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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목표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중 단기간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안

인 사용후핵연료 중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원전 부지내 부지외 시설 입

지를 고려한 부지내 저장 옵션으로 부지내임시저장과 부지내독립저장, 그리고 부지

외중간저장 세 가지를 상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저장 기술을 크게 

건식과 습식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기술적 특징들을 상술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사용후핵연료 단기 관리 대안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은 중간저장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의 위치에 따

라 원전 부지내와 부지외로 구분하고 기존 원전 인허가 과정에 편승 여부에 따라 

인허가 상 별도의 복잡한 조치가 필요없는 관계 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부지내임시

저장 시설과 원자력법 제 2조에 기술된 이용시설로서 새로운 인허가가 필요한 부지

내독립저장 시설과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 구분한 후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술적 특성에 따라 크게 통념적으로 습식 중간저장과 건식 중간저장으로 

구분한 후 이미 40여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습식 중간저장과 20여년 이상 경

험과 최근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식 중간저장에 대해 

상술하고, 상세한 대안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용화된 모든 중간저장 

시설의 기술성과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어느 기술 방식을 도입해도 무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해외의 중간저장 시설 현황

도 정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활용 방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부지 면적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환

경에서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간저장 기술 대안 중 어떤 것

을 선정하더라도 안전성, 경제성, 기술성, 부지 면적 등에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충분히 성숙한 기술임을 입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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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중간 저장 방식

   중간 저장이란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수

하여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후 영구처분 또는 직접 영구처분 등 최종 관리가 이루

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재처리 후 영구처분과 직접 영구처분이라

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관리방안의 중간 단계로, 발전소 부지내 독립된 저장시설이

나 부지외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용후

핵연료를 50년 이상 중간 저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핵연료 주기 상에서 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의 의미는 그림 1.1.a와 그림 

1.1.b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는 기본적

으로 그림 1.1.a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직접 처분하는 비 

순환주기와 그림 1.1.b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간주하여 재활용하는 순환

주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 순환주기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이라 하면 원자력발전소 

내 부지내임시저장조의 용량 초과, 폐로 후 발전소 부지의 원상회복 등과 같은 여

러 가지 이유로 부지내임시저장조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가 영구 처분할 때까지 

부지내저장시설이나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에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순환주기에서는 발전소 부지내임시저장조로부터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원

자로 내에서 연소되고 남은 우라늄과 새로이 생성된 플루토늄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영구처분 전에 재처리라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부지내저장 시설로부터 인출

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이나 방사선 준위는 재처리라는 화학 공정을 할 만한 수

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지내저장저장 시설로부터 인출되어 재처리 

할 때까지 임시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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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a. 비 순환주기

                 

그림 1.1.b. 순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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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간 저장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는 그 속에 포함된 플루토늄, 장수명 핵분열생성물 및 장수명 초우

늄계열 원소들 때문에 원자로에서 꺼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방사선

과 열을 내게 된다. 이와 같은 사용후핵연료에는 방사성폐기물이기는 하지만 쓰고 

남은 우라늄이나 새로이 생성된 플루토늄 같은 유용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

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물질을 추출해서 다시 연료로 제작하여 원자로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영구처분 

할 것인가 아니면 재처리하여 다시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관리하게 된다. 

   안전성 면에서 중간 저장의 필요성은 수송이나 재처리 혹은 영구처분 하기에 앞

서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높은 붕괴열과 방사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경

제적 측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아직 연소되지 않은 우라늄과 새로이 생성된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후 영구처분 또는 직접 영구처분 등 사용후핵연

료 최종 관리 옵션 선택 시까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채택

한 국가의 경우에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은 재처리의 기술적ㆍ경제적ㆍ정치적 요

인의 변화에 따른 그 규모나 속도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한편 

직접 영구처분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게는 최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주게 된다. 즉 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처분장 건설 지연 등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하고 현재와 앞으로 발전소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파악하여 부지내저장 시

설의 용량 초과분을 예측해야한다.

   다음으로, 현재 세계 각국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지 내․외 중간 저장시설 현

황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미래 전망 및 지금까지의 중간 저장 경험

을 분석하고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중간저장 방안을 도

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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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기술

   본 장에서는 현재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또 비교적 

많은 건설 및 운영 경험을 통해 그 기술성이나 경제성이 입증되어 있는 몇 가지 대

표적인 중간저장 방식을 선정하여 그들의 기술에 대한 설명과 그 기술을 평가함으

로써 장차 국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방안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하게 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기술은 습식 저장기술과 건식 저장기술로 구분되며, '80

년대 중반까지는 실증경험이 풍부한 습식 저장이 주로 채택되었으나, '90년대에 들

어서면서 용량 확장과 장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건식 저장방식을 채택하기 시작

하여 독일, 헝가리, 체코, 미국, 영국 등 현재 많은 나라에서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1 절 습식 저장

   습식 저장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넣어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때 물은 

냉각재 역할뿐만 아니라 주요 방사선 차폐체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90 %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부지내 또는 부지외 습식 저장조에 

습식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사용후핵연료는 40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이 저장수조 내에 저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습식 저장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콘크리트 재질의 저장조 내 

저장대에 저장되며, 저장조 내부는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에폭시 도장으로 라

이닝되어 있다. 최근 설계에서는 콘크리트와 라이닝 사이에 틈새를 두어 냉각수 누

수를 감시하고 누수 시 냉각수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설계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습식 저장방식은 풍부한 운영경험에 의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나 부지 

외 집중저장의 개념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운영 관리

되고 있고 독립된 중앙 집중식 습식 저장시설은 스웨덴,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에

서만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저장과 관련한 안전성 측면의 주요 현안은 

1) 냉각재 및 방사성 차폐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장수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2) 저장조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에 따른 핵임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저장 공간의 확보와 중성자 흡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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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 저장방식은 효과적인 차폐성능 및 냉각성능을 가진 물을 이용하므로 뛰어

난 차폐능력 및 냉각능력을 가지며, 중간 저장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검사

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지내

저장 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충분히 입증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저장기간 중에 물을 계속 순환시켜 냉각 및 정화를 해야 하므

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습식 저장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교적 많은 양의 방사성 폐

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1. 습식 저장시설 구성 설비

   습식 저장시설의 구성 설비로는 수납 및 저장시설 그리고 몇 개의 보조시설로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공정 취급 순서는 그림 2.1과 같으며, 주요 구성 설비에 대

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수납시설 

수납시설은 운반 장비로 부터 수송용기를 하역하여, 수송용기의 제염 및 냉각작업

을 마친 후,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을 인출하여 저장용기에 인입을 마친 다음 저장시

설로 이송하게 된다. 수납시설이라 하면 이와 같이 저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수행

되는 곳을 의미한다. 

나.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지역은 이송통로와 저장수조로 구성되며, 저장지역의 모든 수조

는 액체상태의 방사성 폐기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에폭

시 도장으로 라이닝 되어 있다. 저장수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 배수계통이 

설치되는데, 이 배수계통은 주변의 수계로부터 분리된다. 여기서 지하 배수계통으로

부터 모아진 물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액체 폐기물 처리계통으로 

보내진다.

다. 보조시설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수송용기 유지보수시설 

    - 보안시설

    - 계측 제어시설 

    - 환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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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방호시설 

그림 2.1. 습식 저장방식의 수납 및 저장 공정 취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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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 저장 장단점

가. 장점 

        - 습식 저장방식은 효과적인 차폐성능 및 냉각성능을 가진 물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물의 뛰어난 냉각능력으로 인하여 냉각기간이 짧아도 수납

이 가능하다. (건식 저장의 경우 보통 5년)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저장 시설에서 40년 이상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고 

있어 충분히 입증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운전 중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30～40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핵 붕괴열  

이 열교환기를 이용해 강제 냉각되기 때문에 저장밀도가 건식 저장에서

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적은 부지 면적이 소요된다.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 핵물질의 보장조

치가 용이 하다.

나. 단점

        - 저장기간 중에 물을 계속 순환시켜 냉각 및 정화를 해야 하므로 냉각 시

스템 가동으로 인한 시설 운영비가 증가된다.

        -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물속에 저장할 경우 생기는 부식으로 인한 다량

의 2차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된다. 

        - 용량 확장성이 불리하다.

        - 부지 선정 시 제한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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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식 저장 종류

가. 부지내 습식 저장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지내저장 시설에는 원자로에서 연소

되어 핵연료로서의 수명을 다한 사용후핵연료가 일정기간 저장된다. 이와 같이 사

용후핵연료를 부지내저장 시설에 저장하는 것은 다음 관리단계인 중간 저장, 재활

용 혹은 재처리 및 영구처분 등을 위한 작업과정에서 고 연소로 인한 높은 방사능

과 붕괴열을 허용한도까지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된 임시방안이다.

   이와 같은 부지내저장 방식은 원자로 건물 내에 있는 시설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많은 저장 경험을 갖고 있다. 즉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사용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1959년 이후 약 50년 가까운 경

험을 갖고 있고 스테인리스 피복관을 사용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

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은 통상 10년 저장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와 같이 후행 핵연료 주기와 처분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가 또는 구소련 체

제에서 독립된 동구 유럽 일부 국가에서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림 2.2에서와 같이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을 확장

하고 있다. 모든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은 원자로 건물 내에 위치하며, 

저장수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수질 관리와 저장수조의 누설 여부에 대한 감시가 이

루어지고 있다. 저장수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ALARA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림 2.2. Reracking 전후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습식 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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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저장 효율 극대

화를 위해 먼저 울진 1,2호기 및 고리 3호기에 조밀 저장대를 교체 및 추가 설

치하였으며 1996년에는 고리 4호기에 406다발 용량의 조밀 저장대를 추가로 설

치하였고, 1997년에는 영광 1,2호기에도 같은 용량의 조밀 저장대를 설치하였으

며, 2001년에는 고리 3호기에 기존 저장대를 조밀 저장대로 교체 설치하였다. 이

와 같은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용량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에는 국내 원전의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용량 확장 현황이 나타나 있다.

표 2.1.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용량 확장 방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시 승인된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은 중간 저장 방안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이 중간 저

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지내임시저장의 경험이 일반적인 습식 저장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언급하게 되었다.

중간 저장시설인 습식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TVO-KPR), 

벨기에(Tihaange)는 이를 이용하여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용량 부족 현상을 해

결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76년 가동 중지된 미국 Humboldt Bay 원자력발전소

에서는 최근까지 그림 2.3과 같은 SAFSTOR라는 부지 내 습식 저장시설을 운영

한바 있었으나 최근 지하 금속 용기 저장방식의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대체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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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Humboldt Bay 발전소 SAFSTOR 습식 부지내독립저장 시설

나. 부지외중간저장

   습식 저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주요 기술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 생성물

의 붕괴열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후핵연료의 밀집 저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상태인 핵 임계에 도달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플루토늄,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 그리고 장수명 초우라늄계역 원소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의 차폐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부지외중간저장의 경우 적어도 1년 이상의 냉각기

간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가 운반되어 수납되게 되어 있음으로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보다 냉각 및 차폐에 대한 구비 요건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다.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은 일반적으로 5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수

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수의 동형 수조들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수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알루미늄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저장대, 구조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라이러와 강화콘크리트, 냉각 시스템의 핵심인 열교환기, 각종 파이프와 

밸브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용기의 취급, 제염, 수송설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이 필요하다.

   방사선의 차폐와 밀폐를 위하여 강화콘크리트로 제작된 수조 내부는 3~6 mm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라이닝되어 있다. 한편 수조의 깊이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

선 차폐를 위해 8~12 m로 충분히 깊게 만들어졌고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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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대는 핵 임계를 고려하여 일정하게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

료의 붕괴열로 인한 수조 내 열은 열교환기에 의하여 제거되어 수조 내 수온을 섭

씨 50도 이하로 유지시켜 준다. 열교환기에서 나온 냉각수는 냉각조 또는 냉각탑으

로 보내져서 필요한 온도로 냉각된다.

   그밖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수조 속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부식이다. 수조 

내 사용후핵연료의 부식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hallide 이온은 피복관의 응력 부식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조의 물은 탈이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복관의 균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가 손상되었을 때는 취급 중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손상 연료를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냉각수, 환기용 공기, 배기가스 등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위 환

경에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여주기 위하여 먼저 지속적인 방사능 감시가 

필요하다.

   현재 순수한 의미에서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는 재처리 시설 미 소유국인 스웨

덴에서 운영하고 있는 CLAB과 불가리아의 Kozladuy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에는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셀라필드, 프랑스

의 라하그, 일본의 로카쇼, 러시아의 마약 등의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이 있다. 이밖에 

다른 한 경우는 처음에는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건설했다가 재처리 시설의 가동 승

인이 나지 않아 현재는 저장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모리스 및 반웰 시설이 

있다.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습식 저장조나 미국에서 건설되지는 않았

으나 개념설계까지는 완료되었던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들은 모두 지상에 위치한 저

장시설인데 반하여 스웨덴의 습식 저장조인 CLAB 저장조는 유일하게 지하에 건설

된 습식 저장시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 스웨덴의 CLAB 시설을, 재처리 시설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는 프랑스의 라하그 시설을 그리고 

재처리 시설의 가동 승인이 나지 않아 현재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만 운영중인 미

국의 모리스 시설에 대한 간단한 기술 사항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간단

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다. 습식 부지외중간저장

   재처리시설 미 보유국 중 스웨덴(추후 직접 영구처분 예정)과 불가리아(일부 위

탁 재처리 예정) 만이 습식방식의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스웨덴의 CLAB 시설

   1985년 준공된 대표적인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 이 시설은 지하 30 m 암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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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었다. 초기 3000여톤이던 저장능력은 현재 8000톤으로 확장 되었으며 여기에 

30~40년 동안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하게 된다. CLAB은 지상 및 지하 시

설로 되어 있다. 지상에는 있는 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전력계통 그리고 그 

밖의 부대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로 되어 있고 지하 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기

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초기 3000톤 규모의 저장능력을 가진 저장구역은 지하 25~30 m에 길이 120 

m, 넓이 20 m, 높이 27 m의 수조로 건설되었다. 이 지하 시설은 암반 동굴 형태의 

시설로 화강암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조 내부는 강화콘크리트로 라이닝되어 있고 

암반 표면은 록 볼트로 강화되어 있다. 저장용량을 늘이기 위하여 추가 저장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동굴에 평행하게 또 다른 동굴을 설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림 2.4로부터 CLAB 시설의 외부 전경과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수조의 모

습을 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의 수납시설에서 지하의 저장시설로 운반할 

때에는 핵연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이 엘리베이터 수직갱은 통로를 통해 각 저

장조와 연결되어 있고 이 저장시설은 지상시설과도 엘리베이터, 환기구 등을 포함

하고 있는 수직갱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나 그밖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수직갱이

외에도 저장시설의 양 끝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가 완만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동굴을 통해서도 운반할 수 있다. 이들 동굴은 저장시설을 확장하는 추가 저장시설 

건설 시에도 사용된바 있다.

그림 2.4. 스웨덴 CLAB 시설

   앞에서 설명한 주요 CLAB 시설 이외에도 일반적인 습식 저장시설의 부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드리는 수납시설, 수납시설에서 내려온 사용후핵연

료 저장용기를 수납하는 저장시설, 해수 냉각계통, 중간 냉각계통 그리고 일차 처리

계통 등 세 개의 순환계통으로 되어 있는 냉각계통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처리 계

통에서는 용기 세척 시 발생하는 부식 및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생긴 오염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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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배수, 수조 내 저장수로부터 고체 불순물의 제거 및 핵분열 생성물이 분리 

제거된다.

라.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서 습식 부지외중간저장

   스웨덴이나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습식방식 중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은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재처리 시설 보유 국가들만이 재처리 시설의 일부

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들 시설에서는 자국 내 혹은 국외에서 재처리를 위하여 수

송된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건설되었다가 재처리 시설의 건설이 취소되면서 

중간 저장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는 모리스와 반웰 습식 저장시설이 있다.

(1) 프랑스 라하그 재처리 시설의 습식  부지외중간저장 시설

   프랑스 원자력 전문회사 아레바(Areva)사의 라하그 부지는 경수로형 사용후핵연

료 저장시설로 그 용량은 14,400 MTU이다. 이는 국내ㆍ외에서 보내온 사용후핵연

료를 재처리 전까지 임시 저장하기 위한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 이 시설을 운영하

고 있는 Areva사는 현재의 저장용량 14,400 MTU를 18,000 MTU로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5로부터 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저장시설의 수조와 저장되어 있는 사용

후핵연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6에서는 라하그 저장시설의 개요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수납

시설, 저장시설 그리고 수송용기 임시 저장시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처리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대규모 저장시설은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 14 -

그림 2.5. 프랑스 라하그 재처리시설 내 습식 부지외중간저장 시설

그림 2.6. 프랑스 라하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개요도

 

(2) 미국 모리스 습식 저장시설

   모리스에 위치한 General Electric사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은 처음에는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건설되었으나 재처리 공장이 재처리 성능 미달로 인하여 상

용 운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로만 사용되어 

왔다.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수납 수조와 이와 연결된 2 개의 저장조로 구성되었

으나 후에 1 개의 저장조를 추가로 건설하였다. 수납 수조의 깊이는 14.6 m이지만 

저장조 깊이는 대부분의 발전소 저장조와 달리 8.54 m이다.

   추가로 건설한 1,100 MTHM 용량의 저장조는 기존 저장조에 연결되어 초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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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되었다. 저장조의 정화계통 및 냉각계통은 확장 전에 

사용했던 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확장 후의 용량에 맞추어 추가로 확장 설치하였으

나 사용후핵연료와 용기 취급 설비는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수납시설에서 바스켓에 넣어 수조에 설치된 바스켓 지지대에 고

정하며, 각 바스켓은 경수로 연료의 경우 2×2 배열이고 내경 30 cm인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로 제작되었다. 이 바스켓의 내부에는 핵연료의 깊이 및 폭에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격자체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저장조 수온은 섭씨 24도 내외로 공냉 열교환기로 냉각되며, 물의 정화를 위해

서는 파우더 형태의 정화계통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가동 경험에 의하면 

방사능 방출량은 허용한도 내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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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식 저장

   건식 저장시설은 구조재나 차폐체로 콘크리트와 금속이 사용되고 사용후핵연료

로 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냉각재인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의 자연 대류에 의하여 

냉각된다. 그 밖에도 냉각재로 반응도가 낮은 질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이 1970년대 후반부터 30년 이상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

한 종류의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상용 규모로 운영 중인 건식 저

장시설의 기술은 저장 특성에 따라 볼트(vault) 방식, 콘크리트 모듈(module) 방식, 

용기(cask)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기 방식은 다시 콘크리트 용기 방식과 

저장/수송 겸용 금속 용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건식 저장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

후핵연료를 건식 저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냉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후핵

연료는 일단 수년 동안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에 저장된다. 

   건식 저장방식은 공기의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을 하게 되므로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고 운영 중 폐기물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

료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유지에 불리하며, 

운영 경험이 습식방식에 비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건식 저장 시 사용후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피복관의 수소화물 형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수소의 취화 현상과 핵연료 및 피복관의 부식, 응력 파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볼트 저장방식이 적절하며, 단위별 모듈화를 통한 관리의 유연성 확

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기 저장방식이나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선진국의 건식 저장기술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요건과 동시에 저장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저장시 건전성 유지에 대한 실증적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저장시설 

운영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저장기간 요건을 

적용하여 연소도 45 GWD/MtU, 저장 기간 20년, Zircaloy 피복관으로 한정되어 있

다. 그러나 최근의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더불어 영구 처분장 건설 지연에 따른 

장기 저장의 필요성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구가 새롭게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방식은 습식 저장방식에 비하여 저장용량의 확장성, 

운영의 용이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뛰어나며, 이미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서의 상용운전 경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핵연료의 고 연소화가 새로운 추세에 있으므로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에 대한 영향 규명, 장기 저장 시 핵연료의 산화거동에 

대한 연구 및 장기 저장 후 사용후핵연료의 회수에 미치는 영향 규명 등이 필요하

다.

   그밖에도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소도 효

과를 고려한 저장 시스템 개발 및 핵종별 임계도 평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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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저장 환경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거동 규명, 저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장기간의 원자력 발전의 결과로 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

에 대한 적절한 처리나 처분업무가 국제적으로 중요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사용후핵

연료의 건식 저장기술 분야의 선진국들은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국내ㆍ외 특허 출

원 등을 통해 건식 저장기술의 독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건식 저장기술인 NUHOMS 서비스를 제공하던 Transnuclear가 인수합병

에 의해 프랑스 Areva사로 병합되는 등 현재 자국 내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일

부 일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 서비

스의 공급은 거의 대부분 전술한 Areva사와 이 분야 미국 전문회사인 Holtec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의 설계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

인 차폐, 열, 구조, 내진, 방사선 방어 및 격납 구조물의 구조해석 기술이 상당 수준

으로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Areva사와 Holtec사의 시장 독과점 현

상은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저장 관련 기술개발과 이의 상용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 문제가 원자력 발전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기술과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

가 측면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고려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특정 부지별 부지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중간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부지와 상관없이 일반인허가(general licence)를 준

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은바 있는 저장용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식을 준용 

한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중간 저장방식을 도입하는데 따른 인허가상의 문제는 최소

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건식 저장의 장․단점

   앞에서 설명한 건식 저장의 장단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 장기 저장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 종류의 다양성과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습식 저장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크다.

       - 운영의 용이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 공기나 기체의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으로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음 

       - 2차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설계가 간단하여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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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관리자의 피폭 선량율이 낮다. 

 단점 : 

       - 사용후핵연료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

성 유지에 불리하다.

       - 운영경험이 습식방식에 비해 짧다.

       - 부지 소요 면적이 과다하다.

       - 저장 중 연료 검사 곤란하다.

2. 부지외중간저장과 부지내독립저장의 장ㆍ단점

   부지외중간저장의 장점은 물리적 방호에 유리하고 저장 및 향후 관리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가장 큰 단점은 부지 선정의 어

려움과 수송비용 및 리스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지내독립저장이란 각 

발전소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부지내독립저장을 말하며 발전소 건설 후 정상 가동 

중에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소 부지 

내에 독립적으로 건설한 습식 혹은 건식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부지내

독립저장의 장점은 별도 부지의 확보가 불필요하고, 기존의 원전시설과 부지를 사

용함으로서 수송비 등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 원

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부지내 장기 저장 시 원전 해체와의 간섭 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2에는 부지내독립저장과 부지외중간저장의 장단점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

로 부지내독립저장의 장점은 부지외중간저장의 단점이 되고 부지내독립저장의 단점

은 부지외중간저장의 장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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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지내독립저장 부지외중간저장

장점

․ 별도 부지 확보 불필요

․ 별도 통제 및 부대시설 불필요

  (수송 및 방호시설 등)

․ 수송비 등 운영비 절감

․ 물리적 방호에 유리

․ 저장 및 향후 관리에 적합한 최적

의 부지 선정 가능

․ 부지면적, 위치 제약 없음

단점

․ 기존 원전지역 주민 반발 예상

․ 부지내 장기 저장 시 원전 해체에 

따른 문제 등 검토 필요

․ 경주시(월성 본부)에 중간 저장 시

설 건설 불가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부지 선정 어려움 및 인허가 복잡

․ 통제구역 설정 및 부대시설 건설

․ 수송비용 증가 및 수송기술 및 체

계 확립

․ 리스크의 증가

표 2.2. 부지내독립저장과 부지외중간저장의 장단점 비교 

3. 건식 저장의 종류

가. 볼트 방식

   볼트 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대형 콘크리트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외부 

구조물은 방사선 차폐체로 이용되고, 건물 내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유닛에 적

합한 많은 저장 공간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는 금속 튜브가 설치되며 튜브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장입 밀봉하여 저장하는 방식

으로서, 튜브 내에는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따라 공기, 질소 또는 헬륨가

스가 채워진다.

   볼트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형 볼트 저장방식, MVDS(Modular Vault 

Dry Storage)는 지상에 세워진 대형 콘크리트 차폐 건물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기를 수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

지에서 건설/운영 중이며, MAGNOX, HTGR 및 VVER 등의 다양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이중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볼트 방식을 부지외중간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밖의 나라에서는 부지내독립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7은 미국 

Fort St Vrain 원전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MVDS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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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미국 Fort St Vrain MVDS(Modular Vault Dry Storage)

   볼트 방식 건식 저장시설은 일반적으로 수납시설이 저장시설의 중앙에 위치하며 

4개의 집합체를 저장하는 차폐 저장관이 가로 10열, 세로 5열로 총 200개의 집합체 

(4개 집합체/차폐 저장관×(10×5)열)가 하나의 볼트 모듈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볼

트 방식의 저장시설은 4개의 볼트 모듈(800개의 집합체) 단위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며 크레인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양쪽으로 최대 5개(20개의 볼트 모듈)까지 

건설하게 된다.

   그림 2.8에서는 볼트 방식의 건식 저장시설의 외부 콘크리트 건물을 볼 수 있다. 

이 시설은 Gec-Alsthom사가 헝가리 Paks 원전 부지에 제작 설치한 MDVS 개념을 

가진 대표적인 볼트 저장시설의 하나이다.

그림 2.8. 헝가리 Paks 부지 내 볼트 방식의 건식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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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설비 계통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저장계통, 연료 취급계

통, 구조 설비계통, 공정 설비 및 보조계통, 기타 특수 장비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

성된다. 이 방식은 미국, 영국, 헝가리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은 앞에서 말한 MAGNOX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등 다양한 형태

의 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데는 볼트 방

식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주요 제작사로는 미국의 Holtec, 프랑스의 

Areva, 영국의 GEC-Alsthom사가 있다. 

   만일 이러한 볼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 한수원의 예비 평가에 의하

면 저장시설의 1단계 건설용량은 5,490 MTU(64개의 볼트 모듈 용량)이며 총 경수

로형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인 26,160 MTU(312개의 볼트모듈 용량)를 저장할 수 있

는 볼트 모듈이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적합하다.

볼트 방식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몇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를 수용할 수 있는 금속 저장튜브나 저장 실린더에 저장된다. 이들 튜브나 실린더

는 열전달을 향상시키고 저장하는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

성 기체가 채워져 밀봉되는데, 이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격납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열은 부분적으로 강제 

대류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되나 대부분의 경우 자연 대류 방식에 의해 이동되어 외

부로 배출된다. 

   금속 저장 튜브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금속 저장 튜브

를 수송용기로부터 인출하여 바로 저장 위치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반면, 저장 실린

더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컨테이너에 밀봉하여 저장하게 된다. 따

라서 볼트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크레인과 같은 연료 취급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볼트 저장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시설로는 영국의 

Wylfa 저장시설, 미국의 Fort St. Vrain 저장시설, 프랑스의 CASCAD 저장시설, 네덜

란드의 HABOG 저장시설 등과 같이 주로 가스 냉각로 또는 연구로에서 발생한 사

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헝가리의 Paks 저장시설에는 러시아 원

전인 VVER-440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GEC-Alsthom사의 MVDS 개념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1개의 용

기에 4개의 집합체 연료를 장전하여 총 50개의 저장용기에 200개의 집합체를 관리

한다. 저장용기 내부에는 헬륨가스를 충전하였으며, 기준연료는 초기 농축도 3.7 %, 

평균 연소도 33,000 MWD/MTU, 최대 연소도 47,000 MWD/MTU로 설정되었다. 냉

각기간은 5 ～ 16 년으로 하여 50개의 용기에서 발생되는 총 방사성붕괴열이 150 

kW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기준 연료를 저장할 때 건물 외부의 평균 대기온도를 

30℃로 가정하면, 용기 표면온도는 85℃, 연료봉 최대온도는 약 260℃로, 동일조건

에서 용기 저장방식 또는 NUHOMS 방식에 비하여 방사성붕괴열 제거 측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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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 제거 방식은 자연 대류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저장모듈이 하나의 콘크리트 취급 건물 단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시 차폐 저장관을 모듈식으로 증설 확장할 수 있다. 볼트 방식 저

장시설은 기존의 발전소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종 처분

장으로의 수송을 위한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재포장 작업도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볼트방식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시 온도가 허용온도에 비해 높은 여유

도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기간이 짧은 사용후핵연료도 저장이 가능하

고 이런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준위를 볼트 저장방식을 통해 낮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특히, 볼트의 외부 차폐체 두께가 증가해도 저장시설의 냉각능력

이 저하되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향상과 동시에 방사선 차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다른 저장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저장방

식에 비해 저장용기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볼트 저장방식을 이용한 건식 저장을 위

해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다른 저장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독립적인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해야 되고 건물 내 각종 유틸리티 설비

가 필요하여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고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볼트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위한 볼트 모듈, 수송용기 수납건물 및 기

체 공급계통(질소 이용), 작업자 및 감시기기를 위한 보건물리 시설 등으로 구성된

다. 볼트 방식의 저장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볼트 내에 하나의 사용후핵연

료를 저장하는 차폐 저장관과 차폐 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및 철판 구조

물, 상부 구조물, 사용후핵연료를 수송용기로부터 차폐 저장관까지 이송하기 위한 

연료 취급장비 및 이송 크레인으로 구성된다.

   여기 차폐 저장관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차폐 저장관은 3부분 즉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상단 링, 몸체 및 하단 기

초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는 1.25 psig 압력의 질소가 충전되어 있다. 

   볼트 저장방식의 기타 보조시설 등은 특별한 계통(기체 공급계통 등)을 제외하고

는 습식 저장방식이나 수평 모듈 방식과 동일하며, 차폐 저장관의 저장 환경 유지, 

저장 환경의 압력 조절, 주기적인 차폐 저장관 감시 등을 위해 기체 공급계통이 별

도로 설치된다. 기체 공급계통은 고정 배관계통 및 질소계통으로 구성된다. 질소계

통은 차폐 저장관 내를 비교적 낮은 정압력으로 유지하며, 내부 압력이 설계 기준

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질소 기체는 여과기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또 질

소계통은 수납건물에 이웃하여 설치되며, 고정 배관을 통해 모든 차폐 저장관에 연

결된다. 기체 공급용 고정 배관계통은 공기나 질소계통을 차폐 저장관에 연결하며, 

각각의 차폐 저장관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치한 유동 배관에 의해 고정점에 연결

된다. 

   중간 저장시설 부지로 수송된 사용후핵연료는 수송용기 수납건물에서 수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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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전의 필요한 준비 작업을 거쳐 차폐 저장관으로 이송, 저장된다. 수납시설은 

수송용기 수납건물, 수납지역, 준비지역, 취급 크레인 및 연료 취급 장비 등으로 구

성된다.

   대표적인 부지외중간저장 방식의 하나인 볼트 저장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ㆍ단점

을 가지고 있다.

 장점 :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낮다.

       - 저장용량의 확장이 용이하다.

       - 운영중에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이 거의 없다.

       - 외부 차폐체의 두께 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냉

각 능력 및 방사선 차폐측면에서 유리하다.

       - 타 방식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크다 (일반적으로 5000톤 이상인 경우 경제

성이 유리함).

 단점 :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경험이 없다.

       -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검사가 곤란하다.

       -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밀도가 낮다.

       - 작업시간이 길며, 추가 유틸리티 설비가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모듈 방식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콘크리트 구조물 안쪽에 있는 금속 라이너 속에 직접 사

용후핵연료를 채워 넣는 일체 방식과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금속 저장용기에 삽입

후 수직 혹은 수평으로 콘크리트 실린더에 저장하는 모듈 방식이 있다. 다음에 소

개될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별도의 금속 저장용기를 콘크리트 실린더에 수납

하는 저장방식을 말하며,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일체형 저장방식을 말한다. 

   콘크리트 모듈 방식에서 모듈의 구조물로 사용되는 강화 콘크리트는 방사선 차

폐 역할을 하고 격납 역할은 일체형의 경우 금속 라이너가 하고 모듈형의 경우 별

도의 금속 저장용기가 존재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저장용기에 삽입후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수납하는 모듈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붕괴열이 콘크리트 용기와 금속 저장용기

로 형성된 환형 공간을 자연적으로 대류하는 공기에 의해 냉각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방식은 콘크리트 모듈이 구조 및 방사선 차폐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이 따로 필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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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저장용량의 확장이 용이

한 장점이 있으나 부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설계가 간단하여 금

속 용기 방식에 비해 값이 싸다는 장점은 있으나 내열성, 내충격성 및 냉각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 밖에도 운영 중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검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부지내독립저장 시설

로 건설/운영 중에 있다. 국내에서 월성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독립저장 시설

로 건설중에 있는 MACSTOR 방식의 MACSTOR/KN-400도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

의 일종이다.

   다음에 두 가지 콘크리트 모듈 방식인 수평 콘크리트 모듈과 수직 콘크리트 모

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모듈이라 하면 수평 콘크리트 

모듈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설된 대부분의 콘크리트 모듈도 여기에 속한다.

(1)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차폐 저장용기를 부지에 설

치된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수평상태로 수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저장용기는 방사

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폐역할을 하며, 운반 및 저장 기간 중에 

사용후핵연료를 지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NUHOMS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는 

금속 저장용기에 수직으로 장전되며, 이 금속 저장용기는 다시 콘크리트 저장 모듈

에 수평으로 수납된다. NUHOMS 방식에는, 24P, 24PTH, 52B, 61PT, 32PTH 등 다양

한 저장용기가 장착될 수 있고, 냉각기간은 3년 이상, 5w/o 농축도, 40.8 kW의 붕

괴열 및 60,000 MWd/MTU의 고 연소도를 고려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NUHOMS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미국, 아르메니아 및 러시아에서 

사용 중에 있다. 이 방식은 작업 공정이 다소 불편하지만 안전성 및 경제성면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종류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용기는 수송/저장 겸용으로 사

용이 가능하며, 발전소에서 저장 모듈까지 저장용기의 운반을 위하여 별도의 수송

용기를 필요로 한다. 콘크리트 모듈이 구조 및 차폐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다. 저장용기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붕괴열은 저장용기와 콘크리트 모듈 사이에

서 자연 대류 냉각으로 제거된다.

   NUHOMS 방식의 저장시설은 크게 연료를 장전할 수 있는 건식 차폐 저장용기

(DSC : Dry Shielding Canister), 저장용기를 저장하는 수평 저장 모듈(H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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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Storage Module)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콘크리트 모듈까지 저장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용기, 기타 수송 및 적재장비, 보조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은 여러 종류의 사용후핵연료에 적용이 가능

한 방식으로 작업 공정이 다소 불편하지만 안정성 및 경제성 면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2.9는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의 대표적인 예

인 NUHOMES 방식이 나타나 있다. NUHOMS의 맨 끝 부분에는 선량률 감소를 위

해 대략 61 cm 정도의 차폐체가 설치되어 있다. 또 그림 2.10은 이 방식을 이용하

고 있는 미국 Calvert Cliffs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 콘크리트 모듈 방식의 부지내독

립저장시설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2.9. NUHOMS 건식 저장시설의 배열

그림 2.10. 미국 Calvert Cliffs의 수평 콘크리트 모듈

   수평 콘크리트 모듈의 전체 설비와 이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핵

심 설비인 건식 차폐 저장용기는 그림 2.11과 같이 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는 연료 장전통과 원통쉘, 상/하부 차폐플러그 등으로 구성되며, 경수로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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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 24다발 또는 비등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52다발 저장 용량을 갖는다. 

표준화된 NUHOMS-24P의 저장용기는 5년 냉각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고, 총 방사성붕괴열은 24 kW를 기준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인허

가를 받았다. 원통쉘은 스테인리스강 구조물로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격납 역할을 

하는 압력용기이며, 내부에는 헬륨을 충전하여 사용후핵연료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

호한다. 차폐 플러그, 스페이서판 및 지지봉과 같은 내부 구조물의 일부는 탄소강으

로 제작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바스켓 가이드슬리브 등은 스테인

리스 스틸을 사용하였다.

   수평 저장모듈은 그림 2.11과 같이 단독으로 1개 단위 또는 2개 단위로 제작되

어 있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 주요 구조부는 하단에 2개의 공기 인

입구, 상단에 공기 배출구, 바닥을 제외한 3면에는 열 전달판이 부착된 벽면, 그리

고 차폐 저장용기 입/출구 문 등으로 구분되며, 수송용기로 운반해 온 저장용기를 

수평상태로 저장모듈에 수납되게 된다.

그림 2.11. 수평 저장모듈(HSM)

   각 수평 저장모듈간의 설치 간격은 공기 통로를 고려하여 약 1 m 정도 떨어뜨

려 설치하며, 열 방출과 자체 차폐효과가 최적상태가 되도록 배치한다. 모듈사이에

는 30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하여 인접 모듈에 작용하는 산란효과를 방지하며, 

마지막에 위치하는 모듈의 외벽에는 108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한다.

   모듈의 구조물은 단일품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이송용기는 트레일러에 의해 수평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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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로 이송되며, 트레일러에는 40톤 용량의 5.8m 인장 길이를 갖는 유압식 램 및 

정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건식 차폐 저장용기가 수송 차량에 의해 건식 저장시설

로 운반된 다음에는 수송용기의 뚜껑에 부착된 볼트를 분리해 뚜껑을 제거한다. 뚜

껑이 제거된 수송용기는 크레인 등의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수송용기에서 저장용기

를 인출한 후 트레일러에 설치된 load arm을 사용하여 수평상태로 저장모듈에 저

장된다. 

   저장용기 내에 적재된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붕괴열이 자연 대류에 

의하여 방출되도록 공기 순환계통을 설계하였고, 공기가 적절히 순환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공기 입ㆍ출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의 전형적인 예는 내부가 금속 라이너로 피복된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된 캐나다의 콘크리트 저장용기 및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채운 저

장 바스켓을 아연 도금 탄소강 저장 실린더에 수직으로 저장하는 방식인 MACSTOR

가 있다. 현재 월성 원전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최신 MACSTOR 방식의  

MACSTOR/KN-400도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의 일종이다.

   MACSTOR/KN-400 방식은 MACSTOR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채운 저장 바스켓을 아연 도금 탄소강 저장 실린더에 수직으로 저

장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모듈에는 40개의 저장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저장 실린더에는 6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바스켓을 10단으로 저장하여 총 

24,000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게 된다. 

   그림 2.12는 MACSTOR 타입 저장 모듈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의 저장 

모듈에 20개의 저장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으면 MACSTOR/KN-200이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40개의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시설은 MACSTOR/KN-400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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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대표적인 수직 콘크리트 모듈인 MACSTOR 단면

   콘크리트 모듈은 그림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구조물 및 차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모

듈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며 저장 실린더 내의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모듈 하부의 공기 입구(10개)와 모듈 상부의 공기 출구(12개)를 통한 자연 대류 냉

각방식으로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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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수직 콘크리트 모듈 방식 (MACSTOR-200)

   MACSTOR/KN-400 방식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

간 저장방식으로 설계 자료로 사용된 연소도는 7,800 MWD/MTU, 냉각 기간 6년인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붕괴열은 다발 당 6.08 W의 설정된 값을 사용한다.

   MACSTOR/KN-400 저장시설은 연료를 장전할 수 있는 저장 실린더, 저장 실린

더를 수용하는 콘크리트 모듈, 원전에서 MACSTOR/KN-400 모듈까지 연료 바스켓

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용기, 기타 하역 및 적재장비, 보조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콘

크리트 모듈의 저장 실린더는 10개의 바스켓을 수용할 수 있는 원통형 스틸 용기

로, 외경 1.12 m, 길이 약 6.94 m이다. 각 실린더는 모듈 상부 슬래브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부는 모듈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이격시켜 설치한다. 이는 저장 실

린더로부터 콘크리트 바닥 면으로 전도될 수 있는 열을 크게 감소시키고, 저장 실

린더 아래로 냉각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실린더를 균일하게 냉각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장 실린더의 열팽창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에서 6년간 냉각시킨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60 다발이 들어간다. 이와 같은 바스켓

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안전하게 격납하는 1차 격납 

방벽 역할을 한다. 이들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은 이송 플라스크에 장전되어 이송 차

량을 통해 저장 모듈까지 운반된다. 

  앞의 그림에서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장 모듈에는 하부에 10개의 공기 입

구, 상부에 12개의 공기 출구 그리고 모듈 내부에는 열 차단판이 설치되어 있다. 공

기 입구의 덕트는 먼지나 겨울철에 눈이 쌓여 입구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

듈 바닥으로부터 1.2 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공기 입구의 내부 덕트는 저장 실린

더의 바닥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듈 내부 바닥 높이와 같은 위치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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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다. 이런 공기 입구의 미로 형태는 저장 실린더 주위의 냉각 공기 통로를 최적

화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장 모듈의 상부 슬래브에는 저장 실린더가 고정되어 있고, 저장 실린더 하부 

판에 실린더 지름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있는 확장부분에는 고정용 구멍이 갖춰져 

있다. 저장 모듈 내부에는 저장 실린더 당 두개의 지진 억제 지지봉이 모듈 바닥 

슬래브에 설치되어 있고, 고정용 구멍에 지지봉이 느슨하게 끼워지게 되어 지진으

로 인한 저장 실린더의 횡방향 요동을 억제시켜 준다. 

   IAEA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저장 모듈 내에는 4개의 중앙 재 검증관이 설치되게 

되어 있고 모듈 내부 콘크리트에는 24개의 재 검증관 튜브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들 재 검증관은 E-Type 봉인과 Cobra-Type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3) 용기 저장방식

   용기 저장방식을 용기의 재질로 구분하면 콘크리트 용기 방식과 금속 용기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저장 전용 방식과 수송/ 

저장 겸용 방식이 있다.

   콘크리트 용기 방식은 주로 저장만을 위한 저장 전용 방식인데 반해 금속 용기  

방식은 본래 볼트 및 모듈 방식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단지 저장만을 위해서 저장 

전용 용기가 설계, 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송 및 저장의 이중목적 또는 수송 및 

저장뿐만 아니라 영구처분을 위해 사용 가능한 다목적 용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용기 저장방식은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의 유연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

럽 및 일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저장방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취급 장비

를 이용하여 저장용기 또는 저장/수송 겸용 용기에 장전된다. 저장용기는 격납 기능

만을 제공할 뿐 차폐 기능은 콘크리트 또는 금속 저장용기가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저장/수송 겸용 용기는 그 자체로서 차폐 및 격납 기능을 제공한다. 원래 콘크리트 

용기 및 금속 용기는 여러 제작 업체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용기가 개발되어 왔

었으나 현재는 Areva사나 Holtec사 같은 전문 제작업체만이 이들을 독점적으로 제

작하고 있다. 

   콘크리트 용기 방식은 콘크리트 모듈 방식과 달리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기 때

문에 부지내독립저장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수송용기가 콘크리트 저장용기

에 적재되어 저장 부지로 이송, 저장되며, 부지외중간저장의 경우 저장용기를 별도

의 수송용기에 적재하여 부지로 운반한 후 저장 부지에 있는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하역하여 적재하게 된다.

   구조재인 철근 콘크리트 또는 고밀도 콘크리트는 구조적 강도 및 방사선 차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콘크리트 용기 내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금속 

저장용기가 적재하게 된다. 금속 저장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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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한 자연 대류에 의해 냉각된다. VSC-24, HI-STORM 

100 및 NAC-UMS 등이 대표적인 콘크리트 저장용기이다.

   금속 용기는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및 저장에 사용되는 용기로서, 구조적 강도 

및 핵 임계 안전성이 제공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바스켓 또는 밀봉된 저장용기가 

수납된다. 금속 용기는 일반적으로 뚜껑이 볼트로 고정되거나 용접으로 밀봉되는 2

중 뚜껑 격납구조를 갖는다. 

   대표적인 금속 용기로는 TN-24, TN-32, TN-40, MC-10, CASTOR V/21 및 

HI-STAR 100 등이 있다. 그림 2.14로부터 대표적인 콘크리트 그리고 금속 용기를 

볼 수 있다.

그림 2.14. 사용 가능한 6가지 종류의 저장 혹은 수송/저장용기 (REA-2023, VSC-17 : 

콘크리트 용기,  MC-10, 125-B, V/21, TN-24P : 금속용기)

(가) 콘크리트 용기 방식

   그림 2.15에 보이는 콘크리트 용기 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된 저장용

기에 수납한 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 저장하는 방식

으로 미국,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콘크리트 용기에는 VSC-24, 

HI-STORM 100, NAC_UM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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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콘크리트 용기 저장시설

   콘크리트 용기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고밀도 콘크리트는 구조적 강도를 유지시켜 주고 

방사선을 차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용기 내부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금속 

저장용기가 적재된다. 금속 저장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붕괴열은 콘크

리트 구조물을 통한 열전도에 의해 냉각된다. 또한 콘크리트 용기의 상ㆍ하단에는 공기 흡

입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 냉각이 된다.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은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과 달리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

표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콘크리트 용기 방식은 그림 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

게 나누어 콘크리트 저장용기와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하는 바스켓으로 구성된다. 부지내독립

저장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적재된 수송용기가 이송용기에 의해 저장 패드 위에 위치한 콘

크리트 용기까지 운반되어 저장되거나, 수납시설에서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적재된 후, 콘크

리트 용기 운반용 특수 트랙터에 의하여 저장 패드까지 운반되어 수직으로 저장된다. 한편 

부지외중간저장의 경우는 수송용기에 적재하여 저장 부지로 운반한 후 저장 부지에 있는 콘

크리트 용기에 하역하여 밀봉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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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콘크리트 용기의 본체 및 바스켓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저장용기 100개(5 × 20열)를 기

본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100개의 용기는 6.1 m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1

단계 초과 용량인 5,490 MTU에 대하여 우선 542개의 저장 전용 콘크리트 용기를 

설치, 저장해야 하며, 나머지 25,160 MTU에 대해서는 2,583개의 저장 전용 콘크리

트 용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림 2.17. VSC-24 콘크리트 저장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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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기 VSC-24의 경우 24개의 경수

로 형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하게 되는데 용기의 크기는 3.35 m (외부직경) × 

5.7 m (높이)이며 이들 용기들은 용기 표면에 허용 선량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2 m 

간격으로 배열된다. 그림 2.17에는 대표적인 콘크리트 용기인 VSC-24 개념도가 도

시되어 있다.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은 저장용량의 확장이 용이하여 수요에 맞게 단계적인 

건설이 가능하고 근거리의 경우 콘크리트 용기를 직접 운반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콘크리트 용기는 금속 용기에 비하여 재료비나 제작비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지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콘크리트의 열전도도가 낯아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 밖에도 내열성 및 내 충격성이 금속 용기에 비하

여 떨어짐으로 장기 저장시 콘크리트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1976년 운전 정지에 들어간 미국 가압 비등형 원전 Humboldt Bay 부지에 최근 

건설/운영에 들어간 저장 용기방식의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

기를 지상에 세워두는 대신에 지하에 설치하여 저장하고 있다. 그림 2.18에서는 

Humboldt Bay 원전 부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용기 저장시설을 볼 수 있다.

그림 2.18. 미국 Humboldt Bay 지하에 설치된 HI-STORM 

100HB 형태의 콘크리트 용기 저장시설 (ISFSI)

(나) 금속 용기 방식

   금속 용기 저장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용기에 담아 콘크리트 패드 위에 저

장하는 간단한 개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등지에서 

운영 중에 있다. 금속 용기의 구조는 몸체, 핵연료 바스켓,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용기 몸체의 외부 표면은 냉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냉각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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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하기도 한다.

   최근 금속 용기는 수송/저장 겸용으로 개발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수송/저장 

겸용 용기는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 없고 발전소 내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중간 저

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에 비

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우수한 반면 제작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원래 금속 용기 저장방식은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 확대 방안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수송용기 자체가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뿐만 아니라 저장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저장/수송의 이중 목적 이외에도 수송/저장/처분의 다목

적 금속 용기 겸용 방식이 미 에너지성 후원으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서는 NAC이 비등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미 Areva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겸용 방식은 원전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저장한 후 최종 관리시

설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사용후핵연료 

수송에 따른 별도의 수송용기는 필요 없고 수송/저장 작업의 안전성이나 작업 공정

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9. 수송/저장 겸용 금속 용기(CASTOR)

   그림 2.19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송/저장 겸용 용기인 CASTOR는 24개의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하는 금속 용기다. 용기 크기는 2.4 m (외부직경) × 4.9 m (높이)이며 

저장시설에서 용기 간의 간격은 외부 표면 선량률을 고려하여 2 m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실제로 용기의 크기와 용량은 발전소에 설치된 크레인 용량과 취급 설비의 조건에도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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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림 2.20에는 금속 용기 저장방식으로 건설된 중간 저장시설이 나타나 있다.

그림 2.20. 금속 용기 저장시설 

   금속 용기 저장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용기에 장전하여 저장하는 방식으

로, 금속 용기 저장방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저장용기로는 HI-STAR 100, 

NAC-STC, TN-24P, CASTOR V/21, CASTOR V/21A 및 MC-10 등이 있다. 금속 용기

의 저장용량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21 ~ 26 핵연료 다발을 저장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24 다발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금속 용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속 용기의 중량은 대개 100톤을 약간 상

회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설계 기준 연소도는 35,000 - 40,000 MWD/MTU, 냉각 기

간은 5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금속 용기 저장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부지내독립저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Goegen), 벨기에(Doel), 캐나다(Pickering) 등이 있고 부

지외중간저장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 저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Gorleben, Ahaus), 일본(Mutsu), 스위스(Wuerenligen) 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방식 중에서 금속 용기 저장방식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있고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에 비해서도 훨씬 뛰어난 용량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 중에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 온도가 높고 금속 용기의 

제작비가 비싸 대량 저장에 불리하고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검사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문헌에 따라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을 별도로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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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모듈 방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직 상용화 되지는 않은 저장방

법이긴 하지만 지하 저장의 개념인 건정 및 터널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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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선진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기본적으로 부지내 습식 저장조

에 저장하고 있으며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는 습식 저장조 

및 건식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가압경수로 사용

후핵연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을 늘리는 방법과 

원전 호기별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면, 고리 3/4호

기는 기존 저장대를 철거하고 조밀 저장대로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 저장대를 제작 

설치 완료함으로서 고리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까지는 부지내임시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전의 부지내임시저장용량

이 부분적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발전 사업자인 한수원 측에서는 부지내임시저장

용량을 기존 저장대에서 조밀 저장대로 교체하거나 저장용량에 다소 여유가 있는 

이웃 원전으로 이송 저장하여 2016년 까지 부지내임시저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를 취해오고 있다.

   월성에 있는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보다 월등히 많아 1992년부터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콘크리트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수

원은 2009년 9월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조밀 건식 저장 설비인 MACSTOR 

/KN-400을 건설하여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부지에 건식 저장을 할 수 있

는 건식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확

정된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에 따라 2016년까지 2,0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

이다. 원전 부지 내 부지내임시저장조 시설 용량은 현재 추진 중인 확장사업이 완

료되면 부지 별로 2006～2008년 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자체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부지내독립저장 혹은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예

상되는 2016년까지 부지내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조밀 저장대 설치, 건식 저장소 건

설 및 호기 간 사용후핵연료 수송을 통한 저장용량의 공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3.1에는 국내 원전의 호기별 부지내임시저장 현황이, 표 3.2에는 국내 원전 본부

별 사용후핵연료 현 저장량 및 저장용량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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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 원전의 호기별 부지내임시저장 현황

(단위 : 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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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현 저장량 및 저장용량

(2007년 12월 말 기준)

    1) ()내는 2008년에 확장 완료시 울진 3,4호기 저장용량임

    2) ()내는 2009년에 확장 완료시 월성원전의 저장용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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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 현황

   미국 내 운영되고 있는 104기의 원전 중 현재 약 66기의 원전에서 사용후핵연

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이 저장용량을 초과한 상태에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대부분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에 조밀 저장대을 설

치하여 저장용량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일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발전소 부지 내에 

여러 가지 방식의 건식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을 건설, 운영하여 초과되는 사용후핵

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아 최종 관

리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어 현재 부지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향후 연방 정부에서 배상해 주어야 하는 개연성이 높다.

건식 저장방식은 원전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이 저장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건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장만의 단일 목적을 위한 용기 

저장방식(VSC, CASTOR, HI-STORM 등), 볼트 저장방식(MVDS) 그리고 수평 콘크리

트 모듈 저장방식(NUHOMS)에서 점차적으로 수송/저장 겸용 금속 용기 저장방식

(NAC, TN, HI-STAR, TRANSTOR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 TAD(Transport, Aging, and Disposal)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송/저장/처

분 겸용 용기를 개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EPRI 등 일부 산업체의 

반대가 있고 저장 수명이 100 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료들의 열화 문제, 핵 임계

도 문제 등 다양한 기술적 현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으

나 현재에는 수송/저장/처분과 같은 다목적 금속 용기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 일부 원자력 산업계의 생각이다. 

   앞에서 본 최근 Humboldt Bay 원전 부지에 건설한 지하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

식의 저장시설과 함께 그림 3.1에서 보여주고 있는 Yankee Rowe 원자력발전소와 

Connecticut Yankee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한 다목적 금속 용기 저장 방식를 이

용한 저장시설로부터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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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직저장용기를 사용한 부지내독립저장 시설

   미국 내의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 현황이 표 3.3에 요약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미국에서는 약 18개의 원전 부지에서 부지내임시저장 시설로부터 초과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발전소 부지에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을 건설, 

운영 중에 있으며,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건식 저장시설도 다수에 이른다.

   다시 말하여 현재 기존의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는 원전 66기 중 

대부분은 조밀 저장대를 사용하는 등 임시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중 28기의 원전에 대해서는 부지내독립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

다. 

   한편, 8개 전력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PFS는 유타 주에 최대 40년 동안 저장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여 2006년 1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은바 있으나 현재 주 정부의 반대로 중단

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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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국 원전별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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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 Transnuclear, Inc.

  NAC : NAC International, Inc.

  HOLTEC : Holtec International, Inc.

  BNFL : BNG Fue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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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독일 현황

   독일은 지금까지 가동을 정지한 18기의 원자력발전소 외에 총 19기의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2000년 6월에 정부가 제시한 탈 원자력 정책에 

따라 19기의 원전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1989년 자국 내에서 재처리를 금지한 이후 일

부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위탁 재처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용후핵

연료는 최종 처분까지 부지내독립저장 및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1998년에 사회당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 폐지정책이 채

택되었고, 2002년 4월에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을 개정하여 1994년 이후 사

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재처리 및 최종처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5년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위탁 재처리를 금지하고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원전 부지 내에 임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은 전력회사들의 책임으로, 그들은 공동 투자에 의해 회

사를 설립하여 Ahaus 및 Gorleben 부지 외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현재의 중간 저장 정책은 부지마다 분산 저장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Ahaus나 Gorleben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은 이미 수송이 끝나 기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만을 저장하게 되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들은 중앙 

집중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더 이상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폐쇄된 구소련 모델 원자로인 

Greifswald 및 Rheinsberg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Greifswald 독립된 부지

내독립저장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Greifswald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을 제외하고 대체로 각 원전의 부지내독립저장

방식은 건식 저장방식이며 전체 저장용량은 약 6,700 tHM에 이르고 있다.  부지외

중간저장 시설은 독립적인 시설로서 원자력법에 따라 연방방사선방호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게 되고 각 시설이 있는 주 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

   독일 원자력법에 따라 중간 저장을 위하여 인허가를 받은 저장용기는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용기 790개, HAW(High Active Waste) 저장용기 420개 및 

Pebble Bed 원자로의 흑연 저장용기 463개이다. Gorleben 건식 저장시설은 약 

3,800 tHM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1995년부터 운영

하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정부 방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시설의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2005년 7월부터 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외부 운송이 금지되면서 각 

원전 별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부지내독립저장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부지내독립저장시설 건설 문제를 가지고

도 전력회사와 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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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운송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대표적인 반핵 단체인 그린피스도 부지내독립저장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

서 원전 별로 부지내독립저장하는 독일의 경우가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용

후핵연료의 저장방법을 결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림 3.2에는 독일 Lingen 원전의 부지내독립저장시설의 부지현황이 나타나 있

다.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건설될 부지내독립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연간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원전 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즉 독일의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은 이미 조밀 저장대 등을 사용하여 최대로 

확장되어 있어 더 이상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은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

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가정하

면 저장시설의 설계 수명은 대략 40년으로 결정된다.

그림 3.2. 독일 Lingen 원자력발전소의 부지내독립저장시설 부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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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영국 현황

   영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자들은 플루토늄을 재순환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

단하여 추출된 플루토늄을 저장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Magnox 연료를 재처리하

여 얻어진 회수 우라늄을 재 농축 후 선진기체냉각로(Advanced Gas Cooled 

Reactor: AGR) 원자로로 재순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될 신규 원자로

에 대해서는 재순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 저장시설에 대한 결정도 재순환 여부가 결정된 후에나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자국 그리고 재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보내온 사용후핵

연료는 셀라필드로 보내져서 재처리 시까지 임시 습식 저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재처리 시설은 핫셀 내부의 파이프에 결함이 생긴 

것이 발견되어 2005년 4월에 운영이 정지되었고 2007년 초에 재가동을 위한 준비

를 완료하고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재처

리 시설의 재가동은 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셀라필드에는 재처리를 기다리는 국내ㆍ외에서 보내온 사용후핵연료

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습식 중간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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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스웨덴 현황

   2007년 현재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력 생산량의 약 46%를 차

지하고 있다. 1990년 스웨덴 의회는 자국 내의 모든 원전을 201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이들을 계속 가동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직접 영구처분 이며, 현재 습

식방식의 중앙 집중식 중간 저장시설인 CLAB 시설을 운영하면서 영구 처분장 건설

을 위한 부지 선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09년 여름 최종후보지가 도출될 예정이

다.

   앞에서 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CLAB의 건설은 1980년 의회에서 결정

되어, 1986년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오스카르샴에 위치한 이 저장시설은 지하 

30m 암반에 건설되었으며, 저장용량은 최근 5,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장하였다. 

저장기간은 약 30~4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3에서 스웨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중앙 집중식 부지외중간저장 시

설인 CLAB의 개념도를 볼 수 있다.

그림 3.3.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CLAB)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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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네덜란드 현황

   네덜란드는 1기의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원자력 발전 규모

가 작고 폐기물 발생량도 적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은 보르셀(Borssele)에서 중앙 

집중 관리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전담 기관인 COVRA(Central 

Organization for Radioactive Waste)에서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 라하그 및 영국 셀라필드에서 재처리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100년간 장기 저장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3년 보르셀의 원자로 폐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의 라하그 재처리 시설과의 계약도 연장하였다. 따라서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일부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100년 동안 저장하는 것을 목

표로 2003년부터 볼트 저장방식인 하보그(HABOG) 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내에서 1~3년 저장

한 후에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로 이송된다. 1997년에 폐쇄된 Dodewaard의 비등형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부지내독립저장 시설에서 저장 후 재처리를 위

해 2003년 영국의 셀라필드로 이송되었다. 그 밖에도 1993년 정부가 채택하여 국회

에 제출한 방사성 폐기물 장기 지층 처분 의견서에 따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과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은 무엇보다 장기간 저

장 이후에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아래 그림 

3.4에서 COVRA 건물과 하보그 저장시설이 있는 전경을 볼 수 있다.

그림 3.4. COVRA 건물 및 HABOG 저장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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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프랑스 현황

   프랑스는 원자력사업 초기부터 순환 연료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과 혼합산화물핵연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에까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2006년 말까지 약 22,700톤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와 약 18,000톤의 가스 냉각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실적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에서 제조된 총 2,200톤의 혼합산화물핵연료의 약 2/3가 프랑

스에서 제조된 것이다.

   한편, 라하그 재처리 시설에 있는 습식 저장시설의 용량은 14,400 MTU이며,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reva사는 용량을 18,000 MTU로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를 추

진 중에 있다. 한편 카다라치 부지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재처리가 불가능

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트 방식의 CASCAD(CASemate 

CADarache)라는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라하그에 7,200 MTU, 원전 

부지에 3,600 MTU, CEA 센터에 120 MTU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외에 독일(347 

MTU), 스위스(95 MTU), 네덜란드(4 MTU) 등의 외국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450 MTU이 그림 3.7에 도시된 라하그의 저장 수조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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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캐나다 현황

   풍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가진 캐나다는 총 12,600 MWe 규모의 중수로 원전 

18기의 운전을 통해 캐나다 전체 전력의 약 16%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원전에서 

약 36,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었고, 이들은 Ontario, Quebec 및 New 

Brunswick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Manitoba에 있는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의 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을 설립하였

다.

   캐나다는 후행 핵연료 주기로 비 순환 핵연료 주기 즉 직접 영구처분하는 정책

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 저장도 사용후핵연료가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에서 

인출된 후 영구처분까지를 말하게 되는데 2002년 설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가 

권고한 수정보완접근방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수정보완접근방안은 장기 저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대중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심

지층 처분을 하되 구체적인 처분방안은 현세대가 결정하지 말고 미래세대가 결정하

도록 하는 수정보완접근방안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중간 저장방식은 수정보완접근

방안 원칙을 따르고 장기 저장에 알맞은 중앙 집중식 건식 저장시설로 현재 콘크리

트 용기방식, 콘크리트 모듈 방식 등이 건설 운영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층 처분하는 방안, 원전별 부지내독

립저장하는 방안, 최장 300년 집중 저장하는 방안, 30년 분산 저장과 30년 집중 저

장을 거친 후 지층 처분을 하는 방안 등 4가지 관리 대안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말한 4가지 대안 중 사용후핵연료를 30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저장

한 후 영구처분 부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처분장 인근의 지하 집중 저장시설로 운

송하여 30년을 추가 저장하고 나서 지층 처분하는 방안 수정보완접근방안이 사용후

핵연료의 최적의 장기 관리방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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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을 확

장하려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부지내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

는 사용후핵연료 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 가동 수명이 

점점 다해가면서 일부는 이미 운전 정지 후 폐로를 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부

지내임시저장 시설에서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아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나 처분에 대한 최종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에서는 

정책 결정시까지 이렇게 넘쳐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중간 저장시설의 필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부지내독립

저장 시설이나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에 보내어 중간 저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는 사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 2004년 말까지 전 세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186,000 tHM이다. 그중 3

분의 2는 부지내임시/독립저장을, 나머지 3분의 1은 부지외중간저장을 하고 있는데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의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 시 원자로와 함께 인허가를 받고 건

설한 부지내임시저장 시설를 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임시저장 시설을 제

외한 총 92개의 중간 저장시설 중 습식 대 건식의 비율은 21개 대 71개로, 더 많은 

건식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표 4.1에는 세계 주요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의 중간 

저장시설 보유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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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저장방법 시설부지명

(용량/방식)
비고

습식 건식

캐나다 9

Witeshell, ChalkRiver,

NPD, Douglas Point, Point Lepreau, 

Gentilly 1 (콘크리트 모듈)

Gentilly 2 (MACSTOR)

Pickering, Bruce (DSC)

Darlington에 DSC 

계획중(2007)

※ DSC : Dry 

Shielding Canister

프랑스 1

라하그 (14,400)

- UP2 : 6,000

- UP3 : 8,400

재처리시설 부지

독일 20

Gorleben (금속캐스크)

Ahaus (금속캐스크)

Juelich (금속캐스크:HTR 연료)

일부 운영중,

일분 건설 또는 

계획 중

일본

2
Tokai 재처리시설 (140)

Rokkasho 재처리시설 (3,000)
재처리시설 부지

2
Fukushima-Daini (금속캐스크)

Tokai-2 (금속캐스크)

(1) Mutsu에 건설 중

한국 1 월성(콘크리트모듈)
MACSTOR 용량 

확장 계획 중

미국

1 Midwest 재처리시설 (750)

1 Fort St.Vrain (볼트, HTGR 연료용)

33 부지내독립저장 시설 내

영국
1

셀라필드 재처리 시설 부지

- B205 : Magnox/AGR용(2,650)

AGR Buffer Pool (1,445)

Oxide 연료용(2,300)

- THORP(3,800)

(1) Wylfa (modular vault:958tHM) AR 저장시설

네덜란드 1 COVRA (볼트) 일부 재처리

스웨덴 1 CLAB(5,000) 8000tHM로 확장

표 4.1. 세계 주요 원전 보유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운영현황

(2004년 말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방안으로 습식방식 중 부지외중간저장 시설은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재처리 시설 보유 국가들만이 재처리 시설의 일부로 운영

하고 있고, 재처리 시설 미 보유국 중에는 스웨덴 (추후 직접 영구처분 예정)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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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아 (일부 위탁 재처리 예정)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방안으로 습식방식의 부

지외중간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건식 저장방식은 종류의 다양성과 용량 확장 및 운영의 용이성으로 인해 

최근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식방식 중 용기 저장방식은 고유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미국 및 일본에서는 중간 저장이라는 한시적인 

저장 목적이 아니라 장기 저장 목적으로 건설 운영하기도 한다.

   건식 저장방식 중 볼트 저장방식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률이 낮다는 장점

이 있으나,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경험이 없고,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 

검사가 어려우며, 저장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은 용량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장

밀도가 낮고,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 검사가 어렵고,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높

으며, 콘크리트의 장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용기 저장방식 중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은 저장용량의 확장성이 뛰어나고 용

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크리트의 열전도도가 매우 낮고, 장기 저장 

시 콘크리트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금속 용기 저장방식은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확장성이 콘크리트 용기 저장방식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속 용기 제작비가 비싸 대량 저장에 불리하고, 저

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 온도가 높

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 집중식 저장방법은 부지조사 등을 통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각 원전

에서 수송된 사용후핵연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후핵연

료 중간 저장시설의 운영 효율화 등 경제적 관점과 핵물질 보장조치 관점에서는 상

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내 원전이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저장시설로의 해상수송 및 일부 육상수송 도중에 일반 대중 및 

지역 주민에게 직접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마찰과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그

리고 방사성 물질의 수송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및 환경 친화성도 상대적으

로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부지내독립저장방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발전소 부

지별로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기존 부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도 유리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수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저장용량이 소규모일 경우 집중 저장방법에 비해 앞에서 언급한 안전성 및 경제적 

측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저장시설이 분산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의 장기적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수명 종료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이 

중지되면 운영 비용 및 폐지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부지내독립저장할 경우 IAEA의 핵사찰 횟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

와 물리적 방호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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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중간 저장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좋고 나쁨이 없이 모

두 기술적인 문제점이 크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저장방안을 선

정할 때 그들의 기술성 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 저장해야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 

발생 패턴, 중간 저장 시기, 중간 저장 예상 기간 등으로 이들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많은 수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트(vault)방식이 적절하며, 단위별 모듈화를 통

한 관리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금속 용기(cask) 저장방식이나 

콘크리트 모듈(module) 저장방식이 볼트 저장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보유국들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 정책을 확고

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 보다는 미래의 정책 결

정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확보가 상대적으

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더 많을 수 있다. 표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식 저장방식의 경우 볼트 방식에 비해 콘크리트 모듈 및 콘크리트/금속 용기 방

식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성 보다는 유연성의 

확보가 더 중요함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 저장방안 중 건식 저장방식은 그 저장방식에 관계없이 현재 사

용후핵연료를 단기간 저장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 경험은 실험실 규모에서 (hot 

cell 실험) 약 15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저장시의 핵연료 건전성 및 시설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핵연료 열화거동, 자연 대류 냉각계통 신

뢰도, 저장 구조물의 내구성, 장수명 핵종의 밀봉재 개발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한 기

술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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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식 장점 단점 이용국가 특징

습식
-40년 이상 풍부
한 운영 경험
-높은 저장 밀도

-높은 운영비
-운영 폐기물 발
생
-용량확장성 불
리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

부지내임시저장
(발전소 시설로 보통 
중간 저장 시설로 
분류하지 않음)

핀란드(TVO-KPA)
벨기에(Tihaange)

부지내독립저장

영국(셀라필드
프랑스(라하그)
일본(로카쇼)

러시아(마약 등)

부지외중간저장
(재처리 시설의 일부)

스웨덴(CLAB)
불가리아(Kozloduy)

부지외중간저장

건식

볼트 -작업자 피폭 선
량률 낮음

-가압경수로 사
용후핵연료 저장 
경험 없음
-저장 밀도 낮음

미국(Fort St.vrain)
영국(Wylfa)
헝가리(Paks)

부지내독립저장

네덜란드(Borsele) 부지외중간저장

모듈 -용량 확장성 우
수

-저장 밀도 낮음
-장기 건전성 불
리

미국(Oconee 등)
캐나다(PointLepreau 등)

한국(Wolsung)
부지내독립저장

캐스크

-용량 확장성 우
수
-용기가격 저렴
(콘크리트)
-경험 풍부
(금속)

-장기 건전성 불
리 (콘크리트)
-용기 가격 고가
(금속)

독일(Goesgen 등)
벨기에(Doel)

캐나다(Pickering)
부지내독립저장

독일(Goreben, Ahaus)
일본(Mutsu)

스위스(Wuerenligen)
체코(Dukovany)

부지외중간저장

표 4.2. 중간저장방식별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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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4가지 대표적인 건식 중간 저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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