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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의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시 적용한 부지 선정 기준
과 절차,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추진전략 수집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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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해외 각국의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현황자료 조사
∙해외 각국의 부지 선정기준, 절차 및 의사결정방법 조사 및 분석
∙부지 선정 시 해외 각국의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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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 원자력선진국의 부지선
정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객관적이고 단계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기준 및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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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관련, 선진 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적/객관적인
국내 부지 선정기준 및 절차의 논리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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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A state-of-the art on the siting cases of nuclear advanced nations for a HLW
reposito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siting cases of nuclear advanced
nations (e.g. Finland, Sweden, U.S., Japan, France, Germany, and Switzerland)
for a HLW repository. The analysis includes the siting standard, procedure,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of each nation for a HLW repository. We are
expecting that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new research topics.

III.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has following contents:
∙Investigation of the precedent siting cases for a HLW repository in nuclear
advanced nations
- Their current status
- Their siting standards, procedures, and decision processes
∙Investigation of factors considering the siting for a HLW repository
- Factors considering its technical feasibility and safety
- Factors considering its public acceptance

IV. Results

As results of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siting processes of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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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nations for a HLW repository. From the results, we suggest the
following research items should be conducted in near future:
∙Research on the objective and systematic siting standard and procedure for a
HLW repository in Korea
∙Preliminary investigations on the geologic condition of Korea
∙Development for a database of Korean geologic information
∙Development for characterization of Korean deep geologic conditions

V.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eoretical bases for establishment of the siting standard and procedure are
acquired though our research.
∙Our results can be applied to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licy for HLW
disposal.
∙Our results can be helpful for public acceptance of a HLW repository 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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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은 우리나라 국가 동력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환경 문제와 연루되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자력발전은 발전
소 내 단순 작업 시 이용된 피복류 등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서부터 발전 후 남은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까지 처분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만들어낸
다. 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행히 저준위폐기물처분장 위치가 경주로
결정되면서(2005. 11),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새로운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
재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약 8,700톤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이 임시저장고는 2016년 경 포화가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을 위해 중간저
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 단계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국
가정책은 수립 공포된 바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 상업발전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의 증가 및
CANDU핵연료의 직접처분 필연성 등을 감안할 때 2030∼2040년경에는 고준위폐기
물의 처분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1995).
고준위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해외 원자력선진국의 사례의 살펴보면, 사용후핵
연료의 재처리, 중간저장 혹은 직접처분 등 후행원전연료주기의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심지층 처분방식(deep
geological disposal)을 선택하여 2010∼2030년경 이후부터 처분장운영을 목표로 장
기적인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에 있다 (표 1-1).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한 처분부지 확보에는 많은 조사와 분석을 필요
로 하므로 최소 20∼3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상용발전량의 경우, 전 세
계 30개 상용발전 국가 중에서 상위 6위권에 위치하며, 건설 및 계획량을 모두 고
려할 경우 37개국 원자력발전국가 중 5위 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폐기
물 처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정된 국가정책은 물론, 이에 대한 논의조차 가시화되
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
는 등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을 예
상되며, 이에 따라 후보부지의 선정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중
ㆍ저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에 20여 년을 소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국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마련될 후보부지
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객관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국외 부지선정사례 분석 및 과
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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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환경에 적합한 객관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기
준 및 절차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준
위 방폐장 부지 선정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 원자력선진
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사례를 조사ㆍ분석하였다.

표 1-1. 해외 고준위폐기물 심지층처분 연구/상용사업 추진현황
국 가

현

황

∙‘50중반 처분개념기초연구
∙‘60초 암염층 대상 착수
∙‘70 36개주 대상 광역조사
∙‘80초 관련법 제정
미국
∙5개→3개→1개부지(Yucca) 압축 ∙‘90 실증시험시설 건설
∙2002 인허가 제출예정
∙‘80초 30개 지점 예비선정 및 4개소로 압축
∙‘90처분연구 관련법 입안, 장기연구계획
프랑스
∙2000경 건설관련 법안예정, 2개소 연구부지 및 1개소 추가 선
정 예정
∙‘80중반 처분연구 장기계획 수립, 1단계
∙‘90중반/말 2단계(선정조사), 3단계(처분기술실증)
일본
∙‘94장기연구개발 계획 확정(AEC), 30~50년간 저장 후 지층처분
∙2000경 처분사업 추진체제 확정 후, 부지선정/부지특성평가 등
인허가 수행 예정
∙‘50말 연방원자력법 제정
독일
∙‘60-’80 Asse mine, Gorleben
∙'90 현재 적정성평가
∙50년간 중간저장결정(1982)
영국
∙연근 해저암반에 처분타당성 연구
∙‘50후반 처분개념연구 시작, ‘70중반 처분연구시작
캐나다 ∙'80초 URL 착수 ∙‘90초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
∙EIS 작성, URL 운영 중(심지층처분연구 계속)
∙‘70중반 처분연구 시작, ∙‘80말 다수 후보부지 처분연구 수행
스웨덴 ∙‘90 ASPO 및 2단계 처분연구
∙2000후 실증시험시설 부지선정 및 건설계획
스페인 ∙이암, 화강암, 암염 등에 처분계획
벨기에 ∙점토층에 지하시험시설 및 연구
∙‘70말 폐기물관련법규
스위스 ∙‘80 지침 설정, Grimsel 운영
∙‘90 특정부지 선정/지하시험처분연구 수행
∙‘80 처분타당성연구/광역조사, 5개 지역 압축
핀랜드
∙‘90~2000 3개 지역 정밀조사, ∙2000 이후 선정/건설 예정
∙‘93 Specific study program 착수
헝가리 ∙단기계획; 기존자료의 종합검토
장기계획; 7~15년 동안 이암층에 대한 집중연구, URL병행
∙‘80중반 심부지층처분 프로그램 착수, 일시중단
체크
∙‘93종합프로그램 공표,
∙’96이후 향후 15년간 중점연구 추진, Atomic law 국회통과
슬로바키 ∙‘93~95 ; 심부지층처분지질특성연구
아
∙‘96이후 4년간 적정지질특성평가 정부지원 하에 수행
∙부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수행
인도
∙전국을 대상 광역적으로 단계별 검토(화강암체 집중연구)
네델
∙최종처분 전 50~100년간 중간저장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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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010 운영목표

2010 운영목표

2030~2040운영목표

2008 운영목표
2030 운영목표
2025 운영목표

2020 운영목표
2020년 처분목표
2020년 처분목표
장기적 단계별추진전
략
2020 운영목표
2020 운영목표
40년간 중간저장

2035 운영목표
50~80년 후 처분목표
2010 처분목표
20년간 중간저장
2040 처분목표,

제 2 장 해외 현황
제 1 절 핀란드
1.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
2

핀란드는 인구 520만명, 면적 338,145 km 로서 자국내에 원전은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에 BWR 2기, Lovisa원자력발전소에 VVER 2기를 운영하는 세계
18위의 원자력발전 국이다. 국가 전체 전력공급의 약 30%정도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Loviisa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1996년까지는 러시아에
반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의 원자력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후에는 자국 내에서의 처분을 의무화하여 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장

중이며,

따라서

각

발전소부지내에 중간저장시설 및 중ㆍ저준위처분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주체는 POSIVA 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원자로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원칙
결정과 동시에 처분장 규모에 대한 원칙결정으로 인정되어, 처분장으로 최대
6,500톤(우라늄

환산)까지의

처분이

결정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시설 4기에서 4,000톤과 계획 중에 있는
Olkiluoto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인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시설 1기에서 2,500톤,
최대 6,500톤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계획이 허가되어 있다. 최신 견적에서는 Loviisa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간을

운영기간을
60년으로

50년,

했을

경우,

EPR도

포함하는

5,643톤의

Olkiluoto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의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직접

처분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주된

발생자는

Teollisuuden Voima사(TVO)와 Fortum Power & Heat Oy사(FPHO) 2개사의
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양 회사는 각각 앞서 설명한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와
Loviisa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에는

비등수형

원자로(BWR) 2기가, Loviisa 원자력발전소에는 구 소련제 가압수형 원자로(VVER)
2기가 운전 중이며, TVO는 자국내에서 5번째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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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림 2-1). 이 원자로시설은, 2002년 1월에 건설계획 원칙결정,
2002년 5월에 건설허가 발급, 현재는 건설을 추진 중이다.
TVO는

민간전력회사로

핀란드

전

소비전력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다.

FPHO는 핀란드 정부가 60% 이상 출자하는 북유럽 유수의 종합에너지기업인
Fortum Group 전력가스부문의 회사로 핀란드 전체 소비전력의 약 1/3을 공급한다.
이들 두 회사의 원자로시설 4기로, 핀란드의 전체 소비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스웨덴

올킬루오토
(유라요키)

러시아

로비사

헬싱키

Ol I 840 MW (BWR)
Ol 2 860 MW (BWR)
Ol 3 (1600 MW, EPR
건설중, 2009 운영)

Lo I 488 MW (PWR)
Lo 2 488 MW (PWR)

그림 2-1.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발생 현황

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침 및 처분장의 개요

(1) 처분 방침
핀란드는 Olkiluoto의 지하 약400-500m의 결정질암반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전소와

처분의

대상이

되는

Loviisa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이다.

Olkiluoto
핀란드는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처분하는
직접 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 중인 원자로시설 4기와 계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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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1기에서 발생하는 합계 5,643톤(최대 6,5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측이 동제의 용기, 내측이
주철제 용기인 2중구조의 용기(canister; 캐니스터)에 봉입해 처분할 예정이며
캐니스터 수명은 10만년 이상으로 판단된다. 외측의 동제용기가 부식에 견디는
역할을, 내측의 주철제용기는 하중에 견디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캐니스터는
3가지 종류의 크기를 고려하고 있고 이것은 3가지 다른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2-2의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의

캐니스터는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의

비등수형 원자로(BWR) 2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용 캐니스터이고, 중앙은
Loviisa 원자력발전소의 구 소련제 가압수형 원자로(VVER)

2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용 캐니스터이다. 오른쪽은 신설되는 Olkiluoto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봉입할 캐니스터로 다른
2개 캐니스터와 직경은 같지만 길이가 5.2m로 더 길다. 집합체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BWR와 및 VVER용은 9～12, EPR용은 최대로 4개를 수납하할
계획이다

그림 2-2. 핀란드의 처분용기 개념

(2) 처분장의 개요
처분개념은 이웃국가인 스웨덴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KBS-3 개념)을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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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은
사용후핵연료 고화체, 캐니스터, 완충재(벤토나이트), 뒷메움재, 자연방벽(지층) 등의
다중 방벽시스템 개념을 이용하여 심지층에 장기간 격리할 방침이다. 처분심도는
기본개념인 1층 구조의 배치인 경우는 지하 420m이지만 2층 구조인 경우는
420m와 520m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2-3은

핀란드의

처분장

배치도

예시이다.

저장

배치방법으로는

사용후핵연료를 넣은 캐니스터를 지하 처분갱도의 바닥에 굴착한 처분공에 한 개씩
처분하는 처분공 수직저장 배치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그림 2-3). 캐니스터 주위에는
완충재(벤토나이트)를

충전할

계획이며,

현재는

스웨덴처럼

수평저장방식의

처분갱도도 연구개발 중이며 건설허가 신청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림 2-3. 핀란드의 처분장 배치도

(3) 최종처분장
Posiva사의 최신계획에 따르면 최종 처분장 규모는 5,643톤을 처분하는 경우
2

처분갱도 연장거리는 약 40km, 처분면적은 약 1.5km 이다. 핀란드는 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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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원칙결정절차)에 따라, 2000년 12월에 정부 결정, 2001년 5월에 의회의
승인으로 핀란드 서부

Eurajoki지자체의 Olkiluoto에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을

건설한다는 원칙결정을 하였다.
2

Olkiluoto는 발트해의 보스니아만 연안에 위치하고 면적이 약 7km 의 섬이다
2

(그림 2-4).

Olkiluoto가 속한 Eurajoki 지자체는 면적이 약 347km , 인구가 약

6,000명인 지자체로 농업이 주요산업이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약 10km남쪽에 인구
약 37,000명의 Rauma라고 하는 공업·항만도시가 있다. Olkiluoto에는 Olkiluoto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소유자는 Teollisuuden Voima사 (TVO)이다. 최종분지는 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km에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TVO, Fortum사와
삼림공원

서비스사이다.

이

원자력발전소

서쪽에는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VLJ)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하는 시설 (KPA store)을 운영 중이다. 자연방벽의
특징으로서는 처분장의 지하수가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4. Olkiluoto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 부지 전경

다. 연구체제

핀란드의
수행하고

처분
있으며

시행주체인
Posiva사는

Posiva사가
소규모의

연구개발계획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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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작성하고,

조직이므로

연구를
대부분의

연구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컨설턴트

회사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또한 동일한 처분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과의
활발한 국제협력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Posiva사를 지원하는 주된
연구기관으로는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VTT)가 있다. VTT는 무역산업부 (KTM)
산하의 핀란드 종합연구소이고, 규제행정기관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연구프로그램의 연구지원도 한다.
핀란드의 정책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그 폐기물 관리계획을 매년
갱신하여 KTM에 제출하는 것이 원자력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연구개발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의 원칙결정 이후에
제시된 연구개발계획의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2003년 TKS 보고서는 3개년의 단기계획이며 2003년 이후는 3년 마다 작성할
예정이다.
z 「Olkiluoto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건설 전 단층에서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램」, Posiva, 2000년
z 「ONKALO 지하특성조사 및 연구프로그램」, Posiva, 2003년
z 「TKS-2003, Olkiluoto, Loviisa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2004-2006년의 연구·개발·설계 프로그램」, Posiva.

핀란드의 처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지하연구소· 지하특성조사
시설이다.
처분장

기존에
(VLJ)

Olkiluoto

지하에

원자력발전소의

전용갱도를

기존

설치하고

중ㆍ저준위

소규모

시험을

방사성폐기물용
수행하였으며,

최종처분지로 결정된 Olkiluoto의 상세 부지특성조사를 위해서 2004년 6월부터
지하특성조사시설 (ONKALO)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림 2-5). 아울러 Posiva사는
건설작업과 병행해서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계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ONKALO는
미래에 처분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ONKALO 지하특성조시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

z 터널내부 부피 : 368,000 m

z 진입터널 : 길이 5.5 km, 경사 1:10, 단면 5.5x6.3 m
z 총 길이 : 9 km
z 샤프트의 지름 : 3.5 및 4.5 m
z 연구 모듈 심도 : 420m 및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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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004년 착공 - 2014년 완공예정
z 미래 처분시설의 일부로 이용 고려

그림 2-5. 핀란드의 지하특성조사시설 (ONKALO)

2.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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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및 기본절차

(1) 시행 체제와 시행 주체
그림 2-6은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계되는 시행체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련 있는 규제행정기관은 무역산업부(KTM)/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STUK)이며

KTM는

처분사업의

관리·감독,

STUK는

안전규제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처분목표 (부지선정단계와 목표시기)
결정과

일반안전규칙의

수립

외에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한다.

이러한

제도의

기본구조는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하는 법령으로 규정하지만 정부가 처분기본방침과
안전규제방침 등을 결정하는 것, 처분장의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하는 것 등은
핀란드의 특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운영·폐쇄까지는 시행주체가
책임지고 시행하고 그 다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인허가
정부(Government)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KTM)

향후

Olkiuoto 원전

관리/규제

중간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Loviisa 원전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STUK)

기금관리

중저준위처분장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The State Nuclear Waste
Management Fund),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중저준위처분장

고준위폐기물 최종 처분장

연구기관, 대학,
컨설턴트 회사 등

그림 2-6.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계되는 시행체제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책임은 원자로시설의 허가취득자에게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처분책임을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핀란드의 2개 원자력발전사업자 가운데 Fortum Power
and Heat Oy사 (FPHO)의 사용후핵연료는 원래 소련에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Teollisuuden

Voima사

(TVO)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와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1997년부터는 자국 내에서 처분하게 되어 2개회사는 공동으로 처분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년

말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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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업의

시행주체로

Posiva사를 설립했다. 현재 Posiva사는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기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
등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각각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2) 처분의 기본방침과 시행계획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방침은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연구, 조사 및 계획 수립 시 준수 할 목표에 관한 정부의 원칙결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

결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부지선정절차, 부지선정에서 건설허가 신청까지의 목표시기를 명시한 것 외에
원자로시설

허가취득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부담,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계획서와 연구 성과보고서를 무역산업부 (KTM)에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에 의하면 처분 스케줄은 200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2010년까지 처분장의
건설허가 신청을 하도록 목표를 명시했다. 그러나 2003년에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고, KTM는 건설허가 신청 시기를 2012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이

원자력법에서
상세계획

결정과

원자력법에

원자로시설

(1년간)을

매

근거하여

허가취득자는
년

시행주체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작성해

KTM에

작성한다.
개략계획

제출

아울러

(5년간)과

KTM은

이것을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 (STUK)의 인정서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핀란드의 SNF 처분시스템개발 일정은 1983년부터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그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
{ 2001: Decision in Principle (『기본방침』위회인준), Olkiluoto 지역 (Eurajoki

지자체)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로 승인
{ 2004: 지하처분환경특성평가시설 (상용URL) 착공
{ 2010년대 초: 처분시설의 착공
{ 2020년대 초: SNF 처분시설의 운영 시작
{ 2050년대 : 처분장의 폐쇄 (closure of repository) 시작(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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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construction license in 2012
(preparedness for construction)

Disposal shall be commissioned in 2020

그림 2-7.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장기계획

(3) 원칙결정절차
원자력법에서 정한 원칙결정절차(Decision in Principle)는 핀란드의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 절차는 원자로시설과 지층처분장 등의 중요한 원자력시설은 건설허가
등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설의 건설이 핀란드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합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결정“의 정부
승인과 의회 인준은 처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허가단계이다. 이 단계를 완료한다는
것은, 정부나 의회가 처분장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한다.
정부가

원칙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은

지장이

없다는

방사선·

원자력안전센터 (STUK)가 발행한 인정서 외에 건설예정지의 해당 지자체가
긍정적인 견해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다. 감독관청인 KTM은 상기사항
외에 인접 지자체와 환경부를 포함한 제 기관에서 견해서를 획득할 필요가 있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에서도 견해서를 받고 있다. 공청회 개최를
포함해서, 관계 지역주민 등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 수집한 의견은 KTM이
정리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가 내린 원칙결정이 유효하려면 의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 환경영향평가 절차
원칙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그 평가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은 우선 환경영향 평가계획서를
작성한 단계에서 대상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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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이러한 견해는 감독관청 (원자력시설의 경우는 무역산업부)이 정리하고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도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좁은 의미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고 경관
영향, 사회생활 영향, 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시행주체의
환경영향보고서는

공개집회(공청회)를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견해도

모아서 최종적으로 감독관청인 무역산업부 (KTM)의 견해서로서 시행된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나. 처분 비용

핀란드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시설의 허가취득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 등을 포함한 관리전반의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비용은

폐기물처분장

건설

외에

연구개발이나

수송,

저장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계된다. 따라서 원자로 시설 허가취득자인 전력회사
Teollisuuden Voima사 (TVO)와 Fortum Power and Heat사 (FPHO)는 매년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을 실행할 비용견적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산정은 시행주체인 Posiva사가 한다. Posiva사의
비용견적을

받아

TVO와

FPHO는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의

처분비용

이외의

중간저장, 수송비용 및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중간저장, 수송, 처분비용,
원자로시설의 폐쇄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비용 각각의 견적을 산출하여
무역산업부 (KTM)에 제출한다. 또한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비용의 견적에는
장래의 불확정 조건도 많이 포함하므로 예비비 (Contingency: 예측할 수 없는
비용증가에 대비한 추가 분)를 고려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처분비용의 견적액을 살펴보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비용의 총액은 2003년 말 가격으로 약 25억 4,200만유로 (약 3조8130억 원)로
추정된다. 2002년의 원칙결정에서는 6,500톤 (우라늄 환산)의 처분량을 인정했지만
견적은 발전소의 가동연수 등을 기초로 하여 처분량은 5,643톤을 전제로 한다. 이
견적액 내역은 특성조사시설 (ONKALO)을 포함하는 건설비 등의 투자비용이 약
5억 300만 유로 (약 7,500억원), 운영비가 약 19억 2,300만 유로 (약 2조 8,845억원),
처분장의 폐쇄비용이 약 1억 1,600만 유로 (약1,740억 원)이다. (1 유로=1,500원으로
환산)
이와 같은 처분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KT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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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인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이 기금에 적립하는 주된
폐기물발생자는
처분비용

TVO와

외에

FPHO이다.

기금의

중간저장비용과

적립대상은
수송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중간저장·수송·처분비용 및 원자로 시설의 폐로 비용등도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의

특징은

그

시점까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양

(원자로시설의

해체폐기물은 예상발생량)을 처리·중간저장·수송·처분하는 비용으로 환산 하여 그
시점으로 견적액으로 평가하는 점이다. 감독관청인 KTM은 TVO와 FPHO에서
제출한 비용 견적액을 정밀조사 한 다음 TVO, FPHO 각각이 최종 부담할
금액(채무평가액; Assessed Liability)을 승인, 확정한다. 그리고 KTM은 장기
할부로 계산하는 고정비용을 조정한 후에 그해의 적립목표액을 결정한다. 각
폐기물발생자는 이 적립목표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불입한다.

적립목표액과

채무평가

액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담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3.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
가. 부지선정 개요

1983년 정부에서 정한 처분목표 (부지선정의 단계와 목표시기)에 따라 시행주체
(당초는 TVO)가 부지선정을 시작했다.. 부지선정은 대체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부지확정조사,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개략 부지특성조사,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세 부지특성조사의 3단계로 나누어 시행 했다. 전에는 처분개념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연구개발성과의

지질환경데이터 등의 최신 지식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처분개념의 검토와 안전성
검토를 1985년, 1992년, 1996년, 1999년에 정리했다. 이 결과와 기타의 사회적
조사결과 등을 참고로 후보지를 단계적으로 압축하였다.
1999년 3월에 시행주체는 상세 부지특성조사지구인 4개 지점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했을 경우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 「Hastholemn, Kivetty, Olkiluoto,
Romunaara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안전성평가

(TILA-99)」를

정리했다.

핀란드의 법령에서 최종처분지의 결정에는 환경영향평가절치 및 원칙결정절차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처분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영향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도록 촉진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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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참가할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칙결정은 핀란드만의
특징적인 절차이며 중요한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판단을 건설허가 신청보다 조기에 정부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다.
원칙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 (STUK)의 예비안전성 평가와
해당 지자체의 수용 표명을 필요로 한다. STUK는 TILA-99를 평가하고 1999년
12월에 긍정적인 견해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의 Eurajoki 지자체는 2000년
1월에 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수용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고서 정부는 2000년 12월에 원칙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2001년 5월에 승인했다. 이 결과 Eurajoki 지자체의 Olkiluoto를 최종처분지로
결정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절차와 원칙결정절차 사이에 국민, 해당 지자체, 인접
지자체, 관계기관, 주변국가가 의견표명 (구두 혹은 서면)과 견해서를 제출 할
기회를 준다. 해당 지자체는 원칙결정절차에서 처분장을 수용하는 판단을 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계획 전체 중에서 해당
의사결정은

원칙결정에

최종처분지를

결정한

대해서만
다음

한다.

지하특성조사

핀란드에서는

원칙적인

시설(ONKALO)을

건설해

방침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NF는 자국 내 영구적으로 처분
• 처분프로그램은 1983년에 정부에 의해 최초 수립
• 1995년까지 프로그램은 원전시설에 의해 수행되고, 그 이후에는 Posiva Oy에
의해 수행
- 1970년대 초 : 영국, 프랑스, 구소련 등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 재처리가
기본정책
- 1983년 : 정부 정책으로 ”international/foreign solutions”을 추천,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자국 내 지층처분
(Loviisa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1996년까지 구소련으로 반환하였음)
- 1994년 : 원자력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의 수출입 금지에 따라 자국 내
지층처분으로 결정
- 2001년 : Olkiluoto를 최종처분장으로 선정하는 정부의 원칙결정을
의회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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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핀란드의 부지선정 절차 및 처분이후의 단계 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8, 그림 2-9)
• 부지타당성조사 단계 : 부지조사가 실시될 100개 후보지역이 선별
-지질학적 및 과학적 지식에 의한 부지선별 (site screening) 완결 (1985)
• 개략 부지특성조사는 1987년에서 1992년 사이에 5개 지역에서 수행
• 상세 부지특성조사 수행 (4개 지역, 3개소+1개소 추가)
-1993년～1999년 수행, 1997～1999 환경영향평가 (EIA) 실시
• Decision in Principle에 의거 Olkiluoto 부지의 선정, 승인절차 (1999～2001)
-정부의 결정은 2001년 5월에 의회로부터 인준.

1983년
1983~1986년
1987~1992년
1993~2000년
1998~1999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12년
~2020년

폐기물관리 목표 및 종합 일정표를 정부가 결정
부지 타당성 조사
개략 부지특성조사
상세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예비안전성평가, Olkiluoto를 최종처분장으로 선정하는 원칙결정 신청
정부가 최종부지 지정 및 의회승인 요청
의회 승인
지하특성조사 시설(ONKALO) 건설 시작
안전평가 중간보고
지하특성조사 시설을 포함한 상세조사 실시 및 건설허가 신청
건설 시작, 운영허가 신청 및 운영 시작

Veitsivaara
(Hyrynsalmi)
Syyry
(Slevi)

Olkiluoto
(Eurajoki)

부지 타당성 조사
1983~1986

Romuvaara
(Kuhmo)

Romuvaara
(Kuhmo)
Kivetty
(Aanekski)

Kivetty
(Aanekski)
Olkiluoto
(Eurajoki)

개략 부지특성조사
1987~1992

Hastholmen
(Lovisa)

상세 부지특성조사
1993~2000

Olkiluoto
(Eurajoki)`

부지 승인
2001

그림 2-8. 핀란드 부지선정 절차의 주요 일정

1983년 핀란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연구, 조사 및 계획 수립 시 준수할 목표에 관한 정부의 원칙결정”을 통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와 마일스톤을 정했다. 이에 따라 1987년까지 부지타당성조사(부지확인조사)를
수행하고,

1993년까지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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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preliminary

investigation)로

개략부지특성조사를 수행하며, 이후 2000년까지 상세부지특성조사 이후에 최종
부지를 선정하여 2010년부터 처분장을 건설하고, 2020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결정 이후 2003년 사업자 요청으로 처분장 건설 허가 신청을 2012년으로
연장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정책 및 단계의 변화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부지선정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핀란드 부지선정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핀란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부지 선정 단계별 주요 내용
일반적인 지질 연구
? 최종 매립지를 위한 암반의 일반적인 적용성

1980-1982

85개 잠재적 조사 지역

예비특성조사를 위한 위치 선정

광역 부지 특성 조사
광역 조사
위성사진 해석
● 지질 및 지구물리 지도
2
● 암반 블록 (100-200km ) 선정
327개 광역적 블록
환경요인 평가
● 인구밀도와 운송
● 보존 구역과 지하수 유역
● 토지이용계획
162개 광역적 블록
광역적 블록의 지질 연구
●위성사진 해석
●야외조사 확인
61개 광역적 블록
조사지역(6-10km2) 확인
●항공사진 입체 해석
●지형도 해석
●단층지역 분류
134개 조사지역
지질 분류
환경요인
●야외조사
●인구밀도
●자료 해석과 평가
●토지 소유권
●운송

지질 변화(주요 지층단위)
● 환경 요인
● 지역주민과 토론

1983

●

●

예비 부지 특성조사
야외조사
●지질 모델 개발
●수리지질과 수리화학 평가
●

1987-1992

1984

정밀조사를 위한 부지선정
●
●
●

1992

심화 부지조사를 위한 합의
불확실성의 범위
잠재적이고 유동적인 처분장 디자인
관계 당국에 의한 검토

1985

1993

정밀부지특성조사
수리지질과 수리지구화학의 배경설정
● 3개 사이트에서 보완 양외조사
● 유동적인 연구와 특성조사
● 지하수 유동과 수리지구화학 평가
● 암반의 물리적 특성평가
● 구조물 평가
●

101개 잠재적 조사 지역
관계 당국에 의한 평가

1986

1986

1993-2000

그림 2-9. 핀란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부지 선정 단계별 주요
내용(Ppsiva Oy, 2000)

나. 부지타당성조사(부지확인조사) 단계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초기계획은 두 지역의 원전건설단계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으며 특히 Olkiluoto원전의 SF 관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이미 그시기에 심지층처분이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연구가

1978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다중방벽과

장기안전성에

근거한

처분시스템 타당성연구가 1982년에 처음 보고되었고, 1983년 핀란드 정부는 S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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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층처분을 위한 부지선정관련 중요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의 전형적인 단계적
절차를 통한 부지선정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정책에 따라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수행된 부지 확인 조사 (site
identification survey)의 과정은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수행된 부지 확인 조사 과정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수행된 부지확인조사의 첫 단계는 단열대 및 단층을 주요
기준으로 한 지역선택 작업이었다. IAEA나 NEA에서 요구하는 지형, 지진, 풍화
등의 요소들 (IAEA, 1977; NEA, 1977)은 핀란드 지질환경에서는 그리 중요한
항목이 아니었다. 위성사진, 지질도 및 지구물리 탐사도를 이용하여 선 구조를
나누고, 초기 부지선정 작업을 수행한 결과 수백 개의 "목표지역 (target area)"을
도출하였고, 주요 단열대로 둘러싸인 조구조적으로 안정한 암반블록 을 선정하여
327개의 다각형 모양의 광역 블록들을 선정하였다. 이 블록들의 크기는 대부분
100-200km2이었다 (그림 2-11, 2-12).
z Class I : 선구조의 폭 ～1 km, 구역의 길이는 수십～수백 km
z Class II : 선구조의 폭 ～수백 m, 구역의 길이는 5～수십 km, 광역적

암반블록 (100～200km2)의 주경계
z Class III : 선구조의 폭 수십～1백 m, 조사지역 (5～10km2)의 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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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암반블록 내에 존재하는 파쇄 선구조 (crash lineament)
z Class IV : 조사지역내의 단열 선구조 (fracture lineament)

그림 2-11. 광역적 암반블록 (100-200 km2)과
2

조사지역 (5-10 km ) 개념

그림 2-12. 선구조 평가 (위성사진, 지질도, 지구물리탐사도)를 통한
2

327개의 광역적 암반블록 (100～200 km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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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을

보다

적당한

잠재

조사

지역으로

개수를

줄이는

과정이

수행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 및 교통/통신적 요소를 적용하여 개수를 줄였다.
환경적

요소로서는

제외요건과

선호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지하수관련지역, 인구밀도, 자연보호지역 등이 제외요건이고, 교통연결요소 등이
선호요건이었다. 핀란드는 대부분지역이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도로와

철도라인이

적었기 때문에 교통/통신 경로나 다리의 하중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인구밀도, 토지소유권, 교통/운송현황에서 각각 3개 Class로 분류하고 Class 1과
2만 선택한 결과 162개의 목표지역 (target area)를 선정하였다 (그림 2-13).

그림 2-13. 환경적 요인 평가 (인구밀도, 교통/운송수단, 보
호지역, 지하수 자원,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162개의 광역
적 암반블록 선별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상세한 지질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1) 블록의 크기, (2)
블록내 더 작은 암반블록의 존재 정도, (3) 단열대 밀도, (4) 지형, (5) 지질조사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이중 1-3 등급에 속하는 61개 광역적
암반블록으로 줄였다 (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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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핀란드의 지질 및 61개 광역
적 암반블록의 선정 (Posiva Oy, 2000)

광역적

암반

블록은

내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단열대에

의해

다시

2

지질학적으로 안정한 작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5-10km 정도의
지역이면 충분한 처분영역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61개의 광역적
암반블록의 내부 단열대을 다시 조사하여 광역블록 내에서 처분개념에 적합한
2

크기의 조사지역을 세분함으로써 5-10 km 크기의 134개 조사지역 (Investigation
Areas)이 선정되었다 (그림 2-11, 그림 2-16).
이 134개 조사지역들을 다시 지질학적 분석과 분류,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카데고리로 분류하고 이들 중 최하위인 4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33개의
조사지역을 제외하여 101개의 조사지역을 다시 선별하였다. 이 단계에서 TVO사가
운영하고 있는 Olkiluote 원전부지는 중저준위 처분장을 위한 조사자료가 풍부하고
교통망이

발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림 2-15는 조사지역 평가 시 고려된 지질학적 요소와 등급의 예를
보여준다.
z 부지선정 시 고려된 지질학적 요소
 지형 : 약 500m 심도의 처분장주변 수리구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지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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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 안정도 : 발틱 순상지의 기반암은 안정하나, 빙하와 관련된 기반암의

움직임은 주로 단열대와 관련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 지역에서 제외
 최종 처분 심도 : 약 500m 심도로 가정하고, 지역적 지질조건에 의해 더

깊은 심도의 처분장이 요구될 경우 조구조적으로 적합성 고려
 최종 처분 부지 기반암의 크기 : 충분한 크기 균질한 기반암
 균질성 : 화강암이 적합. 충분히 균질한 다른 암종의 기반암도 고려
 암종 : 가장 잠재적인 모암으로 화강암질 암을 고려
 단층 및 단열 : 기반암내 단열대의 유형과 빈도가 처분장의 안정성과 지하수

유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돔 구조 : 암염 돔은 없으나 화강암 돔의 존재 고려
 기반암의 공극률 : 높은 공극률을 갖는 파쇄암 및 풍화암이 존재하는 지역

배제
 수착 : 산성암 (화강암류)이 염기성암에 비해 단열충전광물 특성으로 인해

수착능이 더 좋은 것으로 고려. 그러나 다양한 암종의 수착능 평가.
 천연자원 : 유용광물 존재 및 존재가능성 배제
z 부지선정 시 고려된 환경적 요소
 인구
 1등급 : 거주지역과 경작지역 없음, 도시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 없음
 2등급 : 독립 건물들 있으나 대규모 경작지 없음, 도시나 인구밀집지역 없음
 3등급 : 인구밀집지역 있음, 도시지역 있음, 경작활동 있음
 토지 소유
 1등급 : 거의 대부분지역의 소유주가 국가 혹은 사기업, 토지소유주의 수가

적음
 2등급 : 부분적으로 소유주가 국가 혹은 사기업, 부분적으로 개인 사유지
 3등급 : 모두 개인 사유지
 교통/운송
 1등급 : 철도로 부터 거리가 10km 이내
 2등급 : 철도로 부터 거리가 10-30km 이내
 3등급 : 철도로 부터 거리가 3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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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조사지역 평가 시 고려된 지질학적 요소 (Osara 지역의 예)

1985년에 발간된 TVO 85 safety assessment (TVO 1985)는 이들 잠재적인
후보지역들이 지질학적으로 모두 안전한 처분장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01개로 좁혀진 조사지역의 암종, 단열특성, 지형과 같은 특성은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부지선정 프로그램은 public acceptance, 토지소유권
등과 같은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 따라 진행되었다. 즉 101개 지역에서 최종 5개
예비 부지특성조사지역이 정해질 때 까지 탈락된 지역은 반드시 지질학적 부적합
때문에 탈락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 당시에 이들 지역의 기반암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추를 하지 않고는 지질학적 자료를 얻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토지소유같은 지질학적 이외 요소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TVO는 후보지역을 포함하는 지자체 혹은 주요 토지소유주와의 협상 수행하였고,
TVO는 가능하다면 협상의 편의상 산림공원기구 및 정부소유 토지 관리기관 등과
같이 한명의 토지소유주에 의해 소유된 후보 부지를 고려하였다.
TVO는 1985년 말에 예비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5-7개 지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무역산업부KTM

(인허가의

최상위구간)은

TVO가

그들

자신의 기준을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후보부지수를 제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TVO는 모든 101개 후보부지에 대한 목록을 1985년 말에 발간하였다.
이렇게

발간된

101개

조사지역들은

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

이해

조사되었고 이 조사로 84개로 줄었으며, STUK은 또한 부지선정업무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였다

이

수행에서

STUK는

예비

부지특성조사로

선정된

조사지역들은 다양한 지질학적 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을 가능한한 많이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TUK, 1987).
TVO와 지자체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예비부지특성조사를 위한 첫지역이 1986년
3월에 Ikaalinen 지자체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 주 후 지역적 반대여론에
부닥치게 되었고, 더구나 그해 5월 체르노빌사건까지 일어나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사건의 영향으로 TVO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던 접근방법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기존의

실용적인

방식에서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후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인 설명 (present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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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조사지역 지자체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더
명확한

확약을

얻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계획된

부지조사의

범위,

타임테이블을 포함하며, 지역고용과 다른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암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Suunnittelukeskus, 1987a, b, c, d).
1987년에 서로 다른 지질학적 환경을 대표하는 5개 지역이 예비 부지특성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 배경에는,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훌륭한

대중의

지원(public

support)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지역사회들은

최종부지로 그들의 지역이 선택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림 2-16. 최종 예비 부지특성조사 지역으
로 선정된 5개 조사지역 중 Kivetty부지의
예

다. 예비부지특성조사 단계

1987년 봄, TVO는 예비부지특성조사를 위한 5개 지역을 발표하였다 (그림 2-17).
각 지역 및 기반암은 다음과 같다.

1. Romuvaara in Kuhmo : basement gneiss
2. Veitsivaara in Hyrynsalmi : red grainte and veined gn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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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핀란드의 가장 오래된 기반암
3. Kivetty in Konginkangas : homogeneous tonalite
4. Syyry in Sievi : porphyritic gronodiorite
5. Olkiluoto in Eurajoki : mixed migmatite (mica grainte + granite + tonalite)

그림 2-17. 예비
부지특성조사 (preliminary
site characterisation)를
위해 선정된 5개 후보 부지

이들은

서로

구성되었고,

상이한

염기성

지질학적

암종이

환경이지만,

없었기

때문에

5개

지역은

암종의

선택이

주로

산성암으로

몇몇

부지선정

담당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는 제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핀란드 지질조사소가
초기

부지선정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러한

불균질한

염기성

암종은

암체들이라는

등의

광상형성과
부적당한

관계되어
타당한

있고,
근거를

제시하였음에도, 1990년에 무역산업부 (KTM)는 TVO에게 염기성 암종으로 구성된
조사지역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TVO는 즉시 염기성암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3년 6월에
보고하였다 (TVO 1993a). 이 연구는 모든 염기성암 목록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
조사로 보완되어 심지층처분장 선정을 위한 염기성암석의 잠재성이 검토되었다.
(Posiva 199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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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1987-1992 예비부지특성조사 (preliminary site characterisation)

TVO는 부지선정과정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 5개 지역을 두세 개로 줄여서 좀 더
상세한 부지특성조사를 하기를 원했고 1992년 말에 두세 개 지역을 제외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TVO는 이 단계의 부지선정이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들로서
이끌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1. 가능한

한

단순한

지질을

가진

부지

: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한조건 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지질을 가진
부지는 단순한 부지특성조사와 safety case의 단순화 장점이 있다.
2. 선정된

5개

지역들이

지질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의

영향(impact)과 지역 노동력의 잠재적 공급에 대한 영향 (impact)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폐기물의 운반과 같은 중요요소들은 이미 앞의 단계인
5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고려되어졌었다.)

1987-1992
사용되었고

기간
(Vieno

동안의

예비부지특성조사결과들은

et

1992)

al.,

심지층

처분에

안전성평가

대한

예비

TVO-92에

레이아웃

역시

암반모델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예비 부지특성조사와 예비 안전성평가 결과들은
모든 5개 후보지역이 모두 잠재적으로 적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두개지역은
(Syyry, Veitsivaara) 조사의 용이성에서 다른 후보지역들에 비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TVO, 1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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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yry지역은 5개 후보부지 중 가장 많은 단열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다른

후보부지들에 존재하는 유사한 단열대에 비해 더 복잡하고 연장성을 보였다.
또한 지하수유동시스템과 관련된 복잡성과 광상작용과 관련된 복잡성이 매우
높았다.
 Veitsivaara지역은 다른 후보부지들에 비해 대규모의 파쇄 지역의 존재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복잡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3개 후보부지가 상세부지특성조사에 더 용이하고, 구조지질학적,
지하수유동시스템, 지구화학적으로 개념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쉬운

지역으로

Kivetty)이

보고되었다.

상세

결국

부지특성조사

세개의

후보지역

후보지역으로

(Olkiluoto,

선택되어

1993-2000

Romuvaara,
기간

동안

조사되어 2000년까지 한 지역을 정하게 되었다 (그림 2-18).

라. 상세부지특성조사 단계 및 부지선정

앞서 예비부지특성조사 결과, 세 개의 후보지역(Olkiluoto, Romuvaara, Kivetty)이
상세부지특성조사 후보지역으로 선택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994년에 1997년부터
Loviisa 원전에서

나오는

SF를

러시아로

반환하는

것을

중지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SF를 처분하는 준비가 시작되었다. Loviisa의 지질학적 환경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가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1995년에 이 지역의 처분장으로서의
적합성이 고려되었다.
Loviisa지역의 Hästholmen 섬 지역에 대한 사전 적합성 연구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최종 상세 부지특성조사 후보지역은 총 4개 지역이 되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조사되었다 (그림 2-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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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상세
부지특성조사 (detailed site
characterisation)를 위해
선정된 (3+1)개 후보 부지

1999년에 부지선정프로그램이 계획된 대로 완료되어가고 있었고 Posiva는 정부의
원칙결정 (Decision in Principle; DiP)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DiP는 모든
중요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원자력법에 의해
명시된 정책결정 (policy decision)방법이다 (그림 2-21). Posiva는 좀더 상세한
부지특성조사를

Olkiluoto에서만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지원내용을

4개의

후보부지의 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Anttila et al, 1999a, b, c, d)
및 안전성평가 보고서 TILA-99 (Vieno & Nordman, 1999)와 함께 공고하였다.
TILA-99의 결론은 모든 4개 후보부지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에 적합한
지질학적 환경을 갖고 있고, 이들 후보부지들 중 특별히 월등한 후보부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

보고서와

안전성평가는

즉시

STUK에

의해

검토되었고,

잠재적인

처분부지로서 Olkiluoto의 선택이 받아들여지고 부지개발프로그램의 다음단계로서
정부에 건의되었다 (STUK 2000). Eurajoki 지자체 역시 심지층 처분장으로
Olkiluoto가 선정된 것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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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1993-2000 상세 부지특성조사 (detailed site
characterization)
z 최종 부지 선정 시 고려된 요소
 장기 안전성 : 안정한 심부지질 환경, 일정규모 이상의 선구조 및 천연자원

부존 없음, 가능한 한 오랜 기간 공학적 방벽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수리지질 (낮은 수리전도 및 수리구배) 및 지구화학적 환경 (환원환경 및
낮은 황산염 농도, TDS<100g/L),
 처분장 개발의 적합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처분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질환경의 건전성
 처분장 확대 개발의 가능성 : 원전수명연장 및 추가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유연성 있는 처분장 확대 개발 가능성 보유 여부
 처분장 운영 : 처분장 운영 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선정 (높은

염도의 지하수 유무, 중간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의 운반시 안전성 평가
(운반 거리, 해로, 도로, 철로상태, 운반경로중의 사고에 대비한 거주지 분포
등)
 사회적 영향 : 처분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부지조사, 건설, 운영, 폐쇄

후기 단계 동안의 지자체 및 주민의 수용)
 토지 사용 및 환경 영향 : 고준위폐기물 처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부지특성 반영. 처분부지로 폐기물을 운반함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담감 증가 고려
 기반 시설 : 부지내부 및 중간저장시설부터 부지까지의 교통망, 지역

기관으로 부터의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기반산업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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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비용 :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비용 (운반과 관련된 비용 포함)

그림 2-21. 2001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원칙 결정 과정
(Decision-in-Principle (DiP) Process)

마. 안전성 평가

1980년대 당시 시행주체였던 Teollisuuden Voima사 (TVO)가 부지확정조사를
시행하고 1985년에 안전평가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그 후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1992년에 5개 부지에서 시행한 안전평가 (TVO-92)의 결과에서 어떤 부지에서도
처분장 건설이 가능한 적절한 장소를 특별히 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행 주체로 설립된 Posiva사는 TVO가 시행해 온 부지조사 및 연구개발 계획을
1996년에 계승했다. Posiva사는 개략 부지특성조사에서 3개소로 압축된 부지에
추가하여

Loviisa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Hästholmen에

대한

처분안전성

중간보고서를 공표한 후, 1999년 3월에 상세 부지특성조사를 시행한 4개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였을 경우의 장기적 안전성보고서 「Hästholemn, Kivetty,
Olkiluoto, Romunaara에 있어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안전평가 (TILA-99)」를
발표했다. TILA-99에서는 지하 약 500m의 결정질 암반 속에 건설할 처분장에서
동·주철제

캐니스터를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배치하는

것을

전체로

안전성평가를 시행했다.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는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핀란드가 위치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최종 빙하기에 발달한 빙상에 의한 하중의 영향에 의한
후빙기인 현재 지각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단층운동 등의 지각변동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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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는 특징을 감안한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있다.
1999년 5월 시행주체인 Posiva사는 Olkiluoto를 최종 처분지로 선정해서 처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령에 따른 수속절차 (원칙결정 절차)를 정부에
신청하면서 정부가 원칙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가 안전성에 관해서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 (STUK)가 심사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STUK 및 STUK가 편성한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검증그룹으로
국제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정부가 수립한 일반안전규칙에 포함하는 안전성
요건을 만족하고 그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STUK가 견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 후에 제출된 해당 지자체의 긍정적 견해서와 병행하여, Olkiluoto가 최종
처분지로

결정되었다.

Olkiluoto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지하특성조사시설

(ONKALO)의 건설을 시작했다. Posiva사는 이 건설 작업과 병행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계연구를 시행하기로 하고 상세한 지질환경데이터를 취득하고 있다.
이 연구 성과에 따르는 건설 운영허가 신청에도 처분 안전성이 평가된다. 또,
연구개발은 이웃나라인 스웨덴과 긴밀한 제휴 하에 수행할 예정이다.

4. 부지선정 고려요소
부지선정 절차의 다음 단계인 부지선정기준 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수행기구

(implementing

organization)는

선별

(screening)

과정과

예비조사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야 하며 핀란드의 경우는 STUK가 그 결과를
검토 하였다.
일례로 부지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지질학적 요건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형 (Topography)



암반 안정도 (Bedrock stability)



최종 처분 심도 (Final disposal depth)



최종 처분 부지에서 구조물의 크기 (Size of the formation at the final
disposal site)



균질성 (Homogeneity)



암종 (Rock type)



단층 및 단열 (Faulting and Fracturing)



다이아퍼 구조 (Diapiric structures)



기반암의 공극률 (Porosity of the bedrock)



수착 (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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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풍화 (Erosion)

또한 지층 처분을 위하여 핀란드의 지질환경에 맞게, 암석의 분류 시 초기에
고려되어야 할 지질학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Niini et al., 1982).
Condi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
ⅰ) Structures and formations (location, size, shape, etc.)
 Surface formations
 Rock structures and formations :

- plastic rock structures : intrusive, fold and schistosity structures
- fragmentary rock structures : faults, crush zones and fracture cleavage
- morphological, or weathering and erosional deposits

ⅱ)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Material properties of near-surface soils and rocks : mineral,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and suitability for construction
 Material properties of rock masses : hydrogeological, sorption properties,

strength, deformation and thermal properties and suitability for construction

Geological processes :
ⅰ) Slow and steady natural phenomena :
- groundwater flow
- weathering
- erosion and sedimentation
- creep

ⅱ) Slow periodical phenomena :
- orogeny
- sea-level changes due to, for example, glacial effects
- epeirogenetic movements of the earths crust

ⅲ) Rapid period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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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udden catastrophic phenomena :
- earthquakes
- volcanic eruptions
- floods
- meteorites

ⅴ) Geological changes caused by human activites :
- results of earth and rock construction (excavation etc.)
- results of waste behaviour (heat generation)
- non-deliberate results of other human activities (wars etc.)

5. 핀란드의 인문ㆍ사회적 이해촉진 정책
가. 처분사업에서의 지자체 주민 의사 반영 제도

핀란드는 부지결정의 원칙결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의 찬성이 필요한 것 외에
지자체·주민의

의사·의견반영이

제도면에서도

확립되어

있다.

또한

Posiva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핀란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핀란드는 처분장의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주민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한, 다양한 활동을 환경영향평가 (EIA)보고서에 게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고·열람·신문 게재 등의 정보공개 절차, 견해서 작성·제출, 공청회 개최 등은
법령으로 제도화된 절차로서 크게 나누어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EIA절차법에 근거가 있는 EIA절차 중에서 EIA계획서 심사와 EIA보고서
심사의 2개 단계에서 주민 등에게 정보공개와 의견청취를 한다. 다른 하나는
원자력법에 근거가 있는 원칙결정절차로 안전성을 포함한 최종처분장 계획에서
정보공개와 의견청취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
또한 핀란드의 원자력법은 지방 지자체에게 처분장 입지를 수용할지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원칙결정의 필수문서로 해당 지자체의회
및 인접 지자체가 그 견해서를 무역산업부(KTM)에 제출하는 것 (원자력법 제
12조)이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가 상기 견해서에서 수용을 긍정적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원칙결정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법 제 14조).
최종처분장의 후보지인 Eurajoki 지자체의회에서 수용을 결의한 결과는 20 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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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외에도

처분사업의

계획과

환경영향평가(EIA)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Posiva사가 다양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설립하고 논의의 장소를 마련한 것이
EIA보고서에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조직 중에서 지자체의
대표자와 Posiva사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정과 Follow-up Group」은
최종처분에 관한 모든 문제와 그 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의 2개월에 1회의
빈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조직 등을 통해서 정해진
의견과 의문 등은 Posiva사의 EIA 계획서 작성 및 실제 EIA 평가에서도 고려되어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 부분 중에서 그러한 의견·의문에 대한 검코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시행주체인 Posiva사가 수행하는 처분장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정보제공 (홍보) 활동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EIA)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 논의에 참가 기회가 있는 것을 알림
○ 처분사업계획, EIA절차, 진행정보, 완성보고서 등의 제공 등 정보 공개
○ 후보부지의 지자체 주민 간의 지속적인 대화
○ 처분사업 및 그 영향 예측과 그 평가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
○ 처분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사용된 방법의 적절성, 타당성에 관해서 다양한 여론
수렴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osiva사는 다음과 같은 홍보 (정보제공)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해당 지자체의 각 세대에게 EIA뉴스레터를 배포
○ Posiva사의 해당사무소에서 자료를 쉽게 입수 할 수 있도록 배려
○ 대중·이벤트 (모임)을 개최
○ 소그룹 회의를 개최
○ 입지 지자체·인접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 지자체 직원과 지자체의회 의원을 위해서 조정과 Follow-up Group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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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사업내용과 EIA를 설명하고 피드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 개최
○ 지방행정관을 위해서 논의의 장소를 마련
○ 중앙행정관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
○ 신문에 논단을 마련

이밖에

국민의식과

주민의식의

주요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일례로

환경영향평가 (EIA)보고서의 일부로서 시행한 「주민의 생활 조건과 전반적인
행복의 영향평가」중에서 처분장 입지수용에 대한 해당주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4개 처분장후보지 거주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로 청취조사를
1999년 초에 시행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Eurajoki와 Loviisa 2개의
지자체는 찬성이 약 60%, 반대가 약 30%였지만, Kuhmo와 Mnekoski 2개의
지자체에서는 찬성이 약 30%, 반대가 60%전후였다. 또한 EIA 보고서는 주민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원자력기술에 대한 의식, 풍문 피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조사를 했다 (그림 2-22).

그림 2-22. Olkiluoto 지자체의 여론 추이 (1984-2003)

다. 지역진흥방안

핀란드는 환경영향평가 (EIA)보고서에서 4개 후보지 지자체 각각에 대해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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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시행했다. 그 중 지역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조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농업·관광업·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올 것은 없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는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재정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처분장 입지에 관련 있는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경제적 편의공여를 하는 것은 고정 자산세의 우대조치이다.
예를 들면 통산 발전소의 고정 자산세율은 연 1.4%이지만 원자력 발전소 외에
원자력 시설의 고정 자산세율은 2.2%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수입이 되는 고정
자산세는 상당히 증가한다.
처분장 입지에 관해서 Posiva사와 해당 Eurajoki 지자체 사이에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 협정에서 Posiva사는 Eurajoki 지자체에게 고령자용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정했다. Posiva사에서 또 고령자용
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장원영주의 저택을 빌려 보수 후 Posiva사의 본사를
그곳으로

이전하였다.

Posiva사는

설립

때부터

부지가

결정되면

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정은 Posiva사 및 Eurajoki 지자체 대표, 소수 인원의
워킹그룹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워킹그룹의 목적은 Posiva사와 Eurajoki
지자체의 협력 가능성을 찾는 것이었다. 협정은 1999년에 체결하였고 Olkiluoto에
처분장을 건설하는 원칙결정을 핀란드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협정 발효상의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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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웨덴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

스웨덴 의회는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여 원자력발전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1980년에 결정했으나 폐지기한은 1997년에 철회되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직접

처분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주로

Barsebaeck,

Forsmark, Oskarshamn, Ringhals 4개소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 한다 (그림
2-23). 현재 운전 중에 있는 발전용원자로는 10개 이고 이 중, 비등수형원자로
(BWR)가 7기, 가압수행원자로 (PWR)가 3기이다. Barsebaeck발전소의 BWR 2기는
각각 1999년 11월 말, 2005년 5월말에 운전을 정지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스웨덴의 소비전력 중 약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
원자로 1기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15～25톤 (우라늄 환산)이고
2010년까지 약 8,000톤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40년간으로 했을
경우 폐기까지 BWR 연료집합체 40,000개와 PWR 연료집합체 5,000개가 발생되어
합계 약 9,3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측되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CLAB이라는 집중중간저장시설 (저장용량: 5,000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30년간 저장한 후에 처분될 예정이다. 2004년 말 저장량은 약
4,000톤이며, 저장용량을 8,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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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스웨덴의 원자력 관련 시설

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침 및 처분장의 개요

스웨덴의 처분 대상이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주로 Barsebaeck, Forsmark,
Oskarshamn, Ringhals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이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하는 직접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처분형태는 사용후핵연료를 외측이 구리, 내측이 주철제인 2중 구조의 캐니스터
용기에 봉입해 처분하는 개념으로써 외측의 구리용기가 부식에 견디는 역할을 하여
두께는 약 50mm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2-24). 내측의 주철제 용기는 기계적인
응력에 견디는 역할을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봉입했을 경우에 1개의 무게는 약
25톤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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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ter

그림 2-24. 스웨덴의 처분용기 (Canister)

스웨덴의 처분장 개요 (처분개념)는 그림 2-25에서 보는 것처럼 KBS-3 개념으로
불리며

핀란드

사용후핵연료에

등

다른

함유되어

나라에서도
있는

채용하고

방사성핵종은

있는

개념이다.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그림처럼
피복관,

캐니스터, 완충재 (벤트나이트), 지층 등 다중방벽 시스템으로 장기간 격리한다.
처분시설은 지하 약 500m의 역학적 및 화학적으로 안정한 결정질암 속에 건설할
예정이다.
그림 2-25의 오른쪽 그림은 계획하고 있는 처분장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2

계획에서 처분장 면적은 약 2～4km 이며 터널의 총 연장거리는 약 45km가 된다.
처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우선 처분량의 약 10%를 처분기술의 확증을
위하

처분

(초기운영)하고

결과를

평가한

후

나머지를

처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40년간 원전 운영 후 최대 9,3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 (약 4,500
canisters)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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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independent protection barriers
Fuel pellet of
uranium dioxide
Copper canister
with cast-iron
insert
Spent
nuclear fuel

Cladding tube

Bedrock

Bentonite clay
Final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그림 2-25. 스웨덴의 다중방벽 처분개념 (KBS-3)

<스웨덴 고준위 폐기물 관리 일정 개요>
• 관리일정은 SKB에 의해 개발 및 제안,
-규제기관 및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
• SKB는 3개의 후보부지 도출(2000. 12) 및 지표를 대상으로 한 부지조
사에 착수
• 2002. 4

: 1개 후보부지 결정

• 2002～2007 : 부지조사
• 2007

: 부지확보 및 시설 건설을 위한 인허가서류 제출

• 2009～2015 : 세부부지환경조사 및 부지평가, 시설건설
• 2013

: 최초 운영허가소류 제출

• 2015

: 폐기물 처분 시작

SNF의 포장공장 후보부지 선정 및 시설건설 일정은:
• 2005

: 부지선정 및 시설건설 인허가 서류 제출

• 2007～2012 : 건설
• 2012

: 운영허가서류 제출

• 2014

: 시운전 및 운영

해당국가의 관련법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 확정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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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체제

처분에

관한

연구는,

시행주체인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는 스웨덴의 국내외 대학, 다른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서 추진하며, 약 250명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주된
연구시설로는 Oskarshamn 지자체에 있는 에스포 지하암반연구소(Aspo HRL)와
캐니스터 연구소를 들 수 있다 (그림 2-26, 그림 2-27).
SKB사는 1984년에 제정한 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연구개발계획을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으로써,

계획서는

연구계획,

관리기관인

시행계획도

원자력발전검사시관

포함하는

통괄적인

(SKI)의

검토를

RD&D

받은

후에

정부결정 형태로 승인을 받는다.
SKI는

검토

활동의

일환으로

방사방호에

관한

감독기관인

방사선

방호기관(SSI)을 시작으로, 현역집행기관,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환경보호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논평을

요구하고

,

그러한

것을

보고서에

정리해,

SKIDML

검토보고서와 함께 공표한다. 평가기관인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도
SKB사의 RD&D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2-28).

그림 2-26. 스웨덴의 처분관련 연구시설 현황

RD&D 프로그램 2004에서는, 처분장의 장기안전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에 더하여 캐니스터 제조 및 봉입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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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

프로그램

2007

및

2010에서는

각각

「지층처분기술」

및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시스템」의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어있다.
스웨덴의 처분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중 하나로 Oskarshamn 지자체의 에스포
섬에 에스포 지하암반연구소(Hard Rock Laboratory) 라고 불리는 지하연구시설이
있다 (그림 2-27). 이 연구 시설은 실제의 지층환경에서의 처분환경 실증 연구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지하시설은 약 450m의 깊이에 위치한다. SKB사는
1986년에

지하연구소

설립계획을

밝히고,

1990년에

이

계획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 지하연구소의 건설에는 약 5년이 걸려, 1995년부터
운영되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모암 조사방법의 개발과 시험



암반특성에 따른 처분개념의 개발과 시험



처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지식축적



처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개발, 시험 및 실증

그 밖에 천연방벽으로서 암반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의 거동과 그
화학조성에 관한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국제공동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 현재는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Äspö Hard Rock Laboratory

그림 2-27. 스웨덴 Äspö hard rock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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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
가. 처분 사업의 시행 체제 및 기본 절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는 복수기관인 아래의 그림 2-28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처분사업의

규제기관은

정부

(지속개발부),

원자력발전

검사기관(SKI),

방사선방호기관(SSI)이다. 지속개발부는 처분사업 전체의 감독과 허가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다.

SKI

및

SSI는

지속개발부가

관할하는

중앙행정집행기관에서 각각 원자력안전, 방사선 방호의 관점에서 감독하고 또
안전규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기관으로는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를 들 수 있다.
KASAM은 지속개발부에 부속된 위원회로서 1992년부터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관한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28, 그림 2-29).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에는 원자력활동법 및 환경법전에 근거하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중, 환경법전에 근거하는 허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허가)의
심사는

사법기관인

환경재판소가

시행한다.

다만,

최종

처분장에

관해서는

환경재판소가 허가를 인가하기 전에 정부가 허가의 가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건부이지만 해당 지자체에 처분장 인수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29).
또한

스웨덴은

원자력발전소를

소유,

운전하는

전력회사가

원자력활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공동출자로

처분사업

시행주체가

되는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를

설립하였다. SKB사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사업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사업 등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행계획도 SKB사가 작성한다. 연구개발계획
(SKB사의 RD&D 프로그램) 중에 나타난 시행계획은 그 심사를 통해 정부나
규제기관이 승인한다. 최종 처분장에 관해서는 2007년경에 입지와 상세특성조사 및
건설에 대해 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2017년부터 초기 운영단계로 처분량 중 약
10%를 선행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초기 운영평가를 한 후,
2023년경부터 본격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안전규칙은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를 담당하는
2개

관리기관이

감독기관이고

각각

정한다.

원자력시설의

원자력발전검사기관(SKI)은

안전성에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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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원자력안전에
SKI

관한

안전규칙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고유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SKI 최종처분안전규칙을 각각
제정한다.

그림 2-28. 스웨덴 SKB를 중심으로 한 처분관련 기관 체계

그림 2-29.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시행 체제

방사선방호의 관점에서는 방사선방호기관 (SSI)이 SSI 안전규칙을 정한다. SKI
안전규칙 및 SKI 최종처분안전규칙에서는 처분장의 건설 전, 운영 전, 폐쇄 전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폐쇄 후에 환경에 주는 영향도 고려한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안전평가의 결과와 시설기능의 서술,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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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법 등을 단계마다 안전평가서로서 정리해, SKI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SSI 안전규칙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처분장 폐쇄후의 개인
리스크는

백만

분의

일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쇄

후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평가방법이, 최초 1,000년과 그 이후의 각각을 정하고 있다.

나. 처분비용

스웨덴은

원자력발전소를

소유·운전하는

전력회사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자금확보법에는 납부금의 지불 외에 담보제공도
의무화하고 있다. 전력회사는 납부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것을 전력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형태로 회수하고 있다 (그림 2-30).

The Nuclear Waste Fund
Just under

0.01 SEK per
kWh
of nuclear
electricity
Almost 35 billion
SEK in 2006

그림 2-30. 스웨덴의 처분비용 확보 방안

방사성폐기물기금으로 공급되는 폐기물 처분비용의 전반적인 견적은 전력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의무화되어

있다.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사)가
플랜

2005에

의하면

원자로를

매년

40년간

수립하도록

운전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2006년 이후 필요금액은 총액으로 약 700억 스웨덴·크로네 (약 10조
5,000억 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지출한 비용은 약 150억
스웨덴·크로네

(약

폐기물수송비용,

2조

700억

원)이다.

원자로해체관련비용,

이

비용에는

사용후핵연료집중

SKB사

연구개발비용,

중간저장시설인

CLAB

유지운영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장에 관한 비용, 캐니스터 봉입에 관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31에서 보여주듯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전체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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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를

차지하고

있다.

(1

스웨덴·크로네=150원으로 환산)

Total cost of around SEK 70
billion
Research and
Administration

SFR
4%

16%

Transportation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s, SFR 3

Final disposal,
localisation
25%

5%

21%
12%

Encapsulation
17%

Clab
Accrued and future expenses for the Swedish waste programme in present monetary value
assuming each reactor is operated for 40 years.

그림 2-31. 스웨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의 내역

1981년에

제정된

자금확보법

(1992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

제반비용을

공급하기

적립대상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전면개정)에

위한

따라

기금제도가
처분비용

장래에

필요한

확립되었다.

기금의

외에

중간저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및 원자력발전소의 폐로비용이 포함되어있다.
비용부담자인

전력회사는

매년

정부가

결정하는

납부액에

근거해

기금에

납부금을 불입한다. 또 자금확보법이 1995년에 개정되어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1996년부터는

담보제공도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납부금은,

원자력발전회사 마다 원자력발전전력양 1kWh 당 단가로 결정 한다 (그림 2-30).

3.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
가. 부지선정 개요

스웨덴의
시행주체인

처분장

부지선정

방법은

법령으로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규정되어

(SKB사)가

있지

3년마다

않다.

그러나

연구개발계획

(SKB사의 RD&D 프로그램)을 작성·제출하도록 원자력활동법에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 등의 검토와 정부에 의한 승인을 통해 부지선정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SKB사는

부지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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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그림

2-32와

같이

종합입지조사, 타당성 (feasibility)조사, 부지조사, 상세특성조사의 4개 조사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2-32. 스웨덴의 부지선정 개요

z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개요

부지선정 절차는 SKB에 의해 입안되어 규제 및 관련기관에 의해 검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
① 타당성검토: 5～10개 대상 타당성검토, 3개 추천, 후속 조사/평가업무 수행
- 주로 기존 문헌 검토: 장기안전성, 운영단계의 기술 및 안전성, 토지 및 환
경, 인문사회 등
② 후보부지조사: 기술적 평가 및 현장조사
- 안전성/환경영향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 지방 및 중앙정부)
- 지질학적 부지특성/안전성 평가 중심, 기반시설, 수송, 사회적 영향 및 지역
사회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현안과제를 대상 수행
- 후보부지 조사는 4～8년을 예상, SNF 포장시설 부지선정/설계업무 병행
- 최소한 2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모든 3단계 조사업무는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생산에 주력하였다.
③ 후보부지 세부조사 및 건설
• 처분대상 모암에 대한 정밀조사, 시설 건설, SNF 포장시설의 건설허가
• 지하처분연구시설 (Aspo HRL) 건설(1990～1995), R&D 수행
-처분대상 후보모암에 대한 시험방법의 개발
-암석/암반 물성을 심지층처분장에 적정․적용 방법의 시연 및 개발
-심지층처분장의 안전성 입증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제고
-처분 적용 예상 기술의 개발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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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feasibility)조사와 부지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허가는 필요
없다.

그러나

SKB사가

최종처분지를

결정해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활동법과 환경법에 근거한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신청서에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첨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부지조사단계 에서는 환경법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EIA) 절차의 일환으로 EIA 협의라고 부르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수행한다. 이 협의는 처분시설에 대해서 입지, 환경에의 영향,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다.
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한 허가신청은 원자력발전검사기관(SKI)에 제출하고 SKI에
의한

평가를

거쳐

정부가

허가를

결정한다.

환경법에

근거한

허가신청서는

환경재판소에 제출하고, 심사 후 허가 (환경상 중요한 상세조건)한다. 다만, 최종
처분장을 포함한 환경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재판소가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가 허가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허가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중 하나는 지자체의회의 승인이다. 그러나 처분장 등
국익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된 활동에 관해서는,


그 밖에 더 적합한 부지가 없고,



다른 적절한 부지에서도 지자체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지자체의회의 판단에 관계없이 허가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법에 규정된 절차와 재판소의 관여는 스웨덴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부지선정절차는

시행주체인

스웨덴핵연료폐기물

관리회사(SKB)가 제안한 4종류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구개발 계획 (SKB사의 RD&D 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해서
정부와 규제기관이 승인한다.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는 해당 지자체의 승낙을
얻는다.
상세특성조사 및 처분장 건설에는 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하는 허가와 환경법에
근거하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청서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SKB사는 현재 2개 지자체에서 부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해서 후보지점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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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개요

나. 광역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

1970년경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스웨덴의 암반 특징을 알기 위한 시추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최종처분장에 관한 논의 후 1990년대 실제 처분시설 건설을
전체로 한 부지선정을 시작하였다.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입지조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feasibility) 조사부터 시작한다. 스웨덴의 타당성
(feasibility) 조사는 스웨덴 특유의 조사로 각각의 후보지점이 기술, 안전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다 상세조사를 앞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한 후보지점인지 아닌지를 기존문헌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SKB사는 1992년에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타당성 (feasibility) 조사의 설명과
입후보 의뢰를 송부하고 문의가 있던 지자체인 Storuman과 Malå에서 타당성
(feasibility)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림 2-34). 각 지자체의회의 승인 후
Storuman과 Malå에서 각각 1995년, 1996년까지 조사를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SKB사가 조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각각의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반대가 다수였다. SKB사는 이 결과를 존중해 양
지자체에서 조사를 모두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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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B사는 그 외에 기존 원자력시설 부근의 지자체의

타당성 (feasibility)

조사 시행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 각 지자체의회의 승인을 얻은 Hultsfred,
Nyköping, Oskarahamn, Tierp, Älvkarleby, Östhammar의 6개 지자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Älvkarleby는

지질학적

관점에서

타당성

(feasibility)

처분장

부지로

조사

결과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종합입지조사와
근거하여

8개

SKB사는

지자체에서

부지조사를

시행한

Oskarashamn,

Östhammar,

Tierp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00년 11월에 결정하고 다음 해에는 스웨덴 정부와
규제기관도 이 결정을 승인하였다.

그림 2-34. 스웨덴의 부지타당성조사
지역

다. 부지특성조사 단계

8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SKB사는 부지특성조사를
Oskarashamn, Östhammar, Tierp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스웨덴 정부와 규제기관도 이 결정을 승인하였으나, Tierp 지자체의회는 조사의
계속을 부결하였기 때문에 SKB사는 조사를 중지하게 되었고 결국 지자체의회에서
SKB사의

부지조사시행을

수락하기로

의결한

Oskarashamn

및

Östhammar에

대하여 2002년부터 부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지특성조사의 주요 조사 요소는
지질/환경/인문ㆍ사회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장기안정성, 처분장 운영시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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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등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수행하며 (그림 2-35), 얻어진 결과들은
처분장 디자인,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신청, 안전성 평가 등의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부지특성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두 지자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z Oskarashamn

지자체의 약 75%가 삼림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원래는 농업과 임업이 번성했지
만, 근래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이 번성하고, 원자력관시설이 많이 소재한다.
y

면적 : 약 1.047km2

y

인구 : 약 26,500명

y

원자력관련시설
· Oskarashamn 원자력발전소 (1974년부터 운전시작)
· CLAB (사용후핵연료집중중간저장시설) : 1985년부터 운영시작
· 에스포암반연구소 (1995년부터 운영시작)
· 캐니스터연구소 (1998년부터 운영시작)

z Ӧsthammar

육지 면적의 약 71%가 삼림인 지자체이다. 역사적으로는 어업/선박업, 철강업 및
농업이 번성한 지역이며, 오늘에는 Studsvik 및 Forsmark발전회사의 2개 회사가 중
심이 되고 있다.
y

면적 : 약 2,790km2

y

인구 : 약 21,600명

y

원자력관련시설
· Forsmark 원자력발전소 (1980년부터 운전시작)
· SFR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1988년부터 운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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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특성조사 내용

라. 상세부지특성조사 단계

그림 2-36.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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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사는

2008년까지

Oskarashamn

과

Östhammar에서

부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후보지점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최종 선정된
후보지역에
건설의

대해

상세특성조사를

일부로

간주하고

수행할

있기

예정이며,

때문에

상세특성조사를

선정한

처분시설

후보지점에

대해

처분장입지·상세특성조사·건설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림 2-36은 이와 관련한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로드맵이다.
이상과

같이

핀란드와

매우

유사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08년에

최종

후보지역을 선정하기로 되어있는 스웨덴의 성공적인 추진 배경에는 지역사회를 전
절차 및 검토과정에 대하여 감시관리 감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와 타당한
안전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국지/광역/중앙 정부, 지역사회, 영향 개인, 대규모
지역주민 등 관련 다양한 이해집단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노력이 있었다.

마. 안전성 평가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는

1995년과

1997년에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각각 안전평가서 SR95와 SR97로 정리하여
공표했다.

SR95의

주목적은

장래의

안전평가의

준비작업을

간략화하고

안전평가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평가를 장래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SR97은 스웨덴 정부가 표명한 「부지조사시작 이전에 지층
처분장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따라 작성, 공표한
것이다. SR97은 처분장 운영중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폐쇄후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으며 우선 처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각각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인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SR97의 입력데이터는 스웨덴의 실제 지층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3개 지점에서
획득한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택된

지역은

실제의

스웨덴

부지선정

절차와는 무관한 SR97 보고서만을 위한 지역이다.
이러한 안전평가서는 앞서 스웨덴의 처분 사업 시행 체제에서 설명하였듯이
규제기관인

원자력발전검사기관

(SKI)과

평가기관인

방사방호기관

(SSI)과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의 검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검토도
받고 있다.
SR97에 대한 SKI와 SSI의 평가에서, SKB사의 처분개념이 스웨덴의 암반에서
안전한 최종 처분장을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성 및 방사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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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거의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처분장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래의 바람직하지 않는
조건을 충분히 취급하지 않는 등의 지적도 하였다.
평가기관인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도 SR97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00년에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의

안전평가서

SR97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의 평가서」 를 발표했다. KASAM는 현 단계의
안전평가로는 포괄적인 대처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또 다음 단계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몇 개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SR97은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원자력기관 (NEA)에 의한 국제적인
검토도 받았다. OECD/NEA는 수개국의 전문가로 검토팀 (IRT)을 결성해 2000년에
「SR97의 국제 피어리뷰 : 스웨덴 사용후핵연료의 지층 처분장의 안전성」 이라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SR97가 채용한 KBS-3 개념은, 충분히 확립돼 있는
과학과 확고한 공학적 기초에 근거해 충분히 정의되고 있어 실행가능하다」 라고
결론지었다.

4. 부지선정 고려요소
스웨덴의 부지선정기준에 대한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SKB는 부지선정 기준의 개발 책임을 지며 이를 R&D의 일부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개발한 기준은 SKI에 제출하고, 매 3년 마다 검토하며,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검토된다. 이렇게 개발된 부지선정기준은 부지선정 과정을
통해서 개정되고 재정비되었다.
•부지선정기준은 장기적 안정성에 주안을 두고 접근하였다.
•타당성검토단계에서 부지선정기준은 SKB에 의해,
i. 비선호적인

지질조건

지역

제외:

경제적

광물,

불균질성

특성

모암,

변형대/신기 구조 단층, 지하수 배출영역 지역, 비정상적인 지하수화학 조건
지역
ii. 원위치 조사 및 추가검토가 필요한 지역
iii. 선호조건을 고려한 후보지역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후보부지조사단계에서는 정성/정량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절대 충분조건 및
선택적 선호조건 등 두 가지 유형의 부지선정 프로그램 제시 및 검토하였다.
•부지적정성은 이해 가능한 안전성평가에 근거를 두고 SKB와 SKI/SSI 등 모든
기관에 의해 결정/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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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과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질학적 고려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설정은 SKB의 기술보고서인 SKB
TR-00-12에 자세히 보고되었으며 그 기준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Function (작용) : 심지층처분장이 추구하는 목적 (예, isolating and retarding

function)
 Parameter (요소) : 물리적 혹은 화학적 정량 요소 (property, condition in

the rock)
 Requirement (필요조건) : 부지선정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실제 필요조건. 모든 필요조건은 만족되어야 함.
 Preference (선호조건) : 부지선정 단계와 상관없이 만족해야하는 조건. 모든

선호조건이 만족될 필요는 없음
 Geoscientific suitability indicators (지질학적 적합 지표) : 특정한 부지선정

단계에서 필요조건과 선호조건들이 만족되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측정 및 평가 가능한 부지 특성 요소
 Criteria for evaluation (평가 기준) : 특정한 부지선정 단계에서 그 부지가

규정된 필요조건과 선호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적합 지표
값(value).

또한 이러한 기준 체계에 따라 다음 지질학적 사항에 대하여 각각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일반 지질 : 지형, 토양, 암종, 구조지질 (전단대, 단열대)
 암석 역학 : 초기 암석 강도, 단열 및 단열대, 전암의 역학적 특성,

열팽창계수, 응력분포
 수리지질 : 투수성, 공극률, 함수율, 지하수 특성, 지표환경, 경계조건
 화학-지하수 조성 : 용존 산소, pH, 총용존고체함량 (TDS), 지하수 내

용존이온 및 유기물
 암석의 용질이동 특성 : 처분공 규모의 지하수 유동 수리 상수, 지하수

유동로 특성, 지하수 유동 경로를 따르는 모암의 특성

5. 스웨덴의 인문ㆍ사회적 이해촉진 정책

- 55 -

가. 처분사업에서의 지자체 주민 의사 반영 제도

스웨덴은 법령상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 (타당성; feasibility)조사 및 부지조사)를
수행하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고 부지입지에 관한 허가절차에서만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주체인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는 지자체가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를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
조사의 시행에 이르러서는 각 지자체의 승낙을 얻는 절차를 밟고 있다. 즉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는 지자체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타당성
(feasibility)조사와 부지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의회, 혹은
주민의사가 반영된 사례로서 아래의 실례들이 있다.
SKB사가 1992년에 전체 지자체에 대해 시행한 타당성 (feasibility) 조사시행의
의뢰에 대해 Storuman과 Malå가 입후보 했다. SKB사와 지자체가 조사에 대한
상세논의를 시행한 후 지자체의회 의결로 조사시행을 승인했다. SKB사에 의한
타당성 (feasibility)조사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조사 종료

후에 양

지자체에서는 SKB사의 부지선정조사의 계속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행했고
동시에 반대가 다수라는 결과를 얻었다. 스웨덴의 주민투표는 지방 지자체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주민투표가 인정되고 있어 의회 혹은 주민이 특정 문제에 대한
지자체 주민 전체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투표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문적인 것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있으며
결정력과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SKB사는

이

결과를

근거로

두

지역을

후보지로부터 제외했다.
SKB사는 기존 원자력시설 부근의 몇 개 지자체에 대해 타당성 (feasibility)조사
시행 제의를 했으나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은 지자체의회의 승낙을 얻은 6개지자체
뿐이었다. SKB사는 타당성 (feasibility)조사 등의 결과를 근거로 Oskarshamn,
Östhammar, Tierp의 3개 지역에서 다음 단계의 부지조사를 추진하고 또, 수송
등은

Nyköping에서

계속

조사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것은

정부와

규제기관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Tierp 와 Nyköping은 지자체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SKB사는 예정했던 조사를 중지했다.
또한 스웨덴 환경법은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할 때는
계획단계에서 현역집행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원자력시설은 「그 계획을
실행하면

환경에

(EIA)절차를

큰

시행하는

영향을
것이

줄

가능성이
의무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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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있다.

판단되어
협의에는

환경영향평가
현역집행기관,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및

원자력

발전검사

기관(SKI),

방사선방호기관 (SSI) 외에, 환경방호기관, 주택국가위원회 등의 관계행정기관,
관계지자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해당환경단체 등이 참가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층처분장에 대해 일찍부터 EIA 협의를 실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부지조사시작과 동시에 EIA 협의 시작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도상의 요청에
추가하여 SKB사는 부지선정 시작단계부터 규제기관과 관계 지자체와 이환경법이
정하는 EIA 협의에 준해 여러 가지 협의 (비공식 EIA 협의)를 실행해왔다. 이
비공식협의는 지방지자체와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부지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SKB사는 Östhammar과

Oskarshamn에 대해 각각 2002년,

2003년부터 EIA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
타당성

(feasibility)조사는

복수의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SKI, SSI, 방사성폐기물국가평의회
(KASAM), 카르말 현의 현역집행기관 및 Oskarshamn 지자체로부터 접수되었다.
정부는

1996년부터

부지조사가

시작된

2002년

사이,

방사성폐기물특별

자문회의(advisor) (1999년에 방사성폐기물조정관에서 개명)를 임명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EIA 협의주최, 부지선정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간의 활동 조정,
타당성 (feasibility)조사대상지자체에 필요 정보제공 및 조사활동을 시행해 왔다.
또한 정부는 1995년에 타당성 (feasibility)조사의 단계부터 대상 지자체가 존재하는
SGUS의

현역(懸域)집행기관이

관련

조직

간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 때문에 타당성 (feasibility)조사가 시행된 우프라사현, 사이다
맨드랜드현 및 카르말현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현역집행기관이 주최하는
현역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EIA 협의를 하고 SKB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처럼 지자체 직원과 의원, 주민을 포함해서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구조는 스웨덴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배양된 것이다.

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스웨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시행주체인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사)는 타당성 (feasibility)조사 시행 지자체와 부지조사 시행지자체를 대상으로
처분장의 수용에 관한 주민의식을 조사해 왔다. Oskarshamn 및 Östhammar 양
지자체 모두, 긍정적인 회답 (「지지 한다」, 「완전하게 지지 한다」의 합계)을 한
사람의 비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스웨덴 국민들의 지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림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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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pository in own municipality?
Opinion 2005
80%
Against

60%

Definitely against

45%
43%

40%

27%

Undecided, neither for
or against, no reply
For

34%

20%
28%
9%

Definitely for

31%

12%

24%

12%

8%

8%

6%

0%
Östhammar

6%

Oskarshamn

9%

Sweden

Source: TEMO

그림 2-37. SKB사가 부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지자체 및 전국을
상대로 시행한 처분장의 수용에 관한 의식조사

또한 SKB사는 처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활동 및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초기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당성
사람들과

(feasibility)조사를
교류를

시행한

증진시키는

지자체에는

노력을

하고

정보사무소를

있다.

또한

설치하고

SKB사는

시설

해당의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에스포암반연구소에는 견학 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2-38과 같이 견학자는 지하 약 500m에 있는 터널 안가지
버스로 가서 지하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 2003년에는 2,500명 이상이 이 견학에
참가했다. 또한 에스포암반연구소에는 1년 동안에 1만 명이상이 견학하고 있다.
게다가 부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추부지에 가이드투어도 하고 있어 2003년에는
Oskarshamn 과 Forsmark가에서 합계 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SKB사는 학교에의 정보제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층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림 2-39). 또한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학교에서 수업하기 위한 교재 등도 작성하고 있어 책자, 비디오, CD-ROM
게임, 교사교재 등 수많은 매체를 사용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도 기술적인 것에서 윤리적인 것까지 폭넓게 사회문제로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SKB사는 정보 책자, 전시회, 미디어와의 접촉,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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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등 수많은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SKB사가 부지조사 대상
지자체를 발표한 2000년 11월에는 100회 이상의 신문기사와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보도했다.

Visits to facilities

그림 2-38.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학투어 프로그램

Talking to the local people

그림 2-39. SKB사에서 주최하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의 폭넓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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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진흥 방안

스웨덴은

자금확보법에

근거하여

처분장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feasibility)조사와 부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보제공 활동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교부금은 방사성폐기물기금에서 지불하고, 1개 지자체 당
최대 400만 스웨덴·크로네까지는 원자력발전검사기관 (SKI)이,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부가

지불액을

결정한다.

교부금으로

공급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문제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이고, 개인과
다른 조직이 시행하는 활동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금에서

공급할

수

없다.

2004년에

기금에서

지자체로

교부한

교부금은

Oskarshamn, Hultsfred, Östhammar 3개 지자체 합계 약 780만 스웨덴·크로네 (약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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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국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
2035년까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05,000톤, 에너지부
(DOE) 보유의 국방·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2,500톤으로 예측된
다. DOE의 국 관련시설과 국립연구소에서 유리고화체는 약 22,280개가 발생하리라
고 예측된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발생량
처분대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는 33개주 72개소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소의 소유·운전회사 (그림 2-40)와 핵병기제조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해군의 선박
용원자로, 원형원자로를 취급하는 에너지부 (DOE)이다.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2002년 12월 현재 합계 약 46,900톤 (우라늄 환산, 이하 같
음)이 누적되어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허가 갱신을 고려하면 사용
후핵연료의 양은 2035년에는 약 2,500톤이 된다고 한다. 이전에 있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발생한 것도 포함하여 DOE 국방시설과
국립연구소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DOE의 4개 부지에 저장하고 있다.
지하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액을 유리 고화하여 최종적으로 2035년까
지 캐니스터로 약 22,280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전망된다.

그림 2-40. 미국 내 상업용 원자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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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대학의 연구용 원자로, DOE의 연구시설, 상업용 연구로, 상업용 핵연료
제조플랜트 등 약 55개의 시설이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
유하고 있다. 냉전의 종결로 50톤의 무기급 플라토늄이 있다고 한다.
DOE는 그 중의 대부분을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MOX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
다.

나. 처분방침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의 지하 약 200~500m 응회암 속에서 상업용 원자력발
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에너지부 (DOE)가 보유하는 핵무기 제조과정에
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제), 무기제조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해군의 선박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3 종류를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장이 건설되는 Yucca Mountain 부지는 강수량이 적은 사막지대이고 지하처
분시설은 지표에서 지하 500~800m에 있는 지하수면보다 약 300m 상부 (지표면 아
래 약 200~500m)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질환경의 천연방벽에 방사성폐기물
을 환경으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 위해서 인공방벽을 가미한 다중 방벽을 고려하고
있다.

(1) 3 종류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지층처분
처분대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에너지부 (DOE)가 보유하는 핵무기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
물, 무기제조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해군의 선박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의 3 종류이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를 하지 않으며 1993년의 「핵 비확산 및 수출관리정책」 도 있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처분하는 직접처분방식을 택하고 있다.
Yucca Mountain의 예정 처분량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
료가 63,000톤 (우라늄 환산, 이하 같다), DOE 보유의 사용후핵연료가 2,333톤, 핵병
기 제조 및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의해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4,667톤으로, 모두 70,000톤이다. 이 70,000톤은 1982년 방사
성폐기물관리법 (NWPA)에서 규정한 한도이며 실제 발생량은 70,000톤을 넘을 것
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 장관은 2007년 이후, 늦어도 2010년 1월 1일까
지 제2처분장의 필요성을 대통령과 연방 의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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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형태
처분대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외측은 Alloy 22라는 니켈합금, 내측은 스테인
리스강으로 된 2중구조의 폐기물 패키지에 넣어 처분한다. 외측합금은 부식에 견디
는 역할을 내측 스테인리스강은 역학적 하중에 견디는 역할을 한다. 폐기물 패키지
는 수납되는 폐기물 형태에 따라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5종류, 군사
용에서 발생한 DOE 보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연료용 5종류로 총 10종
류가 있다.

(3) 처분장의 개요 (처분개념)
Yucca Mountain의 특징으로는 강수량이 적은 사막지대의 응회암 지층이고 지하
수면이 지표에서 500~800m의 깊이, 지하수면보다 약 300m 상부에 건설하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지질구조의 특징에다 방사성폐기물을 환경에서 장기간 격리하기 위한
인공방벽의 다중방벽시스템에 의한 처분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2

처분장의 규모는 부지 추천시의 총면적이 약 4.65km , 갱도의 연장거리는 약
69km, 처분갱도의 연장거리는 56km이다. 처분장의 설계개념은 15년 가까이 추진해
온 부지특성조사의 결과를 기본으로 1998년 12월에 발표한 「실험가능성 평가
(VA)보고서」에서 “VA 설계”를 명시했다. VA 설계에서는 처분으로부터 약 1,000
년간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로 주위 암반의 온도가 물의 비점보다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처분갱도 내의 지하수 이동이 어려워져 장기간 방사성물질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온에서 평가할 때의 불확실성을 독립자문기관인 방사성 폐
기물기술심사위원회 (NWTRB) 가 지적했다. 이것을 접수하여 DOE에서는, 갱도 간
격과 폐기물 패키지의 저장간격 등의 변경, 강제 환기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시킨
“부지추천 설계 (SR 설계)”를 개발했다. “SR 설계‘에서는 환기 설비의 운전기간과
저장할 폐기물 패키지의 종류 등을 조정하여 암반온도가 물의 비점을 초과하는 고
온상태에서 운영 또는 폐기물 패키지 표면에서도 물의 비점을 초과하지 않는 저온
상태에서 운영 등 어느 쪽도 운영이 가능한 유연설계가 특징으로 되어 있다.
“SR 설계”에서 인공방벽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이다. 폐기물 패키지를 덮는
Drop-Shield는 폐쇄 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처분갱도 벽면의 액체방울 등으로부터
폐기물 패키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장은 단계적 건설을 고려하고
지하시설은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의 건설을 완료한 시점에서 인허
가를 받아 폐기물의 수납을 시작한다.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의 처장과 병행하여 건
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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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처분지로 Yucca Mountain 부지를 결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에 따르는 절차로서 2002년 2월에 에너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부지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승인, 연방의회에 부지추천을 권고하
였다. 2002년 4월에 네바다주 지사가 연방의회에 불승인 통지를 하였지만 Yucca
Mountain의 입지승인결의안이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승인되고 대통령의 서명
으로 2002년 7월에 법률로 공포되었다. 이에 의해, 198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에 규정된 부지결정절치가 완결됐다. 앞으로, 시행주체인 DOE가 건설허가
신청을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제출하게 된다.
Yucca Mountain이 있는 네바다주 Nye County는 미국 본토에서 3번째로 큰
2

County이고 면적이 약 46,790km , 그 중의 22%는 DOE의 네바다 핵실험장, 네리스
공군기지로 출입제한구역과 연방정부의 기밀활동을 지정받은 지역이다 (그림 2-41).
Yucca Mountain은 라스베가스시의 북서 약 160km, 네바다 핵실험장의 네리스 공
군기지 그리고 내무부 토지관리국 소유지에 걸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가까
운 취락지로는 약 1,400명이 거주하는 Amargosa valley이고 가장 가까운 지역은 부
지에서 남쪽으로 약 20km에 위치한다.

그림 2-41. Yucca Mountain 부지와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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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관리 일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1982)에 근거하여, SNF와 HLW의 지층처분에 관한
업무수행 준비기관, OCRWM을 설립하고
-2002

: Yucca Mountain 지역에 대한 미국의회와 대통령의 승인

-2004

: DOE가 NRC에 허가요청서 제출

-2007～2008 : NRC에서 공사 허가서 발급
-2010

: 폐기물 수락 및 처분 시작

-2033년 중반기에는 70,000t HM이 처분

다. 연구체제

에너지부 (DOE)의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NWPA)을 근거로 Yucca Mountain의 부지특성조사를 시행해 처분장 예정지로 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DOE/OCRWM는 Yucca Mountain 부
지에 탐사연구시설 (ESF)을 건설하고 지층의 암석학적 성질과 수문지질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과 물의 이동 등에 관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 연구기간과 연구체제
198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은 에너지부 (DOE)가 처분장을 개발하도록
정하였으며 또 DOE안에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 설치를 규정하고 있
다. OCRWM은 실제 처분계획을 수행해서 부지특성조사를 실행하고 처분예정지로
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DOE가 지하에서의 시험·평가시설
의 건설, 운영 및 보수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CRWM은 미국 내의 연
구기관과 관리·운영계약자 (M&O)에게 위탁 등으로 처분기술과 안전평가 등에 관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등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정보교환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연구계획
NWPA 제 211조는 에너지부 장관이 조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중점
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고준
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며 그 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하
기 위한 시설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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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특성 조사시설
원자력규제위원회 (NRC)가 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준 (10 CFR Part 60)
에서는 DOE가 Yucca Mountain 지층처분장의 건설허가신청을 담당하고 지하시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탐사연구시설 (ESF) 건설은 1992년에 시작하여 1997년에
완성했다. ESF의 심도는 약 300m이고, 본갱의 전체 길이는 약 7.9km이다. ESF에
서는 Yucca Mountain 지층의 암석학적 성질과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열과 물의 이동에 관한 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
가. 처분 사업의 시행 체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제111조 등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고 정해져 있다 (DOE, 2004). 구체적으
로는 에너지부 (DOE)가 처분시행주체이며 이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OE
내부에 설치된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이 시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련이 있는 규제행정기관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
(NRC)가 처분장 건설 등의 인허가 심사,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기술요건·기준수립
을, 환경보호청 (EPA)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적용하는 환경방사선방호기
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시행체제의 기본구조
그림 2-42는 미국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계가 있는 시행체제를 도식
화한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계가 있는 규제행정기관으로 처분 기준은 민
간의 원자력이용 규제, 시설 관련의 인허가를 취급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NRC)가
그 처분기준에 따른 환경방사선방호기준의 수립은 환경보호청 (EPA)이 담당하고
있다. NRC 및 EPA가 규칙 제정 시에는 미국과학아카데미 (NAS)의 권고에 따르도
록 에너지정책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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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미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의 시행 체제


대통령
- 부지 선정 결정
- 의회에 부지 추천서 제출
-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승인 요구



의회
- 법률 제정
- 정부 지출금 규정을 적용하여 방향 제시
- 부지 선정 확인
-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기금 충당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준 수립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 EPA 표준과 일치하는 처분장 인허가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수립
- 처분장 건설 허가, 핵물질 소유 및 인수 승인, 처분장 폐쇄 승인 등에 대해

책임


방사성폐기물기술심사위원회

(Nuclear

NWTRB)
- 독립적인 기술과 과학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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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Technical

Review

Board,

- 의회와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장관에게 감독 결과 보고


DOE 산하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CRWM)
- 처분장 부지 선정, 인허가, 건설, 안전 및 폐쇄에 대해 책임
- 비용 사용의 적정성 평가와 비용 적립 및 기금 관리



원자력발전업자 (Utilities)
- 원자력 폐기물 기금 (0.1 cent/kWh) 제출
- 사용후핵연료가 DOE에 의해 수용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해 책임

(2) 시행주체
NWPA 제111조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연구처분의 책임은 연
방정부에 있다고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부 (DOE)가 처분의 시행주체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동법 제 304조에 따라서 DOE 내부에 설치된 민간방사성폐기
물관리국 (OCRWM)이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3) 처분기본방침과 시행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기본방침은 NWPA에 정해져 있고 동법 제 301조에
서 DOE는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계획을 명시한 「미션·플랜」을 작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DOE의 OCRWM는 미션·플랜과는 별도로 향후 5년 이하의 단기 계획을
명시한 계획서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플랜」 을 약 2년 마다 작성한다.
미션·플랜이 작성된 1985년에는 1998년에 처분장의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다. 그후 1987년에 NWPA가 수정되고 부지특성조사 활동을 Yucca Mountain에만
한정하고 1987년의 미션·플랜 수정판에서는 운영시작은 5년이 지연된 2003년으로
하였다. 그 후, 1989년에 다시 7년 지연을 발표하고 2000년에 공표된 「민간방사성
폐기물관리프로그램·플랜 제3판」에서는 운영시작은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약
20년간의 조사연구 후 2002년에 Yucca Mountain을 부지로 추천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처분장 부지로 결정되었다.
처분장 건설을 위하여 NRC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은 2006년 이후로 예상된다. 그
후는 3년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연장은 가능)의 심사기간을 거쳐 인가를
받은 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의 운영범위를 확보한 곳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그 다음은, 최저 50년간의 정치처분작업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폐쇄 신청을
한다.

NRC 기준인 「네바다주 Yucca Mountain 지층처분장에서의 고준위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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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처분」 (10 CFR Part 63)에서는 처분시작 후 최저 50년간은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처분장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DOE는 최장 300년까지 회수가능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처분장 개발계획은 인허가 관련 서류의 등록지연, 2004년 7월 연방공소재판소가
내린 환경 방사선방호기준의 일부 무효판결, 예산삭감 등의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
다. 2006년 이후로 예상되는 신청서 제출은 당초는 2004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2010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장 운영시작 시기의 변경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
다. DOE는 2004년 4월에 처분장으로 폐기물 수송은 주로 철도로 한다고 결정하고
네바다주 내에서 철도 부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 처분 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NWPA) 제111조에
의해 폐기물발생자 및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동법 제302조에 의해 방사성폐
기물기금

(NWF)을

재무성에

설치하였다.

폐기물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kWh 당 1밀 (약 1.1원)을 동 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처분비용은 총액은 2000년 가
격으로 약 575억 달러 (약 64조원)로 예상되었다. 또, 동 기금의 적립금액은 2004년
12월말 현재 229억 달러 (약 23조 4,000억원)이다 (1달러 = 1,050원으로 환산). 부지
사업의 재원은 90%의 기금 (0.1 cent/kWh)과 10%의 기타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
다.

(1) 처분비용의 부담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제111조에 의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
료를 영구 처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지만 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소유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비용의 대상과 예상액
그림 2-43은 부지평가/관련기술개발에 대한 소요비용과 향후 예상소요비용을 보
여준다(DOE, 2001a). 아울러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총액은 2002년
가격으로 약 575억 달러 (약 64조원)이다. 이 중, 1983년부터 2003년 사이에 90억
달러를 지출하고 나머지 485억 달러는 2004년부터 처분장이 폐쇄되는 2119년 사이
에 지출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예상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83,800
톤(우라늄 환산, 이하 같다), 정부 소유의 사용후핵연료 2,500톤 및 유리고화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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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개를 반입 및 처분에 수반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NWPA의 규정과는 달리 전부해서 97,000톤 이상 반입이 가능한 하

나의 처분장에서의 처분을 가정하였다. 비용 예상액의 내역은 지층처분비용이 약
420억 달러 (약 45조 4,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송비용이 약 60억 달러 (약 6조
3,000억원) 외에 그림 2-44에 있는 다양한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2000년 달러 시세
를 기준으로 1달러 = 1,050원으로 환산, 이하 같음).

그림 2-43. 부지평가/관련기술개발에 대한 소요비용과 향후 예상소요비용 (DOE,
2001a)

그림 2-44. 처분장 허가/건설/운영/모니터링/폐쇄에 대한 소요비용과 향후
예상소요비용 (DOE, 2001a)

(3)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NWPA 제302조를 근거로 방사성폐기물기금 (NWF)을 재무부에 설치하고 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동 기금에 납부금을 불입하여 처분사업에 필요한 비
용부담 책임을 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원
자력발전의 판매전력 1 kWh 당 1밀 (0.001 달러)이고 이것은 전력이용자의 전기요
금에 반영한다. 확보된 방사성폐기물기금 (NWF)은 다음에 열거된 항목에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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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WPA에 근거해 설치하는 지층처분장, 중간저장시설, 시험·평가시설의 부지
선정, 개발, 인허가 활동, 폐지조치 및 폐지조치 후의 유지 및 모니터링
ii. NWPA에 근거가 있는 연구개발 및 실증 (일반적인 것 제외)을 시행하기 위
한 비용
iii. 지층처분장에서의 처분,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저장, 시험·평가시설에서 사용
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수송, 사전처리, 패키지에의 봉입
iv. 지층처분장 부지의 시설, 중간저장시설부지의 시설, 시험·평가시설 부지의
시설, 및 이러한 시설의 필요시설 혹은 부수시실의 취득, 설계, 개조, 개축
운영, 건설
v. 주, 군 및 인디언 부족에게 주는 보조금
vi.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의 일반관리비용

NWPA에 의하면 기금에 편입하는 모든 자금은 재부부가 관리하고 재무부 단기
증권이라는 미국채를 통해서 투자 운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2004년 6월말 적립 금
액은 229억 달러 (약 23조 3,000억원)이다.

다. 안전성 평가

미국은 다음과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의 안전성 기준을 가지고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시민 피폭선량 : 10000년까지 15mrem/yr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
후에는 350 mrem/yr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처분용기 성능 : 300～1000년



인공방벽 성능 : 인공방벽을 통한 방사성핵종 누출율이 처분장 폐쇄 후 1000
년 후 처분양의 1/105보다 작아야 함



지하수 이동기간 : 인간의 접근 가능 환경까지 지하수의 가장 빠른 이동 시간
이 1000년을 초과해야 함



처분 시작 후 50년 이후에 고준위폐기물의 회수가 가능해야 함

3.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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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에 전미과학아카데미 (NAS)에서 지층처분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발표
하고 1980년에 공표된 「상업 활동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계되는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FEIS)」와 이것에 수반해 개최한 공청회를 거쳐 에너지부(DOE)는
처분기본방침을 결정했다. 198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에 따라, 시행주체로
서 DOE의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을 설치하고 미국의 처분정책의 기본
구조를 정했다.
DOE는 1983년에 9개의 후보부지를 선정 [Lavender Canyon (Utah State), Davis
Canyon (Utah State), Richton Dome (Mississippi State), Deaf Smith Country
(Texas State), Swisher Country (Texas State), Vacherie Dome (Louisiana State),
Hanford (Washington)]하고, 1984년에는 이러한 후보부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안) (DEA)」 을 공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에 DOE는 부지특성 조사의 시행에 적절한 부지로 5개소 (Davis Canyon,
Yucca Mountain, Richton Dome, Deaf Smith Country, Hanford)를 에너지부 장관
이 대통령에 추천해 대통령의 승낙을 받았다. 1987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수정법
(NWPAA)이 공포되고 부지특성조사 대상 부지로 Yucca Mountain 1개소를 지정했
다. 그 후 스케줄이 큰 폭으로 지연되고 예산도 삭감된 가운데, DOE는 프로그램 재
검토를 시행해, Yucca Mountain이 부지로서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현
가능성평가 (VA)보고서」를 1998년에 공표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99년에는 Yucca
Mountain 처분장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안) (DEIS)」을 공표하고 공청회
도 개최되었다. 그림 2-45은 미국의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
여준다.
2001년에 대통령에게 부지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Yucca Mountain 과학·
공학보고서」, 「예비부지적합성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DOE는 공청회(Public
comment) 기간 중에 부지 주변지역을 중신으로 약 20개소에서 부지 추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부지추천을 위한 DOE의 규칙 「부지선정지침 (10 CFR Part 960 및 963)」
은 2001년 11월에 제정되었다. 최종 부지추천·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
으며 대통령의 추천에 대해 네바다주가 불승인 통지를 하였지만 입지승의 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Yucca Mountain부지의 법적결정절차
가 종료됐다.
에너지부 장관이 네바다주 지사에서 부지추천결정의 통지로 시작되는 일련의 절
차는 모두 NWPA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바다주 등에서는 Yucca Mountain의
부지지정이 헌법위반 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방공소재판소는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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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기각하였다. 다만, DOE가 NRC에 당초 2004년말 까지 하려던 신청서 제출
계획은 인허가 관련서류 지연, 2004년 연방공소재판소의 방사선방호기준 일부 무료
판결, 예산제약 등의 요인으로 지연되어 2006년 이후로 될 전망이다.

그림 2-45. 미국의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DOE는 여러 지역을 후보 부지로 검토해 본 경험과 Yucca
Mountains에서의 연구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부지선정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공청회 등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2001년 11월 이를 법제화하였다 (DOE,
2001b).

그림 2-46. 미국 부지선정지침에 명시된 부지 선정 과정

법제화된 부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지로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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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시행하여 가능 지역들을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로 지명을 한 후 지명된 후보부지들 중에서 DOE 장관이 대통령에게 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부지로 추천하게 된다. 그 후 최종 처분 부지 선정은 대통령의 추
천과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2-46).
또한 법제화된 부지선정지침에는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부지로 가능한 지역 확인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부지 선정 시 ‘폐쇄후
지침서 (Postclosure Guideline)’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후 ‘폐쇄전 지침서
(Preclosure Guideline)’을 고려하여 각 부지들을 비교/평가



DOE의 조사에 의해 축적된 자료가 부지의 부적합 조건을 지지하거나 적합조
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부지는 처분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부지 평가 시 부지의 지질학적 방벽이 가장 중요하며 공학적 방벽을 이용하
여 부적합한 부지를 보강하는 것은 불가



공학적 방벽은 지질학적 방벽의 민감도에 기반하여 부지를 평가할 때 실제
고려될 오염원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할 때만 고려하며 각 부지에 대
해 공학적 방벽은 동일한 성능을 가진다고 가정

가. 부지로 가능한 지역 확인 단계

부지로 가능한 지역 확인 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저장과 격리에 적합한 깊이와 두
께, 수평 한도, 구조적/수리적/지구조 특성을 갖는 큰 지체 (Land mass)들을 기준으
로 부지 심사를 시작한다. 이 때 심사는 큰 지체 안에 있는 작은 지역 단위 (Land
unit)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한다. 이 단계에서 부지 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부적합 조건을 적용하여 처분장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 단위를 제거한 후에 선호
또는 잠재적 결격 조건 (potentially adverse conditions, 처분장 시스템의 성능을 떨
어뜨릴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 조사와 상쇄 요건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용납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조건)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 후보 지역으로 선
정되려면 수집된 자료들이 그 지역이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선호
조건 또는 잠재적 결격 조건으로 평가된 특성에 대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또한 부지 선정 시 동일한 순위의
지역 단위들이 있을 때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이나 모암의 형태, 지역이 다른 지역
단위를 우선 고려하는 수리지질학적 시스템/모암/지역의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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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비교적 일반적이
고 덜 상세한 자료들로 주로 기존 문헌 자료를 이용하고 가능한 경우 지표 조사와
DOE가 수행한 개념적 공학 설계 연구 결과로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
용하여 지역 단위를 평가할 때 폐쇄후 지침서와 폐쇄전 지침서에 명시된 조건들 중
지표에서 인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이용 자료는 다음
과 같다.


지표 지질 조사 자료
- 인지가능한 지체의 mapping 자료
- 단열 특성 자료
- 단층 자료



기타 지표 조사 자료
- 수중/육상 생태계 자료
- 물의 소유와 사용 현황
- 지형 및 기상/기후
- 천연 자원의 분포, 국가/지역 보호 자원의 분포
- 부지 밖 위험 가능 요소
- 현 교통 시스템
- 인구 밀도와 중심지, 인구 분포
-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

나.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 지명

몇몇 지역 단위들이 부지로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부 장관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어도 5개 이상의 부지를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로 지명하여
야 한다. 만약에 두 번째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부지라면 지명된 후보부지
들 중 적어도 3개는 이전에 지명이 안 되었던 부지여야 한다. 첫 번째 고준위 폐기
물 처분장 부지 선정 시,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로 지명된 부지 중 부지특
성조사를 위한 부지로 추천되지 않은 지역은 두 번째 처분장을 부지 선정 시 이 단
계에서 지명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로 지명되기 위
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수정법 112(b)(1)(E)에 명시된 환경평가가 동반되어야 한
다. 이 단계에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된 모든 부지가능지역들을 폐쇄전 지침서, 폐쇄후 지침서의 부적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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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부적합 지역을 판명된 지역들은 제외한다.
②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의 다양성 원칙에 따라 1개 이상의 부지가능지역을 포함
한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에서는 폐쇄전 지침서, 폐쇄후 지침서의 적합 조건을 이
용하여 1개 부지만을 선정한다.
③ 고려대상의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이 5개 이하이면 같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에
서 2개 이상의 부지도 선택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처분장이나 그 다음 처분장을 위한 부지를 선택할 때는 지역의 다양
성 원칙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남아있는 각 부지가능지역을 폐쇄전 지침서, 폐쇄후 지침서의 적합 조건에 기
초하여 평가한다.
⑥ 먼저 소유권, 사회경제요소 등 처분장 개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다
음에 지하 지질 자료, 수리 지질 자료, 지구 화학 자료 등 부지 특성에 대해 부
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⑦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5개 이상의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를 지명
한다. 이 때, 지명된 후보부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환경평
가보고서에는 부지특성화를 위한 활동이 공중 보건과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평가보고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수정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한다.

다.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부지 추천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후보부지로 지명된 부지들은 순위가 매겨진 후 에너지부 장
관에 의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부지가 대통령에게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부지로 추천
되며, 추천 시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의 다양성 원칙, 모암의 다양성 원칙, 지역의 다
양성 원칙이 고려된다. 미국은 부지 선정 과정은 부지특성조사를 위한 부지 추천
단계까지 진행하여 1986년 Hanford site, Yucca Mountain site, Deaf Smith site 등
3개 부지가 후보부지로 추천되었으나 예산과 소요시간을 이유로 1987년 방사성폐기
물관리법의 수정을 통해 Yucca Mountain site를 단독 후보지로 추천하였다 (그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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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ord Site

H a n f o rd s it e

D a v is C a n y o n
Y u c c a M o u n ta in
L aven der C an yon

Yucca Mountain Site

Deaf Smith Site

D e a f S m ith s ite

S w is h e r s ite

R ic h to n D o m e
C y p re s s C re e k
Dome

V a c h e rie D o m e

그림 2-47. 미국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후보 부지로 고려된 부지들

4. 부지선정 고려요소
앞서 기술된 부지선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고려 요소와 그 조건은 처분
장 폐쇄후 지침서와 폐쇄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DOE, 2001b).

가. 처분장 폐쇄후 지침

처분장 폐쇄후 지침은 폐쇄 이후 예견되는 처분장 성능에 기초하여 부지를 평가
하고 비교할 때 고려되는 요소와 그 조건이다. 폐쇄후 지침은 시스템 관련 지침과
8개의 기술적 지침으로 나누어진다. 시스템 관련 지침은 미국 환경청과 미국 원자
력규제위원회의 규정을 토대로 한 폐기물의 격납과 격리 요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들은 자연 방벽과 공학적 방벽을 포함한 처리 조직과 어울려야만 한다. 공학적
방벽은 폐기물 격리의 주된 수단이 되는 자연 방벽을 보완하도록 설계된다.
먼저 폐쇄후 지침서에 명시된 부지선정 시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관련 요소


폐쇄 후 10,000년 안에 처분장으로부터 핵종이 유출될 확률

▷ 기술 관련 요소

- 77 -



수리 지질 요소 : 지하수 흐름 조건 (대수층의 위치와 수리특성, 함양/배출지
역, 지하수 이동 속도 등)



지구 화학 요소 :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층의 지구화학/수리화학적 특성



암석 특성 요소 : 열적, 역학적, 화학적, 방사성적 압력에 대한 모암과 주변암
의 지질/지질역학적 안정성



기후 변화 요소 : 기후 변화 예측을 위한 제4기 기후 변화의 경향



침식 요소 : 백만년 안에 폐기물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부
지의 구조, 층서, 지형 특성



용해 요소 : 암석 용해도의 한도를 구하기 위한 부지의 지질, 층서, 구조, 수
리, 지구화학적 특성



지질 구조 요소 : 향후 만년간 부지의 구조적 안정성 예측을 위한 부지의 지
질학적, 지구조적 특성



인공적 영향 요소 : 부지 주변에서의 탐사활동을 가늠하기 위한 부지 부근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처분장의 운영/통제를 위한 부지의 소유권 정
보 등

이들 고려요소에 대하여 적합 조건, 선호 조건, 잠재적 결격 조건 등은 다음과 같으
며 이들 조건을 바탕으로 부지들을 평가한다.

(1) 시스템 관련 지침


적합 조건 : 부지의 지질학적 환경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저장소의 핵폐기물
의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공학적 방벽이 건설될 수 있는 지역.

(2) 기술적 지침
기술적 지침은 폐쇄 후 처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 공정, 사고에 대
한 적합, 선호, 잠재적 결격, 부적합 조건을 설명한다. 잠재적 결격 조건은 비록 그
러한 조건이 관리 구역 밖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 구역 내 폐기물 분
리에 영향을 준다면 고려될 것이다.

(가) 수리지질학적 특성


적합 조건 : 부지의 현재, 향후 수리지질학적 환경은 폐기물의 격납 및 격리와
융화를 이루어야한다. 부지의 특성 및 부지 내 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고려했
을 때, 부지는 접근 가능 지역으로의 방사능 유출 규정과 현재 이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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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만든 공학 방벽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선호 조건
- 폐기물 저장 전, disturbed zone에서 접근 가능 지역까지의 핵종 이동 경로를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이동 시간이 10,000년 이상인 지역
- 제4기 동안 지질학적 환경 내에서 작동된 수리적인 작용의 특성 및 속도가,
만약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십만 년간 저장소가 폐기물을 격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주더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지역
- 수리지질학적인 시스템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특성화되고 모형화 될
수 있는 층서적, 구조적, 수리학적 특성을 가진 부지
- 포화대에 처분할 경우 폐기물 저장 전 환경이 적어도 다음 조건들 중 하나는
만족시키는 지역
i.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이 매우 낮은 수리전도도를 갖는다.
ii.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 내 수두구배가 아랫방향이거나 매우 수
평적이다.
iii.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 내 수두구배가 매우 낮다.
iv. 모암과 접근 가능 지역 사이에 있는 핵종 이동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암반
의 수리전도도가 낮고 유효공극율은 높다.
- 불포화대에 처분할 경우 폐기물 저장 전 환경이 적어도 다음 조건들 중 하나
는 만족시키는 지역
i.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의 포화도가 낮고 거의 일정하다.
ii. 지하수면이 처분장 위치보다 충분히 아래에 위치하여 포화대가 모암과 마
주치지 않는다.
iii. 모암 위에 지표에서 침투된 물을 폐기물 처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
하는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이 존재한다.
iv. 배수가 용이한 모암
v. 기록된 연평균 강수량이 연평균 증발산 가능량보다 작다.



잠재적 결격 조건
- 폐기물 저장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모암과 주변 수리지질학적 시스템 내 수
두구배, 수리전도도, 유효공극율, 지하수유량 등의 수리지질학적 조건의 변화
가 핵종 이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 모암부터 접근 가능 지역까지 지하수 이동 경로를 따라 아무런 처리없이 관
개수나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하수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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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지질학적 구조를 특성화하거나 모형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층서
적, 구조적 특징 (암맥, 암층, 단층, 절단층, 습곡, 용해 효과, 염수 함유층 등)
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합 조건 : disturbed zone에서 접근 가능 지역까지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폐기물 저장 전 지하수 이동 시간이 1000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나) 지구 화학적 특성


적합 조건 : 현재와 예상되는 부지의 지구 화학적 특성은 폐기물의 봉쇄와 격
리에 적합해야 한다. 핵종, 모암, 지하수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화학작용을 고
려했을 때, 부지 특성 및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접근 가능 지역으로
의 핵종 유출과 관련된 규정과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로 만든 공학적 방벽으
로부터의 핵종 유출과 관련된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호 조건
- 제4기 동안 부지 내에서 작용하던 지질화학적인 과정의 특성 및 속도가, 앞
으로도 계속된다면, 10만년동안 폐기물을 격리하는 처분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 핵종의 침전, 매질로의 확산 또는 흡착을 촉진하는 지구화학적 환경,

방사능

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미립자, 콜로이드, 유기적․무기적 복합물의 형성을 억
제시키거나, 미립자, 콜로이드, 복합물에 의해 방사능의 유출을 억제시키는 등
의 지질 화학적 조건
- 예상되는 처분장의 조건에 따라 광물군이 바뀌지 않거나 핵종 이동을 지연시
키는 능력이 같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 예상되는 지구화학적 조건과 모암 내 지하수 유동량에 의해 1000년간 처분장
내 총 핵종들 중 연간 0.001% 이하만이 용해되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 지구화학적, 물리적 지연 작용에 의해, 최대 누적 핵종 유출량이 지연 작용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1/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모암의 지하수 조건이 공학적 방벽의 용해도나 화학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예측되는 처분장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핵종의 흡착을 감소시키거나 암석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구화학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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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분 전 모암의 지하수 조건이 화학적으로 산화되는 경우

(다) 암석 특성


적합 조건 :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모암의 특성이, 처분장 건설/운영/폐쇄와,
폐기물과 모암, 지하수, 공학적 구조 사이에서 예상되는 상호작용에 의해 감
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열적, 화학적, 역학적 압력 및 방사성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경우.



선호 조건
- 모암은 충분히 두껍고, 수평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격리를 확보하기 위
한 지하설비의 깊이, 외형, 위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탄력성을 갖는
경우
- 모암이 높은 열전도율, 혹은 낮은 열팽창률, 혹은 처분장 건설/운영/폐쇄 및
폐기물과 모암, 지하수, 공학 구조 사이에서 예상되는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할 단열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성을 갖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암석의 상태가 처분장의 건설, 운영, 폐쇄에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
어선 공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열에 기인한 균열이나 광물의 수화작용이나 탈수작용, 염수 이동 등 물리적/
화학적/방사성 작용으로 인해 폐기물의 저장 및 격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폐기물 저장 이전 조건과 비교하여, 폐기물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변화된 모
암과 주변 지역의 지질학적 구조, 지구화학적, 열적, 수리적 특성이 모암에 의
한 고립 효과를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라) 기후 변화 특성


적합 조건 : 부지의 미래 기후 조건이 규정 내 허용량 보다 방사능을 더 많이
유출시키지 않을 것 같은 경우. 부지의 가능성 있는 미래 기후 조건을 예견하
기 위해서 지질학적 환경 내 기후 조건의 지형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제4기
동안의 세계적, 지역적인 기후 패턴과 부지의 기후 패턴을 예측해야 한다.



선호 조건
- 향후 10만년 동안의 지표수 시스템이 폐기물의 격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제4기 동안 기후 변화가 수리적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 81 -



잠재적 결격 조건
- 향후 1만년 동안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과거 불포화대에 위치하였던 지하 시
설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경우
- 향후 1만년 동안 기후 변화가 수두구배, 수리전도도, 유효간극률, 모암과 주
변 수리지질시스템을 통과하는 지하수 유량에 영향을 주어 인근 환경에 핵종
을 유출시킬 원인이 될 경우

(마) 침식 특성


적합 조건 :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침식 작용이 규정 내 허용량보다 방사능을
더 많이 유출시키지 않을 것 같은 경우. 가능성 있는 파괴적인 침식 작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4기 동안의 지질학적 환경 내 침식의 속도와 패턴에 따른
기후적, 구조적, 지형적 증거를 고려한다.



선호 조건
- 지표로부터 적어도 300m 이하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제4기 동안 작용한 침식작용의 특성 및 속도가 향후 1만년 동안 인접 환경에
방사능을 유출시킬 확률이 만분의 일 이하인 지질학적 환경
- 폐쇄 이후 백만년 동안 폐기물의 발굴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제4기 동안의 극심한 침식의 증거를 보여주는 지질학적 환경
- 제4기 동안 작용한 지형학적 작용의 특성 및 속도를 바탕으로 폐쇄 후 1만년
동안 처분장의 폐기물 격리에 부정적일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학적 환경



부적합 조건 : 지하 설비의 모든 부분이 지표로부터 적어도 200m 이하에 위
치할 수 없는 경우

(바) 용해 특성


적합 조건 : 규정 내 핵종 유출 허용량보다 더 많이 유출시키지 않을 것 같은
지하 암석 용해 특성을 갖는 경우. 가능성 있는 용해 작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앞선 용해 또는 다른 용해의 위치 및 특징을 포함해서 제4기 동안의 지질학
적 환경 내 용해의 증거를 고려한다.



선호 조건 : 제4기 동안 부지 내 모암이 중대한 용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
가 없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폐기물의 격리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적 상호작
용 같은 부지 내 용해의 증거 -이를테면, 각력암 조각들, 용해로 움푹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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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모암의 상당한 부피 감소, 용해 지층- 가 있는 경우


부적합 조건 : 폐쇄 이후 만년 동안, 지질학적 기록에 기초하여 예측된, 폐기
물의 격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활발한 용해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사) 지구조 특성


적합 조건 : 향후 구조지질학적 작용 또는 사건이 규정 내 허용량 보다 핵종
을 더 많이 유출시키지 않을 것 같은 지역. 가능성 있는 파괴적인 구조지질학
적 작용 또는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4기 동안의 부지 내 구조지질학적
과정 및 사건의 특성 및 속도에 관한 구조학적, 지층학적, 지구물리학적인 증
거 및 지진 기록을 고려한다.



선호 조건 : 제4기 동안 작용한 융기, 침전, 단층작용, 습곡과 같은 화성활동
및 구조지질학적 과정의 특성 및 속도가,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향후 만년 동
안 인접 환경에 핵종을 유출시킬 확률이 만분의 일 이하인 부지 환경



잠재적 결격 조건
- 제4기 동안 부지 내에서의 활발한 습곡, 단층작용, 돔 구조의 형성, 융기, 침
전 또는 다른 지구조적 사건 또는 화성활동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 부지 내에 만약 다시 발생한다면 폐기물의 저장과 격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지진 기록이 있는 경우
- 지구조적 작용 및 특징과 지진 발생의 상관관계에 의해, 부지 내 빈번한 지
진 발생 또는 대규모 지진 발생의 징후가 있는 경우
-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대표값보다 더 빈번한 지진 발생 또는 대규모 지진 발
생이 있는 경우
- 산사태, 침전,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해 지표수 유동 시스템이 변화하여 지하수
시스템도 바뀔 수 있는 경우
-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융기, 침전, 단층작용, 습
곡과 같은 지구조적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제4기의 지질학적 기록에 기초하여, 단층작용 또는 다른 지층
작용의 특성 및 진행 속도가 폐기물의 격리에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
되는 경우

(아) 인공적 영향
부지는 미래 인류가 부지에서 또는 부지 근처에서 행하는 활동이 폐기물의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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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격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가능성 있는 그러한 활동을 평가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① 천연자원 관련 특성


적합 조건 : 영구적인 기록과 사실, 합리적인 예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지
또는 부지 주변에 위치한, 특별한 조치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사람이 마시
기에 적당한 지하수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이용 활동으로 인해 핵종이 규정
내 유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유출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선호 조건
- 다가오는 미래에 상업적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천연자원이 없을 것
- 모암에서 인접 환경으로 핵종이 이동할 예상경로를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TDS (Total Dissolved Solids)가 10,000 ppm 이상인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실제로 확인되었든지 아니든지 다가오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
나 자원의 총체적/순가치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역보다 평균 이상의 상업적
잠재성을 가진 천연자원이 부지에 있는 경우
- 부지 내에 폐기물의 저장 및 격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천연자원의
지하 채굴 및 적출의 증거가 있는 경우
- 부지 내에 폐기물의 저장 및 격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처분장 평가
목적 이외의 시추 흔적이 있는 경우
- 다른 지역으로부터 널리 이용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 상당한 농도로 분포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 잠재적인 미래 인간의 활동-이를테면, 지하수 개발, 집중적인 관개, 지하 유
체 주입, 지하 양수장, 군사 활동, 대규모 지표수의 저수 등- 이 폐기물 격리
에 중요한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적합 조건
- 과거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적출 등의 활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하 시설물
과 인근 지역 사이에 상당한 유동 경로가 발생한 경우
- 현재 진행 중인 혹은 향후 진행될 통제 구역 바깥에서의 천연자원 탐사 활동
이 폐기물의 격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부지 소유권과 관리



적합 조건 : 에너지부가 지표/지하활동 시 필요한 부지의 소유권, 지표 및 지
하에 관한 권리, 접근 통제 권한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선호 조건 : 지표 및 지하의 현 대지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에너지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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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자발적인 매매계약 또는 중개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연방의 수용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소유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나. 처분장 폐쇄전 지침

처분장 폐쇄전 지침은 폐쇄전 기대되는 처분장 성능에 대해 부지 평가/비교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관한 것이다. 이 폐쇄전 지침은 3개의 시스템 관련 지침과 11
개의 기술적 지침들로 분류된다.

(1) 시스템 관련 지침


적합 조건
- 폐쇄전 방사선학전 안전성 측면 : 처분장 운영과 폐쇄동안 예상되는 제한/비
제한 지역에서의 일반 공중의 방사선 노출과 핵물질 방출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 환경, 사회경제, 운송 측면 : 처분장 부지 선택, 건설, 운영, 폐쇄, 취역해제기
간 동안 핵폐기물 처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공중과 환경이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
- 부지 선택, 건설, 운영, 폐쇄의 수월성과 소요비용 측면 : 처분장 부지 선택,
건설, 운영, 폐쇄는 합리적으로 가용한 기술을 통해 실현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다른 부지 선택 시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경우

(2) 기술적 지침
(가) 인구 밀도와 분포 특성


적합 조건 : 처분장 운영과 폐쇄 기간 동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예상되
는 평균 유출 방사선량이 규정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규제 지역 밖
에서도 평균 유출 방사선량이 규정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호 조건
-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일 경우
-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진 부지.



잠재적 결격 조건
- 계획된 부지 경계 내에 주거 인구 밀도, 계절 인구 밀도, 주간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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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근접해 있거나, 또는 최근 10년 미국 인구
조사에 의하면 1마일x1마일 지역 내 최소한 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


부적합 조건
- 처분장의 지상 시설물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처분장의 지상 시설물이 1마일x1마일 지역 내 최소한 천 명이 살고 있는 지
역에 위치한 경우

(나) 부지 소유권과 관리


적합 조건 : 처분장 운영과 폐쇄 기간 동안의 지상/지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부지 소유권, 지상/지하에 관한 권리, 통제권 등을 에너지부가 얻을 수 있는
경우



선호 조건 : 현재 토지 소유권과 부지 및 모든 지상/지하 광물과 물의 통제권
이 에너지부에 있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토지 소유가 상충되나 자발적인 토지 매매 계약, 관제 표
지 변경, 연방 소송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경우

(다) 기후 특성


적합 조건 : 처분장 운영과 폐쇄 동안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의해 통제외지역
에서 규정보다 핵종이 더 많이 유출될 것 같지 않은 경우



선호 조건 : 처분장 운영과 폐쇄 동안 대기로 방출되는 핵종을 효율적으로 분
산시켜서 처분장 부근의 공중에 대한 노출이 감소되는 기후 특성을 가진 경
우



부적합 조건
- 처분장 운영 및 폐쇄 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지역 내 평균 인구보다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잘 이동하는 기상 조건을 가진 경우
-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겨울 폭풍 등 처분장의 운영과 폐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의 기상 현상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라) 부지주변 설비와 운영에 관한 특성


적합 조건
- 원자력 방어 활동을 포함하여 주변 산업, 교통, 군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의해 처분장 부지 선정, 건설, 운영, 폐쇄 등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 처분장 운영과 폐쇄 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들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 방
어 활동을 포함하여 주변 산업, 교통, 군사 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허
용 유출량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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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조건 :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방사성 유출이
없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주변에 처분장 운영이나 폐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 설
치되거나 운영되는 경우
-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최대 기준 허용량 가까이
방사성 유출량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적합 조건 : 부지 인근에 원자력 방어 활동이 처분장 부지 선정, 건설, 운
영, 폐쇄 등의 활동과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환경 영향


적합 조건 : 처분장 부지 선정,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폐로 등의 활동이 주
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환경의 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선호 조건
- 시간 제한 안에 행해질 관련 활동의 영향이 연방, 해당 주, 해당 지역의 절차
상 요구 사항과 환경적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 현재 혹은 미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합리적인 기술의 적용
으로 누그러질 수 있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 관련 활동이 연방, 해당 주, 해당 지역의 환경적 요구 사항과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피하여지거나 누그러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처분장이나 관련 지원 시설이 국립 공원, 국립 야생 보호 구역 등에 부정적
인 환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처분장이나 관련 지원 시설이 주립 공원, 주립 야생 보호 구역 등에 부정적
인 환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처분장이나 관련 지원 시설이 인디언의 종교적/문화적 중요지에 부정적인 환
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처분장이나 관련 지원 시설이 멸종 위기 생물의 서식처에 부정적인 환경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처분장 부지 선정, 건설, 운영, 폐쇄, 폐로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환
경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거나 그 환경 영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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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한 구역이나 처분장 지원 시설이 일부라도 국립 공원이나 국립 야생 보호
구역의 경계 안에 위치하는 경우

- 제한 구역이나 처분장 지원 시설이 기존의 국립 공원, 국립 야생 보호 구역,
국립 하천/수목 보호 지역 등의 자원 보호 시설과 관련 법 등으로 인해 양립
할 수 없는 경우
(바) 사회 경제적 효과들


적합 조건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폐로에 의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인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에너지부와 해당 주, 해당 지역, 영향을 받는 인디
언 부족들 간의 분석, 계획,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된 합리적인 완화, 보상 등
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경우



선호 조건
- 심각한 공동체 서비스의 혼란이나 주택의 공급/수요없이 관련 업무로 인한
인구 변화를 주변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 주변 지역에 충분한 노동력이 있는 경우
- 주변 지역 내 고용과 영업 등이 증가하고 공동체 서비스가 향상되며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변 지역 경제의 주요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처분장 관련 활동이 주변 지역의 공동체 서비스, 주택의 공급과 수요, 해당
주와 지방 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주변 지역 내 노동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 처분장과 관련된 용수권 구매나 취득이 주변 지역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변 지역 경제의 주요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등의 활동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식
수, 관개 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양과 질이 안 좋아질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사) 운송


적합 조건
- 기존의 고속도로나 열차노선으로부터 건설된 처분장으로의 접근 경로가 기존
에 설계된 국립 공원, 국립 야생 보호 구역 등으로의 경로와 겹치지 않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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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으로의 접근 경로가 현 가용기술로 설계되고 건설될 수 있는 경우
- 처분장으로의 접근 경로가 DOT와 NRC 규정보다 더 엄격한 성능 기준이 필
요한 운송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거나 새로운 억제 기술의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용납될 수 없는 공중에의 위험이나 용납될 수 없는 환경 영향 없이 운송 시
스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선호 조건
-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에서 부지로 가는 접근 경로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
고 있는 경우
i. 다른 부지와 비교하여 접근 경로의 건설 기간이 짧고 경제적이다.
ii. 접근 경로를 이용할 권한을 얻기 위해 소송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iii. cut, fill, 터널, 다리 등이 필요치 않다.
iv. 급한 경사나 곡선 도로가 없고 산사태 등의 가능성이 없다.
v. 지역 도시 등을 우회한다.
- 심각한 보수나 재시공 없이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열차 직원과 장비 교환 등을 위한 교환지점이 최소인 철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장에 처분될 모든 폐기물의 수송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
이 다른 처분장에 처분할 때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 지역 내에 처분장으로 폐기물을 수송할 수 있는 트럭, 철로, 수로 등의 이용
이 가능한 경우
- 폐기물 수송 시 거쳐가거나 유입되는 주와 연방의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 방사성 폐기물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계획, 과정 등이 완성되
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경우
- 운송 시스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
지 않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기존 철도나 고속도로에서의 접근 경로 건설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와 부지 사이에 급한 경사지, 지그재그의 산길, 하천,
호수, 산사태 지역 등 폐기물 수송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형 요소가 위치하
는 경우
- 광역/국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적합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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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나 철도에 심각한 재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다른 부지와 비교하여 수송 관련 비용이나 수송 시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 필
요한 비용이 높은 경우
(아) 지표 특성


적합 조건 : 지표수 시스템과 지형을 포함하여 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표 특성
과 조건이 처분장 부지 선정, 건설, 운영, 폐쇄와 관련하여 시스템 관련 지침
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호 조건
-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형
-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지형



잠재적 결격 조건 : 지표 특성이 범람지 발생이나 변화, 기존의 혹은 계획된
인공 지표수 관리시설, 또는 처분장의 공학적 요소의 실패로 인해 지표나 지
하시설에서의 물의 범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자) 암석 특성


적합 조건
- 모암의 두께, 수평적 너비, 특성, 구성 등이 지하 시설물 수용에 적합한 경우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가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위험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시스템 관련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호 조건
- 지하시설물의 깊이나 위치, 형태 결정시 충분히 유연할 수 있도록 모암이 충
분히 두껍고 넓은 경우
- 모암이 지하공동을 잘 지지하여 최소한의 지지시설 또는 지지시설없이 안전
한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잠재적 결격 조건
- 모암이 처분장 건축, 운영, 폐쇄에 적합하지만 얇거나 너비가 작아 지하시설
물의 깊이나 위치, 형태 결정의 유연성이 작은 경우
- 현장 특성과 조건에 따라 갱도나 지하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이 현 기술의
수준을 넘는 경우
- 처분장이 운영, 폐쇄되는 동안 지하공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지질역학
적 특성을 갖는 경우
- 발생가능성이 있는 열에 기인한 파쇄현상, 광물성분의 수화/탈수 작용, 방사
성 관련 현상 등이 안전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처분장
운영 중 회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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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단층, sheer zones, 가압된 염수체, 용해 효과 등이 물의 유입이나
건설 문제로 저장소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와 관련된 활동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차) 수리 특성


적합 조건
- 부지 주변 수리지질학적인 시스템이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시 요구되는 활
동들에 적합한 경우
- 부지 주변 수리지질학적인 시스템이 갱도의 차수재와 봉인재를 위태롭게 하
지 않는 경우
- 시스템 관련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리지질학적 시스템



선호 조건
- 모암과 지표면 사이에 대수층이 없는 경우
- 처분장에서의 물의 범람을 야기할 수 있는 지표수 시스템이 없는 경우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를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수리지질학적
시스템



잠재적 결격 조건 : 지하수 조건에 근거하여 처분장 건축, 운영, 폐쇄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어선 공학적 조치를 요구하
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지하수 조건에 근거하여 탐사갱도 건설이나 처분장 건축, 운영,
폐쇄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어선 공학적 조
치를 요구하는 경우

(카) 지구조 특성


적합 조건 :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중 예상되는 지구조 현상이나 화성 활동
의 영향이 시스템 관련 지침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질학적 시스템



선호 조건 : 단층 등의 지구조 활동의 규모나 강도 등의 특성이 원자력 관련
시설의 건축과 운영 시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부지



잠재적 결격 조건
- 지질학적 시스템 내에 활성 단층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역사적 지진이나 과거적인 인공 지진 활동으로 인해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지반 거동이 있었던 경우
- 단층 등의 지구조 활동과 지진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부지 내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동안 지진의 규모가 과거 지진 기록으로부터 예측한 것보다 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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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르는 경우


부적합 조건 : 예측되는 단층 운동이나 지반 거동에 근거하여 탐사갱도 건설
이나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시 요구되는 기술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을 넘어선 경우

5. 부지선정 및 처분의 이해촉진정책

가. 인문/사회

198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제114조는

에너지부

장관이

Yucca

Mountain 부지를 처분장부지로 추천시 지역주빈에게 검토상황을 통지할 것, 부지승
인을 대통령에 추천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
부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네바다주는 과학적, 법적 및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Yucca
Mountain의 부지추천에 불승인의 의사표명을 했지만 연방의회에서 입지승인결의를
해 번복되었다.

(1) 정보제공과 주민의 의견모집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을 처분장 부지로서 추천하는 일련의 절차는 1982년 방
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에서 정하고 있다. 그 출발점인 에너지부 장관이 대통령
에게 부지를 추천하는 것은 동법 제114조 등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부지추천을 하
기 전에 Yucca Mountain 부지 주변의 주민에게 부지 주변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대상지역의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지추천의 가능성
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DOE는 부지추천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공청회 등에 앞서, 2001년 5월에 「Yucca Mountain 과학·공학보고
서」 와 「Yucca Mountain 지층처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보충서」를 공표했다.
2001년 8월에는 「예비부지적합성평가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또한 DOE는 2001년
5월 7일부터 10월 19일, 2001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Yucca Mountain
의 부지추천가능성에 관한 대중 의견을 모집하였고, Yucca Mountain 부지주변에서
의 공청회 등을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바다주 17개 군의 캘리포니아주 1개 군
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개최했다.
○ 라스베가스 등 3개 장소에서 시행한 공청회(3회)
○ 네바다주 내의 17개 군 등에서 시행한 해당 협의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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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 등 7개 장소에서 시행한 추가 공청회(9회)
의견은 공청회 출석자 등에게서 직접 수집한 것 외에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서도 접수했다. DOE는 2002년 2월에 상기 공청회에서의 청취와 수집한 대중
의견의 결과를 겁토한 후, 「정보제공」 항에서 명시한 각 보고서를 개정해 각각
최종판으로 공표했다. 또, DOE는 200년 2월에 수집한 의견의 요약과 그에 대한
DOE의 회답을 정리한 「부지추천의견 요약문서」 도 발표했다.

(2) 해당의 의사표명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제 114조에서는 에너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처분
장 부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네바다주 지사와 주의회에 부지추천을 결정한 것을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동법 제116조에서 해당 네바다주 지사 또는 주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에 하는 부지추천을 불승인하고 대통령 추천일 부터 60일 이
내에 불승인 통지를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ucca Mountain의 부지추천은 2002년 2월 대통령이 의회에 부지를 추천하고 주
지사는 2002년 4월에 불승인 통지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불승인 통지는 지질문
제와 미해결 문제를 시작으로 과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수송 시 등의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점, 대체(안) 검토가 가능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네바다주가 불승인을 표명했을 경우에는 그 뒤 90일 이내에 연방의회가
상하 양원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합동 결의를 하면 부지지정을 할 수 있다는
NWPA 제 115조의 규정이 있어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절차에 따라 연방의회가 입
지승인결의를 하여 해당 네바다주의 불승인은 번복되었다.

연방의회에서 승인결의

는 과학적 측면 문제점은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 인허가 과정 중 해결가능이
라는 회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DOE 자료에 의해 NRC에 신청하는 정당성은 충분
히 명시되어 있는 것,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전미과학아카데미(NAS)도 지층
처분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등이 이유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네바다주는 Yucca
Mountain을 지정한 연방의회의 입지승인결의는 헌법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2004년 7월의 연방 공소재판소 판결에 따라 EPA의 환경방사선방호기준(40
CFR Part 197)에 관한 것 이외의 6건은 모두 패소했다. 일부의 소송에는 근교의 군
과 라스베가스시도 참가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그 후도 수송방법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나.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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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인 에너지부는 인터넷과 인포메이션센터 등으로 해당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해촉진을 위해서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정보제공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환경보고청(EPA) 등의 규제기관도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배경 정보 제공과 규제기준의 정보제공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또 폐기물발생자인 전력회사 등의 연합조직인 원자력에너지협회 (NEI)가 매스
미디어를 사용해 전체 미국 차원의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네바다주와 일부의 County에서도 Yucca Mountain에 관한 웹 사이트를 개
설하고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한다.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관한 해당 라스베가스·리뷰저널이 같은 주의유권자
에게 시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해당주민의 대부분은 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처분장 건설은 강행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한편, NEI 등이 시행한 전 미국 차원의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이러한 해당주
민의 의식경향과는 반대이며 오히려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1) 홍보· 정보제공 활동
시행주체인 에너지부 (DOE)는 Yucca Mountain의 부지추천을 둘러싼 1982년 방
사성폐기물관리법 (NWPA) 제114조의 해당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외에 2가지
방법으로 국민전체의 이해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센터에 의한 것이다.

(가)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제공
DOE의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OCRWM)의 홈페이지에서는 「과학, 사회, 그리
고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이라는 온라인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1992년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1995년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OCRWM의 국가정보센
터의 직원이 화답을 하며 E-mail과 전화질문이 가능하다.
DOE/OCRWM의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제
공되지만Yucca Mountain의 부지추천 관련 정보제공으로는 2002년 1월부터 「왜,
Yucca Mountain 인가?」라는 책자와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Q&A」 라는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정보 등을 일반시민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나) 정보센터
Las Vegas, Pahrump, Beatty 등 3개 도시에는 DOE의 OCRWM 정보센터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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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다. 각 센터에서는 전시, 비디오·디스플레이, 대화형 컴퓨터·프로그램, 그
외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또 가상현실에 의해 처분장 내부에 들어가는 유사체험
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Las Vegas의 인포메이션센터에는 탐사연구시설
의 실물모형(실물크리의 모형)이 설치되어 지하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
리」와 「방사성물질의 수송」 등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배경정보를 보고서
와 간행물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 NRC 본부에서는 공문서열람실 (PDR)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가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고나한 NRC 공개문서를 복
사자료,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테잎 및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환경보호청 (EPA)도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 하
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와 정보 외에 Yucca Mountain 처분장에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방사선방호기준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고안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자인 전력회사 (원자력발전소와 소유, 운전회사)도 전력회사 별
로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조직인 원자력에너지 협회 (NEI)가 중심이 되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i. 인터넷의 홈페이지 (일반용과 회원용)
ii. 뉴스 제공, 간행물, 「Fact Sheet」의 발행과 비디오 제작·배포
iii. 신문기자 등의 미디어 대응
iv. 텔레비전, 신문, 잡지의 홍보 캠페인

(2) 국민의식과 주민의식
에너지부 장관이 2002년 1월 10일 네바다주에 대해 Yucca Mountain 부지추천 의
향을 통지한 다음날부터 3일간에 걸쳐 해당의 라스베가스·리뷰, 저널이 같은 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에너지부 장관의 부지 추천에 대해서
해당 네바다주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찬성파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과
학적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처분장은 Yucca Mountain에 건설될 것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가깝다.
네바다주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이 조사결과는 폐기물발생자인 전력
회사 등의 연합조직인 NEI와 해당의 네바다주립대학이 과거에 시행한 네바다주민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바다주에서는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이지만 NEI 등이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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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치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의 2～3배가 되는 결과도 나와 있다.

다. 지역진흥방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NWPA)에 따라 처분장이 되는 해당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행주체인 에너지부 (DOE)가 예측·평가를 할 의무가 있다. NWPA는 네
바다주와 해당 각 군이 시행하는 처분사업의 영향조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Yucca Mountain의 부지 추천 시에는 이들 해당정부가 시행한 관련영향평가
서도 관련 서류로 첨부한다. NWPA 규정에 따라 입지지역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네바다주와 관련 10개 군에, 매년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의 보조금 교부와 매년
백만 달러 (약 10억 원) 정도의 과세상당액 (PETT) 환불 등 특별재정조치를 취하
고 있다. NWPA는 처분장입지 수락 후 연간 2,000만 달러 (200억 원)의 혜택공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혜택공여에는, 해당과의 협의조직으로 리뷰·패널을 설치, 운용
하는 것을 요구한다. (1달러 = 1,000원으로 환산)

(1)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Yucca Mountain 부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설치 한 경우에 다양한 사
회경제적 영향을 주변지역에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1982년 방사성폐기
물관리법 (NWPA) 제175조는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동법 수정법 (1987년)의 제정일 (1987년 12월 22일)부터 1년 이내에 연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동법에서 이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의 구체적
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i. 초중학교, 고교, 직업·기술학교, 대학 등의 「교육」
ii. 수처리·급수, 하루처리, 해충구제, 고화폐기물 처분 등의 「공중위생」
iii. 재판소, 경찰, 보안관 사무소, 지방검사국, 형무소등의 「법의 집행」
iv. 소방시설·설비의 확보, 방화시스템 등의 「화재예방」
v. 구급의료시스템, 병원 등의 「의료」
vi.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의 「문화적, 오락적 요구」
vii. 적합한 시기에 기존 커뮤니티의 확장 혹은 새로운 커뮤니티의 발생 및 필
요한 거주시설과 상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공유지의 배분
viii.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ix. 공적지원계획, 복직·사회복귀계획, 정신위생서비스, 알코올이나 통제약물의
남용에 관한 대책 등의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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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시설과 관련이 있는 도로, 터미널, 공항, 다리 혹은 철도 및 시설건설, 운영,
폐쇄의 영향, 손상된 도로, 터미널, 공항, 다리 혹은 철도의 수리·보수 등의
「수송」
xi. 처분장 관련 사고의 관리에 종사하는 주 및 지방당국의 요원훈련이나 설비
xii. 에너지의 공급
xiii. 수입 손실 가능성과 장래의 경제적 성장을 포함한 관광사업이나 경제 개발
xiv. 부지특성조사나 처분장의 선설, 운영, 폐쇄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
각되는 주정부와 지방지자체의 기타 필요사항

NWPA 제175조의 규정대로 DOE는 처분장 입지로 야기되는 고용, 물자·유통, 개
인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지역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해 예측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75조 리포트 : 방사성폐기물정책법에 의거 에너지부 장
관을 연방의회에 보고」 로 정리해 1988년 12월에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
서에 의하면 NWPA에 열거된 14항목 중, 적어도 12항목에서 지자체의 부담증가 등
사업의 영향이 생긴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완화 조치가 가능한 범위라
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네바다주는 독자적으로 시행한 처분장 입지에 의한
사회 경제적 영향의 예측평가를 1989년 6월에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는 Nye County, Clark County, Lincoln County의 해당 3개 군 모두, 처분장 입지에
의한 지출부담증가 (세출)가 처분장 유치에 의한 수입 증가를 크게 웃돌아 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제도적인 지원 조치
NWPA는 Yucca Mountain 부지가 있는 네바다주와 군에 대해 방사성폐기물 기
금에서 지급하는 아래와 같은 특별재정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i. 에너지부는 부지특성조사 활동과 처분장 개발 활동에 대한 해당 주·군의 평
가 활동을 위한 NWPA 제116(c)조에 근거하여 특정 재정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네바다주와 10개 관계 군(네바다주 측이 9개 군, 캘리포니아주 측
이 1개의 군)은 1983년 이후, 이 특별재정조치에 의한 자금을 교부받고 있다.
ii. 처분장 입지를 수락하는 주에 대해서 에너지부는 NWPA 제170조에 근거
하여 특별 재정 조치를 취한다. 이 특별재정조치에 의한 자금은 해당 주가
항구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혜택계약을 정식
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교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05년 8월 시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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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주는 처분장 입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부와 네바다주는 협정
체결을 하지 않아 이 혜택자금교부를 하고 있지 않다.
iii. 폐기물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한 훈련에 대한 NWPA 제180(c)조에 근거하
는 지원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수송에서 통과가 계획되어 있는 지방 지자체
및 인디언 부족의 공중 안전담당관의 훈련에 기술지원 및 자금을 제공한다.

NWPA 제116(c)조에 근거하는 특별재정조치에는 보조금의 교부와 과세상당액
(PETT)의 보조 등 2종류가 있다. 이러한 특별재정조치 자금액은 연방의회가 매회
계년도에 수립하는 에너지·수자원개발세출법 중에서 결정하고 재원은 일반재원이
아니고 NWPA에 근거하는 방사성폐기물기금 (NWF)에서 지출한다.
또한 에너지부는 네바다주와 군이 아래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시설입지의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의 평가
○ 공중건강·안전·환경영향의 평가
○ 부지특성조사 활동의 감시, 시험 및 평가 (병렬 점검)
○ 해당주민에게 정보제공 활동 (홍보 프로그램의 시행,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비

용포함)

표 2-1은 에너지부가 2001년에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특별지원비용을 2000년까지
의 실적과 2001년 이후의 전망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에 명시한
사회경제 영향조사와 시행 등을 위한 재정·기술자원으로 이미 약 2억 달러 (약
2,000억 원)을 지급했다. 그 외의 항목은 혜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매상세·상용
세 금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설 활동 등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
래 발생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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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항목

실적 (1983～2000)

전망(2001～2119)

과세상당액(PETT)

55 (550억원)

2,870 (2조8,700억원)

혜택

0

580

(5,800억원)

수송관련 훈련

1 (10억원)

460

(4,600억원)

재무·기술지원

200 (2,000억원)

410 (4,100억원)

합 계

260 (2,600억원)

4,320 (4조3,200억원)

표 2-1. 해당 주. 군에의 특별지원금액 실적과 전망
(전체·시스템·라이프스타일·비용분석보고서 인용)

이때, 과세상당액이란 처분장 개발 활동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매상세·
사용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록 과세가 인정된다고 했을 경우의 세수입 상당액
을 방사성폐기물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다.
Yucca Mountain 부지에 처분장 입지를 네바다주가 수용한 경우 네바다주에는,
그 보답으로 특별한 자금혜택을 받는 혜택계약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권한이 부여
된다. 이 혜택계약의 목적은 처분장 입지로 해당 주가 경제적, 사회적 (건강과 교육
을 포함한다) 및 재정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하는 것
이다. 현시점에서는 혜택계약도 제결교섭이 시작되지 않아 혜택자금은 아직 지불하
지 않고 있다. NWPA에 규정된 지불금액은 이래와 같다. 이러한 금액은 방사성폐
기물기금 (NWF)에서 지불한다.
○ 혜택계약의 체결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최초의 인수까지
: 연간 1,000만 달러 (약 100억 원)
○ 사용후핵연료의 최초의 인수시점 : 일시금 2,000만 달러(약 200억 원)
○ 사용후핵연료의 최초의 인수로부터 처분장의 폐쇄까지
: 연간 2,000만 달러(약 200억 원)

(3) 지역공생위원회
혜택계약에서는 「리뷰·패널」 이라고 부르는 지역공생위원회의 설치를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리뷰·패널은 지역공생에 관련 있는 제삼자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패지조치에 관한 문제 등 제안 중 처분장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부 장관에게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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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의 성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에너지부 장관에게 활동의 시정을 권고한다.
○ 주 혹은 관계 군이 해당의 장래전망을 DOE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에 이것
을 지원한다.
○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면, 인구면, 사회경제면의 조건에 관해, 운영전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입안과 리뷰에 참가한다.

이 리뷰·패널의 위원 구성은 주지사가 선임하는 2명, 관게 군이 선임하는 2명, 에
너지부 장관이 선임하는 2명(전력회사와 공중의 대표자가 각 1명)으로 이들 6명과
는 별도로 패널위원장을 에너지부 장관이 주지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리뷰·패널위
원 임기는 4년이고 보수 등은 방사성폐기물기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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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일본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고려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상용 원자로에서 원
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된 연료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유
리 고화체이다.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향후의 고준위폐
기물은 물론, 기존에 발생한 사용후 연료를 영국의 BNFL과 프랑스의 COGEMA사
에서 위탁, 재처리하여 일본원연에 저장중인 폐기물을 포함한다. 현재, 롯카쇼에서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의 프로그램을 기
준으로 고려할 때, 예상되는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고준위 폐기물의 예상량 (단위:package) (METI, 2000d)
BNFL
2003년 이전에 발생량
재처리될 사용후 연료 예상량
추가적으로 계획량
총 량

CIOGEMA

JNC

JNFL

616

130

-

∼1,600

∼970

∼13,300

-

-

∼23,400

∼2,200

∼1,100

∼36,700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주된 폐기물의 형태는 표 2-3에 제시하였
다.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인데 반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TRU 폐기물, 발전소 및 연구소에서 발생한 폐
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이미 운영 중인 로카쇼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이 되거나 발전소에서 관리 중이며, 고준위폐기물은 현재
발전소 폐기물 저장 시설에 보관중이다.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발전소에 보관중인 폐기물량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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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발생원과 주된 폐기물의 형태
폐기물의 종류

발 생 원

주된 폐기물(처리전의 형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시설

재처리에 의해 사용필터 연료로부
터 분리된 고레벨 방사성 폐수

TRU폐기물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재처리 시설 및 MOX연료 가공 농축 폐수, 잡고체 폐기물, 피복관,
시설
이온교환 수지, 필터, 등
＜운전 폐기물＞
농축 폐수, 잡고체 폐기물, 채널
박스, 제어봉, 이온교환 수지, 등

발전소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및 해체
＜해체 폐기물＞
콘크리트, 원자로 용기, 원자로내
구조물, 배관 등의 금속, 등
우라늄 폐기물 우라늄의 전환·성형 가공·농축 소각재, 잡고체 폐기물, 필터, 등
방사선 이용 후 폐기물
시험 연구로를 설치, 핵연료 물
방사선
：플라스틱, 종이, 필터, 금
질등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
이용·연구소 등
속, 콘크리트, 밀봉선원, 등
등 및 방사성 동위 원소등의
폐기물
연구소등 폐기물
사용 시설 등
：폐수, 잡고체 폐기물

표 2-4.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 설비 용량 및 저장량
(2007년3월말 200리터 드럼통 환산)
설치회사
일본 원자력발전
(주)
홋카이도 전력(주)
토후쿠 전력(주)

동경 전력(주)
중부전력(주)
호쿠리쿠 전력(주)
관서 전력(주)
츄우고쿠 전력(주)
시코쿠전력(주)
큐슈 전력(주)

발전소명
토카이 발전소
토카이 제2 발전소
츠루가 발전소
홋카이도 발전소
온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히가시도리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시가 원자력 발전소
미하마 발전소
타카하마 발전소
오오이 발전소
시마네 원자력 발전소
이카타 발전소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
카와나이 원자력 발전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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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

저장 설비 용량

996
51,391
64,133
5,343
24,432
1,300
174,083
15,916
21,714
35,584
3,768
27,490
38,327
23,488
26,644
27,776
27,376
11,951

1,600
73,000
85,000
18,000
30,000
9,000
284,500
32,000
30,000
42,000
10,000
35,000
50,600
38,900
35,500
38,500
49,000
17,000

581,712

879,600

2000년 말까지의 원자력 발전의 운영에 의해 생긴 사용후 연료로부터 환산되는
유리고화체의 갯수는, 약 14,400 package이 된다(METI, 2001).
2010년 이후의 매년에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에 수반해 생긴 사용후 연료의 재처
리 후에 발생하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2009년과 동일한 정도라고 하는 전제
를 두었을 경우, 각각 해당 시점까지의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에 의해 사용후 연료
의 재처리 후에 발생하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양의 총량은, 2013년경에 약3만개
에 이르며, 2020년경에는 약 4만개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림 2-48).

그림 2-48. 고준위폐기물 발생 및 저장량

나. 처분 방침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의 농도가 비교적 높고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로부
터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 방벽을 마련한 다음, 천연 방
벽이 되는 수 백 미터 이상의 안정된 지하에 매설하는 「지층 처분」을 실시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국 및 국제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잠재적 처분 방식이 검토하였지만 (표 2-5), 가장 바람직한 방책
으로서는 자국내 지층 처분이 국제적으로 공통의 생각이 되어 있다 (MET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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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각 처분 방법의 비교
처분 방식

개요

평가

우주 처분 로켓에 의해 우주 공간에 로켓 발사의 신뢰성의 문제, 우주 기술을 가지는 비
교적 소수의 나라 밖에 실시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
처분
함
빙상처분

남극 대륙등의 빙상에
처분

남극 조약에 의해 금지가 되고 있는 것, 큰 빙상의
지구물리학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
므로 부적절.

해양바닥
해상에서 해양저중에 처분 런던 조약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부적절.
처분
초장기관리

지표에 있어 초장기에
걸쳐 관리

장래의 세대에까지도 폐기물 감시의 부담을 지게 하
게 되므로 부적절.

지층처분

수백 미터보다 깊은
지층안에 매설

안정인 지층안에 감금하는 것이, 다른 방법과 비교
해 가장 문제점이 적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물론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분리변환기술이 처분될 폐기물의 이용과 관련하
여 가능성 있는 기술로서 연구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용화되었다고 해더라도 장
반감기 핵종의 일부만 그 방사성을 저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층 처분의 필요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처리로 사용될 연료로부터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유용 물질을 분
리한 후에 잔존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안정인 형태로 유리 고화체를 만든 후,
30년 부터 50년 정도 냉각을 위한 저장을 실시하고, 그 후로 지층 처분을 하는 것
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표 2-6, AEC, 2000).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안정적인 지층에, 적절한 인공 방벽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처분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처분 방법을 일본의 지층처
분 방법이다. 여기서, 「지층 처분」이라고 하는 용어 중 「지층」에는 지질학상의
퇴적암을 가리키는 「지층」이라고, 지질학상은 「지층」이라고 보이지 않는 「암
체」가 포함되어 있다 (AE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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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처분시설 개념도
요약하면,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주위
에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다중의 장벽(인공 방벽)과 특정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되는
물질을 장기에 걸쳐 고정하는 천연의 기능을 갖춘 지층(천연 방벽)을 조합하여, 특
정 방사성 폐기물을 인간 환경으로부터 격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다중 방벽
시스템」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2-49; METI, 2000a).
또한, 여기서 「최종 처분」이란, 지하 300m 이상의 연구 결과 정해진 법령으로 규
정하는 깊이의 지층에 있고, 특정 방사성 폐기물 및 이것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이
확산, 유출해서 또는 지하에 침투하는 것이 없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안전하고
확실히 매설하는 것으로써, 특정 방사성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
다 (METI, 2000b).
「특정 방사성 폐기물」이란, 발전용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후에 잔존
하는 것을 고형화한 것으로, 소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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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침
폐기물
의 종류

처분 방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

안정인 형태에 고체화 한 후, 30년간에서50연간 정도 냉각을 위한
저장을 실시해, 그 후, 지하가 깊은 지층안에 처분(지층 처분)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을 1994년에 계획
2000년10월, 처분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
구(NUMO)를 설립, 처분 사업을 실시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고, 발전소 폐 인간의 생활 환경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안정인 지층안에, 적절한
기물의 처분 방 인공 방벽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처분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
TRU핵종 책을 적용할 수 는 지층 처분의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을 포함한 없는 것
방사성 핵종 농도가 구
폐기물 분 기준치( 약 농도에 따라, 발전소 폐기물의 처분 방책에 준해 처분할 수 있다
2000년3월23일,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1GBq/t)(을)를
부회, 「초우라늄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의 기본적
크게 넘지 않는
생각분에 대해」
것

저
준
위
방

발전소
폐기물

사
성

방사성 핵종의 이동이 억제되는 지중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
는 지하 이용 심도보다 충분히 여유를 가진 심도(예를 들면50∼
방사성 핵종 농 100m)에, 콘크리트핏트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인공 구조물
도의 비교적 높 을 건설하여 수백 년간 관리를 실시한다
은 것
1998년 10월16일,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부회, 「현행의 정령 농도 상한치를 넘는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의 기본적 사고」
방사성 핵종 농 지중 처분으로서 검토가 끝난 상태
도의 비교적 낮 일본 겐쇼오(주) 6개소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매설 센터에 있어 매설
은 것
처분을 실시중, 및 계획중
방사성 핵종 농
고체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용기에 고형화하거나 콘크리트 핏트를
도가 지극히 낮
이용한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중 처분
은 것

폐
기
물

우라늄
폐기물

RI·연구소
등 폐기물

－

우라늄은 반감기가 길고, daughter 핵종이 생성 및 누적되기 때문에
폐기물에 포함되는 방사성 핵종 농도의 감쇠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적용되던 단계적
관리의 생각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염처리에 의한 초기 농도의 저
감화를 실시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규체치 이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처분 시에는 장기에 걸쳐 관리를
계속하는 것 등, 완벽한 관리 체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0년12월14일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부회 「우라늄 폐기물 처리 처분의 기본적 사고에 대해」

－

가능한 한 분별 관리를 실시해, 각 폐기물마다, 발전소 폐기물,TRU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우라늄 폐기물의 처분 방책에 준하고
처분을 실시한다
1998년5월28일,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부회, 「RI·연구소등 폐기물 처리 처분의 기본적 생각분에 대해」

라. 연구 체제

일본의 원자력 관련 각 기관별로 자금 및 상위 규제 기관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2-50와 같다. 그림 2-50에서와 같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 개발은 일본원
자력연구개발기구 (JAEA)가 있으며, 처분사업주체로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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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O)가 있다. 또한, 처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환경정비
촉진자금관리센터 (RWMC)가 있다.
기타 기관으로 전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처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전력
중앙연구소 (CRIEPI)가 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일본원자력안전기구
(JNES)가 있다.
정부 조직으로는 원자력위원회 (AEC), 경제산업부 (METI), 원자력안전위원회
(NSC), 교육,과학기술부 (NEXT)가 있으며, 정부 기관과 처분 관련 연구기관 및 처
분사업 기관이 유기적인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며 처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50. 일본의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연구 체계 (NUMO, 2004)

방사성폐기물처분 관련 정부 기관 및 연구, 자금 기구의 개략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 METI (경제산업부) : 매 5년마다 10년 주기의 원자력 관련 기본 정책 및 최
종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처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요구사항 수립
및 인허가 부여를 담당한다.
- AEC (원자력위원회) : 원자력 관련 기초 정책 및 최종처분계획에 대한 감독
을 수행한다.
- NSC (원자력안전위원회) : 처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 및 원자력 안전
규정에 관한 감독을 수행한다.
- RWMC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 2000년 일본의 최종 처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일본의 유일한 방사성 폐기물에 특화한 조사 연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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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사 연구와 자금 관리를 2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JAE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 일본 원자력 관련으로 전반적인 기초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5년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와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가 통합되어 구성된
조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 및 첨단 기초, 핵융합, 지층 처분 등의 연구를 수
행중이다.
- NUMO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 2000년 일본의 최종처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처분을 위한 공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JNES (일본원자력안전기구) : 원자력 시설 및 원자로 시설에 관한 검사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 시설 및 원자로 시설의 설계에 관한 안전성의 해석
및 평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에너지로서의 이용에 관한 원자력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의 정비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정부의 기관 및 관련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고준
위폐기물처분장 선정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METI)는 NUMO와 RWMC 의 활동을
감독하며, NUMO는 부지선정계획과 수행, 처분장에서의 부지특성화, 처분장 건설․
운영․폐쇄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담당하고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된 주요 주체별
기능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부지선정은 핵안전위원회 (NSC)가 지정한 부지선정지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 METI 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도자와 단체장에 의견을 요
청하고, 수집된 의견은 최종 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NUMO는 잠재적인 후보지 주변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지선정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최종 처분에 관한 다양한 형
태의 정보공개에 책임이 있으며 최종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정책을
밝혀야 한다.
◦ 고준위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최종 처분비용에 대한 분담책
임이 있으며 생산 전력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METI는 NUMO 프로그램의 예산을 승인하며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 기금은 RWMC가 관리하고, 그 활동은 METI가 감독한다.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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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 사업의 시행 체제

(1) 폐기물 관리 일정
일본의 향후 사용후 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활동의 시간 일정은 매 5년 동
안 갱신하여 재검토를 실시 한 최종 처분 계획에 기술된다. 최근 처분 계획의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2000. 6: 법령 제정
- 2000.10: 수행기관 설립 (NUMO)
- 2000.11: 기금관리 기구 지정 (RWMC)
- 2001년: 문헌 조사, 개요조사지구 선별, 시추조사 등 부지특성조사 프로그램
- 2010년경: 정밀조사지구 선별, 지하연구시험시설 계획(상용URL)
- 2020년경: 처분장 건설 지역 선별, 안정성 평가 및 처분장 건설
- 2030년경: 처분장 운영 시작

(2) 부지선정 기본 절차
법령과 관련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부지선정 절차로 구성.
① 개요조사지구 선별: 문헌조사 후 개요조사지역 선정
② 정밀조사지구 선별: 개요조사 결과 검토 후 정밀조사 지구를 선택
③ 처분장 건설부지 선별: 세부조사 재검토 근거, 한 개/다수 지하시설에서
물리/화학적 세부조사, 지하수의 유동 검토

(3) 부지 선정기준 개발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처분관련 법령과 조례는 부지선정 절차 3단계의 기본적인 적
용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기술되는 기준은 지층의 변위, 단층의 양상,
지하수의 영향, 유용한 광물자원의 부존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 더 자세한 기준은
조례에 기술하고 있다. 각 부지 선정 기준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처분 부
지의 선정에 적용되고 있다.

(4) 추진 단계별 의사 결정 방법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의 각 단계별 수립 및 후속업무 수행 여부 결정 책임
-수행 조직은 수행 프로그램의 수정이 요구되며, 부지 선정 과정의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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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후의 승인을 위한 정부에 이를 제출
-수정 수행 프로그램의 결정과 최종 처분 계획을 갱신, 동의를 위해 의회
승인
-의회 승인 후 수정된 최종 처분계획의 동의 후, 정부는 수정 프로그램
승인

(5)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조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지자체의 역할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수행 기구는 부지 조사의 각 단계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 기관 관련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구는 지적 사항에 대해 교정한 후 정부 기관 관련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개요조사지구 선별 시, 정부 관련자와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나. 처분 비용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 비용의 확보를 위한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해 생긴 사용후핵연료의 재
처리 후, 발생하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
기 위해 매년 일본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에 대해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
다 (METI, 2000b). 이의 거출금을 이용하여 처분 비용의 부담자인 NUMO의 최종
처분 업무에 충당되는 거출금은 전력을 소비하는 일본 국민이 납부하는 전력 요금
에서 일정 부분을 산입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NUMO는 처분 안전성의 확보를 전제
해 두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부터 경제성 및 효율성에 유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
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최종 처분 사업 관련 수렴되는 의견이 지극히
장기간에 걸치는 자연 방벽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부터, 연구 개발에 따른 국제적
기술 등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METI, 2000a)
일본의 최종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NUMO는, 최종 처분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출 충당을 위해, 발전용 원자료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거출
금을 최종 처분 적립금으로서 적립할 것을 문서화 하고 있으며, 최종 처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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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립금에 대한 관리는 일본 경제 산업성령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경제 산업 대신
이 지정하는 법인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RWMC)에 의해 관리 운영되
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 처분 적립금은 지정 법인이 관리하며, 지정 법인은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최종 처분 적립금에 이자를 첨부하여 복리
계산되는 적립금을 원칙으로 한다 (METI, 2000b).
현재,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RWMC)에서 예상하는 최종 처분 비용
은 약 3조엔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처분 부지 선정 단계의 각
연구 활동 및 지역 지원 경비 등 모든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표 2-7). 최종 처분 비
용은 방사성폐기물기금으로 0,13엔/kWh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액은
약 3조엔에 달하고 있다.

표 2-7. 지층 처분관련 비용 (단위: 억엔)
연암계(퇴적암) 경암계(화강암)

평균

기술개발비

1,084

1,084

1,084

조사비 및 용지 취득비

2,141

2,392

2,266

설계 및 건설비

10,296

8,575

9,435

조업비

6,742

7,652

7,197

해체 및 폐쇄비

798

877

838

모니터링비

1,216

1,216

1,216

프로젝트관리비

6,053

5,354

5,704

소비세

1,090

1,069

1,079

합계

29,420

28,219

28,819

최종 처분 자금을 담당하는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RWMC)는 최종 처
분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위해,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산업부(METI)의 승인을 받아 최종 처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적립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산업부(METI)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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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 예산 승인 및 집행 절차

다. 안전성 평가

일본의 최종 처분 관련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일본 정부 및 관련 연구 기관은 유기
적 관계를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최종 처분 안전성의 확보
에 대한 안전 규제·평가를 위해 정부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정
책을 담당하는 입장으로부터 그 정책적 위치 설정을 명확하게 하면서, 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 (NUMO)에 대해서 법률과 행정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또한, 정부는 최종 처분에 관한 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대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AEC)에 있어서의 검토 등을 받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엄정
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노력해 국민의 이
해의 증진에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ETI, 1994).

- 112 -

그림 2-52.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안전성 확보의 연구
단계

이러한 최종 처분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일본이 수행하였던 연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그림 2-52).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연구를 1976년부터 수행하였으며, 1984년 일
본 자국 내 선호 암반 종류를 결정하는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를 발간하였고,
1992년 최종 처분의 기술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제 1단계 연구 보고서 (H-3
Report)를 발간하여, 일본에서 최종 처분이 기술적으로 타당함을 밝혔다.
이 후,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1999년 10월에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JNC,
현 JAEA)가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의 기술적 신뢰성-지층 처분
연구 개발 제 2단계를 정리하며」라는 제목으로 기술 보고서 (H-12 Report)를 발간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지질환경, 지층 처분의 공학적 기술, 지층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었다 (표 2-8).
H-12 보고서를 이용하여 일본원자력위원회 (AEC)의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
책 전문 부회의 보고서인「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 연구 개발의 기술
적 신뢰성의 평가」는 일본의 처분 안전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METI, 2000c).

•제 2단계를 정리한 연구 성과는, 일본의 지질 환경, 지층 처분의 공학 기술 및
지층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등 3개의 연구 개발 분야 성과에 대해서, 각
각의 관련하는 기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원자력
위원회 (AEC)의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부회가 발간한 보고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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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 연구 개발 등의 향후의 진행 방식에 대해
(1997년 4월)에 제시한 기술적 중점 과제 등이 적절히 달성되고 있는 것과 동
시에, 일본에서 지층 처분의 기술적 신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제 2단계 연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는 전문 부회 보고서로 요구하고 있는
처분지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지질 환경의 요건, 취득해야 할 정보와
그것을 위한 조사 방법이나 기술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어, 처분 예정지의 선정
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침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층 처분의 공학적 기술에 대해서, 전문 부회 보고서로 요구하고
있는 처분장의 설계·시공 요건 및 관리 항목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안전성
에 대한 평가 수법 및 평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기준의 설정에 이바지
하는 기술적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로부터 제 2 단계 보고서를 요약하면,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처분 예정지의 선정과
안전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제 2단계 보고서는 지층 처분의 사업화를 향한 기술적 지침서
가 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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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최종 처분의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H12 보고서
자연현상의 예측평가
지진과 단층활동
화산과 화성활동

지질 환경의 장기 안정성

융기 침강 침식
기후x 해수준면의 변동

지질

안정한 지질환경의 존재
지층처분에 중요한 지질환경특성

환경

심부지질환경의 일반적인 특성
지질 환경의 특성

지질구조 지하수의 유동특성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암반의 열, 역학적 특성
암반중의 물질이행특성
인공방벽의 기본개념

인공 방벽 및 처분 시설의

인공방벽의 구성과 레이아웃

기본 개념

처분시설의 기본개념
처분시설의 구성
처분공의 개념과 레이아웃
유리고화체발열량, 방사능, 저장기간

설계 조건 및 설계 요건

지층

처분시설의 규모, 암반특성, 처분심도
오브팩의 설계와 제작

인공 방벽 및 처분장의 설계

완충제의 설계, 제작, 시공
갱도의 역학적 안정성평가 처분갱도의 사양 등

처분의
공학적

지하 시설의 설계

처분장의 레이아웃
인공방벽의 거동평가

기술
인공 방벽 매설 후의

구조역학 안정성평가

건전성 평가

근계영역의 내진안정성평가
가스이동

지층 처분

처분장의 건설 조업 폐쇄

완충제의 암반 내 침입평가
건설 조업 폐쇄

관리
지층 처분 시스템

처분장의 관리에 관한 기술적 검토
지층처분 시스템의 특징

안전성 평가의 시나리오

지층처분시스템의 안전기능
FEP리스트

해석 케이스의 분류와

시나리오의 작성과 취급
시나리오에 입각한

기준 케이스

해석케이스의 분류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준 (reference) 케이스
기본시나리오 해석케이스

방벽 성능의 검토

변동시나리오 해석케이스
시스템성능의 종합적 해석

시스템의 안정성 검토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에관한 검토

외국에서 제안된 방호레벨과의 비교
방법론적 관점
보완적 해석, 제외국과의 비교 등

3.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
가. 일본의 부지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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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선정 추진일정 (NUMO, 2004)

그림 2-54.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 과정

그림 2-53은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선정 일정을 보여준다. 일본은 2000년 6
월 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해 10월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이 기본 방침에 따르면 처분장 부지 선정은 일본 원자력 환경 정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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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O)가 담당하며, 공모에 의한 개요 조사지구 선정, 정밀 조사지구 선정, 최종
처분시설 건설지의 선정 단계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처분장 부지를 결정한다. 즉,
일본의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를 요약하면 “정밀 조사 지구 (DIAs)”은 “예비조사
지구 (PIAs)”으로 부터, 최종 처분장 건설지는 “상세조사 지구 (DIAs)”에서 선정된
다 (그림 2-54).

(1) 공 모
일본의 전국 시읍면을 대상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응모 지역에 대한 공모를
수행한다. 공모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 혹은 공학적 기술적 제한은 두지 않으며, 시
읍면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에 응모서를 제출하면 공모
절차가 종료 된다. 공모 과정에서 반드시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공모에 응해야 하며, 응모를 한 뒤에도 지역 자치에서 반대 여론이 있을 경우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하여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는 현재 일본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
과 관련한 기술적 수준, 최종 부지 선정에 이르는 단계, 공모 지역과의 교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정보를 공모에 응하는 지역에 제공을 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
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여론을 수렴하여 공모에 응하게 된다.

(2)

예비조사지구 선정 단계

그림 2-55. 일본의 최종 부지선정 단계 중 개요 조사지구 수행될 조사
범위
예비조사지구 (PIAs)는 공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문헌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될 것이다. 문헌 조사에 의해 획득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지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충분한 부지 정보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여,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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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예정이다. 예비 조사는 시추공 조사와 지구 물리 탐사 등을 포함하며 (그림
2-55), 그 결과는 지질의 안정성, 처분장의 굴진에 대한 방해 요인 및 지하수 유동에
따른 지하 시설에 영향을 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의 최소화 같은 필요조건을 허용하는
지 결정하는 입력 인자로서 이용될 것이다.

(3)

정밀조사지구의 선정 단계

정밀 조사 지구 (DIAs)는 예비조사지구 (PIAs) 선정 단계에서 처분장 건설지에
해당되는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조사 지구 (PIAs)”에서 선정될 것이다. 정밀
조사 단계에서 정밀지표지질조사 뿐만 아니라 지하 조사시설을 건설하여 지화학 측
정 및 여러 가지 현장 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정밀조사결과 지질학적 환경의 물리,
화학적 특성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이 결정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적합한 처분장 부지가 정밀조사를 통하여 적합한 지역에 선정될 것이
다.

나. 일본의 부지 선정 현황

2000년 6월,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동년
10월 수행기관으로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이 설립되었고, 기금관리 기구
로서 동년 11월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RWMC)가 지정되었다. 2000년에 설립된
NUMO는 대내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선정 작업에 착
수하였다. 2001년 10월, 예비조사지구에 대해서 2002년도를 목표로 하여 관련 조건
이 충족되면 시읍면을 대상으로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모 계획에는 응모
요령, 선정상의 고려 사항, 처분장의 개요, 지역 공생의 검토 방안을 함께 담고 있
다. 이 후, 2001년에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지역의 선별 기준과 부지특성조사 프로그
램이 만들어 졌으며, 2002년 후반부터 예비부지조사 중 문헌 조사 지역에 대한 공
모가 시작되었다(METI, 2000a).
예비조사지구 (PIAs) 선정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001년 47개 현 (prefectures)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 2001.11월 부지선정절차 안내서를 제작하여 47개 광역자치단체 재방문 및 예비조
사지역 신청접수를 위해 일본 내 3,239개 기초자치단체(市町村, municipalities) 전체
에 관련 자료 (Information Package) 발송 (표 2-9)
- 2002.12월 공식적인 신청 절차 개시 및 47개 광역자치단체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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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Information Package 의 내용
Instruction
General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procedure
Repository Concepts
A set of repository concepts developed for given siting environments at candidate
sites to be selected
Siting Factors
A se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in NUMO's literature survey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candidates for PIAs
Outreach Program
Plans for consultations with local residents of volunteer municipalities regarding
measures that will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lifestyles in the area

2002년부터 2006년까지 NUMO의 처분장 유치 노력 결과, 일부 지역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 부지와 관련한 관심을 보였으나, 일부 지역민의 찬성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 개최된 시의회의 반대 (Saga town)과 지역 경제 원조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
던 지역 자치장의 유치 의사가 있었으나, 주변 자치단체의 처분 안전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한 반대 (Goshoura town) 등으로 공모를 지원한 지역자치단체는 없었다.
2007년 1월 코치 현의 토요 시 (Toyo town)의 시장이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에 고준위 최종 처분 부지에 대한 응모를 하였으며, NUMO는 공모 후 처
음으로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토요시의 시장은 토요시 지역민
으로 부터의 대중적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였으며, 2007년 4월 사임하게 되었다. 보
궐 선거 후 새로 선출된 토요시의 시장은 2007년 5월 고준위 최종 처분 부지로서의
공모를 철회 하였으며, 토요시의 시의회에서도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JAIF, 2008). 2002년부터 시작된 최종 처분 부지의 공모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
이며, 지금까지 개요 조사 지구로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없다.
결국, 경제 산업성은 2007년 12월, 최종 처분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정을 변경하였
으며 변경된 처분 부지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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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일본의 변경된 고준위 폐기물 추진 일정 (JAIF, 2008)
추진 체계

당초 추진 일정

변경된 추진 일정

공 모

2002∼2008년

2002∼계속

예비조사지구 선정

2008년

예비 조사 및 정밀조사지구
선정

2008∼2012년

2012년

정밀 조사 수행

2012년∼

2012년∼

최종 처분부지 선정

2023∼2027년

2028∼2032년

처분장 운영

2033∼2037년

일본 정부는 NUMO를 통하여 현재에도 계속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에 대한 공
모를 실시 중이며,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지 공모에 응하도록 독려
하고 있다. 예상되는 처분장 운영 일정 (2033년∼2037년)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다. 부지 선정 고려 요소

(1) 부지 선정 요소
예비조사지구 (PIAs) 선정의 목표는 문헌 조사을 통해 획득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장 부지로서 명백히 부적합한 지역들을 제외하여 예비 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을
규명하는 것이며, 정밀 조사지구 (DIAs)의 선정의 목표는 문헌조사 및 지표 지질
조사 결과 수행한 예비조사지구에서 부지 적합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을 선별하는 것이다.
부지 선정요소는 정밀조사지구 (DIAs)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조사지역(PIAs)에
대한 부지 적합성 평가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들로서 정의된다. 부지 적
합성 평가의 원칙은 최종 처분 조례와 관련 규칙에서 규정된 필수적 평가 요소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EFQ) 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예비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지질학적 환경의 요구 조건(Favorable Factors, FF)”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부지 선정 요소는

필수적 평가 요소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EFQ)와 추가적인 평가를 위한 선호 요소 (Favorable Factors, FF)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NUM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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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적 평가 요소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EFQ)
예비조사지구(PIAs)는 지정된 법적요구 조건 (EFQ)를 만족시켜야 한다. 법적 요
구조건 (EFQ)은 지정된 평가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법적 요구 조건들에 대한 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예비조사지구 (PIAs)를 위한 필수적평가 요소 (EFQ)는 다음 목록으로 구성된다
(NUMO, 2002).
필수적 평가 요소
ⅰ. 지진 또는 단층 활동, 화성 활동, 융기, 침식 및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해 지
질층에서 현저한 운동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ⅱ. 지진 또는 단층 활동, 화성 활동, 융기, 침식 및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한 지
질층의 현저한 운동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
ⅲ. 제 4기(최근 1.7백만 년)에 퇴적된 미고결 퇴적층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
다.
ⅳ.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광산 자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필수적 평가 요소 (EFQ)은 위에서 나열한 내용과 같이 지진 및 단층활동, 화성
활동, 융기 및 침식, 제 4기미고결 퇴적층과 광물 자원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 필
수적 평가 요소 (EFQ)은 광역적 평가 요소 (Nationwide Evaluation Factors, NEF)
와 부지 고유의 평가요소 (Site Specific Evaluation Factors, SSEF)로 나눌 수 있
다. 광역적 평가 요소 (Nationwide Evaluation Factors, NEF)은 광역적 정보로부터
도출된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여 필수적 평가 요소와 함께 예비조사지구 (PIAs)의
수용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활성단층이나 화성활동 및 다음
수 만년 동안의 지질층에 대한 현저한 움직임의 위험 요소를 포함한 지역은 예비조
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Site Specific Evaluation Factors,
SSEF)는 각 공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문헌 조사에 근거한 요구 조건들과 함께
예비 부지조사의 허용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 지진 및 활동 단층
처분장에 관한 주요 첫 번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지질 활동및 지질층의 변형 및 변위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단층 활동”
(b) 지진진동
(c) 단열의 생성과 지하수의 유동 및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지진 전후의 지질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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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
지상 시설물에 관한 진동의 효과는 일반적인 핵시설과 같은 동일한 내진 설계로
서 처리할 수 있다. 심부 지질의 지진진동은 지상에서 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따라서 지하 시설물은 지상시설물에 비해 적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
관측에 근거하여 지질학적 환경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처분장에 대한 지진
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된 (b)와 (c)는 개요 조사 지구의
선정에서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처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 조사
에서 폭넓은 조사가 수행될 것이다. 지질층에 대한 현저한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은
암석의 파괴 시키고 단열을 생성시켜 처분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층 활동(a)을
포함한다. “활성 단층, 습곡”은 미래의 잠재적 활성과 관련되어 문헌조사에서 확인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은 처분장의 배치 설계를 위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지진 및 단층 활동과 관련된 부지선정 요인들은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광역적 평가 요소
예비조사지역은 해안의 음파 탐사와 내륙의 항공사진에 근거한 광역적인 문헌
에서 확인된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지역은 배제 된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반복적 활성 혹은 현저한 변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활
성 단층으로 분명한 지역은 예비조사지구에서 제외된다.
a. 광역적 평가 요소에 사용된 정보 이외의 다른 문헌정보에 의해 확인된
활성단층 지역
b. 단층에 의해 파쇄된 지역 및 주변의 변형지역
c. 주요단층에 의해 분기된 단층을 가질 수 있는 지역
d. 최근수십만 년 동안 습곡 등의 활성을 나타낸 지역

• 화성활동
마그마의 관입, 화산 분출 및 "열수 활동 등을 포함하는 "화성 활동"은 처분장의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법에 명시된 “지질층의 현저한 운동”
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화성 활동과 관련된 부지 선정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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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평가 요소
다음 수만 년 동안의 마그마 활동이 일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제 4기 화산이 존
재하는 지역에서 반경 15km의 저역은 예비조사지구에서 제외된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제 4기 화산으로부터 반경 15km 외곽지역에서, 다음 수만 년 동안 마그마의 관
입이나 화산의 분출이 예상되는 지역은 예비조사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심
각한 열수의 대류 혹은 산성이 강한 열수의 침입 등 현저한 열수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도 예비조사지구에서 제외된다.

• 융기 및 침식
융기는 육지의 넓은 영역의 고도를 끌어 올리는 자연현상이다. 융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폭풍, 강우, 빙하는 융기된 육지의 표면을 침식시킨다. 오랜 기간 동안 융
기가 발생한 지역은 융기와 같은 비율로 침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침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 심부에 건설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은 점차 지표면으로 가까워 질
수 있다. 따라서, “현저한 지질층의 움직임”과 관련된 심각한 융기 및 침식은 부지
선정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의 평가 요소가 있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향후 100,000년 동안 300m (3m/ka)이상의 융기가 발생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
는 지역은 예비조사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다.

• 제 4기 미고결 퇴적층
제 4기 미고결 퇴적층을 가진 지질층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 시설물을 건
설이 어려울 정도로 지력이 약하다.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영기간 동안 지하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제 4기 미고결 퇴적
층 관련 부지선정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제 4기 미고결 퇴적층으로 구성된 지질층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설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비조사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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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 자원의 활용 지역
광물 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통해 최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얘기치
못한 인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광물 자원 활용관련 부지선정요소는 다음과 같
다.
부지 고유의 평가 요소
최종 처분장이 위치하게 될 지질층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은 예비조사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다.

(3) 선호 조건 (Favorable Factors, FF)
선호 조건 (Favorable Factors, FF)은 상세 조사 지역을 위한 법적 요구 조건의
한부분이 아니며, 정밀조사지구 (DIAs)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에 의해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항들이다.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의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및 운영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처분장 프로젝트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선호 요인은 정밀 조사지구의 선택, 처분장 부
지의 결정,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문헌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의될 것이다(14).
필수적 평가요소인 EFQ를 만족한 지역에서 개요조사지구의 특성은 선호 조건의
항목들과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선호조건에 근거한 평가 결과는 현장 조사 프
로그램과 처분장 설계 연구에 대한 입력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공모 지역에 대한 각 항목들을 필수적 평가 요소에 근거하여 평가된 후 선호 조
건에 대한 문헌 정보를 이용하여 예비조사지구의 특성이 평가될 것이다. 선호 조건
을 이용한 평가에서, 예비조사지구은 각각의 지역이 가진 특성 보다는 전체적 특성
을 고려한 선호 조건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선호 조건을 이
용하여 예비조사지구을 선정함에 있어 비교 평가도 수행될 것이다.
예비조사지구의 특성 평가를 위한 선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질층에 대한 조건과 특성
역학적 힘, 변형의 상태, 단열화, 풍화, 변질, 지열 구배, 암반의 배치 및 규모, 융
기/침식율, 잠재적 비정상의 공극압, 모암의 팽창, 가스의 분출, 넓은 규모의 지하수
• 지하수의 유동량과 유속, 온도, p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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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환경의 조사와 평가 결과 지하수 유동량의 규모 및 지하수 유속, 지하수의
온도 및 지화학 특성 조사 결과
• 부지특성조사의 적용성 및 제한성
조사의 규모와 중점, 조사 기술 및 평가 방법의 적용성, 지질 환경의 모델링과 평
가의 용이성, 토지 이용과 같은 부지 조사의 제한성
•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의 자연재해
지진, 사태, 범람과 같은 잠재적인 자연재해
• 접근성
토지의 구입에 대한 용이성, 항구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수송의 용이성

5. 부지선정 및 처분의 이해촉진정책
가. 인문/사회

고준위폐기물처분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민 각층의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실시하고, 고준위폐기물
이 자국 내에 곧 처분되어야만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이다.
일본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정보 공개, 투
명성의 확보, 제반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가정이나 직장으로의 문제의식이나 논의의 확장, 원자력이나 폐기물 문제를 포
함한 체계적인 환경이나 에너지 교육의 필요성 등이 반복 지적되었다.
일본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인
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원자력에 대한 불신 해소
우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분 부지의 선정이나 폐기
물의 처분을 실시할 각 단계 마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제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확대되
어 있으므로 폐기물 처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그 전제로서 우선 저변에 확대된
불신에 적절히 대응하여 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를 국민 각층에 넓혀 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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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 투명성 확보
원자력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줄여 신뢰를 얻어 가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 투명성이 높은 제도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보 공개의 자세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처분장 부지 선정 관련 법률이 원자력 환경 정비기구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금 관리 기구 (RWMC), 안전 규제 기구
(JNES), 사업 기구 (NUMO)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처분 사업을 위
해 노력을 하고 있다.
처분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본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의 명확화
처분 부지 선정, 처분 계획·공모 사업 신청·안전 심사, 처분장의 건설·운영, 처분
부지 폐쇄, 처분장 운영 종료 후 대응 등 사업의 과정을 명확화 해두는 것이 필요
이다. 이를 위해 법률 등을 정비해 각 단계를 명확하게 해두고 있다.

② 처분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한 확인
처분 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이는 필요가 있는 것부터, 처분 부
지정의 과정이나 처분장의 건설·조업의 과정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책 등, 부지 선정
및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확인 기구를 설립하도록 한다.

• 정보 공개
고준위 폐기물 처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및 사업에 대해 상시 정확한 정보를 공공에 공개
하도록 한다.

① 정보 공개와 관련한 방침
개요조사지구의 선정 단계를 포함해 각 처분 사업의 단계별로, 처분 사업과 관
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처분 후보지나 처분 예정 부지의 선정을 실시하고 중단하는 과정에 있어, 선정
과정의 과학적·사회 경제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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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업 과정중의 획득된 모든 정보 등을 공공에 공개해하도록 한다. 이는 정기
적으로 보고서의 형태를 취하며 공개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정보가 공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계 사례에 대해서는 설
득할 수 있는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 내용
고준위 폐기물 처분 사업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명시하며, 처분 부지 선정의 각
단계별 선정 과정으로의 정보 공개를 실시한다. 또한, 처분 사업의 진행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항상 공공이 확인 가능한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
이다.

• 국민의 의문에 대한 대응
공개된 정보가 국민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획득할수 있
는

각종 정보에 대해 완벽히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입수자 측에서는 알

기 쉬운 형태로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제기된 의문에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회답해, 각층의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
응을 하는 등,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
다.

나. 기술적 이해의 제고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제공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에너
지,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의 기초적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층 처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깊어지게도 기여할 것이다.

• 공공 교육
장기적인 관점으로부터, 젊은 세대에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고준위폐기물처분에
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방사선이나 방
사성 물질, 혹은 심지층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공공의 다양한 사람이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이다. 이를 위해 다양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지방순회공연이나 에너지, 원
자력, 심지층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혹은 과학 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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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환경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심지층의 연구 시설(그림 2-56, Mizunami
URL, Horonobe URL) 등의 현장 방문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하여 정보 공개의 목적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폐기물처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받기
위해서 극히 중요하다.

• 지층 처분의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검토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을 실시하는데 있어, 처분 기술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 사회적으로 안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1997년 4월 원자력 관련 대책 전문 부는 지층처분 연구개발 등의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한 "J"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METI, 1994), 이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은 제휴를 강화 해, 광범위한 분야의 인재를 활용해 H12 기술보고서를 정
리하고, 정리된 기술 보고서를 국제기관에 의해 검토,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기술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처분 기술의 신뢰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처분 예정
부지의 선정 및 안전 기준의 규정에 이바지하는 기술 목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이 필수이다.

• 지층 처분의 기술에 대한 일본 내의 종합적 기술 개발
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는 중점이 되는 학문에서부터, 관련된 광범위한 다양한 분
야의 인재를 폭넓게 확보하여 관계 기관과 학계와의 제휴를 통해, 각각의 연구 성
과를 유기적으로 통합 하도록 한다. 물론, 처분 기술의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핵심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며, 심지층의
연구 시설을 통해 시설·설비의 정비 및 인재의 양성·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개혁적이고 일본 내 제반적인 대중의 기술적 이해를 위해, 관련된 제반
학문과 유기적인 연구 체계로 추진하고 있다.

•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시설
고준위 폐기물 처분 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고, 대중의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개발의 목적과 성과가 가시화 되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시
설이 필요하다. 특히, 심지층의 연구시설은 심부 지질환경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건설 되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사
회적인 관점으로부터 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부터 초기에 실현 하는 것이 필
요하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JAEA 현재 일본 Mizunami와 Horonobe의 두 지점에 지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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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건설 중이며 (그림 2-56),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의 실증 및 일본의 심부
지질환경 연구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심지층 연구시설은 자국내 심부환경에 대
한 이해라는 연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준
위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심지층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층 처분
연구의 기반이 계속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각층이, 심지층의 연구시설 냄새라고 심지층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것에 가세해
연구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으로 심지층의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가 깊어질 수 있다.

그림 2-56. 일본의 지하처분연구시설

다. 지역진흥방안

• 처분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과의 교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대해서는, 2000년에 성립한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최종 처분법)」에 근거해, 처분 실시 주체로서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가 설립되어 현재, 처분지 선정의 제일 단계
의 조사인 문헌 조사를 실시하는 개요 조사 구역을, 전국의 시읍면을 대상으로 공
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부지 선정은 개요조사지구 선정, 정밀 조사지구 선
정, 처분부지 선정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지역 여론를 확인하면서 진행될 예정이
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극히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며,

처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적·기술적 교류를 포함해 지역의 활성화

- 129 -

로 연결되는 것인 것이 매우 중요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후보지」의 문헌 조사 단계로부터 지역 교부금의 일환으
로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을 정하여, 지역 진흥 대책비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
였다.
표 2-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후보지에 대한 「전원 입지 지
역 대책 교부금」의 교부 내용 (RWMC, 2008)
기간 1 (문헌 조사 단계)

교부처
교부 대상 사업
교부 한도액

해당 시읍면
이해 촉진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복지 향상,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단년도 교부 한도액 10억엔

기간 2 (개요조사 단계)
교부처
교부 대상 사업
교부 한도액

해당 시읍면
이해 촉진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복지 향상,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단년도 교부 한도액 20억엔
기간내 교부 한도액 70억엔

• 처분 사업과 지역 사회와의 교류
원자력 환경정비기구 (NUMO)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사업
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 자연 환경, 산업과의 인화 있는 지속 가능한
공생 관계를 구축하여, 처분 예정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주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처분 부지와 지역간의 공생 관계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되는 요소가 아니
며, 자립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폭
넓은 정책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비젼이나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지역 사회에 투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과의 공생을 위해서는, 사업 실시에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처분장 운영 사업과 지역 주민의 인적 교류를 이용한다. 이러한 처분장 운영 사업
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고용은 운영 주체와 지역 사회와의 일체감을 위한 중요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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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이다. 지역 산업과의 공생을 위해서는 처분 부지와 관련한 지역 산업이 활
성화 되어 처분장의 시설과 제휴한 산업이 지역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또한, 처분 사업의 특성인 장기 지속성 혹은 광역의 지역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은 지속 가능사업을 생각하는 것도 중
요하다(7).

• 처분 사업 본사의 지역 이전
처분 사업의 본사는 지역과의 공생을 진행시키는 핵심 목표 기관으로서 그 본사
를 처분 부지에 위치 시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관리 및 운영 역할 뿐 만 아니
라,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일본 정부는 폐기물 처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분 부지의 지역 특성
이나 처분 사업의 장기 지속성 등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공생 방책을 유효
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이다. 특히, 사업 내용
에 따라서는 일본 국가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기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 사람으로서 지역 공생 방책의 운영과 관련해 처분 사업자와 유기적
인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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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프랑스
1. 지층처분의 특징
가. 처분방침

(1) 재처리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법
원자력발전소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하고 재처리를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1991년 12월30일에 제정된 방사성폐
기물관리연구법에 따라 그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의 추진방식이 정해져 있다.
동법은 「지하연구소를 이용한 회수가능 혹은 회수 불가능한 지층처분의 실현 가
능성」,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분리와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 「방사성폐기물 처
리와 장기지상저장」이라는 3개 분야 연구를 동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분리x변환」분야는 방사성폐기물 중에 포함되는 장수명
방사성핵종을 분리하여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로, 각국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초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장기지상 저장」분야는 장기저장과 지층처분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의 고정화 처리기술 및 지상시설에서의 장기간 저장연구를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정부는 법률 발효로부터 15년 이내인 2006년까지 총괄평
가를 시행하였고 지층처분이 최선으로 여겨졌을 경우에는 지층처분장의 건설 허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림 2-57. 용융한 유리의
주입장치와 유리 고체화
용 캐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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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장의 개요 (처분개념)
현재 수행하고 있는 3개 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의 총괄평가 결과, 지층처분이 최
선으로 여겨졌을 경우는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층처분하게 되어있다 (그림 2-58).
재처리 등으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액은 유리분말과 혼합하여 고온에서 녹여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높이 1.35m, 직경 0.43m, 체적 150리터의 스텐레스제케니스터
에 봉입된다. 캐니스터 1개는 약 1.3톤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발생한 고준위방사
성폐기물을 수납할 수 있다.
유리고체화는 냉각을 위해서 핵연료공사 (AREVA사)의 La Hague 및 Marcoule
재처리공장의

전용부지에

저장한다.

지층처분장은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총국

(DGSNR)의 안전기본규칙(RFS)III.2.f에 따라 아래의 카테고리 C 및 카테고리 B라
고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카테고리C)
○ 중x저준위방사성폐기물 가운데 장수명 방사성핵종을 상당량 포함하고, 안전기본
규칙(RFS)I.2에 따라서 천층처분장에서 처분을 금지하는 것 (카테고리B) 지층처분
에서 방사성 핵종의 밀봉에 대해서는 다음 3개의 방벽으로 이루어진 다중방벽시스
템을 고려하고 있다.
○ 폐기물 패키지(방사성폐기물 자체와 그것을 수용하는 캐니스터 등으로 구성)
○ 인공 방벽(처분공 및 수직갱의 밀봉, 수직갱의 되메움 등에 사용)
○ 천연방벽(부지의 지질학적 환경특성 이용)

그림 2-58.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법에서 규정한 프랑스의 폐기물 처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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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 지하연구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개념에서는 지하 4백여 미터의 점토질
암튼 내에 처분갱도를 건설하고, 다중방벽시스템으로 폐기물을 격리하는 것이다 (그
림 2-59). 최종 폐기물 패키지와 인공방벽 제원은 2005년 중에 구체화 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서는 지층처분에서는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고려한 처분개념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2-59. 프랑스 처분장의 개념도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카테고리 B와 C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핵연료사이클사업 등을 수행하는 핵연료공사 (AREVA사) 그리고 원자력에 고나한
연구 개발을 담담하는 원자력청 (CEA)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EDA는 국유전력회
사로 2004년 12월31일 현재 58기의 원자로를 운전하고 있고, 프랑스 전체 국토에
전력을 공급하며 수출도 한다 (그림 2-60). 프랑스 전체로 총 발전량의 약 11%에
해당되는 620억kWh를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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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프랑스 내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의 위치

프랑스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약 1,150톤이고,
그 중 약 850톤을 재처리하며, 약 200톤은 재처리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로 그대로
매년 축적하고 있다. 플루서멀(Plu-thermal)용 MOX 연료의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100톤이 발생하며 이것도 당장은 그대로 저장할 방침이다. 2004년의 ANDRA보
고에서는 2002년 말에 프랑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등 저장량은 유
리고화체가 1,639m³, 사용후핵연료가 10,350m³이다 (그림 2-61). 프랑스에서 발생하
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구성과 양은 재처리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
다. 현재의 시설능력 등을 전제로 한 가정 하에 아래 3가지 경우에 40년 후의 사용
후핵연료와 유리고화체의 양을 그래프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재처리하는 경우(전량 재처리)
○ MOX 사용후핵연료 만을 재처리 하지 않는 경우(일부 재처리)
○ 2010년에 재처리를 정지하는 경우(재처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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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사용후핵연료 및 유리고화체의 발생예측량

다. 처분장의 안전 확보 대처

(1) 안정성 확인과 지식 축적
처분장의 안전성연구는 지하연구소의 건설시작 전인 1999년에 초기설계 옵션을
확인하기 위한 연습을 시행한 후 2005년말 까지 3번의 안전성검증을 하였다.
2001년에는 종합적인 안전성에 대한 최초의 검증을 하고 ANDRA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다 (그림 2-62).

그림 2-62. 프랑스의 안전성 검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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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관(NFA)의 검토팀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2005년
의 전체적인 안전평가를 위해서 적절한 수법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지하연구소에서 알게 된 연구결과를 종합한 2번째의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처분장의 기본설계에 근거한 연구 성과 전체를 고려한 안전평가로 3번째의
검증을 2005년 말 시행할 예정이다.

(2) 안전 규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에 적용하는 안전규
제로서 기본이 되는 것은 원자력기본시설(INB) 법령이다. 이 법령에서는 방사성폐
기물처분장도 대상이 되고 있는 INB의 정의와 그 설치 허가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
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서 정부는 필요에 부응하여 2006년까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안전규칙으로는 원자력안전국 (ASN)의 원자력안전x방사선방호총국(DGSNR)에서
안전기본규칙(RFS)III.2.f(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을 발행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장
폐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장의 설계 및 건설단
계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처분장 설계 및 건설 책임을 지는
시행주체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은 DGSNR에 대해서 이 규칙의 적용상
태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RFS.III.2.f에서는 장기적인 피폭에 관한 개인선당략을 0.25mSv/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연구 체제

(1) 연구기관과 연구체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은 방사성폐기물관
리기관 (ANDRA)이 중심이 되고 원자력청 (CEA), 지질x광산연구소(BGRM)등의 연
구기관과 협력하면서 연구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화강암을 지질 매체
로 하는 지층 처분은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과 국제협력에 의한 연구개발도 추
진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지층처분을 포함한 3가지 연구
분야 가운데 장수명 핵종의 분리x변환과 장기지상저장은 CEA 산하에서 연구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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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계획
지층처분, 장수명 핵종의 분리,변환 및 장기지상저장 등 3개 연구분야에 전략상의
고찰/조정을 하기 위해 1995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분야의 모든 관계자를 모은
핵연료후행주기연구 follow-up위원회 (COSRAC)가 연구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작업 결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에 관한 연구전략 및 계획」이라고 제목을 붙인 연차보고서를 1999년부터 매년 정
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연구전략 및 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 관련된 연구활동의 종합정
리 성격을 띠고 있다.

(3) 지하연구소- 지하특성조사시설
Meuse, Haute-Marne 양현에 걸친 Bure 부지에 대해 점토질암을 대상으로 한 지
하연구소

건설이

1999년에

결정되어

2000년부터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NDRA는 이 건설 작업과 병행하여 지하연구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63).

그림 2-63. Bure 지하연구소 건설 및 연구 계획

Bure 지하수연구소에서는 주로 깊이 445m에 설치하는 실험용 니치(Niche), 깊이
490m의 주 시험갱도 및 주 시험갱도로부터 10%의 구배로 상하 방향으로 설치하는
2개의 경사갱을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직갱은 물자, 인원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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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기에 이용하는 주 수직갱과 긴급시의 피난 및 환기에 이용하는 보조수직갱 2
개로 구성한다.

2. 지층처분의 제도
가. 처분산업의 시행체제

(1) 시행체계의 기본구조
그림 2-64는 프랑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 관련되는 시행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련있는 규제행정기관은 원자력안정청 (ASN)
이다. 실질적인 규제는 ASN내에 2002년 2월에 발족한 원자력 안전․방사선방호총
국 (DGSNR)이 하고 있다.

그림 2-64. 프랑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시행체계

이 DGSNR는 그때까지 원자력 규제를 시행해온 원자력시설안전국 (DSIN)과 후
생부의 방사선방호국 (OPRI)의 권한을 계승해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방호를 일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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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ASN에 대해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의견․권고를 시행하는 자문기관으로
서 전문가 및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설 전문가그룹 (GP)이 4개 설치되어 있
고 그 중 하나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자문위원회이다. ASN는 방사선방호․원자력안
전연구소 (IRSN)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시행 주체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 제 13조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이 고준위방사
성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 장기관리 책임을 가지고 지층 연구목
적의 지하연구소 건설‧운영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계, 설치‧운영 등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ANDRA는 폐기물발생자와 독립된 입장의 「상공업적 행정법
인 (EPIC)」이다.

(3) 처분 기본방침과 시행 계획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 따라 15년 내에 「지하연구소를 이용한 회수가능 혹은
회수 불가능한 지층처분의 실현 가능성」, 「장수명 방사성핵종 분리와 단수명 핵
종으로 변환」, 「폐기물 처리(conditioning) 및 장기지상저장」의 3개 연구분야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과 원자력청(CEA)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정
부가 총괄평가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지층처분이 최선으로 여겨졌을 경우는 정부
가 2006년 말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면 중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
허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큰 기본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ANDRA는 지하연구소에서 장래 수행할 지층처분 연구계획을 매년 관
할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은 연구부의 「연구전략 및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지층처분에 관한 안전평가를 포함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ANDRA와 CEA는 2005년 7월에 연구성과보고서 초안을 공표했다. 의회과학기술
평가국 (OPECST)는 2005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개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
한 3회의 공청회에 근거한 보고서를 동년 3월에 공표했다. OPECST는 그 보고서
중에서 핵종의 분리, 변환을 궁극적 목표로 정하고 지층처분 및 장기저장 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수록한 법안을 2006년에 작성하는 등,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침에 대하여 8개의 권고를 시행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국 (ASN)은 프랑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기본조직을 규정하도록 2000년부터 ASN
의 감시 하에 계획수립을 추진해 온 「방사성폐기물 및 재이용 가능한 물질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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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가계획」(PNGDR-MV)초안을 공표했다.
ASN은 이 PNGDR-MV를 확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목적으로 시행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일관성이 폐기물 성질 및 발생자에 관계없이 확보되고 폐기물마다 관
리 방법이 검토되며 방사성폐기물 성질 및 발생자에 관계없이 확보되고 폐기물 마
다 관리방법이 검토되며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대한 국민의 근심을 충분히 고
려하도록 하였다. 이미 언급한 2005년 3월 OPECST 보고서에서 이 PNGDR-MV는
2006년에 작성할 방안에 수록할 만 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PNGDR-MV는 2006년
초에 완성할 예정이다.

나. 처분비용

(1) 처분비용의 부담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비용부담은 폐기물처분 및 물질회수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 동법 제 2조에 폐기물을 발생 및 소유하는 자는 적당한 조건으로 폐기
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장 및 처분 등에 필요한 폐기물관리비용은
폐기물발생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2)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처분사업비용을 위한 특별한 기금은 없고 방사성폐기물발생자인 프랑스전력공사
(EDF)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분을
위해서 2004년 말 시점에 총액으로 39억 유로 (약 5조 4,000억 원)을 충당하고 있
다. 지층처분연구에 할당하는 자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설치 법령의
제 III부 재무회계규정 제 11조에 정해져 있고, ANDRA의 자금원으로 정해져 있는
ANDRA가 제공하는 역무의 보수와 로열티 수입, 국가 등의 조성금, 자산 운용이익
등에서 충당된다.
ANDRA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2000
년의 예산으로 약 7,020만 유로 (약 969억 원), 그 중 설계연구와 과학적인 조사에
약 3,470만 유로 (약 470억 원), 지하연구소 설계와 건설에 약 2,840만 유로 (약 390
억 원), 화강암층의 연구에 약 350만 유로(약 48억 원)를 할당하고 있다.
ANDRA는 Bure 지하연구소의 총 건설비용을 9,550만 유로(약 1,320억 원), 운영
및 실험 비용은 1년 당 1,600만 유로(약 220억 원)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림 2-65).
2003년 3월말 까지 1억 2백만 유로(약1,360억 원)를 지하연구소의 건설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발생자가 폐기물 처분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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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방법이 있고 ANDRA와 폐기물방생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 ANDRA가 수취하는 방사성폐기물 포장물 (패키지)마다 처분요금을 부과하는 방
법(향후 처분장이 생겼을 경우.
○ 폐기물발생자가 처분장에 향후 반입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인 예측을 근거로 연구개발프로그램 (지하연구소의 건설‧운
영비용 포함)과 새로운 처분장 건설자금을 선불금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림 2-65. ANDRA 연구 예산 내역

다. 처분장의 부지선정과 절차

(1) 지하연구소 부지선정 상황과 기본구조
1987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 (ANDRA)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
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장의 부지선정을 목정으로 암염. 점토, 혈암, 화강암의 4
개 지질 매체 부지에서 지층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
나고, 1990년 2월 정부는 일시적으로 해당 활동을 중지했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
해서 정부는 의회과학기술선택평가국 (OPECST)의 위원인 바타이유 의원에게 반대
운동이 생긴 이유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동 의원은 1990년

12월 국민의회 및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방사성
폐기물관리연구법의 법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동법은 1991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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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NDRA에 사전조사로 현장 지질조사 시행허가를 주는데 앞서 지질학적으로 적
합한 일정수의 부지에 대해 정치적 및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폐기물교섭관으로 바타이유 의원을 임명했다. 바타이유 의원이 인솔하는 조정단은
공모에 따라 지하연구소 수용에 의한 28건에 대해서 지질학적 특징을 평가하고, 그
결과 조사의 시행후보부지로 선정된 8개 부지에 대해 해당과 협의를 했다.
1993년에 4개 부지가 예비지질조사 대상으로 제안 되었다. ANDRA는 1994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예비지질평가

작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Bure

(Meuse현

/Haute-Marne현), Gard, Vienne 3개 부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1996년 6월 3개 부지
각각에 대하여 지하연구소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 제출을 인정하고 ANDRA가
제출한 3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9일에 정부 결정을 하였
다. 결정에서는 다른 2종류의 지질매체에 대한 조사를 2개의 지하연구소에서 시행
할 필요가 있고 점토질암의 지하 연구소 부지로 Bure 부지를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화강암의 지한 연구소 부지를 새롭게 찾는 것 을 제시했다.
1999년 8월 3일에는 Bure 지하 연구소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는 법령, 그리고 화
강암의 지하 연구소에서 대해서 신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새롭게 연락조정관을
두고, 조정활동 시작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효 되었다. 이 화강암 부지 선정에 대해
서 ANDRA는 15개소의 부지에서 해당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반대
를 받아 2000년 5월에 정부는 해당 주민과의 대화를 중단했다.

(2) 2006년에 총괄평가 시행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3가지 관리방법, 즉 「장수
명 핵종의 분리‧변환」, 「지층처분」, 「장기지상저장」에 대해서 2006년에 정부는
최선책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지층처분이 최선인 경우 처분장 건설
허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원자력기본시설 (INB)의 건설, 운영, 폐쇄에 대해서는 원자력기본시설 (INB)법령
에서 허가 수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제출하는 법률안 내용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등에 관한 절차가
새롭게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3. 지층처분의 이해촉진
가.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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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보감시위원회(CLIS) 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 제 14조에서는 CLIS를 각 지하연구소의 부지에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CLIS 위원은 1999년 8월 지역정보감시위원회의 시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대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의 대표, 국회와 상원
각각에서 2명, 관계하는 현의 지방장관, 관계하는 주, 현, 코뮨의 의원, 환경보호단
체의 멤버, 농업 및 그 외의 직능단체 대표, 부지주변의 주민대표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Bure 지하연구소 CLIS의 현재 위원수는 93명이고, Meuse현의 지방장관이 의장
을 맡고 Haute-Marne현의 지방장관, 연구소로부터 10Km이내에 위치하는 33개 지
자체의 장 등이 주요인사이다. CLIS는 적어도 1년에 2회 열리게 되어있고 ANDRA
와 해당주민 사이에 정보를 중개하고 지하연구소의 부지에서의 작업목표와 그 진행
상황, 달성한 성과에 대해 ANDRA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하 연구소의 운영이 환경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어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
하연구소의 부지에서의 작업 감시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과
공청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나. 의식 파악과 정보 제공

(1) 홍보 (정보제공)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ANDRA)은 국민에게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
램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그 사명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의 웹
사이트 (www.andra.fr)와 정보지("La letter de I ' ANDRA")를 제작하고 있다. 양
쪽 모두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3개의 연구분야에 대한 설
명과 함께 지하연구시설의 설치를 결정한 1998년 12월9일의 정부 결정에 이르는 정
책결정 순서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지하연구소를 건설 중인 동부지역의 Bure에
서는 해당에서 견학회 등을 개최하는 외에 지하연구소 건설작업의 진행 상황 등은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다. 연구소의 구조, 회수 가능성 개념,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 (지질학, 지반 역학, 수문지질학 등)의 결과 등도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는 외에 지하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CD-ROM 배포
도 하고 있다. Bure지하 연구소는 정보지 ("La letter de I ' ANDRA")를 출판하고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도 있다. 이 정보지는 환경의 추적 조사, 과학적인 해설, 연구
소의 작업 진행,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특집으로 구성하고 질문과 그에 대한 회답
등도 얻을 수 있게 되어있다. 게다가 산업부 차관의 요구로 ANDRA의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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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지층처분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발표하는 장소로서 이 정보지의 첫 페
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66. ANDRA의 홍보 활동의 예

다. 지역 진흥책

(1) 공익단체(GIP)설치와 GIP조성금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 제12조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에 관한 지하연구소 설치
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대책 시행 및 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GIP설치가 규정
되어 있고, 1992년 12월에 공익단체법령이 정해졌다.
지하연구소를 수용한 Meuse현과 Haute-Marne현에 각각 GIP가 설립되어 있다.
각각의 GIP에는 2006년까지 연간 약 915만 유로 (약 126억 원)가 지급된다. 그 내
역은 ANDRA에서 약 686만 유로 (약 94억 700만 원), EDF부터 약 152만 유로 (약
21억 원), 기타 약 76만 유로 (약 10억 원) 이다. GIP에의 조성금은 아래와 같은 지
역 진흥에 쓰도록 되어 있다.

① 경제발전과 고용의 조성 (기업의 설립 계획, 근대화, 발전 등의 지원,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 고용 증가를 위한 지원)
② 코뮨 간에 계획된 지역 개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원 (교외의 개발, 거주
환경 정비, 공공 부문 및 서비스를 인구에 따라 재편성, 신규 통신기술의 도
입 등)

- 145 -

③ 현의 기반시설 정비의 지원 (도로 등의 정비)
④ 관광개발과 현의 이미지 향상 지원 (관광자 전용의 기반시설 저비, 현의 평
판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 지원)

(2) 직업세에 따른 세수입
프랑스의 직업세는 외형표준과세로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지방세
의 하나이고, 지방세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크고 코뮨에게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
다. 이 직업세는 사업 시설과 그 시설에 설치한 기계 ‧ 설비의 고정자산의 평가액
으로부터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입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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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스위스
1. 지층처분의 특징
가. 처분 방침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마다 국외 (프랑스와 영국)회
사와 위탁계약을 채결하여 재처리하고 있다. 이 재처리 계약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체)과 함께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를 깊은 지층에 처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TRU 폐기물에 대해서도 고준위방
사성폐기물과 같은 처분장에 처분하게 되어있다. 또한 국제공동처분장에서의 처분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

(2) 처분 형태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액은 녹인 유리와 함께 그림 2-67의 캐니스터
에 넣어 고화하여 유리고화체로 만든다.

그림 2-67.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용기

이것을 다시 강철제 용기 (오버팩)에 봉입해 처분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사
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에 직접 봉입해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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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장의 개요(처분개념)
처분개념은 그림 2-68과 같이 오버팩 또는 캐니스터에 봉입한 폐기물을 완충재
(벤토나이트), 지층이라는 복수방벽의 다중방벽시스템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인간 환
경에서 격리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2-68. 다중방벽시스템의 개념

그림 2-69는 Opalinus 점토 처분장의 개략적 이미지이다. 처분심도는 지하 약
650m를 고려하고 있다. 환경·운수·에너지·통신부 (UVEK)가 설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개념 전문가그룹 (EKRA)은 그림 2-70과 같이 일반적인 지층처분 (GEL)개념에
추가해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시키는 감시부 장기지층처분 (KGL) 개념과 무기한 지
층저장 (TDL)이라는 처분개념의 비교검토를 시행한 다음 장기안전성과 회수가능성
을 융합시킨 KGL 개념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림 2-69. Opalinus 점토층 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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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EKRA가 비교 검토한 처분개념

이에 따라 2005년 2월에 시행한 원자력법 및 령에서는 모니터링 기간 설정 등
KGL 개념을 도입한 규정을 제정했다. 2002년 말에 제출된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보고서에서도 이 KGL 개념에 근거한 처분장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 시스템에 따라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4) 국내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 지질조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이 국내에서 처분의 실현가능성 실증을 위한 지질조사를 지질학적으로 보
다 안정한 스위스 북부에서 시행하고 결정질암과 퇴적암인 Opalinus 점토 2종류의
암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NAGRA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그거로 향후 조사모암으로는 Opalinus 점토,
조사지역으로는 Zuercher Weinland에 집중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71).
현재 보고서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를 하고 있고 2005년에 시행한 공개협의를 거
쳐 2006년에 연방평의회가 폐기물 관리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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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지질조사지역인

Zuercher

Weinland의 위치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발생량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Beznau 원자력발전소, Gosgen 원자력 발전소, Leibstadt
원자력발전소, Muhleberg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과
정에서 발생한다. 운전 중인 발전용 원자로는 총 5기이고 비등수형원자로 (BWR)가
2기, 가압수형 원자로 (PWR)가 3기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NAGRA가 2002년에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4,412톤
(우라늄환산)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그 중의 1,195톤 (우라늄환산)을 재처리하면
유리고화체가 292톤 생기고 사용후핵연료가 3,217톤 (우라늄환산)이 발생한다고 예
측되었다. 2003년 5월에 공포하고 2005년 2월에 시행한 신원자력범위에서는 2006년
7월 이후 10년간 신규 재처리를 동결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인정하
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원자력법은 1990년부터 10년간 동결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다
시 10년간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모라토리엄 (moratoriun)·플러스」, 원자력발전
소의 단계적 폐쇄 및 재처리 금지 등을 요구하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이라는 1999년에 제출한 2개의 국민발의의 대안이라고 평가해서 2003년 3월에 의회
에서 가결한 것이다. 이 2개의 국민발의는 2003년 5월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되
었기 때문에 신원자력법을 공포하고 2005년 2월에 시행했다. 또한 국외에 재처리
위탁으로 발생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외국 재처리시설에서 스위스로 반환되고
Wuerenlingen 중간저장시설 (트비라그)에 저장되고 있다.

다. 처분장 안전 확보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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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 확인과 지식축적
연구개발·부지선정의 시행주체인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해서 스위스 국내에서의 처분실현가능성을 실증하기위해서
스위스 북부의 단결정질암과 퇴적암인 Opalinus 점토에서 처분의 기술적인 측면과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가) 결정질암에서 처분안전성
NAGRA는 결정질암에서 처분장 안전성에 대해 1980년경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1985년에 결정암에서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보증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이것은 1978년의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결의」 및 당시의 운수·통신·에너지부
(EVED)의 결정에 따라 1985년 말까지 방사성폐기물의 항구적이고 안전한 처분실현
을 실증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허가 조건인 것을 받아들여 시작한 연구 프
로젝트이다. 동 프로젝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주로 결정질암에서 처
분의 실현가능성 및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 NAGRA는 계속해
서 결정질암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1994년에 보증 프로젝트의 내용을 추가 보충
한 「크리스타인 Ⅰ」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결정질암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 계산을
하고 처분장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평가했다. 모델 계산에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채
용한 경우에도 결정질암을 모암으로 하는 처분 개념으로 상정한 인간에 미치는 방
사선적 영향은 지층처분에 관한 방사선방호 목표를 만족하고 스위스 북부의 결정질
암에서 처분이 유력한 옵션으로 실증되었다.

(나) Opalinus 점토에서 처분 안전성
퇴적암에 대해서는 1988년에 연방정부가 「보증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로 퇴적
암 조사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 NAGRA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퇴적암에서 지질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치말한 점토암으로 특수성이 매우
낮은 Opalinus 점토 조사가 1994년에 원자력시설안전 본부 (HSK), 연방수준의 자
문위원회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KNE),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KSA)간의 협
의에서 결정되었다.
이것에 따라 NAGRA는 1998년에 Opalinus 점토가 존재하는 Zurich주 북부의 벤
켄에서 보링 공의 굴착을 시작했다. 게다가 3차원 반사법 지진 탐사 등의 조사를
수 년 간에 걸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벤켄 탐사 보링 조사보고서」로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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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했다. Opalinus 점토에서 처분의 실현 가능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는 2002년
말에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부지로 가능성
이 있는 지역으로 Zuercher Weinland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의 안전평가 리뷰
원자력 안전에 관하 SRB제기관인 원자력시설안전본부 (HKS)는 「보증 프로젝
트」보고서를 검토하고 1986년 9월에 「NAGRA의 보증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공표했다. 여기에 의하면 안전 평가로부터 도출하는 방사선피폭선량은 충분히 방사
선방호목표를 채운다고 한다. 다만, 지하수맥 등의 불확실성은 남는다고 지적하고
향후 분명하게 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 퇴적암에 대해서도 검토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KSA)도 1986년 10월에 「보증 프로젝트에 대한 KSA의
평가」를 공표하고 HSK와 거의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KSA는 NAGRA가 검
토하고 있는 처분장 계획은 방사성 핵종이 인간 환경에 도달했을 때에 충분히 방사
선방호목표치를 만족한다고 생각해서 조사결과가 처분실현가능성을 실증하는데 있
어서 큰 전진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처분에 적절한 부지가 실제로 국내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회답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HSK는 2004년 9월에 「크리스타인Ⅰ」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처분의 실현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보고서에 2005년 중에 예정되어 있는 공개 협
의에 대하여 2005년 4월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KNE)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외
에 HSK, KSA 등도 검토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
의 국제 피어리뷰팀은 「처분의 실현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보고서의 평가를 2004
년 4월에 공표하고 그 보고서에 안전평가 등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

(3) 처분의 방사선방호 목표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시설 안전본부(HSK)는 처분의 안전성에 대
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호목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것은 스위스에서 지
층처분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목표이고 3개방호목표가 설
정되어 있다. 또한 처분장 사업 신청자는 안전 평가를 시행하고 처분장 시스템이
시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변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방호 목표를 채우는지를
증명하도록 정해져 있다.
게다가 처분장 사업신청자는 처분사업 허가절차의 각 단계(입지, 건설, 운영, 폐
쇄)에서 안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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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HSK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단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목표를 책정해두고 지층처분장을 위한 특별설계원칙을 가이
드라인으로 정하는 책임을 지도록 신원자력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방호목표 1 :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프로세스 및 사고의 결과로서 폐쇄
후 처분장으로부터 인간환경에 도달하는 방사성 핵종에 의한 개인피폭선량이 어떠
한 시점에서도 연간 0.1mSv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방호목표 2 : 방호목표 1에서 고려하지 않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프로세스 및
사고로 생기는 처분장 폐쇄 후 개인의 방사선학적 사망 리스크는 어떠한 시점에 있
어서도 연간 백만 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방호목표 3 : 처분장의 폐쇄 후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폐쇄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또 처분장은 수년의 기간 내에 밀봉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라. 연구 체제

(1) 연구기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NAGRA는 지표조사, 보링조사, 지하연구소에서 연구활
동 등을 통해 처분장 부지선정, 안전평가, 처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평
가, 처분장 및 인공방벽설계, 운영과정의 계획입안, 성능평가용 자료 및 모델의 검
증 등을 수행하는 외에 처분 프로젝트 계획의 기반이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평
가 및 용량 작성 등을 수행한다. NAGRA의 연구는 스위스의 국립연구기관인 파울·
시라연구소(PSI)와 긴말한 협력을 비롯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으
로 추진하고 있다.

(2) 연구계획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연구에 관한 계
획서를 작성한다. 1978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1992년에는 이
계획서의 개정판으로 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연구의 우선순위 등을 분명
히 한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 개념 및 실현계획」을 공표했다.
1995년에는 지질조사 계획 및 그 시행 스케줄 등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 목적, 전략 및 타임스케일」을 공표하였다. NAGRA의 지금까지 연구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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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에 연방평의회에 제출한 「처분의 실현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보고서에
반영되었다.

(3) 지하연구소
지하연구소는 결정질암을 대상으로 한 Grimsel 시험부지와 퇴적암의 Opalinus 점
토를 대상으로 한 Mont Terri 암반연구소의 2개소가 있다 (그림 2-72). 이러한 지
하연구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처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암반특성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Grimsel 시험부지
이 연구소는 1984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을 설치했다. 동 부지
에서 조사활동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대만, 미국, 유럽연합 등의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인 실험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스케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개념의 실증
및 인공방벽과 주위의 암반을 통한 가스의 이동실험 등 처분장과 같은 조건 아래에
서의 처분개념의 현실적인 실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Mont Terri 암반 연구소
이 연구소는 1996년에 각국 관계기관이 국제 공동프로젝트로서 스위스국립수문
학·지질조사소가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설치하였다. NAGRA는 Opalinus 점토에 관
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Mont Terri 암반 연구소에서 연
구를 수행해 왔다. NAGRA가 참가하고 있는 주요 연구로는 보링 코어로부터 얻는
암석 샘플의 분석과 모델화, 인공 방벽과 모암에서의 열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
지하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에 관한 지구화학적인 모델링과 암반의 역학적인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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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스위스의 지하연구시설

2. 지층처분의 제도
가.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1)시행체제의 기본구조
처분에 관계있는 시행체제는 그림 2-73과 같다. 처분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은 연방
평의회, 환경·운수·에너지·통신부 (UV다) 및 UVEK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에너지
청 (BFE), 원자력시설안전본부 (HSK)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허가는 UVEK가 관할한다. UVEK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연방부이고 UVEK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BFE 및 HSK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규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HSK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 목표를 수립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KNE), 원자력시설 안전위원회 (KSA), 방사성폐기물관
리워킹그룹(AGNEB)은 연방평의회, UVEK, BFE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방사성폐
기물 처분에 대한 검토 등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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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행체제

(2) 시행주체
1959년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시설 소유자에게 운영허가가 종료된 원자력시설
에 있는 모든 위험물을 제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전력회사와 연방정부는 1972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을
설립했다.
연방정부는 의료·연구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1978년의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 결의에서는 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기
비용으로 확실히 처분하도록 배려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2005년 2월
에 시행한 신원자력법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NAGRA는 처분 예정지의 부지
선정까지를 수행하는 시행주체이고 처분장의 건설·운영·폐쇄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
이 수행하게 되어 있다.

(3) 처분 기본방침과 시행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이 작
성하고 있다 (그림 2-74). NAGRA는 1978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발표
한 수 1992년에는 이 계획서의 개정판으로 「스위스 방사성폐기물 처분 : 개념 및
실현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서에서는 중간저장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
업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의 기본방침으로는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 깊은 지층 속에 처
분하는 것도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과 같은 옵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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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밝히고 있다.
NAGRA는 1995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 목적, 전략 및 타임스케일」을
발표했다. 계획상으로는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 프로젝트」는 2000년 말에 종
료 예정이었지만 2년 정도 연장하고 2002년 말에 3부로 구성되는 보고서를 연방평
의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 5월에 공포하고 2005년 2월에 시행한 신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 대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연방평의회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와 정기적 재검토를 하게 되
어 있다. 이것을 접수하고 NAGRA는 2005년에 동 프로그램을 연방평의회에 제출
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과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 프로젝트」의
국내외 평가에 근거하여 2006년에 연방정부가 향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침을 결
정한다.
그 후 처분방침의 검토를 거쳐 국내 처분을 추진하는 경우 2020년경에 처분장 부
지를 선정하고 개요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처분장의 운영 시작은 1050년경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정부는 처분실행계획(disposal feasibility project)에 따른
Sectorial Plan을 2008년 4월 2일에 승인하였다. 그 내용은 부지선정은 Federal
Office of Energy (FOE)가 선도하여 단계적 절차를 밟으며, 3단계로 수행하되, 2-3
년 동안 잠재 후보지역에 대한 정부의 승인, 2-3년 동안 최소 2개 지역에 대한 정
부의 승인, 이후 3-4년 동안 부지특성조사와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림 2-74. 스위스의 핵폐기물 처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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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 비용

(1) 처분 비용의 부담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신원자력법에 정해져 있다. 폐
기물 발생자인 전력회사 및 연방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의 방
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 등에 필요비용을 분담한다. 또, 전력회사
는 원자력발전소 폐쇄 수의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기금의
대상은 폐기물 수송·저장·처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계되는 비
용이다.

(2) 처분 비용의 견적액
NAGRA는 스위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의 총액이 약 44억 스위스
프랑 (약 3조 9,000억원)이라고 2001년 시점에서 예상했다 (그림 2-75). 처분비용 견
적액 내역은 처분의 실현 가능성 실증을 위한 비용이 약 4억 스위스프랑 (약 4,000
억원), 부지특성조사 활동 및 처분장 건설비로서 11억 스위스 프랑 (약 9,800억원),
처분장 운영비용이 6억 스위스 프랑(약 5,340억원), 처분장 폐쇄비용이 4억 스위스
프랑 (약 4,000억원)이 된다. (1스위스 프랑=890원으로 환산)

그림 2-75. 스위스의 핵폐기물 처분 비용
예상 내역

(3)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2000년 3월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령을 제정하고 원자력 발전소 폐쇄후의 폐기
물관리 활동 전반에 필요비용을 기금화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기금의 적립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후에 필요한 아래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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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의 수송
B.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C. 폐기물의 중간저장
D.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위한 컨디셔닝
E.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

이 기금은 환경·운수·에너지·통신부 (UVEK)가 설립한 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이
위원회가 비용의 상정액에 대한 결정도 시행한다 (그림 2-76). 기금에 불입은 2001
년 말부터 시작하고 전력회사에서 2004년

말까지 지불한 총액은 20억 9,200만 스

위스프랑(약 1조 8,620억원)이다.

그림 2-76. 처분비용 확보 체계

다.

처분장의 부지선정과 절차

(1) 지질조사 및 부지선정
지층처분장 설치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입지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
는

보링공

굴착

및

지하시설

등의

지구과학조사는

환경·운수·에너지·통신부

(UVEK)의 허가가 필요하고 2005년 2월에 시행한 신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구과학적 조사에 관한 허가는 조사개요, 특히 보링 및 지하시설의 개략 위치와
규모, 허가에 따라 시행 가능한 조사내용 등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후보지의 특징
을 손상하지 않고 지층처분장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발급하도록 원자력법에 규정하고 있다.
신원자력법에서 허가취득이 불필요한 조사내용은 지진파탐사, 중력측정, 지구전위
측정, 전자탐사 등 물리탐사에 의한 자료수집, 지표 및 기존 지하시설의 지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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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과학적 조사의 허가신청은 건설, 운영, 폐쇄시의
허가와 같은 방법으로 연방에너지청(BFE)에 의해 해당 주에도 제공되고 UVEK가
의견청취를 수행한다.
신원자력법 및 령에서는 허가 발급과 동시에 주 법은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제한
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래 수행할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입지장
소와 처분 프로젝트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개요승인이라는 허가절차가 필요하다.
개요승인은 연방평의회의 발급결정과 연방의회의 발급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개요승인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05년 2월에 시행된 신원자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개요 승인은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발급의 전제조건이다.

3. 지층처분의 이해촉진
가.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1) 처분사업과 커뮤니케이션
처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성폐기
물 처분에 관해서 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견 일치를 얻을 수 없었던 예로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에서 전력회사와 지방 지자체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베렌베르그 방
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GNW)이 1994년 스위스 중부의 니드바르덴주 베렌베르그
에 처분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개요승인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1995년 6월 주
민투표에서 처분장 건설을 위한 지하공간이용이 주 허가 신청에서 부결되어 GNW
는 연방, 주 정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 등의 협력 하에 처분개념의
재검토를 시행해 왔다. 2002년 GNW는 재차 처분장 건설을 위한 탐사갱 굴착을 위
한 지하공간이용허가 신청서를 주에 제출했지만 동년 9월 주민 투표에서 주의 허가
발급이 재차 부결 되었기 때문에 베렌베르그 부지를 단념하는 결정을 하고 GNW는
해산했다.
2005년 2월에 시행된 신원자력법에서는 처분장 등의 원자력시설 입지에 관해서는
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치 않게 되어있다.

나. 의식 파악과 정보제공

(1) 홍보(정보제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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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7). 연구개발과
부지선정의 시행주체인 NAGRA는 국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방사성폐기물 처분계
획의 진행에 대헤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AGRA 간행물의 대부분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공개하고 있고, 일부 대표적인
것은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공개하였다.

(가) 출판물 등
․ NAGRA 뉴스, NAGRA 포커스, 보다 기술적인 NAGRA 홍보지
․ 지층처분을 소개하는 홍보 비디오, CD, DVD
․ 인포메이션센터의 쌍방향 정보 제공

(나) 방사성에 관한 교재
․ 학교 내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자료 (실험장비)와 교사에게 자료 제공

(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
․ 신문기자와 인터뷰
․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특집과 인터뷰
․ 신문과 잡지의 광고

(라) 전시 ․ 투어


정치가 및 국민에 대한 Grimsel 시험 부지, Mont Terri 암반 연구소 등에서의
지질학적 조사, 연구에 관한 가이드 투어, 전시회와 견본 전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처분관련 시설에의 인포메이션 투어의 계획 ‧ 시행

그림 2-77. Nagra의 홍보 자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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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에 특화한 홍보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 (NAGRA)은 각종 지질조사의 성질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의 각 단계마다 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림 2-78). NAGRA
는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취리히주 북부에서 Opalinus 점토에 관한 지질조사
등의 시행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림 2-78. Nagra의 홍보 활동의 예
지역민과 해당 당국 사이에 예비적인 토의를 개최하고 조사 프로그램을 미디어에
서 발표하였다. 3차원 반사법 지진탐사의 순서와 목적의 설명, 논의 속에서 나온 질
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자발표를 하고 이 발표는 텔레비전으로도 방영되
었다,
취리히주 북부 전체의 조사결과는 조사를 종료 한 1998년에 기자팔표, 저널 등에
공개되었다. 또 취리히주의 벤켄 보링 공에서 조사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일반 공
개일을 설정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조사목적이나 보링 부지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 1998년 10월 2일간의 공개일에는 1,200명을 넘는 방문자가 있었고 그
후 동년말까지 추가로 400명의 방문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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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독일
1. 지층 처분의 특징
가. 처분 방침

(1) 유리고체와 사용후 연료가 처분대상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94년부터는 원자력법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처분대상이 되는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은 재처리롤 발생하는 고준위 폐액을 유리고화 한 것 (유리고체화)과 사
용후 연료로 양쪽 모두이다
다만, 2002년 원자력법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이후는 재처리를 위해서 사용후
연료를 인도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처분방침은 국내에서 깊은 지층에 최종처분하
기로 되어있다.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따라 고x중x저준위 방사성폐
기물로 구분 하는것 외에, 처분 시 지층의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발열성 방사성
폐기물과 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비발열성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한다. 사용후
연료와 유리고체화는 발열성 방사성폐기물이다.
처분대상이 되는 발열성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법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전제로 하면 2040년까지 약 24,000m³으로 예측된다.

(2) 처분 형태

그림 2-79. 독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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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시 사용후 연료는 그림 2-79와 같은 통에 넣고 유리고체화는 캐니스터에 봉
입하는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3) 처분장의 개요(처분개념)

그림 2-80. Gorleben 의 처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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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분을 시행할 지층의 종류 (암종)를 포함해 최종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를
재검토를 하고 있어 1970년대부터 조사를 계속해 온 Gorleben 암염돔 프로젝트는
일단 동결했다. 이 Gorleben 암염돔 크기는 길이 약 14km, 폭이 최대 약 4km 이고,
지하 약 260m부터 제일 깊은 곳에서는 지하 약 3,500m까지의 규모가 있다. 처분
깊이는 지하 약 840m부터 1,200m의 범위로 고려하고 있다. 그림 2-80은 Gorleben
의 처분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다중방벽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캐스크 등의 오버팩을 포함한 인공방벽으로 덮은
후, 암염돔 주위의 지질구조를 천연방벽으로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는 시
스템이다. 폐기물의 정치 처분방식도 그 종류에 따라 처분갱도 횡치방식, 처분갱도
종치방식 등 2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Gorleben은 독일 북부에 위치하는 Niedersachsen주의 Tannenberg County에 있
다. 면적은 약 2만k㎡, 인구는 1,000명 이하의 작은 지자체이다. Berlin에서 서북으
로 약 170km, Hamburg에서 동남으로 약 130km에 위치하고 Elbe river부근에 위치
하고 있고, 구 동독의 국경 부근에 있는 지자체이다. Gorleben에는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시설도 있고, Gorleben과 시읍면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가르트우에는, 독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시행주체인 연방방사선방호청(BfS)의 정보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는 Gorelben부지로 옮겼다. 처분장 선정절차와 요건 등 입지 본질을 재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Gorelben의 새로운 탐사활동 등은 동결되어 있다.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발생량
처분대상이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주요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로 2005년 5월 현재 1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17
기 내역은 가압수형원자로(PWR)가 11기, 비등수형원자로(BWR)가 6기이다. 또, 이
미 폐쇄한 원자로도 18기가 있다.
1998년에 생긴 연립정권에서 탈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 에는
정부와 주요 전력 회사 간에 원자력발전에서 단계적 철수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
2002년 4월에 전면 개정된 원자력법 에서는 이 합의 내용의 일부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32년간이고, 전체 원자
력발전소에 대해 향후 총발전량이 정해져 있다. 처분대상이 되는 발열성 방사성폐
기물의 양은 법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전제로 하면 2040년까지 약
24,000m³이라고 예측한다.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채택하기까지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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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2080년 시점에 약 2,700~48,000m³의 발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 처분장의 안전 확보의 대처

(1) 안전성 확인과 지식의 축척
Gorleben 부지는 당시의 최종 처분사업의 시행 주체인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가 시추를 포함한 지표 조사를 1979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조사 성과는 1983
년 5월에 「Gorleben의 부지조사의 총괄적 중간보고」로 정리 되었다. 이 중간보고
는 Gorleben 암염돔 상황과 함께 최종 처분장을 건설했을 경우의 안전 분석을 하고
Gorleben이 부지로서 적정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1986년부터
는 지하탐사갱의 건설을 시작했다. 깊이 933m 및 843m 두 개의 수직갱의 굴착을
진행하고 예정 처분심도인 840m수준에서 연결갱 건설도 시작했다. 이 탐사갱 굴착
과 병행해서 최종적인 부지적합성평가를 위해서 광범위한 지구과학조사도 수행하고
데이터. 정보의 취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처분장 건설의 인허가 취득에 해
당하고, 법으로 정한 계획 확정 절차에 필요한 안전 분석 평가를 위해 진행했다. 다
만 1998년에 수립된 연립정권이 원자력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Gorleben에서 새로운 탐사 활동은 동결하였다. 다만 기존 측정지점 및 장치로부터
데이터 수집 작업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2) 안전 규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안전규칙으로는 1983년 4월에 당시의 관할관청인 내무
부가 정한 「광상의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엔 관한 안전기준」 이라는 기준이 있
다. 여기에서는 방사선방호령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인 0.3mSv/년이 보증되어야 한
다, 원래 원자로안전위원회(PSK)의 권고로 나온 것으로 다음 표의 내용 등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PSK는 처분장 장기안정평가에 대해 정량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할
평가 대상기간에 대해 특별 권고를 하고 있다. 이 권고에서는 안전성평가를 하기위
해서 약 10,000년의 기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인허가 당국에 구
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분야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대폭적인 수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관한 안전기준 등도 평가대상기간의 장기화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그 외 방사선 방호반에 관해서는 방사선방호령이 정해져 있다. 방사선방호령은 유
렵원자력공동체 (EURATOM)의 기본안전기준 등에 근거하여 2001년에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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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고, 방사선방호기준치도 엄격해 졌다.

라. 연구 체제

(1) 연구기관과 연구체제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개발은 부지 예정지로서 지하탐사도 수행해 온 Gorleben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와 일반적인 조사/연구로 나눌 수 있다. Gorleben에 관련되는 조
사/연구는 시행주체인 연방방사선방호청 (BfS)과 BfS와의 계약에 의해 실질적인 시
행주체로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폐기물처분시설건설x운영회사 (DBE)를 중심으
로 수행해오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조사, 연구는 각종 기간이 각각의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중심적인 기관으로는 지질관계연구소인 연방지구과학/천연자원연구소(BGR), 그
외 유리히, 칼스루에, 롯센드르후 등의 각 국립연구소 (FZJ, FZK, FZR), 시설/원자
로안전협회 (GRS), 대학 연구실 등을 들 수 있다.

(2) 연구 계획
Gorleben 프로젝트는 1977년 7월 당시의 시행주체인 연방물리/기술연구소(PTB)
에 의해, Gorleben 최종처분장 개발/조사계획이 시작 되었지만 그 개요는 PTB와의
계약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독일핵연료재처리회사(DWK)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기초연구는 연방경제.노동부 (BMWA)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준
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생각하던 암염 외에 결정질암 및
퇴적암 그리고 암종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도 하고 있다.

(3) 지하 연구소
1965년에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암염광산이었던 앗세 광산을 방사선환경협회 (GSF)가 취득했다. 앗세 광산에서는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중x저준위방사성폐기물 시험처분을 하였고 그 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암염층 처분 등에 관한 지하연구소로서 조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림 2-81). 현재는 연구소로서의 앗세 광산 기능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1990년에
시작된 대규모 모의 가열시험은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1999년 가열기를 정지시키
고 2003년에는 종료했다. 앗세 광산은 2013년에는 최종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또
한 Gorleben 지하탐사갱도 실질적으로 지하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동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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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독일의 중저준위처분장이자 지하연구시설인 앗세 광산

2. 지층처분의 제도
가.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1) 시행체제의 기본구조
그림 2-82는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계가 있는 시행체제를 도식화
한 것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원자력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
안전성(BMU)이 관할관청이며 그 산하에 설치된 연방방사선방호청(BfS)이 처분장
건설, 운영의 시행 주체이다. 각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적인 조사, 연구
등은 연방경제노동부(BMWA) 및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제국가이며 주의 위상은 일본의 현과는 다르다.

그림 2-82.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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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관한 사항은 본래 연방에 속하는 사항이나 「연방위임행정 」이라는 독
일의 특징적인 제도에 따라, 주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주는 연방감독 관청
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에 대해서도 인허가 당
국은 주의 관할 관청이다. Gorleben 부지의 경우에 Niedersachsen주의 환경부가 인
허가를 수행한다.

(2) 시행 주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치는 연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원자력법에 규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BMU 산하에 설치된 연방방사선방호청(BfS)이 처분장 건
설, 운영의 시행주체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연방정부는 원래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가 처분사업의 시행을 책임자였으나 1989년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수송 등
에 관한 모든 활동을 BfS로 이관하게 되었다. 게다가 BfS는 독일폐기물처분시설건
설/운영회사 (DBE사)라는 민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 등은 DBE사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BE사는 원래 PTB가 시행주체였던 1979년에 연방
정부의 출자도 포함해 설립한 회사이다. 현재는 정부 계통에서 DBE에 출자한 것은
없고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는 전력회사가 주주로 되어 있는 원자력서비스회사
(GNS)가 DBE사에 75%를 출자하고 최대 주주로 되어 있다.

(3) 처분의 기본방침과 시행계획
1970년대에는 재처리시설과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단일부지에 입지
하는 후행주기(백엔드)센터 구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1979년에는 그것의 수정을 포
함해서 「연방과 주 수상의 후행주기 결의」가 이루어 졌다. 이 연방과 주 사이의
합의는 법률은 아니나 독일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방침이 되었다.
동 결의에서는 Gorleben 암염돔에서 처분장으로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추진
하고, 최종 처분장으로 적절하다고 밝혀졌을 경우는 Niedersachsen주가 허가를 내
줄 의향인 것도 기술하고, 1990년대 말에는 연방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그 후 여러 가지 경위로 프로젝트의 진전을 지연됐지만 BfS와 DBE사를 중심으
로 탐사 활동 등을 계속하고, 1998년,

BfS 연보에 의하면 2008년경 처분장 운영

예정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총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원자력 관련
정책을 대폭적으로 재검토했다.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내건 연립정권에 의해
Gorleben 프로젝트도 의문시되어 최종적으로는 2000년 10월 이후는 새로운 지하탐
사활동 등은 3~10년간 동결하게 되었다. 1999년에 부지선정절차위원회 (AkEn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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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위원회가 BMU 산하에 설치되고, 부지선정의 요건과 절차의 본질 등에 대
한 최종보고서를 2002년 말에 정리했다.
한편 2000년 8월에는 BMU가 국가처분계획프로젝트그룹도 설치하여 방사성폐기
물 처분계획의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BMU는 그 검토를 근거로 국가처분계획을 중
점으로 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 하였다.

나. 처분 비용

(1) 처분비용의 부담자
원자력 관련 기본 법률인 원자력법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는,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부담자는 폐기물발생자로 정해져 있
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뿐만 아니라 수송‧저장 등도 포함하고, 방사성폐
기물 관리 전반에 대해 폐기물발생장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2) 처분비용의 대상 및 견적액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에는 처분장의 실제 건설비용 외에 조사‧연구에 관
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처분장 설치비용은 1997년 말 시점에서는 약 23억 63백
만 유로 (약 3조 1,430억 원) 으로 예측 되었다. 이 예측 금액은 2008년에 계획 확
정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에 처분을 시작한다는 스케줄 아래에서의 프로젝트 비용
이다.

(3)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적기금제도는 없다. 따라서 비용자부담자인 전력회
사 등이 각각의 책임으로 장래 발생한다고 전망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충당
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충당금의 적립금액은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전력회사
등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조사활동 등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출하지만 「선불금령」이라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폐기물발생자가 정한 비율에 근거해 연방정부에 「선불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Gorleben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1998년말 까지 약11억 유로(약 1조5,000억 원)가
지출되었다. 전력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충당금의 합계액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
로안전부 (BMU)가 2002년에 공표한 보고서는 총액으로 액 350억 유로(약 47조 억)
이라고 한다 (그림 2-83). 그 중에 약 55%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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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과거에 이 충당금은 모두 비과세로 취급되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분에
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림 2-83. 독일의 핵폐기물 처분 견적과 확보 상황

다. 처분장의 부지선정과 절차

(1) 처분장 부지선정 상황과 기본구조
1970년대에 구서독은 후행핵연료주기의 모든 시설을 단일부지에 집중 관리하는
후행핵연료주기센터로 구상이 있었다. 부지선정 작업은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암염돔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암염돔이 많아 분포하
는 Niedersachsen주 정부가 임명한 프로젝트팀이 총 140개의 암염돔에서 4 단계의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안전, 환경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고려 등으로부터 4개
후보지로 좁혀, 최종적으로는 구 동서독 국경 근처의 Gorleben을 후행핵연료주기센
터용 후보부지로 선정하고, 19777년 2월에 연방정부에 제안하였다.
연방정부는 1977년 7월에 이 제안을 수용하여 당시의 시행주체인 연방물리기술연
구소 (PTB)는Gorleben에서 처분장건설 계획확정 절차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후행핵주기센터 구상에 대한 반대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979년 9월에 연방과 각 주 수상과의 후행핵주기 결의가 이루어져, Gorleben에서
처분장 건설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조사는 1979년 이후 지표
조사가 선행되고, 1983년에는 PTB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간보고의 내용을

- 171 -

연방정부가 승인하고, 그 결과 Gorleben에서 다시 지하탐사갱의 건설을 수반하는
조사가 1986년부터 시작되고 2개의 수직갱(933m와 843m) 외에, 이미 처분심도에서
수평갱도 건설을 포함한 탐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탐사활동 자체는 연방
광산법상의 인허가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원자력법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2) 부지선정의 본질을 재검토
1998년에 수립된 연립정권은 Gorleben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해 1999년에는 연
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 (BMU)산하에 부지선정철자위원회(AkEnd)를 설치하
고 부지선정철차의 분해요건 및 암염 이외의 지층을 포함한 부지요건 등에 대해 재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AkEnd의 최종보고서는 2002년 12월에 공표되었다. 이것을
접수하고 BMU는 2003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공개 장소에서 논의를 시행한 후
에 부지선정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을 제시했
다. 그 후 BMU는 2005년 6월에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령 초안을 공표했다. 다만
이것은 예정된 공개토론을 거친 것이 아니고 의회의 회기에도 관련이 되어 의회에
는 제출되지 않아 새로운 개념의 형성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3) 환경 적합성 심사
원자력법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임해서는 환경접합성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환경적합성심사에는 환경접합성심사법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스코핑 프로세스로서 허가신청자가
처분사업의 전반적인 목적을 통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예정범위를 인허가 당
국과 함께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결정되어 있다. 또한 관계 자료의 공표, 이의제기,
공청회의 개최 등도 규정되어 공중의견의 반영도 도모할 수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의 중요한 원자력시설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계
획 확정절차라는 절차가 취해지게 되지만, 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확정절차중의
한 요소로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계획 확정 절차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는 계획 확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 2-84). 계획 확
정 절차란 다양한 분야,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개개의 규제법마
다 인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계획 확정 성명에 의해서 모든 기준에
근거한 사업승인을 해주는 인허가 구조이다. 큰 프로젝트에서는 필요로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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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수는 방대한 것이지만, 계획 확정 절차에서는 인허가가 분할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계획 확정 절차의 집중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계획 확정 절차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로 되어 있다. 계획 확정 소관당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경우에는

주의

환경부이고,

Gorleben의

경우에는

Niedersachsen의 환경부이다.

그림 2-84.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계획 확정 절차

3. 지층처분의 이해촉진
가.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1)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제도
지금까지 독일에서 수행해 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절차는 법령 등
으로 추진방식이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도에 근거해 수행해 온 정보제공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표명 등은 없었다. 독일제도 중에는
최종적으로 처분장 인허가를 위해서는 환경적합성심사를 포함하는 계획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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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이 환경적합성심사에는 처분사업의 개요를 기술한 개요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공
고, 열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은 2개월 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제기가
된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린다. 부지선정절차 등의 검토를 시행해 온 부지선정절차
위원회 (AkEnd)은 최종보고서에서 각 단계마다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AkEnd의 검토활동 자체도 사회와의 접점을 중시해서 수행하고
AkEnd의 최종보고서에 따른 형태로 제도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과의 접점을 중시
한 절차의 도입이 예상된다.

(2)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
전술한 것처럼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표명 등을 정한 제도는 없지만, 처분사
업의 시행주체는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해당 지자체도 동의하는 형태
로 처장의 조사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Gorleben의 조사를 시작한 당시의 시행주체
인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에 의한 정보활동은 1979년에 Niedersachsen와의 사
이에 체결한 합의 및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부지 인근에는 방사성폐기물관
리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화합과 전시회, 주가 설립한 Gorleben 위
원회에 참가해서 정보를 교환했다. 이 위원회는 해당 및 주변 지자체 등의 위원으
로 조직되어 있고 해당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PTB외의 신뢰 관계구축에 큰 역할
을 완수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처는 BfS로 시행주체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행되고 Gorleben 위원회, Gorleben 포럼 등의 다양한 지역정보 써클과 실제로 해
당 작업의 중심이 되는 독일폐기물처분시설건설/운영회사 (DBE사)와의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도모되었다.

나. 정보 제공 활동

(1) 홍보(정보제공) 활동
시행주체인 연방방사선방호청(BfS)에서는 주로 보도 홍보부가 독일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계획 관계의 홍보활동을 담담하고 있다.
BfS가 수행 해 온 주요 홍보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자회견, 팜플렛, 포스터 등으로 작업현상과 향후 계획의 설명
○ 전화, 서면 등으로 문의에 회답
○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계획에 대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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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팜플렛으로는 Gorleben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지가 1992년부터 발행되고, 조사활
동의 상황과 계획을 보고해 왔으나 1998년 후반에 발행을 중단했다.
BfS는 그 외에도 부지 근교인 가르트우에 정보센터를 개설하였었으나 2003년부
터는 Gorlebenl로 옮겼다. 한편으로 독일폐기물처분시설건설‧운전회사(DBE사)의 정
보제공 활동은 견학투어와 해당에서 사람들의 수용, 대응이 있다.
부지견학 투어에서는 실제로 지하탐사갱의 견학이 가능하고 대표적인 것은 1.5시
간 코스로 가이드가 포함된 부지 투어에 강연과 질의응답 등이 조합되어 있다.
DBE사는 독일어와 영어의 웹 사이트 (www.dbe.de)를 개설하고 있지만, 웹 사이트
에서는 Gorleben 지하연구시설에 들어가는 유사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투어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2-85).

그림 2-85. DBE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Gorlben 지하연구시설의 가상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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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의 진흥책

(1) 주와 협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 등에 관해서 제도화된 지역진흥책은 없다. 다만 사실
상 유일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으로 진행한 Gorleben 프로젝트에서는 관계
지자체의 지역진흥을 위해서 연방과 주의 사이에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
급했다.
첫째 협정은 1979년 2월에 체결하고 1979년부터 10년간에 걸쳐 합계 3억2천만 마
르크 (1979년 기준, 약 4,400억)의 보조금을 Gorleben 및 주변 지자체와 지자체가
소재하는 룽효우‧탄넨베르크 County의 재정부담을 보상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불했다.
둘째 협정은 1990년 3월에 체결하고 1990년부터 6년간 총액 9천만 마르크(1990년
기준, 약 800억 원)을 지불을 결정했다. 둘째 협정에 의한 보조금 지불은 3년경과
후부터 주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 후에도 해당 룽효우‧
탄넨베르크 County에서 보조금 요청 등이 있었으나 주 정부는 그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를
통해서 지불받은 해당 군 및 지자체는 용도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군에 지급된 보
조금은 방재관련 지출 외에, 관광 진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명소‧고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도로, 공회당과 건강센터 등 공공시설 건설을 주요 용
도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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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캐나다
1. 폐기물관리 일정
Nuclear

Fuel

Waste

Act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일단

법령이

발효되면

WMO(Waste Management Organisation)는 3년 내에 SNF의 장기운영에 관한 계획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일정 등 각 제안 사항들에 관한 수행계획들이
포함된다. 연방정부에 의해 한 가지 방식이 선정되면, WMO는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으로부터 면허취득을 목적으로, 세부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야 한다.

2. 부지확보(siting) 절차
NFW Act 아래에서, WMO은 경제 분야와 관련한 장기운영에 관한개념을 제시해
야한다. 연방정부가 결정한 후에, NSC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에 의거하
여, WMO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특정 부지에 대한 면밀한 프로젝트
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한다. NSC Act와 NFW Act를 따라 공적인
협의회 구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더불어, license application과 NSC Act에 의해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가 유도되었다. 세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에는 Manitoba의 Pinawa에 지하연구시설 (URL)이 한 곳 있다. URL에는
상업적이나 연구목적으로 발생된 핵폐기물의 장기관리 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규
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인 심지층 처분을 모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3. 부지선정기준 개발
방사선 및 환경적인 안정성 기준은 대체로 NSC Act및 관련 규제문서를 따른다.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대부분 NFW Act와 연관이 있다.
후세대, 건강, 안전성, 환경, 방사선 안전의 내용이 담긴 NSC Act에 의거하여 근
본적인 기준은 이미 개발 되었다. 기준은 "Regulatory Objectives,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Long Term Aspects"의 제
목으로 Regulatory Policy Statement R-104가 1987년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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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다. NFW Act에 의거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완화대책
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4. 추진 단계별 의사결정 방법
WMO는 연방정부에 SNF의 장기 운영관한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있다. 접수 후,
캐나다 정부는 장기 운영 개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에 따라, WMO는 NSC Act에 따라 처분장 건설에 관한 면허를 얻기 위해 세
부 문건을 준비한다.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이 면허를 허가하기 전
에,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CEA) Act에 따라 환경 분야의 검토가 이
루어져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NFW Act와 NSC Act에 따라 공적인 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
방정부와 협의해야한다는 명확한 사항이 있고, 그 후에 CEA Act에 따라 공적인 협
의회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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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IAEA 부지선정 지침
1. 부지 선정의 목적
부지 선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설정한 기간 동안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방사
성 핵종들이 충분히 고립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적합한 부지를 선택
하는 것이다. 부지는 방사선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연 방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부지 선정의 단계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큰 지역에서 특정 부지로 관심 영역을 좁히고 이들 부지들
을 특성화한 후 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핵관련 시
설들이 있는 부지도 처분장 부지로의 고려가 가능한데 이는 폐기물 수송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잠재적인 이득 때문이다. 또한 지역이나 부지
소유자가 지원한 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여러 방법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택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장 부지로 가장 좋은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안전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각
단계에 필요한 자료의 양과 정확성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i. 개념 설정 및 계획 단계
ii. 지역 조사 단계
iii. 부지 특성화 단계
iv. 부지 확정 단계

먼저 개념 설정 및 계획 단계에서는 부지선정에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고, 잠재적
인 모암의 종류 및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며 조사 목적과 프로그램이 정의되어야 한
다. 지역 조사 단계에서는 가능 부지를 확인하기 위한 넓은 지역의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부지 특성화 단계에서 선호 부지들이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부지 확정
단계에서는 선호 부지들을 지하환경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고려하여 용인
여부를 결정한다. 각 단계에서는 환경적, 생태적, 사회적, 법적 요소들이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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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각 단계의 결정에 관여한다.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가. 개념 설정 및 계획 단계

이 단계의 목적은 부지 선정 과정을 위한 전체 계획을 개발하고, 사용가능한 자
료를 이용하여 부지로 가능한 암반과 지질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지 선정 계획
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i. 수행할 일의 확인과 묘사
ii. 각 일에 대한 순서도
iii. 부지 특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iv.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적용을 위한 개략적인 순서도
v. 포괄적인 일정
vi. 비용 예측
vii. 장기 안전에 관한 최적화

또한 장기 안전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회경제적/정치적/환경적 영향 등 처분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려 요소들의 목록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나. 지역 조사 단계

지역 조사의 목적은 적합한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점차
적인 선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 조사 단계는 크게 잠재적인 적합 부
지를 가진 지역을 찾기 위한 지역 분석 과정 (광역 지도 제작 과정), 더 깊은 조사
를 위해 잠재적 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선별 과정 등의 2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광역 지도 제작 과정은 먼저 전체 국토, 자연/정치적 경계에 의해 정의된 지역,
주요 핵폐기물 생산소 인근 지역 등 관심 영역을 정의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과정
에 사용되는 정보는 주로 과거 조사 과정에서 얻은 지질학적인 자료, 역사 지진 자
료 등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며, 이 과정에서 선호되는 지질학적, 수리지질학적, 지
리학적 특성을 갖는 지역을 가진 광역 지역을 선택한다. 잠재적 부지 선별 과정은
이전 과정에서 선택된 지역에서 잠재적 부지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요 지하수
자원, 국립공원, 역사적 기념물 등 많은 법과 규제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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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 특성화 단계

부지 특성화 단계는 제안된 잠재적 부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조사하는 단계이다. 이 때 사용하는 정보는 그 부지의 실제 지질학적, 수리지질
학적, 환경적 조건을 알려주는 정보들로 지표 조사, 실내 실험 등이 동반된 지하 지
질 조사 등을 통해 얻어지며 수송 수단, 인구, 사회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된다. 또
한 부지의 잠재적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 부지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 안전성 평가
도 수행된다. 이 단계를 통해 선호 부지가 결정된다.

라. 부지 확정 단계

부지 확정 단계는 선호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상세한 부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처분장의 상세 설계를 위해 상세한 부지 특성 분석과 안전성 분석, 환경
영향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부지 특성 자료에 기반한 핵종 이
동 모의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 단계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이용하여 상세 공학적
설계, 비용 평가 등이 실시된다.

3. 부지 선정 지침과 필요 자료
가. 지질

처분장의 지질학적 요소는 관심 기간 동안 처분장에서 인간 환경까지 핵종이 이
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포함한 부지의 총체적인 지
질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처분장 부지로 선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암
의 깊이와 크기는 처분장을 건설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핵종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단층 등의 지질학적 불연속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암이 쉽게 특
성화될 수 있고 그 특성이 쉽게 예측가능한 균질하여야 하고, 처분장의 안전한 건
설, 운영, 폐쇄와 장기적으로 안정한 역학적 특성을 갖는 암반이어야 한다. 열이 발
생하는 폐기물을 위해 모암의 열적, 열역학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처분시설에
의한 가스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지질학적 방벽의 가스 이동 특성도 분석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암반의 광역적/지역적 구조/층서에 관한 자료와
화학적, 물리적, 역학적, 열적 특성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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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환경 변화

모암은 미래의 기후변화, 지구조운동, 지진, 화산, 돔 형성 현상 등 지구동역학적
인 현상에 영향을 거의 받지 말아야 한다. 간빙기/빙하기 순환 등으로 표현되는 기
후의 변화는 해수면 변화, 침식/퇴적 작용의 변화, 지표/지하 수리 균형의 변화 등
을 초래한다. 또한 지진, 지반 침하와 융기, 화산, 돔 형성 현상 등은 지각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모암의 특성, 부지 주변의 지하수 유동량
이나 유동경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지 선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반영한 예비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영
향이 수용할 수 없는 핵종 방출을 유도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를 선정한다. 이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지역적 기후 역사 자료와 예상되는 기후 변화 자료, 지구조
운동 역사와 지진 역사 자료, 제4기와 제3기에 발생한 융기/침강/습곡/단층 등 활성
지구조 활동에 관한 증거, 단층의 위치/길이/깊이/최근 이동 시기 등에 관한 자료,
광역 압력 분포 자료, 지열 구배 및 온천에 관한 자료, 돔 형성 현상의 증거, 제4기
와 제3기에 발생한 화산 활동의 증거 등이 필요하다.

다. 수리지질

처분장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은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 흐름을 제한하고 필요
한 시간동안 폐기물이 안전하게 고립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핵종은 지하수를
따라 방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수 이동 방향과 유동량 등 지하수 이동 특
성은 부지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입력 자료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특성이나 처분 옵션과는 별개로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조건이 처분장으로, 그리고
처분장으로부터의 지하수 흐름을 제한한다면 핵종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단열대, 고투수층 등은 핵종의 잠재적인 이동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이동
로는 모암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의 희석 능력도 매우 중
요하다. 이에 처분장으로부터 인간 환경까지 길고 느린 지하수 유동로를 가진 부지
가 선호된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수층/난투수층의
특성, 지역 내 중요한 수리지질학적 단위의 특성, 함양지역/배출지역 및 함양량/배
출량, 모암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모든 투수층의 지하수 유동량 및 방향, 모암과 지
하수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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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화학

처분시설 및 주변 환경의 지질학적 및 수리지질학적 환경의 물리화학적/지구화학
적 특성은 방사성 핵종의 거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모암 및 핵종 거동을 최대한 지
연시킬 수 있는 지질학적인 주변 여건은 장주기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매우 중요
하다. 암석의 틈과 공극으로 유동하는 지하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암석 표면에 존
재하는 광물은 핵종 거동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 핵종의 거동을 조절하는
지체 또는 지연 작용은 이온교환, 흡착, 침전, 확산, 화학적 반응 등의 과정을 포함
한다.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 콜로이드 이동 기작도 중요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방사
성 폐기물 처분 환경에서 핵종 거동의 잠재성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모암
의 지화학적 및 수리화학적인 조건과 모암 주변의 지질학적 및 수리학적 요건들 그
리고 그들의 유속 시스템을 포함하며, 지질학적 단층의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구성
과 그들의 지화학적인 특징, 지하수의 화학성분 등의 자료로 부지의 지구화학적 특
성을 평가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환경과 처분 폐기물의 종류, 캐니스터, 뒷
채움제 사이의 물리화학적 및 화학적 범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로부
터 유출된 방사성핵종과 캐니스터의 붕괴로 인한 암석-물-캐니스터 사이의 반응에
따른 핵종거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i. 단열충진광물을 포함한 암석의 화학적 및 암석학적 특징
ii. 주요 핵종의 이온 종에 대한 암석 및 광물의 흡착능.
iii. pH 및 Eh를 포함하는 지하수의 방사능 핵종의 성분 및 화학적인 특징
iv. 암석 및 지하수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방사성 붕괴열 및 방사능의 효과
v. 유기물, 콜로이드 및 미생물의 영향
vi. 단열을 포함한 암석의 공극 및 암석 표면의 광물학적 특징
vii. 암석에서의 효과적인 확산 비
viii.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

마. 인간활동으로 인한 사건

부지 선정 시 부지 내 인간들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활동도 반드시 고려해야한
다. 이러한 활동들은 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격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수용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처분장 부지로서 모암을 평가
할 때 모암에 가스나 원유가 존재할 가능성, 유용 광물이나 지열 에너지의 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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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조사하여 인간 침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모암과 주변암에
있는 기존 시추공과 굴착동굴을 파악하고 이를 메우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시추공
및 동굴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처분한 후 핵종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지표수 저수 등에서 비롯되어 처분 시설에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표 특
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잠재적 부지는 홍수 영향이 낮은 곳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처분부지 주변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수행한 광산 및 시추공 굴착 자료, 부지 주변지역의 광물자원에
대한 정보,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될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에 관한 평가, 현재 존
재하거나 계획된 지표수체의 위치 등이다.

바. 건설 및 공학적 조건

부지의 지표와 지하 특성은 지표 시설과 지하 활동, 적합한 채굴 규정에 따른 굴
착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모든 채굴 및 굴착 활동은 국가 채굴 규
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굴착과 폐기물 저장은 서로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굴착 활동은 처분장에서 인간 환경까지 이동 경로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암반에 변
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굴착 등으로 인한 암반 손상 정도도 평가
되어야 한다. 처분장 시설은 지하 깊이 위치하여 지표 및 지표 부근의 활동이 최소
화되어야 한다. 또한 착공, 발파, 액체 폐기물의 저수 등 처분 시설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산사태, 홍수 등 지표와 지하 시
설의 설계와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암과 상부층에 대한 상세 지질/수리지질 자료, 부지 및 주변지
역의 지표 모양, 홍수 역사, 산사태 지역 및 발생 가능성, 채굴 작업동안 발생가능
한 부작용, 역사 지진 자료 등이 필요하다.

사. 폐기물 수송

부지는 폐기물 수송으로 인해 사회나 환경에 노출되는 방사선이 수용가능한 정도
로 발생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처분장으로의 방사성 폐기물 수송으로 인해 사
회와 주변 환경은 방사선에 노출될 것이고, 이 영향은 수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커
질 것이다. 이에 처분장 부지로는 수송 거리가 짧을수록, 추가 건설이 적을수록, 접
근 경로가 어렵지 않을수록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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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 보호

부지는 주변 환경이 충분히 보호되고 그 부작용이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방사성 영향과는 별개로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채굴, 굴착 및 다른 산업적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공
공 가치에 대한 영향, 공공 용수 공급에의 부정적 영향, 식생 및 동물에의 영향 등
이 있다. 이렇게 환경에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국립공원
및 야생보호지역, 유적지의 위치, 지표수/지하수 자원에 관한 자료, 육상 및 수생 식
물 및 야생에 관한 자료이다.

자. 토지 이용

향후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과 소유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권
은 경제와 사회적 수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가 정부나 시행기관에
속해있다면 부지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간단해질 수 있으며 토지 사용과 관
련된 여러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자원과
이용법, 관할권, 토지이용계획 등이 필요하다.

차. 사회적 영향

부지는 처분장 시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수용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
다. 처분장 건설 시 경제적/산업적 활동에 의한 이득이 발생할 인프라와 사회적 특
성을 갖는 지역은 부지로 선호되며, 폐기물 용기를 받고 다루는 등 큰 산업 활동이
필요한 지상 시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부지
는 처분장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노동력 및 필요한 인프라, 관련 서비스와
관계된 프로젝트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인구 구성, 밀도, 분포, 경향에 관한 자료와 고용 분포, 경제 활동 경
향, 공공 서비스, 인프라, 주택 공급 및 수요 등에 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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