합구의 구동기는 핫셀 밖의 유지보수실에 

위치한다. 

     - 핫셀은 전체를 스테인레스 스틸로 라이닝한다. 핫셀은 진공환기 시스템과 

방사화 입자 여과 시스템이 구비된다. 핫셀의 진공시스템은 크러드(crud)나 

핵연료 부스러기 또는 입자를 집진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처분용기의 집

합체 삽입구에 쓸어 넣을 수 있도록 한다. 

     - 포장공정의 제어 복도는 핫셀 벽 뒤에 위치시키며, 운전자는 제어복도에서 

차폐창을 통하여 핫셀을 직접 육안으로 보며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접챔버는 처분용기 이송복도 궤도의 상부에 위치하며, 이는 연료 처분용

기를 용접 진공챔버에 접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용기의 뚜

껑은 전자빔용접기로 진공챔버에서 용접하거나, 마찰교반용접으로 용접한

다.  전자빔 용접 또는 마찰교반 용접 시스템의 부속시스템은 용접 챔버에 

위치시키며, 진공챔버는 방사선 방호설비가 구비되고, 용접챔버는 용접 중

에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X-ray 검사기계는 용접챔버 부근에 위치시

킨다.

     - 액체폐기물 고화시설은 그라운드 레벨에 위치시킨다. 그라운드 레벨에는 방

사화 물질 작업장이 있으며, 전기 공급 시스템실과 저장/비축실이 위치한다.

     - 벤토나이트 블록저장고는 포장시설의 단부에 위치하며, 완성된 벤토나이트 

블록은 처분용기 리프트를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송된다. 벤토나이트 블록

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분용기 리프트로 이송되도록 팔레트 위에 포장된

다.

   5) EL 11.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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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m 위치는 중간층으로서 제어실과 포장시설의 계측제어 장비실이 이 

층에 위치한다. 핫셀 공기 냉각 및 정화실은 핫셀 인근에 위치하며, 통제구

역의 진공시스템 센터도 이 층에 위치한다. 

     - 4.8 m의 유지보수 복도는 핫셀 둘레에 설치되며, 방문객은 여기서 차폐창

을 통하여 핫셀에서의 작업 견학 및 사용후핵연료 인구수역에서의 작업 견

학이 가능하다.

   5) EL 15.40 m 

     - 환기설비 장비와 처분용기 리프트 장비실이 이 층에 위치한다. 

     - 처분장 통제구역 환기설비는 처분용기 샤프트에 근접하여 위치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환기 덕트는 구조물을 수평적으로 관통하지 않고 직접 환기구역으

로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 청정구역과 통제구역은 환기 장비에 있어서 각각 

특수한 공간을 갖게 된다.

     - 핫셀 제염센터와 방사물질 작업장도 이 층에 위치하며,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핫셀 부품은 직접 처분대상이 아니면 우선 제염센터로 이송되어온 

후 방사화 물질 작업장으로 이송된다. 이러한 공정 절차를 위하여 인양장치

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운영시설

가. 운영시설의 목적

   운영시설은 고준위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의 행정기능 및 포장시설 운전/유지보수 

설비를 집중화하기 위한 시설로, 작업자 식당 및 응급센터, 처분장으로의 통제구역 

승강기, 접근 통제관리 센터, 방사선량 감시 및 방사능 누출 통제, 보안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설은 탈의실을 포함하여 방문객 5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운영시설 주요 기능

   운영시설의 주요기능은 포장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을 관리하

는 것이다. 포장시설에서 작업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방문객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영시설의 통제지점을 통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처분장의 통제구

역에 진입되도록 하고 방문객은 지하의 탈의실에서 의복교체 등 방사선 구역진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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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소는 주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시켜 주출입구를 통하여 운영시설로 접근하도

록 하는데, 포장시설로의 접근은 지하 복도는 통제구역 진입용, 지상 복도는 비통제

구역 진입용으로 하여 두 개의 복도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방사선량 

관리는 통제지점과 동일하게 집중관리 하도록 한다. 

  경비/경보센터는 통제소에 설치하며, 경비는 최소 두 명의 요원에 의해 감시하도

록 하고, 소방 설비는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소방서 및 구급서비스와 연계되도

록 한다.

다. 운영시설의 규모 및 위치

   운영시설은 작업 샤프트 건물방향으로 포장시설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규모는 

건물길이 42 m, 폭 16 m, 부피는 120,000 m3 정도이다. 직원 복지실 및 기술관리

실과 통제구역진입을 위한 통제소는 지하층에 위치하며, 작업자 전용 복도 및 승강

기를 설치한다. 

  출입구 홀과 통제소, 작업자 식당, 방문객 캐비넷은 1층에 위치하며, 응급센터, 

화장실 및 차량 통제소도 1층에 위치시킨다. 2층부는 유지보수용, 기술지원 및 행

정용으로 사용하며, 개방형 사무실로 하는 것보다 개인 사무실형으로 하는 것이 선

호되며, 모든 층에는 공용회의실, 휴식과 회의실이 위치하고 환기설비는 옥상층에 

위치시킨다.

라. 운영건물의 특성

   시설로의 접근통제는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주 통제는 모든 방향 감시가 가능

한 홀 중앙부에 위치시키며, 지하의 통제소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경

찰서 및 소방서와 직통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5-19는 운영시설 개념도를 나타낸

다.

         

그림 5-19. 운영시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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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샤프트 시설

가. 작업 샤프트 시설 목적

   이 시설은 처분장 건설 작업 통로을 위한 시설로 모든 건설 중장비 투입통로, 굴

착암 배출 및 뒷채움 재료 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통제 구역으로의 

환기, 암반 누출수 배수, 용수와 전기 공급 및 처분장 비통제구역으로의 진입을 위

한 통로가 된다. 또한, 중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작실, 비통제구역 환기설비 및 뒷

채움을 위한 벤토나이트 중간저장소도 작업샤프트 시설에 위치시킨다.

나. 작업 샤프트의 주요부 및 기능

   작업 샤프트 시설은 그림 5-20과 같으며,  주요부 및 그 기능은 아래에 기술하

는 바와 같다.

 1) 작업 샤프트

- 작업 샤프트 건물의 작업은 작업샤프트와 작업샤프트 승강기부근에 집중된다. 

- 작업 샤프트는 10톤 용량의 승강기를 구비한다 : 굴착암 배출, 뒷채움재 수송, 

자재 및 작업자 수송, 처분홀 굴착토 배출.

- 승강기는 작업자 및 장비를 위한 영역을 구분하여 구비한다 : 작업자와 굴착

암은 동시에 이송 불허.

- 작업 샤프트 벽에는 20 kV 전력공급선을 설치한다.

- 누출수 배수를 위한 파이프 및 음용수, 용수용 파이프를 작업 샤프트에 설치

한다.

- 처분장 비통제구역의 환기를 위한 샤프트를 설치한다.

 2) 벤토나이트 중간 저장

- 뒷채움재 혼합설비를 처분장에 위치시키며, 뒷채움재의 혼합비율은 30 % 의 

칼슘벤토나이트와 70 %의 파쇄암을 이용한다.

- 일일 최대 벤토나이트 소요량은 약 200 ton으로, 20 ft 콘테이너의 용량은 벤

토나이트 약 20 톤이므로, 하루 10개의 콘테이너가 소요된다. 벤토나이트는 

200 kg들이 대용량 백에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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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 컨테이너의 수송은 전용 이송장비를 이용하며, 콘테이너로부터 승

강기로의 벤토나이트 적재는 지게차를 이용한다. 

 3) 전력 공급센터

- 전력공급센터는 작업 샤프트 자체 전력, 처분장 비통제구역 소요전력을 공급

하기위하여 작업 샤프트시설에 위치시킨다.

- 가장 큰 전력 소비체는 작업 샤프트 승강기이며, 변환기, 스위치 기어시설, 저

전압 스위치기어 캐비넷 및 전력 측정계는 전력공급 센터에 설치한다.

 4) 중장비 공작실

- 작업 샤프트 건설과 관련 있는 중장비는 승강기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는 중

장비 공작실에서 해체한다. 

- 처분장 기계의 유지보수는 중장비 공작실에서 수행되며, 특히 처분장의 지하 

공작실에서 만들 수 없는 정확도가 요구되는 장비의 수리는 중장비 공작실에

서 수행하도록 한다.

- 굴착암 적재기의 차량, 분쇄기, 분쇄암 컨베이어 및 건설 중장비는 20 톤 크

레인, 용접기, 가공기, 검사기 등이 설치된 공작실에서 유지보수, 전자장비도 

중장비 공작실에서 보수한다. 

- 유효 전압 세척기가 구비된 장비세척 설비가 중장비 공작실에 설치되며, 배수 

시스템은 오일류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작실 사무실은 벽 외부에 설치하여 충분한 채광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 및 기타 공구 저장을 위한 저장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5) 환기 설비실

- 비통제 구역에 대한 환기 설비는 작업 샤프트 시설의 1층에 위치시킨다.

- 환기설비는 인입팬, 배출팬, 인입공기건조기, 인입공기가열기, 열 회수기 등으

로 구성하며, 배출 공기 배기 구역에는 소음기를 장착한다. 또한 배출공기 팬

과 병렬로 연기 배출기도 설치한다.

- 비통제 구역의 공기 환기율은 100 m
3/sec 정도로 13,000 Pa 압력으로서  2 

MW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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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굴착암 인양 및 뒷채움을 위한 파쇄암 수송

- 굴착암은 작업 샤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인양한다. 인양된 굴착암은 사일

로로 이송하고, 이곳에서 굴착암 저장고로 이송하며, 처분공의 굴착토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파쇄암은 저장고로부터 적재기를 이용하여 적재 사일로로 이송하며, 사일로 

규모는 약 20 m3 로 한다. 사일로의 충전은 연속작업으로 수행되며, 사일로에

서 계량하여 승강기를 통하여 처분장의 뒷채움 적치장으로 이송한다. 벤토나

이트는 큰 백에 저장되어 작업자 샤프트 승강기를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송

한다.

- 뒷채움재 혼합설비는 비교적 큰 규모의 용수 소비원이므로, 혼합을 위한 서비

스 용수는 작업 샤프트를 이용하여 운송한다.

 7) 작업 샤프트 리프트

- 리프트용 설비는 리프트 탑 상부에 위치시킨다.

- 작업 샤프트는 철재 제작 가이드가 필요하며, 로프(rope) 형태의 가이드 사용

이 가능하며, 균형추는 자체 가이드가 필요하다.  

- 드럼형 리프트 설비는 작업 샤프트 건설기간 중 사용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마찰형 호이스트 설비(friction hoist machinery)를 사용하도록 한다.

- 균형추가 10 톤이면 모터는 약 1,000 kW가 소요되며, 리프트 용량은 110 톤

/h 으로 한다. 

다. 작업샤프트 건물 규모

  - 작업샤프트 지름을 6 m로 건물규모는 40 m (L) × 20 m (W) × 30 m (H)이

며, 부피는 12,000 m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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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작업샤프트 시설 

개념.

   

5. 작업 샤프트 사무실 

가. 작업 샤프트 사무실

   이 시설은 작업 샤프트 시설과 처분장 비통제구역 작업자용 시설, 직원용 복지

를 위한 시설로, 암반역학 실험실과 화학실험실, 굴착 코어저장소 등이 위치한다. 

지하 처분시설 건설시 수집되는 지질 정보는 이 건물에서 분석하며, 처분장 비통제 

구역으로의 방문객 접객을 수행한다.

나. 주요 기능

   작업 샤프트 사무실 시설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은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1) 사무실

      - 지질 측정자료 수집/분석, 예비 암반 특성 및 지질 기술 모델링과 수정/보

완을 수행한다. 

      - 지하수 모델 생성 및 유동을 분석한다. 

    2) 유지 및 서비스 기능

      - 방문객 접객(방문객 규모 50명), 방문객 탈의실, 작업자는 별도의 복지시설 

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위한 충분한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저장 기능

      - 굴착된 코어시료 저장 선반은 작업 샤프트 인근 1층에 위치시키며, 코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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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스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송한다.

      - 저장소는 7.2 m(H) x 15 m 규모의 두개 선반을 확보한다. 2층 실험실에

서 는 코어시료에 대한 사진촬영 및 상세분석을 수행하며, 2층으로의 이송

은 서비스 리프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 코어 저장고 맞은편에는 플러그, 호스, 밸브 및 전선 등을 위한 저장고가 

있으며, 저장고는 서비스 리프트 가까운 저장고를 제외하고 복층구조이다.

    4) 실험실

      - 화학․물리 실험실은 2층에 위치시키며, 서비스 리프트를 이용하여 샘플을 

이송한다. 뒷채움 재료 실험실은 이 건물에 위치시키며, 실험실 계측장비

를 위한 공작실을 위치시킨다.

다. 작업 샤프트 사무실 건물 규모

   이 건물은 작업 샤프트 건물 인근에 위치하며, 규모는 50 m(L) × 16 m(W)로, 

부피는 약 8,000 m3 이다.

6. 용수 및 가열 센터

가. 목적

  용수시설은 처분시설 및 처분장에서의 음용수와 시설 용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지

역의 용수라인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소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 

200 m3의 수조탱크도 구비한다.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며, 탱크는 100 m3로 가열

센터와 인접하여 설치한다. 화재진압설비 저장고는 가열센터 부근에 설치하며 저장

고는 60 m2 정도 규모로 한다. 

나. 주요 기능

   용수 및 가열센터의 주요기능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공정 및 서비스 용수 생산

     ․지역 용수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소방수와 관련하여 사용가능하도록 200 m3 용량 탱크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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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처분장을 포함한 시설 내 음용수/서비스 용수를 생산하며, 화학적 분석

과 필터가 필요하다.

     ․평균 일일 소요량은 100 m3, 용수시설로부터 나오는 배관의 지름은 60 mm

으로 한다. 

     ․용수시설 생산량은 300 m3/day로 한다.

    - 구역 난방열 생산

     ․연간 열량 생산량은 20,000 MWh로 하며, 이중 지하처분장에서의 소요량은 

12,000 MWh이다. 

     ․포장시설의 열소비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가열을 위한 오일은 200 톤/월로 한다. 

     ․평균 가열전력은 20,000/8,760 = 2.36 MW이며, 최대 보일러 용량은 약 10 

MW, 최대 가열전력이 10 MW이면, 구역난방 배관은 유속이 4 m/s로 제한

될 때 1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열 센터로부터 소비장소까지는 구역난방 배관으로 유도된다.  비통제구역은 

작업 샤프트시설에서 가열되고, 통제구역은 포장시설에서 가열된다.

다. 시설 규모

   용수시설과 가열시설은 작업 샤프트 부근에 설치하며, 각각의 시설규모는 용수

시설은 12 m(L) × 12 m(W) 및 부피 1300 m3, 가열시설은 20 m(L) × 12 (m) 

및 부피 약 2200 m3 이며, 이 시설의 굴뚝은 30 m 높이로 설치한다. 화재진압설

비는 가열시설과 관련하여 설치하고, 용수시설은 가열시설과 연결되며, 이 경우 공

용 배관 채널을 이용한다. 용수시설은 추후 필요시 제거가능 하도록 가열시설과 분

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정보 센터

가. 목적

   이 시설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방문객 접견시설

로 영구적, 가변적 전시실 설치, 전시 및 공용계획 수립, 방문 및 국제 연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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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 

나. 정보센터 규모/위치 및 설비

   정보센터에 대한 개념은 그림 5-21에 묘사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설명은 아래

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정보센터는 도로 측면에 운영시설과 인접하여 건설한다.

- 규모는 48 m(L) x 18 m(W)로 부피는 약 10,000 m3이며, 120 명 수용가

능한 가변 전시실과 음향실이 1층에 위치한다. 또한, 기념품 가게, 음식점, 

식당, 부엌, 화장실 등도 1층에 위치시킨다. 

- 2층에는 사무실과 영구 전시실이 위치하며, 그 위층으로 사무실, 세미나실, 

및 공기 조화설비가 위치한다. 

     - 정보센터 입구의 홀은 밝고 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1. 정보센터 개념.

8. 굴착암 저장소

가. 굴착암 저장

   지하 처분장 건설시 작업 샤프트로 인양되어 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굴착암

은 이 시설에서 저장된다. 저장소 바닥면적은 약 55,000 m3 이며, 높이는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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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쌓기 경사는 40°로 이때 부피는 약 350,000 m3 이며, 이는 1년 반 정도의 인

양 굴착암 양과 일치한다. 저장고에는 파쇄기와 파쇄암 저장소가 포함되며, 그림 

5-22에 묘사된 바와 같다.

나. 파쇄기

   굴착암 파쇄기는 이동형이며, 컨베이어는 고정용으로 설치하고, 파쇄작업 계약자

는 굴착암 이송 책임을 가지게 된다.

  파쇄 작업시에는 물을 분사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굴착암은 파쇄암에 

유기물이 함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쇄전에 압축수로 세척한다. 파쇄는 필

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고 파쇄 공정 및 시간은 

뒷채움 공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분석하여 최적화가 필요하다.

다. 파쇄암 저장소

   파쇄암은 한 개의 더미로 저장, 한 개 더미의 규모는 20 m(바닥) × 6 m(높이), 

길이 200 m 정도로 이때 부피는 약 15,000 m3이며, 뒷채움 한달반 분량으로 설정

한다. 다량의 분진 발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관시에는 저장소를 보호

할 필요도 있다. 파쇄암은 광산 차량으로 작업샤프트 건물 1층의 적재 사일로에 이

송시키며, 사일로의 용량은 20 m3으로, 파쇄암은 이곳에서 지하시설 뒷채움 준비실

로 이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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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파쇄암 저장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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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지하시설

1. 개 요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래로 현재 네 개 부지에서 가압경수로 16기와 중수

로 4기가 운영 중이며, 정부에서 공고한 ‘제2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8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난 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부지

의 저장고에 습식 또는 건식으로 보관되며, 표 5-13은 2005년 말 기준 각 부지의 사용

후핵연료 저장고 용량 및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7년 이

후 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들 원전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약 36,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Reactor

Type

Reactor Site 

(As of 2004)

Storage

Capacity 
(tU)

Spent Fuel

Stored (tU)

(As of 2003)

Expected

Year

To be Full

PWR

Kori

(4 units)
1,737 1,476 2008

Younggwang

(6 units)
1,696 1,250 2008

Uljin

(6 units)
1,642   950 2008

CANDU
Wolsong

(4 units)
4,960 4,286 2006

 
Total

(20 units)
10,035 7,962 -

표 5-13. Spent fuel storage capacity in Korea (2005년 말 기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활

용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관리 대안으로

서 직접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처리에 의한 혼합핵연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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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해도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 혼합

핵연료의 처분기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또는 후행 핵연료주기기술 완성을 위한 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스웨덴, 독일, 영국, 핀란드,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환경보

호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300～1,000 미터의 심지층에 처분하고자 지속적인 연

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고준위폐기물 처분기

술을 개발해 왔다.

  본 절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한국형 기준 처분시스템의 수직형 처분에 대한 예비개념설

계 내용을 기술한다. 지하처분장을 위한 부지는 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화강암반을 

기반암으로 하는 일반적인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예비 개념설계의 범위는 추후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념설계를 위한 기본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지하 처분장 터널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예비 개념 설정 

․지하 처분장의 건설 방법 및 추후 폐쇄 방안  

․지하 처분장 운영 방법 설정 

․기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하 처분장 대안개념 도출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대한 예비 개념설계의 결과는 향후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장기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료

․처분부지 조사를 위한 프로그래밍: 차후에 중점적으로 수행할 항목 도출과 같은 기

술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지침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된 일반 대중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정보교류 수단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위한 근거 자료 

․사업 계획 개발  

․예산 및 기금 산출을 위한 공학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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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기준 수직처분시스템(KRS-V1) 개념

가. 처분시스템 설계 가정 및 배치개념

   1) 처분시스템 설계 가정 사항

   처분장은 한반도의 해안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처분장의 지질 특성 

자료는 설계요건 기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처분장은 바다 밑에는 위치하

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처분장이 바다 밑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표면과 처분장을 연결하는 방법

이 될 것이다. 만일 수직갱(vertical shaft)이 적용되면 지상시설 및 지하처분장은 육지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설비실(technical room)과 수직갱은 내륙에 위치하

고, 지하 처분영역은 해저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앙터널(central tunnel)의 길

이는 전자의 경우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수직갱을 사용하는 대

신 경사진 터널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사진 터널은 사람 및 재료의 이송에 

유리하다. 그러나 환기를 위해서는 상당량의 공기가 필요하며, 공기정화에 필요한 파이프 

길이를 고려하면 수직갱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

  처분장의 심도는 500 m로 가정하였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처분장은 이보다 상부 또

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다.

  처분장은 다음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영역

․설비실 및 통제구역에서 지상시설로의 연결로

․설비실 및 비통제구역에서 지상시설로의 연결로

처분영역은 처분터널, 파넬터널 및 중앙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파넬터널은 처분터널과 

중앙터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터널은 통제구역에서 비통제구역으로 관통

하고 있으며, 파넬터널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구역에 위치한 설비실은 캐니스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두 개의 환기용 수직

갱 등 네 개의 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통제구역에 위치한 설비실은 이와 상응하여 접

근터널, 작업자용 수직갱, 두 개의 환기용 수직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장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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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영역은 포장시설 아래에서 굴착된다. 그림 5-23에는 전체 처분시설의 개념이 

도식화 되어 있다. 지상시설은 포장시설, 운영시설, 샤프트빌딩, 샤프트 오피스 빌딩, 급

수시설, 난방시설, 정보실, 주유소 및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23. 최종처분장 개념.

  처분장 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처분장은 통제구역 및 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용후핵연료가 적재된 캐니스

터의 취급은 항상 통제구역에서만 이루어지며, 굴착 및 뒷채움 작업은 비통제 구

역에서 이루어진다.  

․처분장 운영기간 동안 통제구역 및 비통제구역의 경계는 유동성을 가진다. 처분터

널 및 파넬터널은 처분장 운영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굴착되고 뒷채움 되어진다. 

․처분터널을 제외한 모든 터널로부터는 두 방향의 탈출로가 존재한다. 

․접근터널은 지상으로 연결하는 통로이다. 

앞서 언급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그림 5-24와 같은 처분장 배치개념이 도출되었다. 통

제구역은 왼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비통제구역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캐니스터의 처

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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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한국형 기준 처분장 배치 

개념도. 

나. 설계 기준 

   1) 처분용기 특성

   캐니스터는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쪽 쉘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 쉘 

안쪽에는 탄소강이 삽입되어 있다. PWR 및 CANDU 핵연료 처분용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처분용기 외곽 직경 : 1.02 m 

․처분용기 축방향 총 길이 : 4.83 m 

․핵연료를 포함한 처분용기 무게 : 24.880 kg

 

   나) 처분용기 취급 

    현재까지의 처분용기 설계에 있어서 취급관점은 상세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처분

용기 취급과 관련한 주요 공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처분용기는 리프트의 운반대에 적재되어 처분용기 이송용 갱을 통하여 처분장으

로 하강한다. 이 때 처분용기는 수직상태로 위치한다. 

· 리프트가 지하 처분영역으로 이송되면 운반대는 리프트에서 처분용기 적재위치

로 옮겨진다. 

· 처분용기 이송차량은 처분용기를 수평형태로 적재한다. 

· 처분용기 이송차량은 처분용기를 처분터널로 운반한다.

· 처분용기 수송차량은 처분용기를 하역함과 동시에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수직으

로 안착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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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는 아직 상세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설계 및 제원 

결정을 위한 작업을 위하여 약간의 개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처분용기에는 들어 올릴 

때 편의를 위하여 "Shoulders"라는 파지를 위한 장치가 붙어있다. 이"Shoulders"의 원리

는 그림 5-26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처분용기 이송 차량에도 역시 처분용기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이와 상응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처분용기를 취급하기 위한 장

치는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개의 판이 처분용기 상부 홈(shoulder) 안에서 

확장하여 장착함으로써 그림 5-25와 같이 처분용기를 고정하게 된다.

 
그림 5-25. 처분용기 취급을 위한 

취급부분.

  
그림 5-26. 처분용기 취급 장치 

파지부.

   3) 완충재 특성 및 취급

  완충재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다: 

․수리 전도도 : 완충재 물질의 수리전도도는 1x10-12 m/s 이하이어야 한다. 

․지연능 : 완충재 물질 내에서의 양이온 핵종(스트론튬 제외) 및 액티나이드의 확산

계수는 10-11 m2/s 이하이어야 한다. 스트론튬 및 음이온 핵종의 확산계수는 각

각 10-10 m2/s 및 10-9 m2/s 이하이어야 한다. 

․팽윤압 : 팽윤압은 처분용기에 극단적인 외부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20 Mpa 이하

이어야 한다.  

․열전도도 : 완충재 물질의 열전도도는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소산시키

기 위하여 1.0 W/moK 보다 높아야 한다.  

․장기 건전성 : 완충재 물질의 최대 온도는 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00 oC 이

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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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물질 함량 : 유기성물질의 함량은 방사성물질이 용해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과 점토물질이 물리화학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5 wt%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계적 성질 : 완충재 물질은 처분용기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압축강도 및 다

짐도와 같은 기계적 성질이 좋아야 한다. 

 

완충재 블록은 파인애플 형태와 디스크 형태로 압축하여 가공된다. 파인애플 형태의 

블록은 링 안쪽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용이하다. 이러한 두 종류의 블록은 그

림 5-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 형태의 경우 진공빨판과 같은 장치로, 파인애플 형

태의 경우는 링 안쪽에서 기계적으로 잡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완충재 물질을 

취급할 때 블록의 파손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디스크 형태의 블록은 블록 위에서 진공

빨판을 이용하여 취급하며 처분용기 하부에 설치한다. 파인애플 형태의 블록은 처분용기 

주위를 둘러싸기 위해 사용되며, 디스크형태의 블록은 처분용기 상부를 채울 때에도 사

용된다.

 
그림 5-27. 완충재 블록 

취급장치 파지부.

 

   4) 처분 방법

   처분방법은 장시간의 운영기간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설비실 및 지상으로의 연결통로는 운영단계 이전에 굴착되며, 이후, 처분터널이 단

계적으로 굴착된다. 터널의 뒷채움은 처분용기가 터널에 정치된 후 바로 수행된다. 처분

공을 굴착하는 공정은 처분용기를 거치함과 동시 작업으로 수행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설계에는 처분장 폐쇄 후에 처분용기는 회수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처분용기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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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경우는 운영기간 중 처분터널이 뒷채움 되어있지 않고 개방될 때만 가능하다.

굴착 단계는 전술한 각 공정에 대한 설명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건설과 운영의 시간 조

율에 대해서는 앞에 기술되어 있으며, 처분 일정은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5) 처분 일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2040년에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간 처분율은 표 5-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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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Annual disposal rates.

다. 건설 및 운영

   1) 건설

   처분장의 건설은 URL이 건설되는 시점인 2020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처분장의 건

설은 굴착, 건설 작업,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URL 설비는 제 4절에 기술되어 

있다.

  다음 건설단계는 처분장의 첫 번째 단계가 건설되는 시점인 2030년에 시작된다. 2040

년 이후에는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위한 모든 처분터널이 굴착 완료된다. 또

한 향후에 처분된 용기 근처에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PWR 사용후핵

연료 처분용기 처분을 위한 한 열의 터널은 미리 굴착한다. 운영이 시작된 이후 5단계에 

걸쳐서 나머지 처분터널이 건설된다. 이와 관련한 총체적인 건설단계가 그림 5-28에 묘

사되어 있다.

  모든 터널은 기존의 발파 공법으로 굴착된다. 우선, 천공을 하고 화약을 장전한 후 발

파한다. 발파로 인해 발생한 암석이 선적되고 나면, 다음 발파를 위한 공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접근터널 및 처분터널 건설을 위한 천공방법이 그림 5-29 와 5-30에 묘

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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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운영은 통제구역 설비실에 인접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터널부터 시작된다. 

우선적으로 네 개의 처분터널에 처분공이 굴착된다.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파넬 터널에서 

네 번째 및 5번째 처분터널쌍 사이와 처분용기 이송용 갱쪽에서 볼 때, 중앙터널의 첫번

째 및 두 번째 파넬 터널 사이에 설정된다.

  처분용기의 처분은 네 번째 터널쌍에서부터 시작되며, 처분작업은 중앙터널에서 먼 쪽

에서 가까운 쪽으로 진행된다. 처분작업은 처분터널의 끝쪽에서부터 진행된다. 우선적으

로 수행한 네 번째 터널쌍에 대한 처분작업이 완료되면,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중앙터널

쪽으로 40미터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처분터널 쌍은 비통제구역으로 설정

되고 이곳의 파넬 터널을 통해서 뒷채움 마감 된다. 처분작업은 첫 번째 처분터널 쌍이 

뒷채움 마감되는 동안 중단된다.

통제구역에서 처분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비통제구역에서는 다음 터널쌍의 처분공이 

발파되고 건설된다. 네 개의 터널쌍에 대한 처분작업이 완료되고 뒷채움까지 마감되고 

나면 통제구역의 경계선은 파넬터널의 8번째 및 9번째 터널쌍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처

분작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8번째 터널쌍으로부터 시작되며, 중앙터널쪽으로 진행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중앙터널을 기준으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역 맞은편에 위치한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역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용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처분 단위를 네 개의 처분터널 쌍으로 정의하였다. 네 개의 처분단위는 

한가지 예일 뿐이며, 그 이상의 처분단위를 가정한다면, 더 많은 처분공이 미리 건설되어

야 한다. 또한, 더 작은 처분단위를 가정한다면 첫 번째 처분터널쌍의 뒷채움이 진행되는 

동안 수반하는 처분공정의 정지횟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 

포장시설에서의 완충재물질 저장공정에서부터 처분공 정치공정까지 상세하게 표 5-15

에 기술되어 있다. 압축벤토나이트의 바닥 및 측면블록이 처분용기를 거치하기 전에 이

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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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phase

    

  The 1st repository constructionphase   The 2nd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3rd repository constructionphase   The 4th repository construction phase

  The 5th repository constructionphase   The 6th repository construction 

그림 5-28. 지하처분시설 건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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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접근터널 공사를 

위한 천공형태.

              
그림 5-30. 

처분터널을 위한 

천공형태. 

   

공 정 시작 위치 종료 위치
소요 
시간

비 고

 캐니스터 리프트로 이송 임시저장고(지상)  리프트 20

 캐니스터 지하시설로 이송 지상시설 지하처분장 10

 캐니스터를 차량적재 작업  
 장소로 이송 

지하 처분장 Lift
이송차량 
적재 장소

10

 캐니스터를 이송차량에 적재
이송차량 
적재 장소

이송차량 
적재 장소

20

 캐니스터 적재차량 처분터널로 
이송

이송차량 
적재 장소

처분터널 20

 캐니스터 적재차량 처분홀에 
처분을 위한 작업준비

처분터널 처분공 30

 처분홀에 캐니스터 처분 처분공 처분공 30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처분공 처분공 50
압축 벤토나 
이트 블럭

표 5-15. 처분용기 정치공정

라. 감시 및 폐쇄

처분장 설계는 폐쇄 후에는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운영기

간 중에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에 대한 필요성은 장기간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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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고, 뒷채움 기술, 물질 및 굴착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감시항목으로는 공기의 상태, 물의 상태, 물의 

양, 완충재 및 뒷채움재의 팽윤압, 응력장, 터널의 영향범위 등을 들 수 있다.

 

   1) 뒷채움 

   암석부스러기 및 칼슘벤토나이트의 혼합물은 터널 및 갱의 뒷채움재로 사용된다. 

처분터널은 처분용기가 처분되고 난 후 즉시 뒷채움된다. 뒷채움 작업은 파넬터널을 중

심으로 마주보고 위치한 두 개의 터널에 대해 동시에 수행된다. 결국, 모든 CANDU 사

용후핵연료 처분터널은 파넬터널이 뒷채움 됨과 동시에 폐쇄된다. PWR 사용후핵연료 처

분용기의 경우에도 같은 과정으로 파넬터널이 채워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처분터널 

및 파넬터널이 채워지게 되고, 중앙터널 및 설비실이 뒷채움 되게 된다. 뒷채움 과정은 

통제구역에 있는 설비실부터 시작된다. 이후, 비통제구역에 있는 설비실, 중앙터널 등이 

뒷채움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접근터널이 뒷채움된다. 비통제구역의 갱도는 접근터널과 

부분 연결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접근터널과 동시에 뒷채움 되어야 한다.

뒷채움 혼합재의 조성은 70 %의 암반부스러기와 30 %의 칼슘 벤토나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장 굴착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암석은 잘게 부스러진다. 이때 입자의 크기는 0 

～ 20 mm 정도이다.

뒷채움 방법은 뒷채움 물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음

의 원칙 등이 가정되었다. 

․굴착된 암석은 지상시설에 위치한 시설에서 파쇄한다.

․암석 부스러기와 칼슘 벤토나이트는 지상시설의 혼합설비에서 혼합된다. 

․암석부스러기와 벤토나이트의 혼합재는 콘크리트 수송차량에 적재되어 접근터널을 

통하여 지하처분영역으로 이송된다.  

․뒷채움 재료는 하역되고 경사진 형태로 다져진다. 뒷채움 공정 동안의 처분터널 단

면도가 그림 5-3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구조물은 터널 및 갱으로 부터 제거되고, 설비실은 뒷채움된다. 구조물은 접근터

널을 통하여 지상으로 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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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처분터널내 뒷채움 

개념.

 

      2) 폐쇄 

       처분공은 처분용기가 정치되고 난 후 즉시 폐쇄된다. 처분공은 그림 5-32와 같

이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채워진다. 블록은 고압으로 압축되어 파인애플 및 디스크 모양

으로 만들어 진다. 파인애플 모양의 블록은 처분용기 측면을 채우는데 사용 되며, 디스크 

모양의 블록은 처분용기 상하부를 채우는데 사용된다. 블록의 두께는 약 50 cm 정도이

며 디스크 모양의 블록은 진공 빨판을 이용하여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림 5-32. 처분터널 및 

처분공.

 

  모든 처분터널을 뒷채움 하고 나면 터널은 콘크리트 플러그로 폐쇄된다. 콘크리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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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는 판넬터널로 뒷채움재 물질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며, 작은 알갱이의 뒷채움 혼

합재가 물에 의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 플러그는 처분터널의 수압에도 견뎌

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터널 및 갱도가 뒷채움 되고 나면 지상으로부터 10 m 두께의 콘크

리이트 플러그가 갱도 상부에 채워지고 접근터널 정면에도 채워진다. 이 구조물은 처분

장으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3. 공정 및 장비 설계

가. 공정설명

  운영기간 중 처분장의 주요 공정은 처분터널 굴착, 처분공으로의 캐니스터 처분 및 

처분터널과 파넬터널의 뒷채움 공정이다. 모든 주요 공정은 처분시설 내 통제구역과 비

통제구역에서의 동시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굴착 공정

    처분장 굴착은 7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URL 단계로서 네 개의 샤

프트, 접근터널, 비통제구역의 설비시설, 중앙터널과 제 1 파넬 및 6개의 처분터널이 건

설된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량은 777,000 m3 이며 바닥면적은 107,000 m2 정도이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 및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3.a는 URL 단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처분장의 나머지 구역은 6단계로 건설된다. 첫 번째 처분장 건설단계는 2040년에 시

작되는 처분시설 운영개시 전에 완료된다. 다음 단계들은 처분시설 운영기간 중에 건설

되지만, 처분장은 동시에 수행중인 처분장에서의 캐니스터 처분작업을 간섭하거나 방해

하지 않도록 설계될 것이다. 처분장 건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개의 샤프트, 통제구역

의 설비시설 및 75개의 처분터널이 건설된다. 이 단계에서의 굴착량은 614,000 m3이며, 

바닥면적은 약 102,000 m2이다. 이때의 굴착 및 건설기간은 약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장에 대한 두 번째 건설단계는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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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에 수행된다. 이 굴착단계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하기위한 

파넬터널 및 처분터널이 준비된다. 이번 굴착단계의 굴착량은 706,000 m3, 바닥면적은 

119,000 m2 정도이며, 굴착 및 건설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굴착해

야 할 처분터널의 수가 많을 경우 굴착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의 굴착은 3.5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굴착단

계에 대해서는 그림 5-33.b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5-33.a. URL 단계.

 

그림 5-33.b. 처분장 굴착 1, 2 단계.

       

 

3 단계 및 4 단계 처분장 건설은 유사한 과정으로 건설된다. 그림 5-33.c는 3, 4 단계 

건설 후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 파넬터널과 54 개의 처분터널이 

건설되며, 이때의 굴착량은 457,000 m3, 바닥면적은 77,000 m2이다. 이 단계의 건설 및 

굴착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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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c. 처분장 굴착 3, 4 단계.

  

 

처분장 건설 5단계, 6단계도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건설된다. 각각의 파넬터널이 건설

되며, 처분량에 따라 처분동굴은 각각 54개와 53개가 건설된다. 이때 각각의 굴착량은 

약 460,000 m3이며, 바닥면적은 약 78,000 m2이다. 각 단계당 굴착 및 건설기간은 3.5 

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 단계 건설 후의 배치구도는 그림 5-33.d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5-16은 각각의 굴착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터널길이 및 굴착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33.d. 처분장 굴착 5, 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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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Stage Stage 1 Stage 2
Length Volume Length Volume Length Volume

Shafts 2000 29000 1500 29000    

Access tunnel 5700 365000        
T e c h n i c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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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처분장 각 굴착단계별 터널길이 및 굴착량

 

Stage 3 and 4 Stage 5 St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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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캐니스터 처분 및 뒷채움 공정

    굴착/건설공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분시설 운영개시 전에 CANDU 사용후핵연

료 처분용기를 처분하기 위한 시설은 건설이 완료된다. 또한, 1차 처분단위에 속하는 1

번 처분터널에서 8번 처분터널(8개의 처분터널을 1개 처분단위로 가정한 경우)까지의 처

분공은 천공이 완료되며, 이는 그림 5-34.a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때 통제구역과 비

통제구역의 구분은 그림에서 1과 2A를 경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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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a.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의 처분공정 개념.

 

캐니스터의 처분은 7번 터널과 8번 터널의 끝단부에서부터 시작하며, 이 터널에 서 처

분이 완료되면, 통제구역/비통제구역의 경계는 2A에서 2B로 이동된다. 경계가 이동된 후

에는 5번 터널과 6번 터널에서의 캐니스터 처분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7번 터널과 8번 

터널에 대해서는 비통제구역을 통하여 뒷채움 공정이 수행된다. 뒷채움을 위한 물질은 

비 통제구역 내에서의 파넬터널을 통하여 이송된다. 5번 터널과 6번 터널에서의 캐니스

터 처분이 완료되면, 경계는 2B에서 2C로 이동시키고, 3번  터널과 4번 터널에서는 캐

니스터 처분작업을 5번과 6번 터널에서는 뒷채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3번 및 4번 터널에서의 캐니스터 처분작업이 완료되면, 경계는 2C에

서 2D로 이동되며, 1번 터널과 2번 터널에서의 캐니스터 처분작업과 3번, 4번 터널에서

의 뒷채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1번, 2번 터널의 처분공에 캐니스터 처분이 완료되

면, 경계는 2D에서 2E로 이동된다. 이때에는 캐니스터 처분공정과 뒷채움 공정이 교차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니스터를 처분공에 정치시키는 공정은 중지한 상태에서 1번

과 2번 터널에 대한 뒷채움 공정을 수행한다. 

1번, 2번 터널에 대한 뒷채움 공정이 완료되면, 통제구역/비통제구역 경계인 2E는 3A

로 옮겨지며, 그림 5-3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번 터널과 16번 터널에서의 캐니스터 

처분공정이 계속된다. 9-16번 터널의 처분단위에 대한 캐니스터 처분과 뒷채움 공정은 

1-8번 터널 처분단위에서의 처분 및 뒷채움 공정과 동일한 순서로 수행한다. 이 처분단

위인 9 - 16 터널에 대한 공정이 완료되면,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파넬의 나머지 

처분터널들도 8개 터널씩을 한 개 단위로 하여 앞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운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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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b.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두 번째 단계 처분공정 

개념 (터널 9 - 16).

 

본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개 터널을 한 개의 처분단위로 하여 운영

하는 것을 가정하여 기술하였다. 추후, 단위내의 터널 수를 다양화하여, 적절한 터널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터널수를 적게할 경우 운영기간 중 뒷채움을 위하여 캐니스터 처분

을 중지하는 횟수가 빈번해 질 것이며, 한 개 단위에 터널 수를 많게 할 경우는 처분 전

에 처분공 굴착을 더 많이 해야한다. 

처분공은 캐니스터 처분과 뒷채움 공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천공하게 된다. 이 처분

공은 비통제구역에 있는 처분터널에서 천공될 것이며, 천공을 위한 장비 및 재료들은 비 

통제구역내의 파넬터널을 통하여 이송된다. CANDU 캐니스터 처분파넬 및 처분터널은 

처분장 운영개시 전에 굴착되며, 처분단위 내 적절한 처분터널의 수 에 따라 처분공을 

천공하게 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파넬에서 캐니스터 처분공정이 완료되면, PWR 사용후핵연

료 처분파넬에 대한 처분 공정이 시작된다. 첫 번째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파넬의 파넬

터널과 처분터널의 건설 및 굴착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파넬에서의 처분공정 수행

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이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파넬의 첫 번째 처분단위의 처

분공은 미리 천공된다. PWR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 처분단계는 그림 5-34.c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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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다. 

 

그림 5-34.c. 처분구역의 7단계 운영개념.

캐니스터 처분과 처분터널 뒷채움을 위한 공정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터널의 경

우와 동일하다. 그림 5-34.d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통제구역/비통제구역의 경계

는 1과 2A 가 된다. 캐니스터 처분은 7번, 8번 터널의 단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며, 이 

터널들에서 처분이 완료되면 경계는 2A에서 2B로 옮겨진다. 캐니스터의 처분은 5번, 6

번 터널에서 수행되며, 동시에 7번 터널과 8번 터널은 뒷채움 공정이 수행된다. 이 경우

에도 뒷채움 물질은 비 통제구역의 처분 파넬터널을 통하여 이송되며, 추후의 공정도 앞

에서 기술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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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d.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터널 초기 처분공정 

운영개념.

나. 장비 설계

  처분시설 장비로는 건설장비, 운영장비, 뒷채움 장비로 크게 구분된다. 운영단계에서

는 파넬터널 및 처분터널 굴착과 뒷채움 공정이 동시에 수행되므로, 모든 장비들이 사용

된다. 각 장비들은 해당시점에 적용될 기술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이며, 이 보

고서에는 사용가능한 장비에 대한 예를 기술하였다. 

 

   1) 건설 장비

  처분시설의 터널 굴착은 전통적인 천공 및 발파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터

널굴착에 있어서의 주요 장비로는 그림 5-35와 같은 천공장비(drilling jumbos loaders) 

및 수송 차량이 있다. 이 방법의 원칙은 그림 5-36에 나타나 있으며, 천공, 폭약장전, 발

파 및 암석제거의 순서로 수행된다. 

 

그림 5-35. 천공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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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전통적인 천공 및 발파방법 

개념(www.sandvik.com).  

   2) 운영 장비

  캐니스터 처분공정을 위해서는 캐니스터 및 작업자 이송을 위한 승강기와 수송차

량이 필요하다. 본 개념의 처분시설에는 두 종류의 작업자 이송 승강기가 있는데, 하나는 

통제구역에 다른 하나는 비통제구역에 위치한다. 작업자 이송을 위한 승강기의 설계기준

은 한 시간 내에 처분장내 작업인원을 대피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 기준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승강기 규모 및 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승강기는 1층 구조 

또는 두개 층 구조가 될 수 있다. 본 설계 단계에서는 상기 두 개의 승강기 모두 단일 

층의 구조를 가진 승강기로 가정한다. 통제구역에 있는 승강기 용량은 18인용으로 하며, 

비 통제구역의 승강기는 25인용으로 한다. 각각의 승/하강속도는 약 6 m/sec로 한다. 

캐니스터 이송용 승강기는 통제구역에 있는 캐니스터 및 처분공에 채울 완충재 블록 이

송용으로 설계된다.

  처분시설에서 가장 설계가 필요한 장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캐니스터 이송 및 정치장

비이다. 캐니스터의 무게가 약 25 톤에 달하고, 캐니스터에 대한 방사선차폐체도 매우 

두껍다. 그림 5-37은 이 장비에 대한 개념적인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이 차량은 고무류

의 타이어가 장착될 수 있으며, 대안으로서 그림 5-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무류의 타

이어 대신에 캐터필러가 장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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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7. 타이어를 장착한 

지하시설내 운반/정치 차량 개념.

 

  그림 5-38. 캐터필러를 

장착한 운반/정치 차량 개념.

 

   3) 뒷채움 장비

    뒷채움 공정시 필요한 장비로는 뒷채움재의 이송, 분사 및 압축을 위한 장비이다. 

뒷채움재 재료 이송을 위해서는 혼합장치를 장착한 콘크리트 이송차량이 필요하며, 이송 

중에 혼합이 가능하게 하여 재료가 굳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5-39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처분터널에서 뒷채움재 한 배치가 분사장비(thrower)를 이용하여 분사되면 경사

층으로 압축된다. 뒷채움재는 진동판을 이용하여 압축공정이 수행된다. 

 
 

 
  
 

그림 5-39. 처분터널 뒷채움 장비 개념.

4.  지하 시험 시설(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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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 치

  처분장 건설 전에 지하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수적이며, 처분장 모암과 지하의 조

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처분에 필요한 장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패널터널과 처분터널의 조화를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은 실제 조건에서 수행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분공의 굴착이나 암반의 봉은 암반의 응력과 지하수압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환경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증되어야 한

다.

상기 조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처분장 건설 이전에 현지에 지하 실험실을 건설하는 

것이 권고된다. 실험실은 향후에 처분장의 일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림 

5-40에 지하실험실(URL)의 배치가 나타나 있다. URL은 비통제구역 내의 진입터널, 환

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기술실과 통제구역 내의 실증터널, 환기용 수직갱, 그리고 

중앙터널, 하나의 특성시험터널(패널터널 고리), 6개의 처분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40. URL 단계의 처분장 배치개념.

나. 운 영 

URL은 최종 처분장 건설 이전에, 최종 조사의 목적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 굴착될 

것이다. 특성시험터널은 계획된 처분심도에서 암반의 세부적 특성시험을 가능하게 해준

다. 특성터널은 처분장의 파넬터널과 동일한 치수를 갖는다. 이 특성시험터널이 패널터널

에 설정된 요구조건을 완수하게 되면, 추후에 패널터널로 지정되며, URL에서의 연구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모암의 환경을 규정하는 조사: 암석뿐만 아니라 응력장, 지하수 화학, 굴착된 터

널 주위의 암석의 거동 등도 조사되어야 한다. 장기적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처분장 부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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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처분장 영역에는 상태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중앙터널, 특성터널, 처분터

널에 조사공을 굴착할 수 있다. 처분터널에서 고려되는 처분공에 대한 굴착과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URL 단계에서 몇 개의 처분터널을 

굴착하는 것은 중요하다. 

• 처분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비통제구역의 설비실(technical room)에 인접한 

실증터널은 이러한 조사의 목적으로 설계된다. 실증터널에서는 연구와 실증을 

위해서 처분공의 굴착, 완충재 물질에 대한 연구, 실증용 용기의 설치, 일부 터

널의 뒷채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실증터널은 패널터널과 처분터널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처분장이 

운영되는 동안 연구와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

  암반의 조사와 처분기술에 대한 연구는 URL의 건설 중에 이미 시작될 수 있다. 암반

조사는 진입터널 굴착시에 완료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URL의 굴착은 처분기술을 위한 

커다란 연구 개발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봉과 주변에의 영향이 적은 발

파법은 장기적인 URL 기간 동안 개발될 수 있다.

5.  지하설비

가. 비통제 구역 

   1) 배치

   비통제구역은 진입터널, 작업자용 수직갱, 두 개의 환기용 수직갱, 설비실, 부속실, 

실증시험터널을 포함한다. 비통제구역에서 공간들의 치수와 설계요구 사항들은 표 5-17

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림 5-41에 비통제구역의 배치를 나타내었다.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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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비통제구역의 요건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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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비통제구역 공간 배치개념

   2) 터널 및 샤프트 

    가) 진입터널 

     진입터널(access tunnel)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형태이므로 차량이 

올라갈 때, 덜 가파른 터널의 바깥쪽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기용 수직갱과 작업자용 

수직갱의 접속부는 진입터널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건설단계에서 터널 장비가 안쪽 

코너에 있을 때, 접속부 근처로 장비를 옮길 필요가 없다. 진입터널의 배치는 그림 5-42

에 나타나 있다.

진입터널의 자유고(높이) 결정과 관련된 요구조건은 건설과 운영 모두가 고려되어 설

정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차량의 길이는 12 m이다. 진입터널의 폭(8 m)은 (곡선부가 

아닌 곳에서)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넓이를 기초로 설계되었다. 

터널의 곡선부에서 치수결정 원칙은 그림 5-43에 보여진다. 터널의 첫 번째 곡률반경은 

그림에서 나타난 16 m와 20 m의 반경에서 결정된다. 곡선부의 두 번째 각은 그림에서 

50 gon-200 gon으로 나타난 것에서 결정된다. 이로부터, 차량의 폭이 2.5 m일 때, 곡

선부에서 필요한 폭은 그림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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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진입터널.

 

그림 5-43. 교차 및 

곡선지역에서의 규모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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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의 직선부에서의 경사는 1:10 이다. 이것은 진입터널을 따라 보통의 차량과 

잠재적 처분용기 운반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곡선부에서 안쪽 커브의 경사는 

1:10 이고, 이 경사는 곡선부의 중심선상에서 더 작다. 진입터널의 높이는 3.6 m이다.

  긴급 정차장은 운행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이며, 긴급정차장은 폭을 넓게 하거나 막다른 짧은 터널로 구성한다. 진입터널의 

일부분으로서 긴급정차장은 벽면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성재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긴급정차장의 수는 곡선부당 한 개 또는 직선부당 한 곳으로 하여 5～20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정차장의 필요성은 향후로 고려하기로 하고 현재는 도면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나) 작업자용 수직갱

  비통제구역의 작업자용 수직갱의 직경은 5 m이다. 엘리베이터와 일부의 전기장치

가 작업자용 수직갱에 설치된다. 대피상황(rescue situation)에서 엘리베이터의 수송량은 

시간당 130 명이다. 따라서 모든 작업자(75명)와 처분장의 방문객은 피난상황에서 보호

될 수 있다. 수조를 포함하는 중간층은 수직갱의 살수장치와 안전인자(safety factor)를 

고려하여 100 m당 하나씩 건설된다

 

   다) 환기용 수직갱

   환기갱의 규모설계에서는, 공급되는 공기와 처분장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모두 고

려된다. 따라서 비통제구역의 환기갱의 직경은 4.0 m이다. 환기갱은 지표에서부터 500 

m 심도까지 건설된다. 수직갱의 중간층은 안전인자(safety factor)를 고려하여 100 m마

다 건설된다. 환기장치(약 150 m
2)의 여유는 환기공의 바닥에 위치한다.

 

   3) 설비 및 주요 시설

    가) 설비 시설

      비통제 구역 내의 설비시설은 전기설비실(electrical equipment rooms), 원격

통신실(telecommunications room), 살수센터(sprinkler centre)를 포함한다.

전기설비실은 작업자용 수직갱과 진입터널 가까이에 설치되고, 분리된 전기공급 을 통

해 두 곳 모두로 공급될 수 있다. 변압실(transformer station)은 차량 접근이가능한 곳

에 인접해 있고 문을 통해 진입터널과 연결되어 있다. 이 배치는 무거운 변압기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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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체를 용이하게 해준다. 

살수센터는 작업자용 수직갱에 인접해 있으므로 비상시에 작업자들에게 살수센터를 이용

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5-44. The layout of the technical 

facilities in the uncontrolled area.

  원격통신실은 피난실의 한 부분의 형태이다. 이 배치는 지상시설과 피난실, 다른 설비

간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 부속시설

     부속실들(auxiliary rooms)은 그림 5-45에서 보듯이 피난실, 이중연막장벽

(double smoke barriers), 주차공간, 수리실(repair shop), 세차/급유실(washing and 

refuelling room), 연료탱크 공간(fuel cistern space), 침전풀(sedimentation pools), 대

피소를 포함한다.

  대피소는 작업자용 수직갱 바로 옆에 위치하며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기실과 

운영가능한 소방 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대피소는 평시에는 직원실의 기능을 한다. 또

한 화장실, 사무실, 주방, 세탁실과 전시관도 대피소에 위치해 있다. 대피소의 규모는 최

대 인원(130명)에 맞게 설계하였다.

  차량을 위한 시설내 차로 및 주차공간은 진입터널과 같은 원리로 규모가 결정되었다. 

차량과 사람의 흐름은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하였다.

  소규모 수리 공작실은 부속실의 한 부분으로 위치하여, 지상으로 운반하기 힘든 장비

의 유지와 보수를 지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에 공작실은 처분장비의 기능 

불량시에 보수실로 사용될 수 있다. 공작실은 분리된 요소들로 구비되어 있어서 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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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되어 있다. 공작실은 유지보수장비가 구비될 것이며, 건설기계와 장비들의 일상보

수와 유지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차량들은 대부분 지상시설에서 분해검사 된다.

  세차 및 급유실은 부속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깨끗한 차량은 작업상 안전성과 차

량의 수명 연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지하급유소는 진입터널의 교통량 감소에 도움을 주

며, 터널내부로 연료탱크를 운반해야 할 필요를 없애준다.

  침전풀은 부속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침전풀은 진입터널에서 5 l/분/100m의 누출

수와 그 외 지역에서 2 l/분/100m의 누출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펌프작용 

불량시 정비에 대비한 최대시간은 48시간이다.

  처분영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구급차와 피난자동차가 있는 피난소가 건설된다. 따

라서 모든 작업자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5-45. 비통제구역의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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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증시험 터널

   실증시험터널(demonstration tunnel)은 처분기술 시험과 실증을 목적으로 굴착될 

것이다. 이 시설은 그림 5-46과 같이 하나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처분터널의 실증

을 위한 터널은 계획된 처분터널과 평행하게 굴착된다. 

비통제구역의 다른 시설뿐만 아니라 실증시험터널도 URL 단계에서 이미 건설된다.  

실증시험터널은 URL의 한 부분일 뿐이다. 처분장의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URL은 처분

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증시험터널은 처분장의 모든 운영기간에 연구, 조

사, 실증을 위해 남겨진다.

 

그림 5-46. 비통제구역의 실증시험터널.

나. 통제 구역

   1) 배치

    통제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배치는 그림 5-47에 보이는 바와 같다. 통제구역은 처

분용기용 수직갱, 작업자용 수직갱, 두개의 환기용 수직갱, 설비실들을 포함한다. 통제구

역 공간의 치수는 표 5-18에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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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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통제구역의 설계요건 및 규모

 

그림 5-47. 통제구역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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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직갱

     가) 처분용기용 수직갱

     처분용기용 수직갱은 처분용기 이송용 승강기를 위해 건설된다. 승강기를 통해 

처분용기와 처분공에 채워질 벤토나이트 블록이 운반된다. 처분용기의 길이는 4.83 m이

고 무게는 25 톤이다. 처분용기용 수직갱의 직경은 6.0 m이다. 중간층이 안전요소와 굴

착편의를 위하여 매 100 m마다 건설되며, 이 중간층을 통해서 통제구역 내의 모든 수직

갱들은 서로 연결된다. 처분용기용 수직갱의 바닥에는 충격흡수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가용한 구조는 LECA-sora 제품의 세라믹 자갈로 20 m정도 채워질 수 있다. 지하수

위가 자갈높이의 2/3을 넘지 않으면, 지하수의 존재는 이 계통에서 위해하지 않다.

 

     나) 작업자용 수직갱

     통제구역의 작업자용 수직갱의 직경은 그림 5-49에서 4.5 m이다. 엘리베이터

와 일부의 전기설비가 작업자용 수직갱에 설치된다. 피난상황에서 엘리베이터는 1회에 

26명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피난상황에서 모든 작업자(38명)와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

다. 수조가 설치될 중간층은 안전요소와 수직갱의 살수설비를 위해 매 100 m마다 건설

된다.

 

     다) 환기용 수직갱

     통제구역내의 환기용 수직갱의 치수설계에서는, 공급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

기가 모두 고려된다. 그래서 통제구역의 환기용 수직갱의 직경은 그림 5-48에서 4.0 m

이다. 환기용 수직갱은 지표에서 지하 500 m까지 이어지며, 굴착편의와 안전요소를 위해 

매 100 m마다 중간층이 건설되며, 이를 통하여 통제구역 내의 모든 수직갱들은 서로 연

결된다.

 

    3) 주요 설비 및 시설     

     가)  설비시설

      통제구역의 설비실은 전기설비실과 원격통신실, 살수센터를 포함한다.

전기설비실은 진입터널과 작업자용 수직갱과 인접해 위치하기 때문에, 두 곳 모두로부터 

분리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변압실(transformer station)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문을 통해 진입터널과 연결되어 있다. 이배치는 무거운 변압기의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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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용이하게 해준다.

살수센터는 작업자용 수직갱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응급시에 피난하는 작업자들에게 

센터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원격통신실은 피난소의 한 부분인 형태이다. 이 배열은 지상시설, 피난소, 다른시설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5-48. 통제구역의 설비실 배치개념.

     나) 부속 시설

     부속실은 그림 5-49에서와 같이 피난소, 이중 연막장벽, 주차공간, 세차/급유

실, 연료탱크 공간, 침전풀 그리고 운영 및 해체 폐기물 홀(decommissioning waste 

hall)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피실은 작업자용 수직갱에 바로 옆에 위치한다. 대피실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 대기실과 운영가능한 소방대 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대피실은 평시에는 직원실의 

기능을 한다. 또한 화장실, 사무실, 주방, 세탁실도 대피실에 위치해 있다. 대피실의 치수

는 최대 인원(60명)에 맞게 설계돼 있다.

차량을 위한 주차홀은 진입터널과 같은 원리로 치수가 결정되었다. 차량과 사람의 흐

름은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차/급유실은 부속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깨끗한 차량은 작업상 안전성과 차량의 

수명 연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지하급유소는 진입터널의 교통량 감소에 도움을 주며, 터

널내부로 연료탱크를 운반해야 할 필요를 없애준다.



- 145 -

 

그림 5-49. 통제구역의 부속시설 배치개념.

 

침전조는 부속실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침전조는 진입터널에서의 5 l/분/100m의 누

출수와 기타지역에서의 2 l/분/100m의 누출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펌프작동 

불량에 따른 정비를 위한 최대시간은 48시간이다. 

운영 및 해체 폐기물 홀은 처분용기용 수직갱에 인접해 건설된다. 처분용기는 수직방향

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처분용기용 수직갱 아래에 처분용기 수직갱홀을 굴착한다.

다. 처분구역

   1) 배치

    처분구역(disposal area)은 그림 5-50에서와 같이 중앙터널, 패널터널, 처분터널과 

처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처분영역의 크기는 약 2 × 2 km, 정확하게는1.8 × 2.2 

km 또는 처분터널을 포함하지 않는 패널터널 포함시 2.1 × 2.2 km 이다.

그림 5-50. 지하처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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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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0 canisters

Deposition hole

 

Number 2,835 (CANDU)

Number 11,375 (PWR) 
14,210 canisters

표 5-19. 지하처분구역 규모

   2) 처분 구역 내 터널들

    중앙터널은 비통제구역에서 통제구역까지 처분영역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중앙터

널은 URL 단계에서 굴착되며, 중앙터널과 수직으로 패널터널이 있고 패널터널은 처분터

널들과 연결된다.

처분터널들은 패널터널과 수직으로 위치해 있다. 처분터널의 간격은 열/구조 해석으로

부터 40 m로 결정되었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영역은 251 m의 길이를 가진 54 개의 

처분터널을 포함하며, PWR 사용후핵연료 영역은 251 m의 길이를 가진 323 개의 처분

터널을 포함한다. 처분터널의 길이는 251 m이며, 패널터널의 중심선과 처분터널의 끝부

분의 거리는 254 m이다. 처분터널의 입구에서 약 30 m 지점에는 콘크리트 플러그와 방

화벽이 필요하다. 플러그는 5 MPa의 수압과 터널 뒷채움재의 팽윤압에 견딜 수 있는 단

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의 설계는 처분터널 입구의 근계에 높은 응력을 발

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물과 패널터널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 예비개

념 단계에서의 설계 공간은 17 m로 추정되었다. 처분터널에서 처분이 진행될 때, 작업 

중인 터널을 패널터널과 고립시키기 위해서 방화문은 닫혀져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처분

공과 방화문 사이에 처분용기 차량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수직처분공이 처분터널 내에 위치한다. 열/구조적 해석으로부터 처분공의 간격 은 

CANUD 사용후핵연료 영역에서 4 m, PWR 사용후핵연료 영역에서 6 m가 결정되었다. 

각 처분공의 깊이는 7.83 m로서 그림 5-51은 처분영역에서의 처분터널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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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처분구역 내 터널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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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형 처분시스템 비용평가

1. 원가동인 규명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처분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동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처분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단계이며, 주요 원가동인을 알

아야 개념설계에 근거한 비용들의 원가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원가 산정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원가대상을 설정하고, 둘째, 원가동인을 파악한 후, 셋

째, 각 원가동인에 대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추정하며 넷째, 간접비를 인위적으로 배분하

는 절차를 따른다. 

  처분원가의 원가동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기술적 인자와 비기술적 인자로 나눌 수 있

다.

가. 기술적 인자 

 기술적 인자는 원가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원가산정 결과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인자의 변경이 원가산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원가산정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원가산정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술적 인자들을 검토하였다. 안전성 문제는 

비록 처분전략과 처분장 설계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본 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가산정에 있어 기술적 인자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인자 

- 어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특별한 인자 

-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영향을 가지는 사소한 인자 

  표 5-20은 기술적 인자를 보여 주고 있으며  6개의 카테고리로 그룹지어진다. 

- 프로젝트 정의: 원자력프로그램, 리사이클링 전략, 원가산정 범위와 같은 국가 

여건에 종속하는 인자

- 처분전략: 일정과 연관된 전략 



- 149 -

- 처분장 서비스: 지역기반시설과 시설 서비스 

- 포장시설: 처분용기 대안 및 포장과 관련된 요인 

- 접수시설: 지상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포장용기의 접수로부터 처분장에 수송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처분장: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과 처분장 폐쇄와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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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기술적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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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기술적 인자

  모든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관리정책, 규제과정, 그리고 처분에 대한 

대중수용성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정치적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국가에서 

대중수용성(public acceptance)의 문제는 있으며, 아직도 이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모든 

국가에서 기술적․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비기술적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폐기물 관리 정책 

- 일정(time schedule) 

- 부지 선정 과정 

- 인허가 과정 

- 규제 요구사항 

- 안전보장조치(safeguards regime) 

- 부지가격과 배상 

- 세금 

- 대중수용성과 정치적 결정

- 위험인자 

처분비용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요인의 영향은 상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많은 

것은 예측할 수 없으며, 정상비용 산정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자의 

영향은 적절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원자력 폐기물 관리 정책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주요한 두 가지 안이 있다. 즉, 직접처분 방법과 

재처리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는 일정기간의 중간 저장 후 처분된다. 

후자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되고 부산물은 일정기간 중간저장소에서 저장한 

후에 최종 처분장에 처분된다. 

  이러한 두가지 대안들 사이의 선택은 전략적․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략적․정치적 문제는 흔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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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비확산 문제는 국가마다 다른 비중이 주어진다. 재처리를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재처리가 플로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재처리를 찬성하는 

국가에서는 소모된 플루토늄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 재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2) 일정(time schedule) 

     대부분의 국가에서 30-50년의 중간저장 또는 더 많은 시간 후에 처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폐기물 관리비용의 국민적 이득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다. 

  장기간의 중간저장을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그 동안에 조달된 금액의 이자와 감소된 

비용의 결과로써 처분의 경제성이 시간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긴 

중간저장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는 새로운 더 좋은 처분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처분을 위한 일정의 선택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이다. 

처분의 연장은 일반적으로 처분원가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만약에 처분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에 지연이 발생하면 처분원가는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3) 부지 선정 과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큰 문제는 처분시설을 위한 부지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것이다. 조기에 부지선정을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신속한 부지선정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른 관련된 인자의 조사와 더불어 국가 전체의 체계적인 지질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천공, 지표면 조사에 의한 탐사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비용은 국가들 마다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도 부지선정 

비용은 현금흐름 분석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인허가 과정과 규제 요구사항 

     모든 원자력 문제에 있어 규제 요구사항과 인허가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대중공정회가 개최되는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인허가가 어떤 공정회도 없이 기관에 의하여 완성된다.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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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기관에 의해 세부사항이 개발될 수 있고 면 히 검사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처분장의 모든 상세한 것들이 인허가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차이는 처분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5) 안전보장 조치(safeguards regime) 

     안전보장은 수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재처리 시설에 적용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장에 대하여 요구된 안전보장의 절차는 현재 IAEA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처분장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폐쇄후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원가는 아직 계상하지 않고 있다.

   (6) 부지가격과 보상 

     부지가격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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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토지는 큰 비용이 없이 처분장 

부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원자력시설물이 건설될 때, 국가와 지방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농부, 어부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에게 보상이 지불된다. 보상의 정도는 다양하게 고려 되어질 수 

있으며 처분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7) 세금 

     세금은 총원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에서 소요되는 전부 또는 일부분의 세금이 면제된다. 이것은 분명이 

처분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8) 대중수용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대중수용성은 처분시설의 실현에서 주요한 인자이며, 이것은 총원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시설은 계획에 따라 건설될 것이고, 빈약한 대중수용성으로 

인하여 지연과 변경에 대한 원가는 주로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처분시설은 

정치와 규제에 의존한다. 시설물의 원가는 정치적 방향의 변화에 의해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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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불확실성 인자 

     정상적인 방법에서 원가산정에 고려될 수 없는 많은 불확실성 인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처분장 

원가산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임시원가로 반영할 수 있다. 

2. 처분시스템 원가분석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비용 산정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가산정 절차에 따라 상이한 비용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원가는 일반적인 제품의 제조원가와는 다르게 투자비, 운영비, 그리고 

폐쇄비로 총원가가 구성된다.

가. 원가 분류 

   (1) 건설투자비 

       건설비는 처분장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터널과 처분공의 

굴착비 뿐만 아니라 수직갱의 건설비와 기계장비비도 포함된다. 비용산정 절차는 그림 

5-52와 같다.

(2) 운영비 

처분장 지하시설의 운영은 지하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운영비는 지하시설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 운영비 항목은 완충재와 터널 뒷채움에 소요되는 

벤토나이트 비용과 인건비가 포함된다. 비용산정 절차는 그림 5-53과 같다.

(3) 폐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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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비는 진입터널과 수직갱 등의 뒷채움과 플러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진입터널의 뒷채움은 처분터널의 뒷채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즉 30 %의 

벤토나이트와 70 %의 파쇄암반으로 뒷채움한다. 비용산정 절차는 그림 5-54와 같다.

갱, 터널, 처분공에 대한 굴착 Volume 산정
(터널굴착량= 폭 x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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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건설비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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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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운영비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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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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폐쇄비 산정절차.

         

나. 원가산정을 위한 가정

  본 절에서 추정된 처분원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근거하였다. 

․ URL/처분장의 건설시작은 2020년 

․ 운영을 위한 처분장 준비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처분시작은 2040년 

․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처분시작은 2066년 

․ 처분된 모든 용기와 처분장의 폐쇄는 2096년 

  비용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일정은 그림 5-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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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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Implementation schedule.

  단가는 2004년 초의 유로(EURO)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부가가치세와 이자율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가격은 150 EUR/톤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소유주 

비용은 연구개발비, 설계비, 프로젝트비와 인허가비를 포함한다. 소유주 비용은 투자비의 

15%로 가정하였다. 

뒷채움 기술과 재료는 아직 상세하게 정의하지 않아서, 비용은 상세하게 계산할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임시(contingencies)비용은 원가산정 마지막 과정에 

반영하였다. 

   (1) 설계 유연성 

     처분장의 건설, 운영, 폐쇄는 매우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다. 설계에서 많은 

유연성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처분장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 부지자료, 지질, 지하수조건과 암반 특성은 현재 

예측되는 것으로부터 매우 다양하다. 

-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가정한 것보다 더 많은 원자로가 

건설될 수 있다. 현재 원자로의 수명은 더 짧아질 수 있거나 현재 기대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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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 운영기간은 55년이다. 기술, 기계, 재료와 심지어 법률은 처분장의 긴 수명 

동안 개발되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현재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려되는 방법과 

무관하게 처분장 운영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처분장의 터널, 구조물 

등의 개념설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처분장은 설계와 운영절차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절에서는 

처분장 심도, 처분률(disposal rate), 처분용량과 연관된 유연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장 심도 

       본 절에서 처분장은 500 m의 심도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바닥(floors)의 가장 

높은 고도는 475 m이며, 바닥의 가장 낮은 점은 펌핑 영역 아래의 수조에 있으며 511 

m의 심도이다. 

처분장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더 상위에 혹은 더 깊게 위치할 수 있다. 만약에 처분장이 

더 깊어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진입터널은 더 길어지고 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깊어진다. 

 ․더 많은 굴착이 필요하다. 

 ․더 많은 뒷채움이 필요하다. 

 ․운영기간에서 재료, 기계와 인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발생시 처분장으로부터 인원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만약 처분장이 염분이 있는 지하수의 지역 안에 있으면, 지하수의 염도 

(salinity)는 증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뒷채움 재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벤토나이트는 염수에서 원하는 것처럼 

핵종이동을 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처분장의 구조물과 시스템의 구조물은 부식저항을 위해 안전한 치수가 필요하다. 

  - 더 높은 초기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암반역학 설계에 영향을 준다. 터널은 

다시 설계되어질 것이고 더 많은 암반 볼팅(bolting)과 쇼크리트 (shotcrete)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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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높은 초기 온도가 존재할 것이다. 암반의 열구배는 상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달려있다. 더 높은 초기 온도는 처분터널과 처분공의 간격을 증가시킬 것이며, 더 

많은 굴착과 뒷채움량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처분장이 심도 500m 보다 위에 있으면, 이동거리와 시간은 더 짧아질 것이다. 

처분장 심도는 변할 수 있으며, 만약 처분장이 더 깊게 위치하면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3) 처분률과 운영[6.14] 

     용기의 처분율은 프로젝트 일정과 처분률에 따른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연간 처분율은 첫 번째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용기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율은 연간 146개이며, PWR 용기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율은 연간 380개이다.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사이의 거리(6m)는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4m)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다. PWR 사용후핵연료 운영단계 동안 연간 처분율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단계보다 약 2.6배이다. 그러나 굴착과 뒷채움 양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단계보다 3.9배 더 크다. 그러므로 CANDU 사용후핵연료 용기에 대한 처분율은 PWR 

사용후핵연료 용기에 대한 처분률 보다도 더 쉽게 증가될 수 있다. 

연간 380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율은 평균적으로 약 일주일에 8개의 용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의 더 많은 용기에 대한 거치는 문제가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이 주당 7일에서 3교대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널의 굴착은 

단계별로 수행되며 이러한 단계는 만약 높은 처분율이 필요하면 조금 더 일찍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높은 처분율의 경우에 터널의 뒷채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높은 처분율이 필요하면 좀 더 빠른 뒷채움 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예를 들면, 운영단계에서 동시에 남쪽과 북쪽에서 운영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것보다 더 낮은 처분율은 어떤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운영기간은 확장될 것이며 비용과 관련된 시간은 증가될 것이다. 

   (4) 처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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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 처분장은 2,835 CANDU 사용후핵연료와 11,375 PWR 

사용후핵연료 용기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14,210 개의 용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처분장의 동쪽지역에서 확장에 대한 여유가 있다. 패널터널의 

오른쪽을 따라 54개 더 많은 처분터널이 위치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54개 터널은 

2,970 CANDU 사용후핵연료 용기를 거치하거나 1,998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용기를 

거치할 수 있다. 

처분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변경이 필요할 것인가는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알려지는 

시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처분장의 굴착 이전에 필요성이 알려지면, 통제구역의 갱과 

비통제구역의 지표면 연결부는 각각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처분장은 

복층보다도 더 많이 구성될 수도 있다. 

다. 총원가 분석

    표 5-21은 KRS의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비, 

운영비 폐쇄비를 2004년 불변가로 산정한 값이다. 투자비는 건설비와 기계장비비를 

포함한다. 핀란드의 원가산정에 따르면 처분장의 총원가는 지하시설비용의 약 세 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8,000 MEUR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림 5-56에서 5-58까지는 지하처분시설 비용의 투자비와 운영비 및 

폐쇄비를 보여 주고 있다.

핀란드 단가 적용 사례[6.14] 국내단가 적용 사례

Category Total(MEUR) 한화(백억원) % 한화(백억원) %

Investment 986.27 125 38 132.3 39
Operating 1,469.5 187 55 186.1 54
Closure 180.53 23 7 23 7
Total 2,636.3 335 100 341.4 100

표 5-21. 지하처분시설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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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Closure costs. 

상기와 같은 원가항목 비율을 근거로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주요 원가동인과 주요 

설계변수를 살펴보면 표 5-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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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ominant cost drivers Dominant design variables

Investment costs Tunnel excavation 
Volume

A cross sectional area of a tunnel, 
Tunnel length

Disposal hole excavation
Volume

A cross sectional area of a 
disposal hole, Disposal hole depth

Operating costs Tunnel backfilling
Volume

A cross sectional area of a tunnel, 
tunnel length

Bentonite dimensions Buffer radial thickness, height

표 5-22. 주요 원가동인과 주요 설계변수

라. 민감도 분석

    원가추정에서 현금흐름은 처분장의 건설이 약 80년 동안 지속되므로 장기간 동안 

고려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59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지하시설에 대한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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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Cash flow for the underground  

     facilities of a repository.

  그림 5-60은 2004년 불변가로 산정된 처분원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처분장 

건설기간 80년 후의 처분원가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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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처분시스템 안분석  비용평가   

제 1 절 공학적방벽 대안분석

1. 처분용기

  앞 장에 언급한 한국형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1)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개념을 제시하고 제작 중인 형태의 처분용기 개념을 기초로 용기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내부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여 크기를 최적화하고 경량화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KDC-1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배열 방식은 구조상 사용후핵연료와 내부 구조물

의 최단 거리가 너무 작아 이를 개선한 새로운 내부 구조물(KDC-2)을 본 연구에서 제시

하였다. 

  최적화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처분용기(KDC-1)의 외경은 102 cm이며, 높이는 483 

cm이다. 그림 6-1에 KDC-1과 KDC-2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외경을 가졌을 경우 KDC-1은 사용후핵연료와 내부 구조물의 최단 거리가 

5 cm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용기 크기를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분용기 대안 연

구로 제시한 KDC-2 처분용기에서는 그림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KDC-1 처분용기의 

사용후핵연료 배열을 45° 회전시켰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와 내부 구조물 사이의 거리

가 약 8.4 cm가 되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용기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다. 3단

계 연구에서는 KDC-2 처분용기의 크기를 축소하지는 않았다.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 추

가로 처분용기를 경량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 KDC-2 처분용기를 이용할 예정이다. 

가. 구조 및 열 해석

  KDC-2 처분용기에 대한 구조해석 및 열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KDC-1 처분용기와 

비교하였다. 구조해석에는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고 있는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계산에 이용된 하중 조건은 KDC-1 성능평가 시 사용하였던 정상 조건과 비정상 조건 

두 가지이다. KDC-1 처분용기와 KDC-2 처분용기에 발생한 최대변형과 von Mises 응

력을 표 6-1에 비교하였는데, 정상 조건과 비정상 조건에 대한 최대 변형은 KDC-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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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동일하였지만, 최대 von Mises 응력은 KDC-1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열 해석을 위하여 PWR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열원을 앞서 KDC-1 처분용기 설계 시 

적용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동일한 경계조건에 대하여 KDC-1 처분용기와 KDC-2 

처분용기의 열 해석 결과를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가 100 ℃ 이하가 되도록 하

는 조건과 비교하였다. 지열구배(thermal gradient)는 30 ℃/km를 적용하였으며, 지표면

에서의 경계 조건은 15 ℃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옆 단면에 대해서는 대칭 조건을 

이용하였다. 해석결과를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그림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완충재와 

KDC-2 처분용기 경계면에서의 최대온도는 처분 후 18년에 98.3 ℃로 나타났다. 이 값

은 KDC-1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최대온도 98.8 ℃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값이었다. 

이것은 주철에서의 열전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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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정상 및 극한 하중조건에서의 KDC-1과 KDC-2 처분용기의 

기계적 강도 비교

그림 6-1. Schematic of KDC-1 and K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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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KDC-2 처분용기 주변에서의 열 해석 결과.

나. 핵임계 해석

  처분용기 대안개념인 KDC-2에 대하여 핵임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SCALE5 코드 시스

템 내 핵임계 평가 모듈인 KENO V.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핵종 수

도는 선원항 평가모듈인 SAS2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6-3은 KENO V.a 핵

임계 계산을 위한 KDC-1 모델을, 그림 6-4는 KDC-2 모델을, 표 6-2는 벤토나이트에 

물이 포화된 상호 동일조건에서 계산된 임계도 값을 나타낸다. 

  표에서 Set 1 군은 액티나이드에 의한 반응도 감소효과(actinide burnup credit) 만을 

고려한 경우이며, Set 2 군은 Set 1 군에 핵분열생성물중 핵자료가 잘 검증되어 있고 비

교적 중성자흡수단면적이 큰 Sm, Gd, Eu 계열의 핵종을 고려한 경우이며, Set 3 군은 

Set 2 군에 장기간에 걸쳐 중성자흡수 효과를 내는 핵분열생성물을 고려한 경우이다. 표

에서 보듯이, KDC-2가 KDC-1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0.01Δk 정도 임계도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KDC-2 처분용기도 핵임계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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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KDC-1 용기 모델

        

그림 6-4. KDC-2 용기 모델

  

처분용기 Set 1 Set 2 Set 3

KDC-1 0.8248 0.7742 0.7639

KDC-2 0.8136 0.7598 0.7462

표 6-2. 동일조건에서의 임계도 비교

다. 방사선차폐 해석

  앞서의 핵임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형배열, 5개 핵연료 집합체를 갖는 처분용기 

모델과 중성자 흡수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방형배열, 9개 핵연료를 갖는 모델에 

대하여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였다.

  방사능의 세기는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므로 냉각기간을 길게 하면 방사선량

률을 낮출 수 있다. 중성자 흡수체를 별도 적용하지 않아도 핵임계 안전성 조건을 만족

한 방사형, 5개 핵연료를 장전한 모델은 표 6-4에서 보듯이 70년(최소 50년) 이상 냉각

하면 흡수선량률 기준인 1.0 Gy/hr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자흡

수체를 사용함으로써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핵연료 장전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개념인 정방형, 9개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70년(최소 

60년) 이상 냉각하면 방사선 제한치인 1.0 Gy/hr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100 ～ 300년 이상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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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개념이 고려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장기저장 개념이 본격적으

로 도입된다면 앞서 얻어진 핵임계 및 방사선차폐 해석 결과를 볼 때, 중성자 흡수체를 

적용하여 9개의 집합체를 적재함으로써 장전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처분용기도 충

분히 고려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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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냉각시간에 따른 흡수선량률 변화 (Gy/hr)

 

2. 완충재 성능향상

가. 이중구조 완충재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완충재 블록은 열적, 구조적 측면에서 그 성능을 만족

하였다. 완충재에 대한 최종 적합성은 처분 부지가 확정되고 그 부지에 대한 지질 특성

과 함께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 확정될 수 있다. 현 완충재 개념은 스웨덴

이 제시한 것으로 스웨덴은 지열구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 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

를 갖고도 충분히 완충재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높은 지열구배 때문에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설계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벤토나이트만으로 처분시설의 완충재

를 제작할 경우 완충재 제작비용이 과다하다. 본 대안 연구에서는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완충재 대안을 제시하였다. 

  처분시설의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관점만 아니면 완충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열전도도와 수리전도도이다. 현 완충재 개념이 갖는 열전도도 단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그림 6-9에 주어진 바와 같이 2중층으로 구성된 완충재를 제시하였다. 즉, 완

충재 기능상 외부 층은 수리전도도가 낮은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제작하여 지하수의 침입

을 억제하고 내부 층은 열전도도가 좋은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으로 제작하여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외부 층과 내부 층의 두께는 동일한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내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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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벤토나이트-모래 블록의 물성은 한국형처분시스템에서 고려중인 뒤채움재의 

특성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완충재 대안 개념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평가하였다. 열전달 

해석을 하기 위하여 설정한 초기 조건 및 경계조건은 앞 절에서 수행한 완충재의 열해석

에 이용하였던 조건과 동일하였다. 단, 벤토나이트-모래 층의 열전도도는 2.0 W/m℃이

다. 그림 6-9에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계산결과를 살펴

보면 벤토나이트-모래층을 내부에 두었을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 블록 사이의 최대온도

는 91.6 ℃이었다. 이 값은 벤토나이트만으로 완충재를 제작하였을 경우의 98.8 ℃보다 

7 ℃가량 낮다. 

  제안된 완충재 블록의 경제성을 단순히 벤토나이트 가격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완충재 

비용은 벤토나이트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므로 모래 가격 및 제작비용은 별도로 단순히 

벤토나이트 비용 절감을 계산하였다. 

그림 6-5. 완충재 대안 블록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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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2중구조의 완충재 블록을 이용하였을 경우 

열해석 결과.

나. 열전도도 향상

  일반적으로 완충재의 수리전도도와 핵종의 이동성은 암반보다 작아야 하며, 처분용기 

내부에서 발생된 열을 완충재가 주변 암반으로 잘 전달하여 처분용기 및 처분공 내에 열

이 축적되지 않도록 완충재의 열전도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충재 물질로서 벤토나이트를 고려하고 있으며,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모래와 같은 첨가제를 섞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처분장의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의 경우 열전도도가 약 2.8 

W/m°K [6.1]로서 완충재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완충재의 열전도도가 낮을 경우, 처분

용기를 포함하여 완충재의 온도가 높아져서 완충재의 변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수분이 

기화되어 증기압이 높아져서 주변 용기나 뒷채움재 등 전체 다중방벽시스템에 영향을 주

게 된다[6.2]. 따라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

부분의 나라에서는 처분용기 표면의 온도가 100 ℃를 넘지 않도록 공학적방벽을 설계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용기와 직접 접하는 완충재의 두께를 제한하고 열전도도를 

1.0 W/m°K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6.3]. 세계 각국에서는 완충재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모래를 비롯한 각종 첨가제를 벤토나이트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벤토나이트에 모래를 첨가하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열전도도와 기체의 투과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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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팽윤압을 저하시키고 수리전도도를 증가시켜 지하수와의 접촉

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완충재의 선택은 지하수 유동특성, 모암의 단열분포특

성, 처분용기 및 거치방법 등의 다양한 처분장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Kunigel VI 벤토나이트에 모래를 30 % 혼합한 물질을 기준 완충재로 삼고 있

으며[6.4], 특히 벨기에의 경우에는 모래 뿐 아니라 흑연(graphite)을 첨가하여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6.5].

  본 보고서에서 고려한 옥산 벤토나이트 원광은 실험을 위하여 경주에 소재한 한국수드

케미 공장으로부터 200메시 이하의 분말상태로 공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옥산 벤토나

이트 원광의 XRD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옥산 벤토나이트는 주로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밖에 장석 및 석영, 그리고 소량의 크리스토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그

림 6-7). 기존 고상모 외[6.6]의 연구에 의하면 옥산벤토나이트 원광의 광물조성은 몬모

릴로나이트가 69.5 %, 장석 22.2 %, 크리스토발라이트 6.9 % 석영 1.4 %이다. 옥산광

산 원광의 화학분석결과를 표 6-4에 나타내었다. 옥산광산 벤토나이트는 전형적인 칼슘

벤토나이트로서 2.64 % CaO 함량을 갖는다. 이에 비해 Na2O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1.97 %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벤토나이트 원광에 함유된 사장

석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옥산벤토나이트 원광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 

전형적인 몬모릴로나이트의 특징을 보여 준다(그림 6-8). 이들에 대한 EDS 분석 결과는 

화학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칼슘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

다. 완충재의 첨가물로서 사용된 모래는 대전에 소재한 명진 골재환경사업소에서 제공된 

금강의 강모래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래의 XRD 분석결과 이들은 주로 석영과 

장석, 그리고 소량의 운모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옥산 벤토나

이트 원광 분말과 모래의 입도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6-9와 그림 6-10에 나타내었다. 

옥산 벤토나이트 원광 분말의 입도분포는 0.96～181.97 ㎛ 사이에서 로그함수의 전형적

인 정규분포곡선을 보이면서 11.48～13.18 ㎛ 사이에서 최고 값을 나타낸다. 모래의 입

도분포 분석결과는 0.3～0.6 mm 크기가 50.0 %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는 모래크기

(4.75～0.075 mm)의 입자가 97.5 %를 차지하고 실트와 점토크기( >0.075 mm)의 입자

가 2.49 %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모래의 입도분포 범위 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열전도도는 측정 시 온도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측

정 물질의 공극률과 광물조성 및 조직에 의해 영향 받는다[6.7, 6.8, 6.9, 6.10, 6.11].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조암광물들의 열전도도에 의하면 스맥타이트(몬모릴로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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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전도도는 실온에서 1.8 W/m°K, 석영은 7.8 W/m°K, 장석은 사장석과 정장석 모두 

2.3 W/m°K로서[6.12, 6.9] 일반적인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전도도 설계요건인 1.0 

W/m°K보다 매우 높은 값을 갖는다. 그러나 벤토나이트 블록은 다량의 수분과 공극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전도도는 각각 0.6 W/m°K, 0.03 W/m°K로 알려져 있다[6.12]. 

따라서 공극률 및 함수량은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전도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공극률

이 낮을수록 열전도도는 증가하며 동일 건조 도일 경우 공극을 채우는 수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열전도도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 분말로 제조된 블록은 완충

재의 열전도도 설계요건인 1.0 W/m°K보다 낮은 값을 가지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조 도를 높여서 공극률을 낮추고, 공극을 공기보다 열전도도가 더 높은 수분으로 채

우기 위해 함수량을 높이게 된다. 또한 벤토나이트보다 열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첨가함

으로서 열전도도의 향상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물질의 건조 도와 함수량 및 첨

가재의 양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실험방법 및 변수에 따라 1차로 건조 도, 함수비, 모래함량을 변화시켜 

제작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전도도 측정 실험결과를 표 6-5와 그림 6-11에 나타내었

다. 실험 결과, 건조 도와 함수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도도가 높아졌으며 몬모릴로나이트

보다 열전도도가 높은 석영과 장석으로 주로 구성된 모래의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도

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6-5). 건조 도, 모래함량, 함수량 등의 변수에 대한 

열전도도의 증가량 및 증가율 결과에 의하면 함수비의 변화에 의한 열전도도 증가 효과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수량이 15 % 이상일 경우에는 건조 도와 모래함

량 변화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다중방벽 개념 하에서 완충재의 열전도도 값의 설계 요

건인 1.0 W/m°K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첨가물로서 흑연을 첨가하였을 경우, 열전도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

조 도를 1.6 g/cm
3로 하고, 함수비와 모래함량 및 흑연의 함량을 변화시켜 2차로 제작

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전도도 측정 실험결과를 표 6-6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함수비와 모래의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

여주며 흑연의 첨가에 의해서도 상당한 열전도도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실험 변

수들에 따른 열전도도 향상의 비교를 위하여 측정된 열전도도 값들을 각각의 실험 변수

들인 모래함량의 증가, 함수비의 증가, 흑연의 증가에 따른 열전도도의 증가량과 증가율

로 표시해 보았다(표 6-7). 동일한 함수비와 흑연함량 조건에서 모래함량이 0에서 30 %

로 증가할 경우 열전도도는 0.15～0.71 W/m°K의 증가량을 보여준다. 이는 11.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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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율에 해당한다. 동일한 모래함량과 흑연함량 조건에서, 함수비를 25 %까지 증

가시켰을 경우 열전도도는 모래함량이 0 %와 30 % 일 경우 각각 0.79～1.45 W/m°K과 

0.76～1.87 W/m°K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벤토나이트의 자연함수량을 기준으

로 할 경우에는, 25 %까지 수분 첨가에 의한 열전도도의 증가량은 모래함량이 0 %일 

경우 0.61～1.12 W/m°K이며, 30 %일 경우는 0.52～1.30 W/m°K이다. 이는 각각 63.

9～68.6 %와 40.8～69.4 %의 증가율에 해당한다(표 6-7과 그림 6-11). 동일한 건조

도, 모래함량 조건에서 흑연함량을 0 %에서 5 %로 증가시킬 경우, 열전도도는 모래함량

이 0%일 경우 함수비에 따라 0.38～0.92 W/m°K, 30 %일 경우 0.38～1.48 W/m°K 증

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자연함수량을 기준으로 25 %까지 함수비를 증가시킬 경우 

열전도도의 증가량은 모래함량이 0 %일 경우 0.41～0.92 W/m°K, 30 %일 경우 0.71～

1.48 W/m°K이며 이는 각각 57.0～78.3 %와 63.1～100.5 %의 열전도도 증가율에 해당

한다(표 6-7과 그림 6-12). 흑연의 경우는 첨가량이 5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을 첨가해

도 높은 열전도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건조 도, 모래함량, 함수비, 흑연첨가량 

등의 변수에 대한 열전도도의 증가량 및 증가율 결과에 의하면 함수비와 흑연의 첨가에 

의한 열전도도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연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라도 함수량이 15 % 이상일 경우에는 건조 도와 모래함량 변화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다중방벽개념 하에서 완충재의 열전도도 값의 설계 요건인 1.0 W/m°K 이상의 값을 나

타내었다. 또한 흑연을 5 %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모래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함수비

에서 1.0 W/m°K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국내의 옥산 벤토나이트 원광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건조 도와 함수비 및 모

래와 흑연의 첨가물의 함량 조절을 통해서 1.0 W/m°K 이상의 열전도도 값을 갖는 완충

재 블록의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벤토나이트 블록의 제작 용이성과 열전도 증가의 효율

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산 옥산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할 경우 건조 도 1.6 

g/cm3, 모래함량 10～30 %, 함수비 10 %, 흑연함량 5 %로 벤토나이트 블록을 제조하

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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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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Chemistry and mineral composition of Oksan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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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Thermal conductivities of bentonite blocks of the firs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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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Thermal conductivities of bentonite blocks of the seco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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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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Amounts and rates of increase i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eco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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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 Bentonite

0 10 20 30 40 50 60 70
2Θ CuKα

In
te

ns
ity

M

M

F

F

C

Q

M M

Sand

0 10 20 30 40 50 60 70
2Θ CuKα

In
te

ns
ity

FQ

Q

Mica

그림 6-7. XRD patterns of Oksan bentonite powder and sand from the 

Geum-river (M:montmorillonite, Q:quartz, F:feldspar, C:cristob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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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SEM images of Oksan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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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Oksan benton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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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Grain size distribution of sand from the Geum-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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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Thermal conductivity plotted versus water content

Sand content = 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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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Thermal conductivity plotted versus graphit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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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content = 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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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Thermal conductivity plotted versus water content

다. 요오드 흡착능 향상

  요오드는 사용후핵연료 내 갭(gap)과 결정립계(grain boundary)에 많은 양이 존재하여 

처분용기 파손 후 유출되기 쉽다. 또한, 처분환경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벤토나이트에 

잘 흡착되지 않으므로 이동성이 크다.  I-129의 반감기는 1.7 × 107 년이나 되어 처분

장에서 안전성 평가 시 주요 핵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I-129가 생태계로 이

동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요오드의 흡착 여부 및 

완충재용 첨가제로서 몇 가지 물질을 실험하였다.

  첨가제 선정에서 고려할 조건으로는 국내 심부지하수에서 알려진 높은 pH 조건에서

(pH = 9 ∼ 10.5) 처분공 내 완충재의 무게와 요오드의 재고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요오

드의 이동을 저지할 만큼 흡착력이 크거나 용해도가 매우 낮은 요오드 화합물을 생성하

는 물질이어야 한다. 또한, 지하 처분공에는 염소이온과 같은 다른 음이온이 과량으로 존

재할 수 있으므로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 환원조건에서도 안

정하고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

  요오드와 처분용기와의 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처분용기 재질로서 철과 구리, 그리

고 그들의 부식생성물을 각각 벤토나이트가 들어있는 요오드 용액에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용액 중 요오드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완충재 첨가제로서 기존의 음이온 

흡착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동석, 황철석, 고령토, 방연광 등의 암석, 활성탄 및 

Ag2O를 벤토나이트와 함께 요오드 용액에 첨가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를 표 6-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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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환경 조건에서 처분용기 재질에 의해 용액 중 요오드 

농도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활성탄과 Ag2O을 제외한 다른 첨가제도 요오드 흡착효

과가 크지 않았다. 이 실험결과로부터 활성탄과 Ag2O의 분배계수 값은 각각 136, 5 × 

105 ml/g을 나타냈으나, 활성탄의 경우 벤토나이트와의 큰 비중차로 인해 균일한 조성의 

완충재 블록을 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요오드와 반응하여 매우 낮은 용해도

를 갖는 AgI (용해도적 Ksp = 8.3 × 10–17)를 형성하는 Ag2O가 첨가제로서 바람직하다

고 판단되었다. 특히, 처분 1,000년 후 가압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중의 I-129 양이 약 

5.3 mole/borehole로 예상되므로, 이 요오드의 당량에 약 3～4배에 해당하는 Ag2O를 첨가

한 경우, 소량의 Ag2O 첨가는 완충재의 타 성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Ag2O에 대한 보충실험 결과는 Ag2O가 용해되어 생성된 Ag+는 벤토나이트에 잘 

흡착되므로 처분장 지하수에 의해 쉽게 손실되지 않을 것이며, AgI의 용해도적이 AgCl

의 용해도적(Ksp = 1.8 × 10–10)보다 훨씬 작아 지하수에 요오드 이온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해당하는 염소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도 요오드 이온과 선택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실제로 요오드 용액에 넣고 AgCl 침전을 반응시킨 결과, 요오드 이온 농도가 크게 감소

하였으며, 요오드 농도가 수 µg/L 정도로 낮은 실제 지하수에서도 Ag2O의 첨가는 요오

드 농도를 1/10 이하로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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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aterial 

weight

(g)

Bentonite 

weight

(g)

Water

(mL)

Before 

reaction

[I-]

(μg/mL)

Reaction 

time

(days)

After 

reaction

[I-]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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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처분용기 물질 및 완충재 첨가제에 의한 용액중 요오드 농도의 변화

aSGW : Synthetic ground water

bRGW : Real ground water. The experiment with RGW was performed in a nitrogen-filled 

glove box.

cDW : Demineralized water



- 186 -

제 2 절  수평/수직 및 단층/복층 배치개념 분석

1. 사용후핵연료 수평처분(KRS-H1) 개념

가. 가 정

   기준처분개념인 수직처분(KRS-V1) 개념과의 비교 분석에 필요한 수평처분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가정사항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처분장 깊이, 환경 등 일반 조건과 처분용기 개념 및 포화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도는 수평, 수직개념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수평처분개념에서는 수송 및 처분을 위하여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감싸 

일체화시킨 별도의 콘테이너를 사용한다.

- 수평처분 개념에서 콘테이너간에는 격리블럭으로 구분하여 수평처분갱(disposal 

drift)에 배열하는 것으로 하며, 수평처분갱 외에 운영을 위한 챔버를 두고, 최종적

으로 처분갱도 봉을 위하여 콘크리트 플러그를 사용한다.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붕

괴열, 암반의 열전도도 등을 사용하여 수평처분 갱의 간격 및 처분용기(콘테이너)간 

거리는 지속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최적화한다.

- 수평처분갱도의 길이는 300 m까지 고려하며, 처분갱도의 경사는 상향 2도로 한다

나. 기본 요건

   수평처분개념 설정을 위한 기본 요건을 기준처분개념인 수직처분(KRS-V1)에 있어서

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1) 기준 사용후핵연료

      가) PWR : 17 × 17 집합체

       - 집합체 무게 : 665 kg

       - 단면적/길이 : 21.4 cm × 21.4 cm / 453 cm

       - 연소도/농축도 : 45,000 MWD/MTU - 4.0 %, 55,000 MWD/MTU - 4.5 % 

       - 440 kgU/집합체

      나) CANDU  

       - 핵연료 다발 무게 : 25 kg

       - 핵연료 다발 지름/길이 : φ10 cm /49.5 cm (49.5 cm x 9 층  = 445.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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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도/농축도 : 7,500 MWD/MTU/0.7 %

       - 19 kgU/다발

   2) 처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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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량

   3) 처분용기

     -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 제원 동일 : 483 cm x Φ 122 cm

         : 내부 바스켓(455) +insert(6.5x2) + 구리쉘(5x2) + 취급부 (5)

다. 처분 콘테이너 개념

    수평처분의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 블록을 일체화시킨 처분 콘테이너의 개념은 다

음과 같다.

     - 처분용기와 완충재 블록이 일체화된 철제 콘테이너를 처분갱도에 직접 거치

     - PWR 사용후핵연료 콘테이너 : 583 cm × Φ 206 cm

     - CANDU 사용후핵연료 콘테이너 : 550 cm × Φ 206 cm

그림 6-14. 수평처분을 위한 PWR용 처분 콘테이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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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치 개념

    수평처분개념 처분장 지하시설의 주된 3개의 구조는 이송터널, 처분용기를 처분하기 

위한 운영챔버 및 처분갱도(disposal drift)이다. 개념설정 단계의 수평처분개념과 관련된 

장비 및 방법의 개발에 있어 굴착과 처분을 위한 장비의 길이는 향후 지하 배치에 필요

한 이송터널과 운영챔버로의 연결을 위한 곡률반경 및 길이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챔버의 높이는 처분터널 개구부 위로 들어 올

리는 중장비 리프트의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용기의 지

름과 수평처분개념에서의 공정운영 장비를 고려하여 처분갱도의 규모를 산출하여야 한

다.

   1) 간격설정을 위한 열해석

     - 수평처분 터널갱도 간격 및 처분 캐니스터 간격 설정을 위한 열해석[그림 6-19]

       ․조건 : 처분 캐니스터 표면온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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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처분장내 간격 결정을 위한 열해석 결과. 

 

   가)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 

       1. 처분터널간격 : 40 m, 처분캐니스터 간격 : 7 m

       2. 처분터널간격 : 30 m, 처분캐니스터 간격 : 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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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 

       처분터널간격 : 40 m, 처분캐니스터 간격 : 처분 콘테이너 길이 5.5 m

   2) 처분 갱도 제원

     이상의 주요 고려인자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산출한 터널 및 수평처분 소요수량 

및 제원은 표 6-11 및 그림 6-2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구   분 내     용

처분갱도

제원

- PWR ; 41 처분용기/갱도 -> 41 x 7 m + 15 m = 301 m

- CANDU ; 52 처분용기/갱도 -> 52 x 5.5 m + 15 m = 301 m

- 운영챔버 ;  15 m (너비 : 5 m, 높이 : 6.15 m)

- 처분갱도 : ϕ 2.15 m

처분갱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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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도

표 6-10. 처분갱도 제원 및 소요 수

그림 6-16. 수평처분 갱도 배치 개념(CANDU 형 및 PWR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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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구역 배치개념

      수펑처분개념에 있어서의 처분용기와 완충재 블록, 처분터널에서의 정치 및 처

분구역 배치개념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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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처분구역 배치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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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Central Tunnel
- Width : 7.0 m

- Height : 8.4 m

Panel Tunnel
- Width : 6.0 m

- Height : 7.6 m

Operation Chamber

- Width : 5 m

- Height : 6.15 m

- Length : 15 m
Disposal Drift - Diameter : 2.16 m

표 6-11. 지하시설 터널 제원 

       * 처분갱도를 제외한 나머지 터널은 수직처분개념과 동일제원

2. 수평/수직 개념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 처분터널과 처분 갱도

    두 처분시설 개념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수직처분개념에서의 총 길이 30-40 km를 

포함하여 단면 약 30 m2의 대규모 처분터널구역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대신 이것들은 

지름 2.16 m의 처분 갱으로 대체된다. 처분터널이 필요없으므로 약 50 %의 굴착량이 

감소되거나, 스웨덴의 경우를 고려할 때 약 900,000 m3의 굴착량이 감소된다. 이것은 건

설기간동안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배수

와 환기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수직처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수평처분의 경우가 훨씬 효과적인 처분방법임을 나타낸다. 

  수직처분의 경우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터널이 동시에 굴착되어야 하므로, 전통적인 천

공 및 발파방법으로 처분터널을 굴착하고 디젤 트럭으로 굴착암반을 수송하는 것은 수평

처분의 경우보다 대용량의 환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나. 수송 터널과 주 터널

    지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처분갱의 간격, 처분될 처분용기의 수, 지질학적 제한사

항, 건설 순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처분공정 장비와 차량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처

분공정장비는 처분 터널의 규모를 결정하고, 수직처분에 있어서 주터널과 수송터널의 규

모를 결정한다. 기준개념의 주터널은 처분터널이 분기되는 터널로 주터널의 개념단계에

서의  규모는 폭 7 m이며, 수송터널은 폭을 6 m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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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처분개념에서 수퍼콘테이너는 항상 수평으로 수송 및 취급되는데 이는 소규모의 

처분공정장비로 가능하다. 또한, 수송터널의 폭이 주터널의 폭과 같은 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없고 처분갱도는 수송터널과 동일한 폭을 가진 터널에서 분기될 수 있다. 처분터

널의 측면에 15 m 길이 정도로 처분공정 운영을 위한 챔버가 건설되며, 터널내에서 수

송상의 간섭없이 처분갱도에 처분공정 장비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플러깅 및 뒷채움

    각 처분 갱은 운영챔버에서 pH가 낮은 콘크리트 플러그로 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지층처분장의 처분 운영기간동안 처분터널이나 이송터널의 뒷채움 공정이 필요없게 된

다. 이것은 심지층 처분장의 마지막단계까지 뒷채움재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라. 지하수 유입

    심지층 처분장 계획은 모든 건설 및 운영이 부지의 지질환경이 가능한한 가장 최선

의 방법으로 기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이것은 실제적으

로 굴착된 곳으로 지하수 유입이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통제할 수 없

는 지하수 유입은 암반의 화학적 완충능력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균열채

움물질의 분열을 통하거나 심부층에서 발견되는 염분지하수는 처분장 주위로 양수될 수 

있다. 수평처분개념 설계에 근거한 처분장은 총 굴착량이 적기 때문에 처분갱도로 유입

되는 지하수의 양은 적고 수직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유입되는 지하수보다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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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처분개념 수평처분개념

기술성

- 지질조건/

  설계

- 건 설

- 처분기술

- 환경영향

- 지질조건에 따른 적용 및 유연성

  있는 설계 가능

- 입증된 기술 적용 가능

- 실규모 실증, 입증된 기술적용

- 틈새처리 : 벤토나이트 펠렛으로

             처리

- 처분터널 뒷채움 필요

- 굴착량 많아 환경에의 영향 큼

- 지질조건에 따른 적용 및 유연성 있는 

  설계 가능

- 소규모의 긴 수평터널 굴착장비 보완 

  및 보강방안 강구 필요 

- 기술개발 필요, 취급 용이

  (용기/버퍼 일체화)

- 틈새처리 곤란 : 도저하, 

수리전도도

                  상승

- 수평처분공에서의 뒷채움 필요없음

- 비교적 적음

장기적 

성능 및 

안전성 

(방벽)

- 캐니스터

- 버 퍼

- 뒷채움재

- 근계/원계

- 용기로부터 누출가능성은 비슷

- 완충재 도 유지가능, 잔류물질 

  제거 용이

- 뒷채움량 많음 : 성능 저하시 

  핵종이동 통로

- 굴착량 많음 : 핵종이동 통로

- 용기로부터 누출가능성은 비슷

- 완충재 도저하 방안 강구, 잔류물질 

  제거불리

- 뒷채움량 적음 : 핵종 이동통로 

  가능성 적음

- 굴착량 적음 : 핵종이동 통로 가능성 

                적음

비용

- 굴착량

- 기술

- 굴착량 많음 : 비용이 커짐

- 실증된 기술 적용

- 굴착량 적음 : 비용이 적음

- 기술개발 필요 : 기술개발비/비용 

                  불확실성

표 6-12.  수직/수평처분 개념 기술성 분석

3. 단층 및 복층 배치 개념 분석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경사로와 수직갱으로 연결된 지하 암반에 단층배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대안으로서 복층구조로 배치한 개념에 대하여 간

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림 6-22는 처분심도 400 m와 500 m를 가정으로 하여 개념적으로 배치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처분공정은 하층부로부터 수행하며, CANDU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로로부

터 배출된 기간이 오래된 PWR 사용후핵연료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처

분 구역내의 지하수 저수조 및 배수관련 유틸리티 시설은 하층부에 설치하고, 운영 및 

해체와 관련한 폐기물 처분구역은 상층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설정된 복층배치시 지하 처분공간은 약 100,000 m3 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기타 유틸리티시설 및 처분구역의 터널 길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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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지하처분장 복층배치 개념

  처분구역을 2층으로 배치한 복층구조의 특성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 지하처분구역에 필요한 소요면적은 지하 균열대 특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다소간 

줄어 들게된다. 핀란드의 경우를 예로들면 단층 배치의 경우 1.5 × 1.5 km 이고, 

복층 배치의 경우 1.2 × 1.2 km 의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처분장 전체 배치를 위한 터널 및 굴착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가된다.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열에 따른 처분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처분공 간격이 커지게 됨.

      . 복층의 경우 각 층별로 유틸리티 등 소요시설이 필요함.

  - 지하 공간이 커지므로, 건설 및 뒷채움을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 소요면적이 감소되어 지상/지하 연결터널 및 수직갱도로 부터 처분구역까지의 

거리가 감소된다.

  - 상부와 하층부에서의 처분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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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용평가

    처분장은 여러 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층으로도 건설될 수 

있으며, 처분용기의 거치방법에서도 수평 또는 수직으로 거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이러한 대안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1. 단․복층 주요원가 분석

  

  그림 6-23은 단층 처분장을 나타내며, 그림 6-24와 6-25는 단층대신에 복층으로 

처분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복층처분장은 단층처분장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분할 

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심도는 400 m와 500 m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림 6-19. Single layer alternative of the 

repository

그림 6-20. Double layer 

(horizontal division)

     그림 6-21. Double layer 

(Vertic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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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6은 단층과 복층간의 주요원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단층이 복층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된 이유는 중앙터널과 

뒷채움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Dominant cost difference

1660 1680 1700 1720 1740 1760 1780 1800 1820 1840

        Single layer                          

Double layer(horizontal division)    

Double layer(vertical division)    

[MEUR]

그림 6-22. 단복층 처분장의 주요 원가 차이

2. 수평처분과 수직처분의 주요원가 분석

  그림 6-27부터 그림 6-29까지는 수직처분방식과 수평처분방식의 투자비, 운영비, 

폐쇄비에 대한 주요원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0은 그림 6-27～29의 

원가차이 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30에서와 같이 수평처분방식이 수직처분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처분공 굴착비와 벤토나이트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평처분에서는 수직처분에서 존재하는 

처분공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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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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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Investment costs

 

Operat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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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Operating costs 

 

Closure costs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Vertical emplacement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40m),

canister(7m))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30m),

canister(8m))

Unit : MEUR

그림 6-25. Closur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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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Cost Difference

0 400 800 1200 1600 2000

Vertical emplacement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40m), canister(7m))

Horizontal

emplacement(spacing:

tunnel(30m), canister(8m))

Unit : MEUR

그림 6-26. 수평처분방식과 수직처분방식의 주요원가 차이

  상기와 같은 비용분석은 기술적 비용만을 고려한 비용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비기술적 비용인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적 비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확률론적 비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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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28기의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사용후핵연

료(PWR 사용후핵연료 20,000톤,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톤) 36,000톤의 직  처분

을 한 한국형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 1997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행된 본 과

제의 1단계 연구에서는 심지층처분시스템 기술기 을 설정하 고, 7가지 거치 방안 비교

를 통하여 기  처분방안을 도출하 다.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수행된 2단계 

연구에서는 이 제안된 처분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기 처분시스템을 구축하 다. 2002년 

3월부터 수행된 3단계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을 제안하

다. 

  처분 상 고 폐기물의 특성을 설정하기 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을 통하여 기  사용후핵연료를 설정하 다. 본 연구를 한 기  사용후핵연료

는 연소도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17X17 핵연료 으로 기농축도 4.0wt%, 45,0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7,500 MWD/MTU이다.  설정된 기  사용

후핵연료에 한 방사붕괴열량, 방사능 세기  방사선원을 결정하 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하여 기  설계요건을 설정하 다. 공학 방벽을 구성하는 처분용

기의 설계요건으로서 처분용기 수명은 1,000년 이상, 처분용기 표면선량률은 1.0 Gy/hr 

이하,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의 최  온도 100℃, 기계  최  설계하 은 12 MPa 등을 

설정하 다. 완충재의 설계요건으로는 수리 도도 1×10
-12 
m/s 이하, 열 도도 1.0 W/m 

K 이상, 확산계수는 양이온의 경우 10-11 m2/s 이하, 스트론튬의 경우 10-10 m2/s 이하, 

음이온의 경우 10-9 m2/s 이하 등의 기 을 설정하 다. 지하시설 설계를 하여 국내 

표 결정암인 화강암을 상 암반으로 결정하고, 단열 (fracture zone)를 네 가지로 분

류하고 지하시설 설계에 용하 다.

  처분용기는 기본 형상을 스웨덴의 구리-주철 이  용기 구조를 따라 설계하 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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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유의 처분환경을 고려하여 외경 102 cm, 길이 483 cm의 용기를 개발하 다. 핵임

계, 방사선차폐, 구조 안정성, 열해석 등 성능평가를 통하여 안 성을 확인하 으며, 재

질별 비교를 하여 소규모 용기 제작을 통한 국내 제작기술성 분석과 제작단가를 추정

하 다.

  완충재 재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칼슘벤토나이트로 선정하 으며, 완충재 두께는 방사

성 핵종의 확산 상을 주요 인자로 하여 결정하 다. 완충재 두께 변화에 따른 주요 12개 

핵종의 총 출률 계산으로부터 완충재 두께 50 cm를 결정하 다.  한, 결정된 완충재 

구조에 하여 열 해석과 구조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요건에 따라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처분시설을 한 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 처분시스

템은 화강암반을 기반암으로 하는 일반 인 부지를 가정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본 비 개념설계의 범 는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을 심으로 하는 지상에서 필요한 

공정장비 등의 설비  시설에 한 개념을 설정하고 지하 처분장 터   시스템 등에 

한 비 개념 설정, 지하 처분장의 건설 방법  추후 폐쇄 방안, 지하 처분장 운  방

법설정 등으로, 향후 다양한 안 개념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 으로 보완될 것

이다. 

  개념설계 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해 공학  원가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처분원가를 추

정하 다. 처분원가를 산정하기 해서 우선 원가동인을 규명하 다. 처분원가의 원가동

인은 크게 기술  인자와 비기술  인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  인

자를 고려한 처분원가를 산정하 다. 평가 결과,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하시설 비용은 약 

3조 4천1백억 원, 지상시설 비용은 약 7조 5천4백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부분 인 안분석을 수행하 다.  처분

용기에 한 안 연구로서 한국형처분용기(KDC-1)를 더욱 경량화 할 수 있는 처분용기

(KDC-2)를 제안하고 이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완충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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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서 이 구조 완충재를 제안하 으며, 열 해석 결과 그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하 다.  한 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흑연 첨가물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요오드 흡착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Ag2O 첨가를 제

안하 다.  처분용기 거치 방안에 한 안 분석을 하여 수직처분과 수평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장․단 을 분석하 다.  안에 한 비용 분석 결과 수평처분방식이 수직처분

방식 보다 경제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단층처분장이 복층처분장 보다 경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측면  방사선  안 성 측면에 한 분석 없이 도출된 결과이

므로 향후 상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비 결과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장기 안 성 분석, 처분부지

조사를 한 기획, 일반   이해 당사자들과의 정보교류 수단  비용평가를 한 

공학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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