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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 의 비 은 우리나라 소요 력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 지 개발계

획에 따르면 향후 60 % 정도까지 높일 계획에 있다. 이러한 계획의 실 에 있어서 

가장 요한 향 인자는 후행핵연료주기로서 원자로에서 기를 생산하고 난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는 그로인한 고 폐기물의 리 방안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확산정항성이 큰 효율 인 리방안의 하나로 사용

후핵연료 내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한 건식 재처리 방법인 이로 공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 세계 으로 실용화 사례가 없는 새로운 기술인 건식 재처

리공정에 한 지 까지 수립된 이로 공정 안을 기 로 하여 해당공정에서 발

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물량과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한 지층 처분방안을 도출한 내용을 기술하 다. 처분개념 도출을 하여 각 폐기물

별 특성  물량에 따라 포장용기  처분용기 개념을 설정하 으며, 처분심도를 

200 m와 500 m, 2개 층으로 구분하여 각 심도에서 폐기물 특성에 합하게 장기

장 는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 방안은 고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

술  요구사항으로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 인 설계입력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향후 실제 부지특성자료와 안 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 화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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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electricity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round 40 % of total required 

electricity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energy development plan, the proportion 

will be raised up to 60 % in the near future. To implement this plan,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back-end fuel cycle, that is to say, saf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 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Various researches are being carried out to manage the spent fuel effectively 

in the world. In our country, as one of the management alternatives which is 

more effective and non-proliferation, pyro-processing method is being developed 

actively to retrieve reusable uranium and TRU, and to reduce the volume of 

high level waste from a Nuclear power plant. This is a new dry recycling 

process.

  In this report, the amount of various wastes from a pyro-process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amou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ste, the concepts of waste packages and the disposal container are 

developed. And also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dioactivity and the heat 

generation, multi-layer of the depth is considered for disposal of these wastes. 

Based on these informations, three geological disposal alternatives are developed.

The proposed various alternatives in this report can be used as input data for 

design of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 And they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al site data and safety assessment in the future. 

After then, a final disposal concept will be selected with various assessment and 

the optimization will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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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 의 비 은 체 발 량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발 소를 상업 운 한 이래로 재 4개 부지에서 가압경

수로 16기와 가압 수로 4기가 운  에 있다. 이들 원자력발 소에서 기를 생

산하고 난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 소 부지의 장고에 습식 는 건식

으로 보 되어 있으며, 표 1은 각 발 소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용량  

2007년말 재 장 인 사용후핵연료 장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

연료의 장기 인 안 리는 국가 에 지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 지 공 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원자로형 부지
저장용량

(MTU)

 저장량 

(MTU)

포화년도

현 용량기준 저장능력확충

가압 경수로형

(PWR 형)

고리 2,253 1,623 2016 2016

영광 2,686 1,491 2016 2021

울진 1,642 1,214 2008 2018

가압 중수로형

(CANDU)
월성 5,980 5,980 2009 2017

합   계 6,581 10,308 - -

표 2.  발전소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2007. 12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한 지 까지의 국내 입장은 재처리 는 재활용보다는 직 처

분 에서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Pyro-process를 통한 건식재처리를 할 경우,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폐기물의 양을 일 수 있다는 

이 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실증을 한 비단계에 있다. 

  재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방법은 습식의 Pure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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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 , 정치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 기

능이 우수한 건식 재활용 기술인 Pyro-process를 개발 에 있다. Pyro-process는 

속연료를 LiCl이나 KCl 혹은 그 공용융염에 녹인 후, 속고유의 산화/환원 

차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분리하는 공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화물 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이 추가 으로 도입된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처분 에서 Pyro-process의 장 은 폐기물의 부피감용

과 고방열 폐기물의 분리에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직  폐기물로서 처분하게 될 경

우에는 높은 붕괴열로 인하여 처분장이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장반감기 핵종인 TRU를 제거하면, 폐기물의 부피를 

일 수 있다. 한 고방열 핵종인 Cs  Sr을 따로 수집하여 고형화 시키게 되고 방

사성폐기물의 열발생을 일 수 있으므로 처분장의 열부하를 여 처분효율을 향상

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로 분리된 Cs  Sr 폐기물은 30년 후의 반감기를 가지므

로 100 ~ 300년 정도의 장기간을 통해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

는 고 폐기물에 한 지층처분 개념을 설정하기 하여 용 가능한 안을 분

석하는 것으로서 구체 으로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 국내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에서 기를 생산하고 난후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 고려하고 있는 재활용공정인 이로 로세싱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에 한 지층처분 방안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 이로 로세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다른 특성을 가진 방

사성폐기물 선원에 한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사항 분석하고자 하 다. 

  - 고려되는 처분시스템은 아래의 4가지 처분 설계 목 에 합해야 한다.

    ▪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 폐기물  장반감기 핵종을 가진 모든 

폐기물을 동시 처분

    ▪ 고 폐기물의 장기 장개념 도입

    ▪ 처분구역에 한 처분 도 향상

    ▪ 회수성 향상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방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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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권 있는 문가인 Mckinley 자문사의 Dr. McKinley에 의한 검토를 받

아 지속 으로 보완 이며, 1차 인 검토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술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 인 설계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향후 실제 부지 특성 자료

와 안 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 화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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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이로공정 발생 폐기물 종류 및 특성

제 1 절 폐기물 종류

1. Pyro-Process의 공정 흐름

  국내에는 CANDU형과 경수로형의 두가지 사용후핵연료가 있으며, 이 에서 경수

로원자로에서 발생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가 Pyro-Process의 상이 된다. 재 국

내에서 개발 인 Pyro-Process를 폐기물 발생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Pyro-process 공정도.

가. Chopping/Decladding : 일정기간의 냉각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피복 을 벗겨

내고, 산화물연료만 수집한다. 이때 벗겨낸 피복 은 방사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표면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속폐기물로 분류가 된다.

나. Voloxidation : 산화물연료를 해환원하기 용이하게 하기 해 산화물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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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화하는 처리 공정이다. 산화물 연료와 산소를 고온에서 반응시키게 되면, 

UO2가 U3O8로 산화되면서 분말화가 된다. 분말화가 되면 비표면 이 늘게 되

어, 환원 반응이 빨라진다. 산화반응은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화물연료

에 포함된 Cs를 포함한 비 의 핵종은 증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포집해야 한

다. 이 때 포집용 흡착제로 인해 상당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다. Oxide reduction : 산화물 연료는 해정련과정으로 가기 해서는 속으로 

환시켜야 한다. 분말화된 산화물연료를 음극에 두고 LiCl 용융염 매질에서 기

으로 환원시켜 속분말을 얻게 된다. 이 때 LiCl 용융염에는 다량의 핵종이 

녹아나오므로 LiCl 용융염을 계속 사용하기 해서는, 주기 으로 용해된 핵종

을 흡착제로 흡착하거나 산화-침 시켜 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액으로 

사용된 LiCl 용융염의 정제과정에서 상당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된다.

라. Cathode consolidation : Oxide reduction 공정에서 환원된 속분말을 해제련

하기 해서는 표면에 묻은 용융염을 제거하고 덩어리 형태로 재가공해  필

요가 있다. LiCl 용융염은 진공을 걸어서 휘발-처리하여 재활용하며, 속분말

은 압착이나 소결 등의 방법으로 속체로 뭉치게 된다.

마. Electrorefining : 여러 가지 핵종으로 구성된 속체 에서 우라늄만을 기

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속체를 양극바스켓에 담고 기를 흘려주면, 속원

소들이 LiCl-KCl 공용융염에 양이온 상태로 녹아들게 된다. 속 양이온은 고

유의 산화/환원 에 따라서 음극에서 속상태로 석출되게 되는데, 우라늄

(U)은 TRU, RE  FP에 비해 Free energy of formation for chlorides(-ΔGf
o

)

가 낮기 때문에 먼  석출된다. TRU가 석출되기 시작하면 공정을 지하고 석

출된 우라늄은 회수한다.

바. Electrowinning : 앞선 Electrorefining 공정에서 LiCl-KCl 공용융염 의 회수

하지 못한 우라늄과 TRU를 기 으로 회수하는 공정이다. Refining에서는 고

체 음극을 사용하지만, Winning 단계에서는 액체 Cd 극을 사용한다. 그 이유

는 액체 Cd 극은 TRU 등의 핵종 분리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루토늄(Pu)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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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로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확산 항성은 재 Pyro-process

를 추진하는 이유 의 하나이다. 액체 Cd에 함유된 착물들은 Cd를 증발시켜 

회수하게 된다. 회수된 TRU 속은 감손우라늄 등과 섞어서 연료물질로 재활

용될 정이다.

사. TRU drawdown : Electrowinning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LiCl-KCl 공용융염 

의 TRU 잔량을 기 으로 회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용융염 

에 희토류(RE)가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잔량의 TRU와 함께 희토류 속도 

함께 석출되며, 석출물은 다시 Electrorefining 공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재 

공정설계되어 있다.

아. Salt purification : 우라늄  TRU를 회수하고 난 LiCl-KCl 공용융염은 다시 

Electrorefining 공정에서 재사용된다. 하지만 공용융염 에는 회수하지 못한 

TRU, REs(rare earths)  FPs(fission products) 등이 있으므로 흡착제로 흡수

하던지, 산화-침 시켜 걸러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액으로 사용된 LiCl-KCl 

공용융염의 정제과정에서 상당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된다.

2. Pyro-process 폐기물의 종류

  Pyro-process에서는 4개의 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된다(그림 1). 재 개발 인 

공정을 기 으로 발생 폐기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Metal waste : 속폐기물은 Chopping/Decladding 단계에서 발생된 핵연료를 

벗겨낸 피복 이 주성분이 된다. 피복 은 U, TRU  FP 등이 함유되어 있으

므로 ZrCl2등의 용융염으로 세척을 하며, 오염된 세척액은 Electrorefining 공정

으로 보내서 제거된 핵종을 회수하게 된다. 이밖에도 속폐기물로는 

Electrorefining에서 발생된 공용융염에서 발생된 슬러리 물질도 포함된다. 슬러

리는 주로 U과 NM(Noble Metal)이 주성분이다. 최종 Metal waste에는 피복  

 사용후핵연료 해체시에 발생된 Stainless steel 격자 등이 포함된다. 최종 

Metal waste에는 소량이지만 U, TRU  FP 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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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ff-gas waste : 재 Voloxidation 은 1250℃에서 산소를 불어넣어 수행된다. 

이 정도 고온에서는 부분의 Cs와 상당량의 NM, FP(I, Tc) 등이 기화되게 된

다. 발생된 off-gas는 먼  fly-ash로 고방열 핵종인 Cs를 흡착시킨다. 이 때 

Rb, Cd, Mo 등의 기타 소수의 핵종도 함께 제거될 수 있다. 고방열 핵종인 Cs

가 함유된 고정상은 유리 구체(glass frit)로 고정화시켜 세라믹 폐기물 형태

(CWF)로 처리된다. 기타 핵종들은 해당 흡착제로 하게 처리하여 외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없게 하고 있다(그림 2). Off-gas 공정에 들어가는 기화성 핵

종은 다른 고온의 해반응의 양극에서 발생된 Cl2 등의 기체도 처리할 정이

다. 한편 재 설정된 Voloxidation 온도에서는 공정을 조 하기 어려움 이 

있어, 1000℃ 내외로 낮출 수도 있으나, 배기가스의 양은 그다지 크게 지는 

않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그림 2. Off-gas 처리공정.

다. Salt waste I : Oxide reduction에 사용된 LiCl 용융염의 정제는 고방열 핵종인 

Cs와 Sr의 제거가 주목 이 된다. 재 공정상으로는 용융염 속에 녹아 있는 

Cs는 흡착제로 제거한 후, 유리 구체(glass frit)와 섞어서 세라믹 폐기물 형태

(CWF)를 만들고, Sr은 Carbonation에 의한 산화반응을 거친 후, 산화물만 걸러

내어 유리 구체와 섞어서 유리화 폐기물 형태(VWF)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

다. 하지만 재 이 공정은 최종 으로 정립된 상태는 아니며, 좀 더 폐기물 양



- 16 -

을 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라. Salt waste II : LiCl-KCl 공용융염의 최종 정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이

다. 먼  공용융염 의 Cs는 흡착제로 제거한 다음, 나머지 각종 속 양이온

은 공용융염에 산소를 불어넣어 산화  침 시켜 걸러내게 된다. 흡착제에 흡

수된 Cs는 CWF로 고정화 시키고, 나머지 산화침 물들은 VWF로 고정화 시키

게 된다.

  이상의 폐기물에서 지하처분 혹은 장기 장이 요구되는 폐기물은 metal waste, 

Cs를 함유한 off-gas waste, Salt Waste I과 II에서 Cs와 Sr로 함유 여부로 구분되

는 4종의 waste를 포함해서 총 6종이 발생된다. 이들 Waste는 radioactivity  발

열량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들 Waste에 한 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제 2 절 폐기물 특성

1.  Pyro-process 폐기물 핵종분석

  Pyro-process 폐기물 핵종은 5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사용후핵연료로서, 10 

MTHM을 기 으로 Pyro-process 연구 에서 작성한 flow-sheet를 바탕으로 분석

하 다. 기 이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성분구성은 표 2와 같다. 이들 핵종들은 

Pyro-process를 거치면서 폐기물 혹은 재활용 물질 등으로 분리 된다.  

  본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심으로 표 1에 나타난 성분과 기타 주요 핵종의 분

포를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제시될 핵종분포는 여러 가지 가정과 열역학  단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실험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앞으로 

Pyro-process와 련한 많은 공정실험과 자료 확보를 통해 신뢰할 만한 값들이 나

오기를 기 한다. 본문에서 제시되는 수치는 10 MTHM의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

로 하고 있다.

  Pyro-process 공정에서 취 된 주요 핵종은 우라늄을 포함하여 총 42 종이었으

며, 기타 요하지 않다고 단되는 핵종은 제외하 다. 이들 다양한 핵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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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에서 분산되는 거동은 취 된 핵종들의 속, 염화물, 산화물 상태에서

의 기화 , 용융   산화환원 를 분석하여 결정하 다.

                 표 2. 사용후핵연료 구성 성분표

성분 함량(Kg) 

U 9,410.000 

TRU 127.339 

NM 106.049 

Clad 2,560.000 

REFP 140.977 

Cs 34.600 

Sr 11.500 

O 1,344.000 

FP (I,Tc) 13.360 

Total 13747.825 

  

가. Uranium : 총량은 9410kg이다. 피복 에 묻어오는 것과 해정련의 양극 슬러

리에 포함된 양은 Metal Waste로 가며, Refining단계에서 부분이 회수되어 

재활용될 정이다. Refining에서 회수되지 못한 Uranium은 winning 단계에서 

회수되어 TRU product에 포함된다. 재 Pyro-process에서 추정하는 양은 

Uranium metal waste는 0.32kg이며, TRU product에는 37.6kg이 포함된다. 나

머지 부분의 Uranium 9372kg은 회수 될 정이다.

나. Clad : 피복 을 형성했던 zirconia 등의 알로이 속으로서 약 2560kg 이며 표

면 세척 후 량 Metal waste로 보내진다.

다. SS : 피복 을 지지한 주변 격자 등이 해당된다. 주로 스테인리스 속으로서 

약 512kg 정도이며 량 Metal waste로 보내진다.

라. NM : 귀 속 핵종의 총량은 109.9kg이다. 귀 속 핵종으로서 피복 에서 묻어

오는 양은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량 Voloxidation 공정으로 가게 된다. 하지

만 후속공정인 Electrorefining 공정에서 부분의 NM은 용융염에 용해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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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게 되므로, 양극 슬러리에서 오는 양이 상당량 포함된다.  주요 NM 핵종

을 기 으로 Waste에 분산되는 양을 추정해 보았다.

• Mo : 총량은 45.4 kg이다. MoO2 산화물의 끓는 은 1,155℃로서 

Voloxidation 단계(1250℃)에서 80% 정도 휘발되고 나머지 20% 성분이 

Electroreduction  Electrorefining 공정을 거쳐 양극 슬러리에서 분리

되어 Metal waste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

• Ru : 총량은 29.7kg이다. RuO2 산화물은 1200℃에서 승화하는 물질로서 

Voloxidation 단계에서 100% 휘발된다고 보았다. 휘발된 Ru는 Fly-ash

로 포집한 후, 고형화시켜 Cs와 함께 CWF(ceramic waste form)으로 

환될 것이다.

 • Rh : Rh 총량은 5.45kg이다. Rh2O3 산화물은 비교  높은 1100℃에서 

녹는 을 가지나 열분해가 되는 물질로서 공정상에서 속 상태로 존재

할 것으로 보여진다.  후속 공정을 거쳐 량이 Metal waste로 가는 것

으로 보았다.

 • Pd :  총량은 18.2kg이다. 산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로서, 산화물의 끓는 

도 2,963℃로 높기 때문에 Voloxidation 단계에서 손실이 없이 후속 공

정을 거쳐 Metal waste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

 • Ag :  총량은 0.889kg이다. 산화가 잘 되지 않으며, Ag2O 산화물도 28

0℃의 용융 을 가지고 쉽게 열분해 되어 버리므로 실제 Voloxidation 

단계에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손실이 없이 후속 공정을 

거쳐 Metal waste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

 • Tc :  총량은 10.3kg이다. Tc2O7 산화물의 기화 은 310℃ 정도로 높지 

않으므로, 량 Voloxidation 단계에서 100% 휘발된다고 보았다. 휘발된 

Tc는 Alumino-silicate 흡착제 등으로 포집될 정이다.

마. TRU : TRU를 구성하는 주요핵종은 Np, Pu, Am  Cm이다. 이들 핵종의 총

량은 약 127.3kg 이다. 부분의 TRU는 후속공정을 거쳐 TRU product로 연료

물질로 사용될 정이다. 하지만, 피복재에 묻어 있는 소량의 TRU가 metal 

waste로 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양은 1/1,000,000 수 인 0.127g으로 보았다. 

TRU 핵종 에서 Np와 Pu는 속 상태에서 낮은 용융 을 갖고 있으므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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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높은 환원 온도에서 취 할 경우에는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바. RE : Rare earth를 구성하는 주요 핵종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이며, 총량은 141.0kg이다. 이들 핵종은 개 피복

에 묻어 있는 소량이 metal waste로 가게 되며, 그 양은 1/1,000,000 수 인 

0.141g으로 보았다. 부분의 RE 핵종은 높은 산화물이나 속상태에서 높은 

기화 을 갖고 있어서 공정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 

염화물도 높은 산화환원 를 갖고 있어서, Refining이나 Winning 등의 추출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가 최종 으로 용융염 정제 공정에서 회수되어 유

리고화체로 가게 된다. 하지만 몇몇 핵종은 TRU 수 의 산화환원 를 갖고 

있어서 TRU에 포함될 것으로 상된다. TRU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핵종은 

다음과 같다.

 • Eu : 총량은 2.12kg이다. EuCl3의 산화환원 는 UCl3 와 TRU 

chlorides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어서 winning 공정에서 TRU와 함께 

량 추출될 것으로 보인다.

 • Dy : 총량은 0.0189kg이다. DyCl3의 산화환원 는 TRU chlorides 수

으로 winning 공정에서 TRU와 함께 량 추출될 것으로 보인다.

 • Er, Tm, Yb : 이들 핵종은 mg 수 으로 미량 존재하는 것으로서 Am과 

비슷한 수 의 산화환원 를 지니고 있어서, TRU를 량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상당량이 TRU product에 포함될 것으로 상되며, 50% 수

으로 추산하 다.

사. AMFP : 알카리 속으로는 고방열 핵종인 Cs와 Sr이 표 이다. 이외에도 

Rb, Ba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핵종은 기타 핵종에서 취 하 다. 

 • Cs : 총량은 34.6kg이다. Metal waste에 포함되는 양은 주로 피복 에 

묻어 있는 소량에 기인하며, 그 양은 1/1,000,000 수 인 0.035g으로 보

았다. Cs는 주로 Voloxidation 공정에서 98% 가까이 기화 시킨 후, 

Fly-ash로 포집 한 후, Ceramic waste 형태로 고정화시키게 된다. 기화

하지 않은 나머지는 주로 용융염 정제 공정에서 흡착제로 흡착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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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waste로 고정화된다.

 • Sr : 총량은 11.5kg이다. Metal waste에 포함되는 양은 주로 피복 에 

묻어 있는 소량에 기인하며, 그 양은 1/1,000,000 수 인 0.011g으로 보

았다. 부분의 Sr은 Reduction 공정의 용융염 정제 단계에서 산화시켜, 

용융염 의 92.5%는 회수하며, 나머지는 winning 공정의 용융염 정제

시에 회수한다. 용융염에서 회수된 Sr 산화물은 유리화시켜 고정화한다.

아. HFP : 할로겐 핵종으로는 I와 Br이 표 이다. I의 총량은 3.06kg이며, Br의 

총량은 0.294kg이다. 이들은 Metal waste에 포함되지 않고, 모두 Voloxidation 

단계에서 100% 휘발된다고 보았다. 휘발된 할로겐 핵종은 AgO와 같은 흡착제

로 고정화시킬 정이다.

자. 기타 : 기타 핵종에는 회수가 힘든 Xe, Kr과 같은 불활성 핵종과, C, H와 같이 

고정화가 용이한 기체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Zr, Ba, Te, Rb, Cd, Sn, Se, Sb 

등의 다양한 핵종이 포함된다. 고체상으로 존재하는 핵종의 처리방안에 해 아

래 기술하 다.

 • Zr : 총량은 49.5kg이다. Zr은 부분 Refining단계에서 양극슬러리 형태

로 Metal waste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rCl4는 UCl3보다 높긴 하

지만 근 한 산화환원 를 갖고 있어서 염화물 형태로 환된 소량이 

Uranium product로 갈 것으로 상된다. 그 양은 1% 남짓할 것으로 보

았다.

 • Ba : 총량은 22.6kg이다. Ba는 산화물이나 염화물의 물리  특성이 RE

와 비슷하여 용융염 정제 공정에서 회수되어 유리고화체로 된다.

 • Te : 총량은 6.41kg이다. TeO2의 기화 은 1245℃정도로서 Voloxidation 

단계에서 90% 정도 휘발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휘발된 산화물은 

Alumino-silicate등의 흡착제로 회수한다. 한편 휘발되지 않은 Te는 높

은 산화환원 로 인해 refining 단계에서 양극 슬러리로 있다가 Metal 

waste로 갈 것으로 보았다.

 • Rb : 총량은 4.88kg이다. Rb는 Voloxidation단계에서 Rb2O로 산화가 되

어도 높은 온도로 인해 분해될 것으로 보이며, Rb 속의 기화 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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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 낮기 때문에 량 휘발될 것으로 보았다. 휘발된 Rb는 Fly-ash로 

흡착하여 CWF로 고정화 된다.

 • Cd, Sn, Sb : Cd는 속의 낮은 기화 으로 인해 Reduction 단계에서 

O2와 함께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들 핵종은 주로 Refining 단계에서 양극슬러리로 회수되어 Metal waste

로 갈 것으로 추산하 다. 

 • Se : 총량은 0.776kg이다. SeO2는 기화 이 낮으므로 Voloxidation 공정

에서 량 기화되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주요핵종을 Pyro-process 공정상에서 분리

되는 과정을 언 하 다. 이상과 같이 Pyro-process에서 단된 다양한 핵종의 흐

름을 바탕으로 최종 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양과 열량을 도출하고자 하 다. 

2. Pyro-Process 폐기물량 추정

  10 MTHM의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앞에서 정리된 핵종의 이동을 근거로 하

여 Pyro-process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산출해 보았다. 폐기물은 형태에 따라 

크게 속폐기물(metal waste), 세라믹 폐기물(CWF),  유리고화체(VWF)로 나  

수 있다. 이외에도 off-gas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흡착제도 폐기물이 될 수 있으나 

재 구분에서는 Cs를 처리한 off-gas waste만 취 하 으며, 이것은 세라믹 폐기

물에 포함시켰다. 

가. Metal Waste

   Pyro-process에서 나오는 속체의 총량은 3,158kg이다. 속 폐기물은 주로 

clad가 주성분이 되며, SS도 상당량 차지한다. 포함되는 핵종으로는 Noble metals과 

Rare earth가 있으며, 소량의 TRU도 clad를 따라 들어온다. 이외에도 극미량이지만 

Cs와 Sr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etal waste도 방사성 폐기물이 되며, TRU와 

기타 핵종의 함량에 따라 방사성 가 결정될 것이다. 수집된 속 폐기물은 

1600℃ 정도의 고온에서 녹여서 잉곳을 만들 망이다. 속 폐기물의 부피는 SS와 

clad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일반 인 SS 도 8,000 kg/m
3

과 clad 재료인 

zircaloy-4의 도 6,500 kg/m
3

을 기 으로 속폐기물의 부피를 0.47 m
3

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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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Ceramic Waste

   세라믹 폐기물은 크게 Off-gas에서 나온 핵종을 fly-ash로 흡착한 후, glass frit

으로 고정화시켜 얻은 것과 용융염을 정제하면서 흡착제로 제거한 후, glass frit으

로 고정화 시켜 얻은 것이 있다. 둘 다 Cs 제거를 목 으로 생겨난 폐기물이다. Cs 

처리에 사용되는 fly-ash의 양은 off-gas 처리하는 Cs의 4배, 고정화로 투입되는 

glass frit의 양은 Cs와 fly-ash 총량의 1/3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하 다. 이 경우 

생성된 세라믹 고화체의 양은 약 452kg으로 추정되었다. Fly-ash 고정화 폐기물의 

도는 참고문헌[2]를 통해 2740 kg/m
3

으로 결정하고 그 부피를 계산하 으며, 계

산된 부피는 0.165 m
3

으로 나왔다. 

  용융염의 정제는 reduction 공정과 refining 공정 두가지로 진행된다. 이들 공정에

서 Cs의 흡착에 소요되는 흡착제와 고정화에 사용되는 glass frit의 총량은 

Pyro-process 공정 안을 참고하여 Cs 양의 214배로 설정하여 계산하 다. 이 때 

발생된 용융염 정제에서 발생된 세라믹 폐기물은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약 148.9kg, refining 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에서 0.65kg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이들 폐기물의 도는 일반 인 borosilicate glass의 도 2230 kg/m
3

을 

용하여 부피를 구하 다. 

  Pyro-process sheet에서는 off-gas에서 나온 세라믹 폐기물과 reduction 공정에서 

나온 세라믹 폐기물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라믹 폐기물은 

결국 Off-gas + LiCl CWF와 LiCl-KCl CWF의 두가지로 구분되었다. 두가지 폐기

물의 총량  부피는 각각 600.9 kg(0.2318 m
3

)과 0.65 kg(0.0003 m
3

) 으로 계산되

었다.

다. Vitrified Waste

   Vitrified Waste는 용융염 정제 과정에서 속 이온을 산화 시킨 후, 산화물만 

걸러내어 유리화시켜서 얻는다. 따라서 폐기물의 양은 산화에 소비되는 산소의 양

과 고화를 해 투입되는 유리 구체의 양에 의해 증가된다. 산소의 양은 SrO과 같

은 단일핵종 산화물은 계산이 용이하지만, Rare earth나 TRU와 같은 핵종의 군집

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표핵종을 이용하여 산소의 투입량을 결정하 다.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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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의 표 산화핵종으로는 Nd2O3를 사용하고, TRU는 PuO2를 사용하여 산화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추정하 다. 산화물의 유리화에 소요되는 유리 구체(glass frit)

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질량이 소요된다고 계산하여 최종 폐기물량을 계산하 다. 

이 게 하여 나온 Vitrified Waste는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약 68.0 kg 

(0.0305 m
3

), refining 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에서 936.2 kg (0.4198 m
3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들 폐기물의 도는 일반 인 borosilicate glass의 도 2230 

kg/m
3

을 용하여 부피를 구하 다. Reduction 공정에서 나온 Vitrified Waste에는 

Sr이 주요핵종으로서 발열량이 많으며, refining 공정에서 나온 Vitrified Waste는 

TRU  rare earth와 같은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양이 어서 발열량

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두가지 폐기물은 따로 취 될 필요가 있다.

3. Pyro-Process 폐기물 발열량 추정

   Pyro Process에서의 발열량은 앞에서 추정한 각종 핵종의 폐기물 분산결정에 따

라서 ORIGEN-ARP로 계산하 다. 용된 사용후핵연료는 농축도 4.0 wt%, 연소도 

45 GWD/MTU 사용후핵연료를 5년간 냉각시킨 것이며, 이를 10 MTU 처리하 다

고 가정하고 계산하 다. 

가. Off-gas + LiCl CWF : Off-gas에서 flyash로 수집된 Cs와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제거된 Cs의 고화체가 이에 해당된다. 기 발열량은 12,500 

W로 나왔다. Cs에 의한 발열이 주로 나타났으며, flyash에 Cs와 함께 포집된 

Ru, Rb 핵종은 열량 에서 요하지 않으며, Rh도 열량이 많은 편이나 짧

은 반감기로 인하여 10년 정도 후에는 발열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나. LiCl VWF :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 의 Sr을 제거한 고화체가 이에 

해당된다. 기 발열량은 6,000 W로 나왔다. 주로 Sr  2차 생성물인 Y에 의

해 주로 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 LiCl-KCl CWF : Refining 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 의 Cs를 제거하면서 

나온 고화체이다. 기 발열량은 0.9 W로 나왔다. 주로 Cs와 2차 생성물인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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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열량이 발생되었다.

라. LiCl-KCl VWF : Refining 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 의 rare earth, TRU 

등 기타 속을 제거하면서 나온 고화체이다. 기 발열량은 4,200 W로 나왔

다. 주로 Y, Pr, Eu,  Sr에 의해 열량이 발생되었다.

마. Metal Waste는 부가되는 발열 핵종의 함량이 미량인 계로 계산에서 제외되

었다.

4. Pyro-Process 폐기물 특성  발생량 요약

  이상에서 기술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처분 효율을 높이기 하여 이

로 공정을 수행한 후 발생하는 속 폐기물, 세라믹 고화 는 유리 고화폐기물의 

특성은 다음에 나타낸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3은 기  사용후핵연료로 고려하

고 있는 농축도 4.5 wt%, 연소도 45,000 MWD/MTU  5년 냉각시킨 사용후핵연

료 10톤을 기 으로한 각 폐기물의 무게, 부피, 열량 등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3 은 이들 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산출한 냉각시간에 따른 붕괴열량 그래 를 

보여 다. 

  표 3. 파이로 공정 발생 폐기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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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이로공정 발생 폐기물 종류별 냉각기간에 따른 열발생 특성.



- 26 -

제 3 장 파이로공정 폐기물 포장 및 처분용기 개념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방사능, 열 등 특성은 제 2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러한 특성

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금속폐기물, 세라믹 고화폐기물, 유리 고화폐기물에 대하

여 방사성 특성별로 취급 및 처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장 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을 기술한다. 

  파이로공정 발생폐기물은 크게 장반감기 폐기물과 단순 고방열 폐기물로 분류한

다. 장반감기 폐기물은 다시 세부적으로 금속폐기물, 세라믹 고화폐기물 및 유리고

화폐기물로 분류하며, 세라믹 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포장 및 처분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고방열폐

기물은 발열량은 높지만 핵종의 반감기가 짧아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냉각기를 거치

면 중저준위폐기물로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가스 흡착제를 고화시킨 세라믹 폐기물

과 유리고화폐기물로 나누어 포장 및 처분용기 개념을 설정하였다. 

제 1 절 폐기물 종류별 포장용기 개념

  

1. 금속 폐기물

속폐기물은 이로 공정의 비단계로 사용후핵연료 Chopping/Decladding 단

계에서 발생된 핵연료를 벗겨낸 피복 이 주성분이 된다. 피복 은 U, TRU  FP 

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ZrCl2등의 용융염으로 세척을 하며, 오염된 세척액은 

Electrorefining 공정으로 보내서 제거된 핵종을 회수하게 된다. 이밖에도 속폐기

물로는 Electrorefining에서 발생된 공용융염에서 발생된 슬러리 물질도 포함된다. 

슬러리는 주로 U과 NM(noble metal)이 주성분이다. 

  이들 폐기물에 한 처리  포장은 추후 속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

다 큰 부피감용을 하여 잉곳으로 만들어 포장하는 방안과 처분을 한 부피감용

을 하여 별도의 처리없이 압축하여 포장하는 방안 등 속 폐기물 재활용 고려여

부에 따라 2가지 방안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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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속 잉곳 폐기물

      추후의 재활용 및 효율이 큰 부피감용을 고려하여 잉곳으로 만들어진 금속폐

기물 블록의 규모는 지름 26 cm, 높이 10 cm 이다. 이 금속폐기물 블록을 포장하

는 용기인 can은 5개 블록 용량으로 하며, 두께 3.4 mm에 외경과 내경이 각각 

267.4, 260 4 mm이다. 이 포장용기의 무게는 약 22.4 kg으로 사용후핵연료 10 

MTHM을 기준으로 블록은 89개가 발생하며 이때 포장용기는 18개가 된다. 금속폐

기물 잉곳의 블록과 포장용기 제원 및 개념 그림은 표4,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표 4. 금속잉곳 제원 및 발생량

 폐기물 블록
 포장용기

 can

지름 (cm) 26 27

높이 (cm) 10 52

무게 (kg) 35.6 200.4

발생량 (수) 88.7 18

그림 4. 금속 잉곳 개념도.

나.  금속 압축 폐기물 

     금속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초고압 압축기로 압축하여 포장하는 개념으로 

프랑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속폐기물 압축개념을 참조하였다. 이 폐기물을 압축하

였을 경우 블록 규모는 지름 62 cm, 높이 20 cm로 무게는 340여 kg이며, 10 

MTHM 기준시 9개의 블록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용기 can 으로는 프랑



- 28 -

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규모의 can을 사용하며, 제원은 지름 65 cm, 높이 

170 cm로서 7개의 블록을 수용할 수 있다. 압축 금속폐기물의 블록 및 포장용기 

개념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압축 금속폐기물 블록 및 포장용기 개념.

2. 고준위 고화폐기물

  가. 세라믹 고화 폐기물

     최종 정제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에서 나온 폐기물로서, 기타 핵종이 들어

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장반감기 폐기물로 분류되어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이 폐기

물은 발열량은 높지 않으며, 발생량도 다른 폐기물 종류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다. 

이 폐기물의 고화체 규모는 지름 10 cm, 높이 3.7 cm이며, 10 MTHM을 기준으로 

할 때 1개가 발생하며 이때 무게는 0.65 kg 정도이다. 따라서 포장용기도 지름 

10.6 cm, 80 %를 고화체로 채울 경우를 고려하여 높이 5.4 cm로 하였다. 그림 6

은 세라믹 고화 폐기물의 블록 및 포장용기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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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라믹 고화폐기물 블록 및 포장용기 개념.

나. 유리화 폐기물

    LiCl-KCl 공용융염의 최종 정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로서, 먼  공용융

염 의 Cs는 흡착제로 제거한 후 나머지 각종 속 양이온을 공용융염에 산소를 

불어넣어 산화-침 시켜 걸러내게 되며, 이를 유리화로 고정화 시킨 고 폐기물

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양은 산화에 소비되는 산소의 양과 고화를 해 투입되는 

유리 구체의 양에 의해 증가된다. 

고  유리고화폐기물은 10 MTHM을 기 으로 할 경우 940 kg 정도가 발생하며, 

이를 포장을 하여 블록으로 만들면 지름 64 cm, 높이 132 cm의 규모가 되며, 이

때 열은 약 4200 W로 내부 최고온도는 약 290 정도로 장요건에 만족하게 된다. 

포장용기는 크기, 무게 등 제원과 발생열을 고려하여 포장 내에 내용물이 80 % 정

도까지만 채워지도록 하기 하여 1개의 블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름 65 

cm, 높이 170 cm로 하 다. 유리화 폐기물  이의 포장용기에 한 제원 등은 그

림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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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리화폐기물 및 포장용기 개념 및 제원.

3. 단순 고방열 폐기물

  가. 세라믹 고화폐기물

     Off-gas에서 flyash로 수집된 Cs와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제거된 

Cs의 고화체가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기 발열량은 12,500 W 정도로 평가되었

다. 사용후핵연료 10 MTHM을 이로공정을 수행할 경우 약 600 kg의 고방열 세

라믹 고화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폐기물 수 으로 냉각시키기 한 블록

의 규모는 지름 21 cm, 높이 105 cm로하여 심 최고온도가 329도를 넘지 않도록 

하 다. 이 블록의 포장용기는 이에 맞추어 지름 21.6 cm, 높이 131 cm 이며, 블록 

 포장용기에 한 개념은 그림 8,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세라믹 고화폐기물 블록 및 포장용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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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라믹 고화폐기물 포장용기 및 저장 개념.

나. 유리화 폐기물

    Reduction 공정 후 LiCl 용융염 의 Sr을 제거하여 유리로 고화시킨 폐기물로

서, 주로 Sr  2차 생성물인 Y에 의해 열이 발생되며, 발열량은 6,000 W로 평가되

었다. 고방열 유리화폐기물 블록은 지름 5.7 cm, 높이 50 cm로하여 블록당 열량은 

251 W 이며, 심온도는 320.4 도이다. 사용후핵연료 10 MTHM을 처리할 경우 24

개의 블록이 발생되며, 이에 한 포장용기는 1개블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

름 6.05 cm, 높이 61 cm로 하 다.  그림 10, 11은 고방열 유리화폐기물의 블록  

포장용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고방열 유리고화폐기물 블록 및 포장용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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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방열 유리고화폐기물 포장용기 개념.

제 2 절 폐기물 종류별 처분용기 개념

1. 금속 폐기물

  가. 금속 잉곳 폐기물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등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을 재활용 또

는 감용 효율을 고려하여 잉곳으로 만들어 포장한 폐기물은 처분환경 및 안전성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한 처분용기에 적재하여 처분한다. 이 처분용기(i-MDP : 

Metal-ingot Disposal Package)는 폐기물 포장물의 제원, 처분효율 및 취급 장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림 12 에는 금속잉곳 처분용기의 제원 및 개념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9개의 금속잉곳 폐기물 포장물을 2단으로 적

재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8개의 폐기물을 포장물을 적재할 수 있고, 규모는 110 

cm x 110 cm x 120 cm 이며,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는 약 5톤 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인 26,00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이를 파이

로공정을 거치면 금속폐기물에 대한 잉곳은 약 230,600 블록이 발생하여 총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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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수는 46,120 개이고, 이를 9개씩 2단으로 처분용기에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총 2,560개의 I-MDPs가 된다. 

      

그림 12. i-MDP (Metal-ingot  Disposal Package) 개념.

나. 압축 금속 폐기물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등의 금속폐기물을 초고압으로 압축하여 포장용기에 포장

한 압축 금속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용기(c-MDP : Compacted-Metal 

Disposal Package)는 그림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압축된 금속폐기물 4개의 포장물을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박스로서, 규모는 

150 cm x 150 cm x 190 cm 이며,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는 약 4톤 

이다. 

     

그림 13. c-MDP (Compacted-Metal Disposal Packag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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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인 26,00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파이로 공

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압축 금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900 개이며, 7개 블록씩 포

장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3,420 개다. 따라서, 이 폐기물의 처분용

기에는 4개 포장용기씩 적재하므로, 총 855개의 c-MDPs가 발생되며, 폐기물 포장

물을 적재한 각 처분용기의 무개는 약 14 톤이 된다.

   2. 고준위 고화폐기물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물질의 재활용을 고려한 파이로 공정

의 최종 정제공정의 LiCl-KCl 공용융염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장반감기 폐기물은 

고화매질에 따라 세라믹 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다. 세라믹 고화폐기물

의 경우 본장의 1절 2-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열량이 낮고 발생량도 미미하여, 

처분시에는 유리고화폐기물과 함께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고준위 고화폐기물은 유리화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포장용기 개념에 따라 

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포장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2개의 안

을 도출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가. SNDC-2

       유리화 고준위폐기물의 발열량과 회수 용이성을 위한 장기저장 및 처분을 

고려하여 유리화 고준위폐기물 포장물 2개를 수용할 수 있는 처분용기 (SNDC-2 : 

Storage and Disposal Container for 2 waste packages) 개념이다.  내부 용기는 

지하 저장 및 처분환경에서의 구조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재료는 탄소강

이며, 부식 방지를 위하여 내부용기 외부에 구리를 활용하여 1 cm 두께로 코팅한

다. 이 처분용기의 규모는 지름 980 cm, 높이 3740 cm이며, 폐기물 포장물 2개를 

적재하였을 경우에 개념은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4기로부터 예상되는 총 발생량 

26,0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SNDC-2 처분용기는 1,300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처분용기와 공학적 방벽 일체화 개념과 장기저장 및 처분 

개념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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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NDC-2 처분용기 개념.

    나. SNDC-6

       재활용 공정을 거친 유리화 고준위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발한 기존의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인 KRS-1 개념에 

적용하기 위하여 도출한 처분용기개념으로 유리화 고준위폐기물 포장물 2개를 수용

할 수 있는 처분용기 (SNDC-6 : Storage and Disposal Container for 6 waste 

packages) 개념이다.  지하 처분환경에서의 구조적인 지지 및 내부식성에 대한 개

념은 SNDC-2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며, 이 처분용기의 규모는 지름 1,900 cm, 높

이 3740 cm이며, 폐기물 포장물 6개를 적재하였을 경우에 개념도는 그림 15에 나

타내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4기로부터 예상되는 총 발생량 26,000

톤을 기준으로 할 때, SNDC-6 처분용기는 450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

한 장기저장 및 처분 개념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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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장랙 개념.

그림 15. SNDC-6 처분용기 개념.

3. 단반감기 중준위 고화폐기물

   단반감기 중준위 고화폐기물은 파이로 공정의 환원공정에서 LiCl 용융염으로부

터 주요 열원인 Cs과 Sr 을 제거하여 세

라믹 또는 유리로 고화시킨 폐기물이다. 

이 폐기물은 단반감기로서 일정기간 저

장하여 붕괴열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면 

중준위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이므로, 

이러한 특성에 맞도록 폐기물고화체 포

장용기를 적절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랙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들 단반감기 중

준위 고화폐기물 포장용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랙 개념도는 그림 16에 나타내

었으며, 6개의 포장용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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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복합 폐기물 처분 개념

제 1 절 처분장 설계 원칙

  1. 사용후핵연료 종류별 관리 계획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크게 가압경수로형(PWR) 사용후핵연

료와 가압 수로형(PHWR:CANDU)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재 이들 사용후핵연료

를 리하기 한 국가 인 리 정책은 결정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리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 가압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가압 수로형 사용후핵연료는 그 특성상 재활용가치가 비교  낮아 본 연구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직 처분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리 계획(안)을 수립

하 으며, 기본 리계획 흐름은 그림 17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17. 가압 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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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 소 부지에서 임시 장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간 장시설에 간 장을 하며, 이후 심지층에 직  처분하게 된다. 처분 방안은 

장기 장개념 고려 여부에 따라 기존의 한국형 기 처분시스템인 KRS 개념으로 처

분, 집 처분  장기 장 후 폐쇄하는 CARE 개념 처분방안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고서로 기술할 정이다. 

     나.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는 유효물질의 재활용 는 처분 효율을 고려

한 처리 방안과 직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리계획(안)을 수립하 으며, 그림 

1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원자력발 소의 임시 장 후 운반되어온 사용후핵연료는 

간 장시설에 장되며 재활용을 한 이로공정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다양한 

처분방안을 도출하 다. 재활용을 한 이로 공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한국형 처분 시스템과 동일하게 직 처분하고, 재활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로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3가지 개념을 도출하 으

며, 다음 에 각 방안에 하여 상세하게 기술하 다. 

그림 17.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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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장 설계 원칙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 공정인 이로 공정을 거쳐 유용한 원소는 재활용하고 

공정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와 붕괴열 특성에 따라 하게 지

층처분하게 된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별 특성, 포장  처분용기

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이들 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기본 인 원칙을 아

래에 기술하 다. 

  ⦁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 특성  에 따라 한 처

분방안을 도출하여 처분함

  ⦁처분시스템은 처분심도에 따라 분리된 2개층에 건설하는 것으로 함.

    - 심도 200 m 

       . 붕괴열이 거의 없는 폐기물

    - 심도 500 m 

       . 방사능  붕괴열이 고 인 폐기물

  ⦁ Cs-137 과 Sr-90과 같이 부분 단반감기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천층심

도에 장하여 열을 발생시킨 후 동일심도에서 처분함.

  ⦁ 200 미터 심도는 일반 으로 장래에 인간의 침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깊

이로 고려되고 있음.  심도 500 미터는 환원조건 환경을 의미함.

  ⦁ 각 폐기물은 특성에 맞도록 지정된 터 에 분리하여 처분함.

    - 속폐기물은 낮은 심도의 터  는 사일로에 처분

       : 최종 처분방식은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

    - 장반감기 핵종 는 고방열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일정기간 동안 낮은 

심도에 장한 후 500 미터 심도에 최종 처분

  ⦁ 낮은 심도에 굴착한 터 은 이로 공정을 거치기 에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장 기능을 수행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수성을 강화하기 하여 모든 폐기물은 개방된 터 에

서 최소 100년 동안 장하는 것으로 함.

  ⦁ 부지 특성 정보는 원자력연구원 부지에 건설된 지하처분시험시설(KURT)로부

터 확보된 자료를 활용

  ⦁ 완충재의 용  특성은 추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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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복합 폐기물 처분 개념 설정

       원자력발 소에서 배출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일반 으로 발 소 부지 

는 앙 집 식의 간 장시설에서 장된 후 재활용 공정을 거치거나 최종 처

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에 원자력발 소에서 운반

되어온 사용후핵연료를 간 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이러한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를 재활용 공정인 이로 공정을 거쳐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 공정

으로부터 발생되는 속폐기물, 장반감기 고 폐기물,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을 

동일부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복합폐기물 처분 개념을 설정하 다. 복합폐기물 처

분 개념은 동일부지의 낮은 심도인 200 m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간

장, 속 폐기물 처분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의 장 후 처분하는 것으로 하

으며, 최종 으로 심도 500 m에 처분할 장반감기 고 폐기물은 처분용기, 장 

 처분 방식에 따라 3가지 방안을 도출하 다. 

1. 중간 저장 및 금속폐기물/단반감기 폐기물 처분 

  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간 장

      원자력발 소 부지에 임시 장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부지에 운반되

어 재활용 공정인 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까지는 처분심도 200 미터에 수송/

장 겸용 용기에 재되어 간 장하게 된다. 

재의 원개발계획에 따른 원자력발 소 28기  경수로형 원자로는 24기 이며, 

이로부터 발생이 상되는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까지 총 15,000 MTU로 이  발

소 부지의 임시 장 용량인 8,000 MTU를 고려하면, 최  간 장용량은 7,000 

MTU가 된다. 이들 사용후핵연료를 재한 수송/ 장 겸용 용기의 용량은 10 MTU

로서 총 700 개의 겸용용기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며, 1개 터  당 100 개의 겸용 

용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할 경우 최  7개의 간 장터 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지상으로 이송하여 이로 공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을 

장 처분하기 한 200 m 심도에서의 터 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

된다. 이러한 간 장 용량  이로 공정에서의 처리 일정은 추후 이로 공정

의 상용화 일정과 연계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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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 폐기물 처분

     속 폐기물은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피복  등으로서 

속 재활용을 고려한 잉곳 방안과 고압으로 압축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 잉곳 속 폐기물 처분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잉곳으로 만들어 처리한 속 폐기물을 

잉곳 속폐기물용 포장용기  이를 재한 처분용기(i-MDP : ingot-Metal 

Disposal Package, 그림 12)에 한 처분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인 26,000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이로 공정

을 거치며 발생하는 잉곳 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0,620 개이며, 5개 블록씩 포장

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46,124 개다. 따라서, 이 폐기물 포장용기를 

처분용기에 3열 3 의 9개를 2단으로 처분용기에는 18개 포장용기씩 재하므로, 

총 2,560 개의 i-MDPs가 발생된다. 

이 폐기물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터 은 단면 8 m x 8 m에 길이 180 m 규모의 터

 1개가 소요된다. 

        

     2) 압축 속 폐기물 처분

        고압 압축 처리한 속 폐기물을 압축 속폐기물용 포장용기  이를 

재한 처분용기(c-MDP : Compacted-Metal Disposal Package, 그림 13)에 한 

처분개념을 설정하 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인 26,000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이로 공정

을 거치며 발생하는 압축 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900 개이며, 7개 블록씩 포장

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3,420 개다. 따라서, 이 폐기물의 처분용기

에는 4개 포장용기씩 재하므로, 총 855개의 c-MDPs가 발생되며, 폐기물 포장물

을 재한 각 처분용기의 무개는 약 14 톤이 된다.

이 폐기물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터 은 단면 8 m x 8 m에 길이 180 m(처분터  

입구의 작업공간  러그 공간 포함) 규모의 터  1개가 소요된다. 

  다.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은 주로 Cs와 Sr을 주요핵종으로 포함하고 있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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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과 유리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이 있으며, 각각의 처분방안은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1)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Off-gas에서 flyash로 수집되어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폐기물과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제거된 Cs의 세라믹 고화체 폐기물로서 주요 발열핵종은 

Cs이 되며, 이 폐기물의 고화체, 포장용기  장랙은 3장에서 기술한 그림 7에 표

시한 바와 같다. 24개 경수로 원자력발  운 으로부터 발생되는 26,000 톤의 사용

후핵연료를 이로공정을 거치면 15,6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2.0 kW이다.  이를 장 처분하기 한 장랙은 포장용기 6개를 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2,600개의 장랙이 소요되며, 200 m 심도에 단면 8 m x 8 

m, 길이 180 m(처분터  입구의 작업공간  러그 공간 포함) 규모의 터 이 9 

개 소요된다(그림 19).  

  따라서 주된 방열핵종으로서 Cs를 포함하고 있는 세라믹 고화폐기물은 열발생량

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 의 장  처분터 에 장기간 동안 뒷채움재를 채

우지 않고 장(약 300 년) 한 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열이 감소되고 방사능 

도 낮아지면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여

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분방식으로 단된다. 

 

그림 19. 세라믹 고화 고방열폐기물 처분동굴 개념.



- 43 -

      2) 유리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이로 공정의 하나인 환원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Sr을 제거하여 유리로 

고화시킨 폐기물로서 주요 발열핵종은 Sr이 되며, 이 폐기물의 고화체, 포장용기는  

그림 10에 표시한 바와 같다. 24개 경수로 원자력발  운 으로부터 발생되는 

26,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이로공정을 거치면 62,4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0.25 kW이다.  이를 장 처분하기 한 장랙은 포장용

기 6개를 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10,400개의 장랙이 소요되며, 200 m 심

도에 단면 8 m x 8 m, 길이 180 m(처분터  입구의 작업공간  러그 공간 포

함) 규모의 터 에 그림 20과 같이 2단 재하면 2개의 터 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된 방열핵종으로서 Sr을 포함하고 있는 단반감기 고방열 유리고화 폐

기물 한 열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에서의 장  처분터 에 장기

간 동안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고 장(약 300 년) 한 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열

이 감소되고 방사능 도 낮아지면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분방식으로 단된다.

 

그림 20. 유리고화 고방열폐기물 처분동굴 개념.

2. 장기간 저장 후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I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LiCL-KCl 공용융염 의 희토류, 우란 속 등 

속을 제거하여 고화시켜 포장한 폐기물을 SNDC-2 장.처분 겸용 용기에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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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도 500 m에 치한 터 에 약 100년 동안 개방된 상태로 장한 후 방출열량

이 하게 감소되었을 때, 처분요건에 맞도록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

 원개발계획에 의한 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1300 개의 

SNDC 장처분용기는 심도 500 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장기 장  처분되며, 

그림 21, 22는 개략 인 개념  폐기물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처분터 의 규모는 단면 8 m x 8 m, 길이 150 m로 장.처분용기는 단면 

방향으로 4개 길이 방향으로 21개씩 배열하여 터 당 84개의 SNDC가 장/처분되

어, 총 16개의 터 이 소요된다. 이때 터  당 열량은 705 kW/터 이며, 장기 장 

기간이 완료된 장 후 100년이 지나면 터 당 열량은 8 kW/터 로 낮아지게 된

다. 따라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지면 처분터 에 완충재  뒷채움

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하여 처분함으로써, 장기간 동안의 폐기물 회수성을 향

상시키고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1. 고준위폐기물 장기저장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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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준위폐기물 장기저장 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 흐름도.

 3. 공학적 방벽 모듈(K-PEM)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II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 폐기물 캐니스터를 

처분심도 200 m에서 장기간( 100 년) 동안 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

이 감소되면, 지상 는 지하에서 2개 캐니스터 단 로 완충재와 일체화시켜 티타

늄으로 외부를 포장(Overpack)한 모듈개념을 도입하여 심도 500 m에  최종 폐쇄하

여 처분하는 개념이다(그림 23, 24).  

  방사성폐기물을 포장한 캐니스터, 완충재  티타늄 포장재로 구성된 모듈

(K-PEM : Korea-Prefabricated EBS Module)에 한 개념은 그림 25에 나타낸 바

와 같다. 이 공학  방벽 모듈 K-PEM의 규모는 단면 110 cm x 110 cm, 길이 414 

cm 로서,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처분장에서의 장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

능하고, 이 층 완충재로의 구성이 가능하여 열 방출  안 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한, 외곽부를 2 cm의 티타늄으로 겹포장(Overpack)하여 기존에 

고려하고 있는 구리에 의한 내부식성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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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준위폐기물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 개념.

그림 24. 고준위폐기물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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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학적방벽 모듈(K-PEM) 개념.

  원개발계획에 의한 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 개의 

고 폐기물 캐니스터는 장기 장 후 총 1,300 개의 K-PEM에 포장되어 심도 500 

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최종 처분되며, 그림 26은 개략 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분터 의 규모는 단면 8 m x 8 m, 길이 150 m로 

K-PEM은 단면 방향으로 4개 길이 방향으로 21개씩 배열하여 터 당 84개가 수평

방향으로 처분되어, 총 16개의 터 이 소요된다. 각 처분터 별로 K-PEM의 거치가 

완료되면, 제 2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  처분하게 된다.    

그림 26.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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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홀 (KBS-V)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안 III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 폐기물 캐니스터를 6

개씩 포장한 처분용기를 심도 200 m에서 장기간 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정한 수 으로 감소시킨 후, 기존에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을 

가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수직형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

하는 개념이다. 

그림 27. 고준위폐기물 수직홀 처분 방안(처분방안 III)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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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 개의 고 폐기물 캐니스터

는 6개 단 로 처분용기(SNDC-6)에 포장되어 심도 200 m에서 장기 장(100 년) 

후 심도 500 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최종 처분되며, 그림 27은 개략 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분터 의 규모는 단면 8 m x 8 m, 길

이 180 m로, 처분터  내 6 m 간격으로 굴착된 처분공에 SNDC-6을 거치하고 최

종폐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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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실용화 사례가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

한 새로운 기술인 건식재처리(Pyro-Process) 공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립된 

Pyro 공정 초안을 기초로 하여 해당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물량과 특

성을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지층 처분방안을 도출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처분 개념 도출을 위하여 각 폐기물별 특성 및 물량에 따라 포장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심도를 200 m와  500 m, 2개 층으로 구분

하여 각 심도에서 폐기물 특성에 적합하게 장기저장 또는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

였다.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장반감기 폐기물과 단반감기 고방열폐기

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반감기 폐기물은 금속폐기물, 장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으며, 단반감기 폐기물은 고방열 핵

종을 포함하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다.

이들 폐기물에 대하여 각각 특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정한 폐기물 포장용기, 처분

용기 및 처분 심도와 절차로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약은 다

음 표 및 아래에 요약한 바와 같다.   

 - 금속폐기물 : 200 미터 심도에 사일로 또는 터널에 처분

 -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 200 미터 심도에 장기간 저장하여 붕괴열을 감소시

킨 후 폐쇄하여 처분

 - 장반감기 폐기물 

   ▪ 심도 500 미터에 장기간 저장 후 폐쇄하여 처분하는 방안

   ▪ 심도 200 미터에 장기간 저장 후 공학적 방벽 모듈인 K-PEM을 도입하여 심

도 500 미터에 최종 처분

   ▪ 200미터 심도에서 장기간 저장 후 심도 500 미터의 수직공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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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폐기물 특성별 포장/처분 용기 및 처분방안 요약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방안은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

술적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설계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향후 실제 부지 특성 자료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고,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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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comments :

Development of three disposal options for HLW from pyro-processing of PWR 

spent fuel

 Ian McKinley

Overview

The project as summarised in the powerpoint file is interesting and illustrates a clear 

commitment by KAERI to examination of advanced waste management technology. The 

presentation is sufficient to highlight some of the background and main conclusions but, 

inevitably, it cannot provide the level of detail required to allow a rigorous assessment 

of the options presented. Nevertheless, this review provides an assessment of some 

critical issues that might usefully be addressed by KAERI in order to move the project 

forward to the level at which a more complete English documentation to allow a 

rigorous technical review would be justified.

In general terms, some positive features noted are:

▪ The starting point involves a more realistic assessment of the future need to 

optimise utilisation of fissile material via reprocessing than seen in many other 

national programmes. The wet chemistry processing currently used elsewhere 

involves old technology, which is certainly not optimised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hence investigation of pyroprocessing is a valuable research topic.

▪ The procedure involving examination of a range of options rather than trying to 

move directly to a "reference" design is sensible and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the art – which emphasises tailoring of concepts to sites / other boundary 

conditions, rather than trying to nominate a site that would be suitable for a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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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ry concept. Maintaining flexibility in terms of design is especially important 

if siting may involve volunteering (e.g. as emphasised by NUMO of Japan)

▪ The presentation indicates an admirable level of lateral thinking – moving away 

from old idea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generic, post-closure feasibility 

assessment to designs that are practical and safe from an operational viewpoint. 

The square cross-section PEM is an excellent example of modification of an 

existing idea to improve its applicability to a Korean repository concept. 

▪ The use of KURT to provide a supporting geological database is sensible and much 

better than using "generic" data that may be unrepresentative of potential sites in 

Korea.

▪ The development of co-disposal options for the range of wastes investigated 

indicates a sensible approach to optimisation.

On the negative side,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open questions – al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is may result from the condensed form of the presentation rather 

than reflecting real problems with the project. Nevertheless, for the sake of 

completeness, it is worth mentioning some general issues:

▪ The pyro-processing could be usefully put in context, indicating how any of the 

product streams will be reused. This will be important to allow the complete 

back-end to be assessed –as would be done normally 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upporting adoption of any new major technology. 

▪ Associated with this point is the definition of total waste arisings – not just the 

"HLW"considered here, but also all other wastes that may eventually be considered 

for geological disposal. There are always inherent uncertainties on future waste 

arisings, but these can be examined by defining a range of reasonabl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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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this work is focused on reprocessing waste, it would be useful to 

examine how the repository could be integrated to allow co-disposal of other types 

of waste (e.g. spent fuel, reactor decommissioning waste, etc.).

▪ The radionuclide inventories of the various waste streams seem either idealised or 

incomplete. In order to evaluate disposal requirements, it is important that the 

inventories (and waste form specifications) are complete as, in many cases, it is 

low content mobile radionuclides that dominate calculated doses rather than major 

components that are effectively immobile.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processes that have not yet been demonstrated on an industrial scale should be 

covered by conservative assumptions rather than targets that might be based on 

small-scale pilot tests.

▪ The disposal options appear to be specified in detail before their performance 

requirements have been clarified. This will certainly lead to non-optimised designs 

and may be worth reconsidering in the future(e.g. using some form of requirements 

management system).

▪ Associated with this last point, differences between the options in terms of waste 

storage times, storage / disposal depths are unclear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al life, there are inherent conflicts between the requirements for operational 

safety, ease of monitoring / retrieval, post-closure safety, cost reduction, etc. Unless 

these are explicitly discussed,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how well 

particular design features are justified.

▪ Disposal options are not completely defined and cannot be compared until 

inventories, waste form characteristics and EBS components are fully specified. For 

example, a cement-based buffer / backfill might greatly reduce concerns related to 

gas, but rapidly degrade a vitrified waste form. Iterative development of more 

complete designs based on clear performance criteria are needed to allow the 

options to be sensibly assessed and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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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nor point is that activities throughout are given in Cl; while this is convenient 

for high RN inventories, it is more usual to now use SI units (Bq), which 

minimises risks of conversion errors during data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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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원자력발 의 비 은 우리나라 소요 력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 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향후 60 % 정도까지 높일 계획에 있다. 이러한 계획의 실 에 있어서 가장 요

한 향 인자는 후행핵연료주기로서 원자로에서 기를 생산하고 난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는 그로인한 고 폐기물의 리 방안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확산정항성이 큰 효율 인 리방안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내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한 건식 재처리 방법인 이로 공정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 세계 으로 실용화 사례가 없는 새로운 기술인 건식 재처리공정

에 한 지 까지 수립된 이로 공정 안을 기 로 하여 해당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

성폐기물의 물량과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한 지층 처분방안

을 도출한 내용을 기술하 다. 처분 개념 도출을 하여 각 폐기물별 특성  물량에 따

라 포장용기  처분용기 개념을 설정하 으며, 처분심도를 200 m와 500 m, 2개 층으로 

구분하여 각 심도에서 폐기물 특성에 합하게 장기 장과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 방안은 고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술  

요구사항이다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 인 설계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향후 실제 부지특성자료와 안 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평

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 화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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