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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몇몇 선행국가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상당히 진행되었어도 아직까지 세

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실제 처분장이 실현된 경우는 없다. 

최근 자료들을 정리한 본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간략하지만 최근의 시점에

서 미국, 스웨덴, 프랑스 및 일본과 그 외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선행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에 국한되어 진행중인 처분시스

템 개발 관련 연구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Current R&D status of such countries moving forward as the United States. 

Sweden, France, Japan and a few other countri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disposal in deep geological formation has been reviewed. Even 

though no HLW repositories have not practically constructed nor operated 

yet, lots of related R&D are being proceeded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Through this brief review further progress is anticipated in this 

related R&D a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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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그 정의로 보면,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

용후핵연료 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정의 제1용매추출 공정에서 발생하

는 액체폐기물, 또는 이를 유리와 함께 고화처리한 고화체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법령에서 열 발생률이 

2 kW/m3이상으로 반감기가 20년 이상의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가 4,000 Bq/g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국가마다 어느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

개는 40년 이상의 일정 냉각기간을 거친 후 심지층내에 영구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칼스바드 남동쪽 약 60킬로정도 떨어

져 있는 WIPP (Waste Isolation Pilot Plant) 은 미국 에너지성 (DOE)의 방

위 부산물로서의 TRU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연구처분장으로 사실상 세계최

초로 운영을 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긴 하지만 전술한 기

준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네바다주 야카마운틴(Yucca Mountain)에 실

제 고준위 처분장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이나, 2009년말에 현재 고려되고 있

는 렉시마와 오스카샴 두 지역내의 두 최종 후보부지중에서 하나의 고준위 

처분장을 결정하여 2017년에 처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스웨덴, 올킬루

오토지역의 온칼로 (ONKALO)시설을 최종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한 

핀란드, 그리고 뷰어에 사실상dlm 고준위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몇몇 선행국가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상당히 진행되었어

도 중저준위 처분장을 이미 건설허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실현된 경우는 없다.

인터넷 및 최신 발간자료 등에서 가용한 최근 자료들을 정리한 본 현황 보

고서를 통하여 간략하지만 최근의 시점에서 미국, 스웨덴, 프랑스 및 일본

과 그 외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선행국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에 국한되어 진행중인 처분시스템 개발 관련 현황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분  류 국  가 지역명(처분매질) 처분 상 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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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미정 사용후핵연료 미정

한국 미정 미정 미정

표 1. 각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 및 현황

2. 각 국가별 처분시스템 개발 현황

가. 미국의 현황

미국은 현재 원전 104기를 운영 중에 있어 전체 생산 전력의 1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100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되고 있고 현

재 약 58,000톤의 총누적량을 보이고 있다. 방위 프로그램 (Defence 

Program)에서 약 14,000톤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은 발전소 부지와 DOE 

부지에서 저장 관리 중에 있다.

1982년에 발효된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법에 따르면 상용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영구처분하게 되어 있고 고준위폐기물 관리책임은 연

방정부내 에너지부가 담당하며 발전사업자는 1 mill/kWhe의 부담금을 기금

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야카마운틴에 추진중인 제1처분장의 용량은 상용원전발생 사용후핵연료 



63,000톤과 방위프로그램 폐기물 7,000톤을 포함하여 모두 70,000톤으로 되

어있고, DOE장관은 제2처분장 계획을 2007년 1월 이후로 2년간의 기간내에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는 1982년 법 제

정당시의 추산으로는 원전의 추가건설 및 수명연장을 불허할 경우 총 고준

위폐기물 발생량을 140,000톤으로 추정하여 2개의 처분장으로 모든 고준위

폐기물이 처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1987년 법을 개정하여 고준위폐

기물 처분장 후보부지를 네바다주의 야카마운틴으로 국한하였다.

야카마운틴에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1983년 9개 후보부지에서 1986년 

3개 후보부지로, 다시 1987년 1개 후보부지로 되어 2002년 대통령의 결정을 

주지사가 반대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법에 따라 상하양원에서 의결

을 통하여 이곳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서 부지로서 확정되었다. 그림 

1, 2에서 보는대로 야카마운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네바다주의 라

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에 위치하며 처분장의 모암은 지하 약 

200에서 500m사이의 응회암으로 되어 지하수위는 처분장 지하 약 300m에 위

치하는 곳이다. 완공될 경우 처분 터널의 총 연장은 약 66km에 이르고 처분

장 면적은 약 5km2가 된다.

그림 1. 야카마운틴 처분장 개념

처분장 건설 계획은 2008년 6월에 DOE가 NRC에 인허가신청서 제출, 2017년 

사용후핵연료가 처음 수납이 개시되고 2023년에는 모든 건설이 완료되는 것

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처분장 수명기간동안의 총 운영비용은 770억불로 예

상되었다.



그림 2. 처분장 모형도 및 처분 동굴 및 처분 용기   

한편 미국은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Program을 통하여 

2002년 야카마운틴을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로 확정한 후 원전의 수명연장 

및 원전 추가건설 계획에 따라 추산한 결과 2100년까지 약 20개의 고준위폐

기물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야카마운틴처분장 

하나로 금세기 말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착수하였는데, 주로 사용후핵연료

의 처리 및 고속로를 이용한 소멸을 통해 고준위폐기물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성 독성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AFCI Program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적절히 

처리하여 고독성이며 장반감기를 갖는 핵종을 고속로에서 소멸시키면 야카

마운틴 처분장 하나로 금세기 말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1978년 카터 행정부 이후로 금

지해온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불가피하여 국제적으로 재처리기술의 확산

을 방지하면서 미국이 재처리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6년 

2월에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Program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GNEP의 기본 개념은 핵무기보유국 5개국과 일본 등 처리시설 보유국

만이 재처리가 가능한 핵연료공급국이 되며 기타 국가는 재처리 접근을 불

허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핵연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공

급국에 반환하는 형태로 핵연료공급국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핵연료공급국을 제외한 제3세계 국가의 동조가 없자 개념을 약간 

변경하여 "GNEP Statement of Principles(SOP)" 를 2007년 9월에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확대

 • IAEA와 협력하여 선진 안전조치 개발

 • 핵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제적 공급체제 확립

 •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원소를 연소하는 선진 고속로 개발

 • 개도국에 적합한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원자로 개발

 • 순수한 Pu을 분리하지 않는 핵연료 재순환 기술 개발

 •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최선의 핵주기 활용 등으로 되어 

있어 현재 GNEP SO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21개국이 서명하였으나,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의회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전은 현재 미미한 상황

이다.

나. 스웨덴의 현황

현재 10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이로부터 전체 전력의 48%를 생산하는 스

웨덴은 연간 약 2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고 있어 2010년까지 사용

후핵연료의 양은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모

두 중앙집중식 습식 중간저장시설 (CLAB)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다.

1984년 원자력활동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정부정책이 확정된 후 스웨덴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회사 (SKB)가 방사

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 책임자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1992년 방사성폐기물관

리기금법이 제정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 회

사가 공동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처분 관련 실시 주체인 SKB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매년 평가하여 정부의 심의를 거쳐 원전 

사업자로부터 약 0.01SEK/kWh의 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었다.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추진 현황을 보면 1993년 8개 부지에서 2000

년 3개 부지를 거쳐 2002년 2개 부지로 압축되어 현 원전부지인 Oskarshamn 

및 Forsmark (렉시마) 인근 부지가 2009년말까지 최종 후보부지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 2006년에는 또 하나의 주요한 부대시설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전처리를 위한 Encapsulation Plant의 건설허가가 신청되어 중간저장

시설 인접 부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지하 약 500m의 결

정질 암반에 처분장을 건설하여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

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시설 용량은 약 9,300톤이 되

고 처분 갱도의 길이는 약 45km이며 처분장 면적은 약 1~2km2로 될 예정이

다.

이러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위해 2개 후보부지에 대한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 처분장 부지 확정 후 인허가 신청서 

접수를 접수하여 2017년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시범운영이 개시될 전

망으로 그림 4에서 보이는 대로의 일정을 따라 2023년부터 정상가동이 시작

될 예정으로 있다.

그림 3.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및 Encapsulation Plant 개념도



그림 4.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추진 경과

한편 1984년에 발효된 연구 개발 계획으로서 원자력 활동법에 의하면 발전

용 원자로의 소유 또는 운전의 허가 취득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폐로 

조치에 대한 연구 개발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매 3년 마다 책정하게 되어 

있어 스웨덴의 4개의 원자력 발전 회사는 이 연구 개발 계획서의 작성을 

SKB사에 위탁하고 있고, SKB사는 이 연구 계획서를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

램 (RD&D프로그램)으로 매 3년마다 정리발간하고 있다.

SKB는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한 이 RD&D 프로그램을 위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SKB사의 주

요한 연구 시설로는 오스카샴 지자체에 있는 에스퍼 (Aspo) 암반 연구소와 

캐니스터 연구소 등이 있고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 2007 (RD&D)의 일환으

로 실규모로 완충재의 시공 시험을 실시하게 될 벤토나이트 연구소를 에스

퍼 암반 연구소의 지상에 2007년 3월에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완충

재와 뒷채움재에 관한 시험은 물론 실제 처분장에 적용될 공법 개발도 행해

질 예정으로 있다. 

SKB사의 수행된 최근의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9월에 발간

된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 2007로서 원자력 활동법 및 환경법에 근거하는 

지하 처분장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앞두고 KBS-3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처

분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의 이행에 필요한 터널 굴착과 완충재, 그리고 캐

니스터와 운영후 폐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고 있다. 캐니스터의 회수나 캐니스터를 옆으로 두는 KBS-3 H개념에 관한 

연구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SKB사는 이전 지하 연구소 지층 처분장의 설계 및 적절한 사이트 선정을 목

적으로 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하 연구소의 건설 계획을 

1986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1986년부터 에스퍼섬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개시하여 1988년 에스퍼섬의 남부에 이 지하 연구소로서 에스퍼 암

반 연구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연구소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천연자원법(현재는 환경 법전의 제정에 의해 폐법)에 근거하

는 수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동법에 근거하여 1990년에 정부 및 지자체가 

인허가를 발급하여 5년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1995년부터 에스퍼 암반 연구

소가 그 연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에스퍼 암반 연구 시설의 연구 활동은 SKB사의 처분 사업 계획과의 연계되

어 처분에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이전을 포함 아래와 같은 단계적 목표가 설

정되어 있다.

사전 조사 방법의 검증: 지표 조사와 시추 조사에 의한 사전 조사를 통

하여 처분장 심도 정도의 암반의 안전성에 관한 본질적인 특성을 충분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

상세 부지 특성 조사 기법의 확립: 상세 부지 특성 조사를 통한 암반 상

태 파악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 검증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 핵종이동 모델: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 핵종 이동

을 기술하는 모델 및 방법론에 대해 처분장 심도에서의 대규모 시험을 

실시

처분장 건설과 거치 방법의 실증: 처분장의 설계와 건설 및 공사와 운영

에 있어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암

반 시험 

처분장 시스템의 주요 요소에 대한 시험: 처분 시스템의 장기적 안전성

에 중요한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실증을 시행

다. 일본의 현황

현재 모두 55기의 원전 운영으로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에서는 현재 연간 약 1,1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용후



핵연료는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되어 직접처분이 금지되고 재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액을 고화처리한 유리고화체만이 처분 대상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프랑스와 영국에 약 7,000톤의 핵연료를 

위탁재처리 하는 한편 자국의 토카이 재처리시험시설에서 약 1,000톤의 사

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위탁재처리를 통하여 회수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유리고화체는 로카쇼에 위치한 저장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또한 연간 800톤 규모의 로카쇼 상용재처리시설은 현재 시운전중으로 

곧 정상가동될 예정으로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로카쇼 재처리시설 부속시설

로 3,000톤 규모의 습식 저장조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무쓰에 5,000톤 

용량의 건식 중간저장시설 부지도 확보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보면, 특정 방사성폐기물 처분법이 

2000년에 발효되었고 약 1엔/kWh에 해당하는 고준위폐기물 관리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따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전담할 사업자로서 NUMO가 설립

되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관련 사업 및 연구 추진 현황을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대로, 우선 1976년 현재의 JAEA의 주관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개발 착

수된 이래, H3등을 거쳐 2005년도 제3차 종합평가보고서 H17이 발간되었고, 

2개의 지하처분 연구시설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즈나미와  호로노

베 지역에 각각 건설 중에 있다.

처분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2002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부지 공모를 착수

하여 2007년 Toyo시장이 부지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2007년 시장선거에서의 

패배로 부지공모가 무산된 바 있다.



그림 5.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추진 계획

그림 6. 2개의 지하처분 연구시설



라. 프랑스의 현황

모두 59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는 총 전력의 약 78%를 원자력에너지

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재처리의 가치가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하고

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으며, 라아그에 연간 1,600톤 규모인 

2기의 재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일

본이나 유럽국가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도 수탁하여 재처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이 라아그 재처리시설 내에 약 13,00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

장시설도 별도 운영 중에 있다.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폐액은 유리고화

하여 재처리시설 내의 Dry Storage Vault에서 건식 저장 중에 있다.

프랑스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보면 1975년 원자력법이 

발효되어 폐기물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1991년에는 고준위폐기물 관리 연구법도 발효가 되었다.

부지확보는 1980년대말 고준위폐기물 처분 후보부지에 대한 부지조사 과정

에서 지역주민의 거센 저항으로 부지조사가 중단된 이래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아래에 열거한 3가지 옵션에 대해 15년간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연구법을 

제정하였다:

• 장기 중간저장

• 직접 처분

• 재처리 및 장수명핵종에 대한 고속로 이용 소멸

한편 2006년에는 고준위폐기물 관리법도 제정이 되어 전술한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으

로 발효되어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장수명핵종의 소멸을 위한 Prototype 

고속로를 개발하는 한편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에 대한 처분시설을 건설

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까지 인허가를,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시설을 운영

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2015년까지 재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관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도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추진 현황을 보면 그림 7에서 보는대로 지하처분 연구

시설을 뷰어 (Bure)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1998년 결정하였으며, 2004년에

는 심도 445m의 심지층내에 지하연구시설을 건설 완료하고 그 운영을 착수

하였다. 그런데 이  Bure 지역의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 이곳이 고준위폐기

물 처분장 부지로서 거의 확정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이렇게 Bure 지역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로 확정 예정됨에 따라, 그리고 전술된 2006년도에 제정된 고준위폐기물관

리법에 따라 진행되어 2015년까지 처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에는 처분장을 정상운영 개시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7. 프랑스의 Bure 지하처분 연구시설 현황 및 처분장 배치도



마. 핀란드의 현황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한 처분장의 부지 선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현지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2000년도 

말에 정부에 의해 처분장을 올킬루오토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2001년 

5월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3년 이 올킬루오토에 대해 

더욱 상세한 부지특성 조사를 위한 시설인 온칼로 (ONKALO)의 건설 인허가

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2020년 처

분장의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심도는 지하 300~800m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심도는 대략 스웨덴 등

과 유사하게 지하 500m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 개념도 스웨덴의 KBS-3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자체연구개발을 20년 이상 수

행해오고 있다.

처분장의 규모를 보면 면적이 약1.5km2, 처분 터널 연장 거리는 약40km에 이

르게 된다. 핀란드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직접 처분되는 사용후핵

연료의 발생자는 TVO와 FPHO 이렇게 두 원자력 발전 사업자로 이 양회사는 

각각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와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고 

있어 이 두 개의 회사에서 원자로 4기가 운영되어 양사 합계로 핀란드내 전

소비 전력의 약 33%가 이 원자력에서 공급되고 있다. 한편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이후분 부터는 외국으로의 수출입이 금

지되어 자국내에서의 처분이 의무화 된 바 있다.

원자력법 제9조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취득자에게 처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원자력령 제80조에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취득자가 공동으로 처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1995년 핀란드의 원자력 발전소의 

두 회사에 의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의 POSIVA

사가 설립되었다.

또 원자력법 제34조에 의하면 핀란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그 처분장이 폐

쇄될 때까지는 TVO와 FPHO사, 이렇게2회사에 그 소유권과 저장 및 처분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처분장이 폐쇄된 후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소유권과 책임을 계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최근 각국의 처분관련 프로그램 개요

가. 미국

미국의 고준위 처분 대상 폐기물은 상용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

용후핵연료와 함께 DOE 보유분으로서 발위산업의 결과로 핵무기 제조 과정

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그리고 연구로 혹은 선박용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 등 이렇게 3종류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 방침은 1970년대 핵비확산 정책등의 이유

로 재처리가 금지된 이후, 상용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는 고려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만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GNEP)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재처리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연구 개발을 최근 해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내부는 스텐레스강, 그리고 외부는 

니켈합금으로된 폐기물 용기에 함께 봉입되어 심지층내에 처분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고준위 처분 부지인 야카 마운틴 (Yucca Mountain)에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t과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

물, 그리고 방위관련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7,000t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6년 4월, DOE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입법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에는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 )에 규정된 70,000t의 처분용량의 상한을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 (NWPA) 제111 조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

연료의 최종 처분의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

로는 DOE가 그 주체로 되어 있고, 특히 제 304조에 의하면 DOE내에 민간 방

사성 폐기물 관리국(OCRWM)을 따로 설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NWPA)에 

근거하여 DOE의 직무를 대행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OCRWM은 캐나

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 등 각국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협력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안전성평가 등 연구 개발은 대부분 샌디아 국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DOE 산

하의 각 국립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네바다주 야카 마운틴 부지

특성 조사를 위해 야카 마운틴 사이트 특성 조사 사무소가 현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 시설은 현재 처분장 개발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는 연구를 위한 URL은 별도로 없지만 그림 8에서 보는 대로 야카 마

운틴 처분장으로 예정된 야카마운틴 사이트의 일부 지하 시설에서 부지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1992년 이 연구 시설(ESF) 의 건설을 시작되어 

1997년에 완공하였다. 이 ESF의 심도는 약 300m이고 터널의 전체 길이는 약 

8km에 이르게 되어 ESF에서 야카 마운틴 지층의 암질이나 수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히터 테스트나 수문실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8. 야카마운틴부지와 처분 개념

미국은 1957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래 현재 103기의 원자로를 운영하여 

원자력을 통하여 총전기 생산량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모두 심지층내에 직접 영구

처분될 예정으로 있다. 2000년 현재 약 40,000톤정도가 발생된 사용후 핵연

료는 2040년경에는 약 87,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고준위폐기물 

300,000m3 용량과 함께 초우라늄 폐기물 500,000드럼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외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반웰 처분장에 1971년 

이후, 워싱톤 주 리치랜드 처분장에 1964년 이래로, 그리고 네바다 주 비에

티에 196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중저준위폐기물의 경

우 1980년 저준위폐기물 정책법이 발효된 이후 주 정부책임하에 저준위 처

분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동안 만연했던 단순천층처분은 1990년이

후  금지하고 공학적 방벽개념을 모두 도입하기로 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

해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이 제정되어 고준위폐기물 관리책임은 정부

(DOE)가 맡고 관련 비용부담 의무는 발생자가 지는 것으로 되었다. (그림 9 

참조) 1992년 WIPP법이 발효되어 뉴멕시코주 칼스배드에 장반감기폐기물처

분장이 운영이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전술한 기준의 고준위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의 병행처분은 금지되어 있다.

고준위폐기물 관리 재원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이 제정된 후 방사성폐기

물 관리 기금이 설립되어, 국방폐기물은 국방예산으로, 민간 원자력 전력생산에 

대한 폐기물은 원전사업자가 1 mill/kWh의 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준위처분전담기관인 OCRWM에서는 매 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무장관이 매년 기금의 재정상태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

는 것으로 하여, 1983년부터 징수된 기금은 2004년말 현재 그 누적액은 225

억불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기사용액은 61억불정도이다.

처분장 관련한 현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경우는 2002

년 야카마운틴 처분장 부지가 이미 확정되어 현재 인허가 신청중에 있고 계

획대로라면 2017년에 처분장의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술

한대로 초우라늄원소 등 장반감기폐기물과 같은 국방 프로그램 폐기물은 따

로 1999년 뉴멕시코주 칼스배드에 건설된 WIPP에 처분운영을 개시하여 이에 

따라 향후 35년간 약 38,000번의 WIPP으로의 폐기물에 대한 수송이 예정되

어 있다.    



그림 9.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

나. 스웨덴

4 개의 원자력 발전 회사가 공동출자 해 설립된 스웨덴 핵연료 폐기물 관리 

회사(SKB)가 모든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국내외

의 대학,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는

데 주요한 연구 시설로는 오스카샴 지자체에 있는 에스퍼 암반 연구소와 캐

니스터 연구소 등이 있다.

SKB는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 활동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

분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1986년 계획서를 발표되어 이후 매 3

년마다 갱신하여 감독기관인 SKI와 방사성 폐기물 국가 평의회 KASAM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 연구 계획서는 그 후 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SKB 회사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 (R&D 프로

그램)은 1992년부터 연구개발이라는 개념외에 실증(Demonstration)개념을 

추기로 포함하여 RD&D, 즉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으로 개칭되었다. 2004

년 9월에 작성 공표된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 2004 (RD&D 프로그램 2004) 

에 의하면, 향후 연구실증개발 계획에 캐니스터의 제조 및 봉입 기술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향후의 RD&D 프로그램 2007 과 2010 에는 각각 



지층 처분 기술 및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스템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SKB는 심부처분공처분 등 각종의 지층 처분이

나 감시를 통한 장기 관리 저장,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CLAB)을 통한 무기

한 저장 등의 대체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근거해 사

용후핵연료를 지층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2001년 11월 스

웨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만 분리 변환 기술과 심부처분공처분에 대

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정보 수집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그 이전에도 지층처분장의 설계나 적절한 부지의 선정, 그리고 과학적

인 처분 관련 연구를 행하기 위한 URL을 건설하는 것이 R＆D 프로그램 86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1986년 그림 10에서 보는대로 에스퍼섬에서 부

지 조사가 개시되어 1988년말 에스퍼섬 남쪽에 에스퍼 암반 연구소를 건설

하는 것으로 SKB가 결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1990년 이에 대한 허가를 완

료하여 그 후 5년간의 건설을 통해 에스퍼 연구소를 완공, 1995년 부터 현

재 추가 굴착 및 운영중에 있고, 이 연구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젝트

의 예로는, 터널벽내에 발생하는 교란지역의 굴착 기법에 따르는 비교 시험 

조사를 위한 ZEDEX 프로젝트, 굴착에 의해서 터널에 유입되는 산소의 지구

화학적 조건에 따른 반용에 관한 시험 조사 를 위한 REX 프로젝트, 그리고 

폐기물의 발열에 의한 완충재의 장기 영향 시험 조사를 위한 LOT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림 10. 에스퍼 암반연구소 전경과 개념도



1972년부터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여 현재 10기의 원자로에서 총발전량의 48%

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직접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스웨덴에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연간 약 200톤이 발생하고 있어서  

2010년에는 그 발생량이 약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을 보면 1984년 원자력활동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

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원칙 및 정부정책이 마련되었고, 방사성폐

기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발생자가 지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림 11 참조)

한편 1992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법이 마련되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은 그 해부터 원전사업자로부터 매년 약 0.01SEK/kWh (0.138$/SEK)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인 SKB에서 매년 중저준위처분, SF수송 

및 저장을 포함한 실제비용, 그리고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비용 

등을 평가하여 정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그림 11.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체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한 현황을 보면 1999년에 전국의 예비후보지에 대

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2001년 포스마크와 오스카샴 2

개 후보지가 압축 선정되어, 2002년 정밀 부지조사가 각 지역에서 착수되어 



2007년부터 2년간은 이 두 최종 후보부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를 토대

로 2009년말 최종 단일 부지를 확정을 지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이 

되면 2015년에서 2020년사이에 처분장 운영이 개시될 전망이다. 그림 12는 

이러한 처분장 개념이다. 한편 중저준위폐기물은, 그림 13에서 보는 대로 

1988년 이래 포스마크 해저동굴처분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2.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시스템 개요



a.수송 선박 MS/SIGYN  b.CLAB 중간저장시설  c.SFR 중저준위 처분 시설

그림 13. 현재 운영 중인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중저준위 폐

기물을 위한 SFR

한편 스웨덴은 처분 연구 개발의 선도적인 국가로서 976년 처분 개념 개발 

시작 후 1982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KBS-3개념을 개발하였고, 

이후 스웨덴 처분 사업 주체인 SKB는 고심도 처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후 최종적으로 KBS-3가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실제 검증을 위하여 80년대부터 Stripa 폐광

산을 이용 지하수 및 핵종 이동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결과물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연구를 더욱 확대해 SKB는 그

림 14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전술한대로 1986년부터 에스퍼심지층 실증 연

구를 Clab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이 위치한 오스카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매 3년마다 연구개발 및 실증(RD&D)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를 규제 기관과 국제 기구들의 검토를 통해 신뢰성 확보와 인허가 저해 요

소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발전업자들의 기금을 활용하는 SKB가 연구개발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7월까지는 SKI와 SSI 양 기관이 규제 기관으로 존재해 왔으나 동년 

7월 1일자로 통합하였고, 현재 스웨덴에는 전술한 Clab과 에스퍼 실증 시설

이 위치한 오스카샴 지역과 SFR 저준위 처분장이 위치한 포쉬마크 두 지역

이 처분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바 이 두 지역은 오

랜 기간 동안 원자력 시설이 위치해 있어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타 지역보

다 월등히 높으며 아울러 원자력 시설 입지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잘 이해

하고 있어 처분 부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4. 스웨덴의 주요 대규모 연구 및 실증 시험 시설

다. 프랑스

그림 15에 보인것 처럼 프랑스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는 안드라

(ANDR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1 해에 발효된 방사성 폐기물 관



리 연구법에 근거하여 산업성, 연구성, 그리고 환경성의 감독 아래 상공업 

행정법인(EPIC)으로 설립되었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인 안드라가 지하 

연구시설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관

리 역할도 담당하여 관련된 고준위폐기물 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ANDRA

에서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편 연구관리는 국립연구

소인 CEA가를 담당하고 있고 장기저장 및 소멸처리는 전문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인 아레바가 담당하고 있다.

ANDRA는 화강암 매질의 심지층 처분쪽으로 스웨덴, 스위스와 캐나다 등의 

외국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도 병행 진행하고 있어 2005년에는 그 

연구 성과를 최종보고서로 정리 발간하여 심지층 처분장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CEA는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변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장기 지상 저장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05년에 역시 최종보고서를 발간

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상호 연관된  3개의 분야, 즉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 회수를 고려한 심지층 처분, 그리고 중간 저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정부가 2006년 연말까지 결정

하여 이 계획은 매 3년마다 개정되는 것으로 정하여졌고, 따라서 2006년 방

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ANDRA의 역할이 변경되어 ANDRA는 정부가

2006년말까지 결정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 저장 시설 및 회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에 관

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되었다.

회수를 고려한 심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는 2015년에 처분장의 인허가 신청

이 이루어지고 이어 2025년에 운영을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면 이어서 처분장 설계가 뒤따를 예정으로 있다.

이제까지의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 처분에 대한 연구 개발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명시되어 회수를 고려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심지층 처분의 타당성을 연구방침으로 정해 실시해오고 

있고, 연구분야에 대한 전략상 조정을 위해 1995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

리 분야의 모든 관계자를 모아 연구성산하에 후행 핵연료 주기 연구위원회

(COSRAC)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성 기술국은 고

준위 및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연구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의 법

률에 근거한 연구 전략 계획을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연구 전략 및 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법으로 



관한 연구 활동의 종합적인 정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전략 계획을 보면 처분장의 설계가 다중 방호 시스템 (폐기물 용

기, 인공방벽, 그리고 천연 방벽)을 중심으로 행해지도록 되어 있고, 각 조

사 부지에 대한 처분장 설계를 정밀하게 실시하기 위한 반복적인 프로세스

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 실시하므로써 입지 조사, 설계, 평가 

등에 이르는 3개 항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또 연구성의 연구 전략 계획에는 1991년의 방사성 폐기

물 관리 연구법에 회수가능한 심지층 처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위해 ANDRA

에게 지하 연구소(MOLS) 및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HAVL) 연구프로젝

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따라 지하 연구소부지가 프랑스 동부

의 무즈와 오토·마르누(점토층)의 두 곳에 걸쳐 있는 뷰어지역이 1998년 

선정되어, 1999년 이 부지에 대한 지하 연구소에 대한 운영허가도 2006년말

에 이루어져 그 건설과 병행하여 카로비안=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뷰어 지하 연구소에서는 주로 깊이 445m에 설치된 

실험용 니치와 깊이 490m 의 주시험 터널 및 주시험 터널로부터 10%의 구배

로 상하 방향으로 설치된 두개의 경사터널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화

강암 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하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정 단계에서 부터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선정 활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다.

ANDRA에 의하면 무즈 및 오토·마르누 사이트에 건설되는 뷰어 지하 연구소

의 연구 목적과 계획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암반대의 공간 분

포를 규명해내고 그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성 평가시 

고려해야 할 현상적, 그리고 개념적 및 수학적 모델링을 수년에 걸쳐 검증

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 목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실제 처분시 난이

도가 높은 기술적 과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에 대한 실

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6년에는 카로비안=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의 공간 변동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프랑스는 현재 59기의 원자로에 의해 원자력발전이 이루어져 원자력발전은 

78%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정책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은 이에 따라 재처리를 통

한 유리고화체로 발생되어 연간 66개의 캐니스터 포장물로 생성되고 있으며, 방사

성폐기물 관리 재원은 1975년 발효된 원자력 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관련된 제반 비용도 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대략적인 현황을 보면 200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 법안 공포되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소멸로를 상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 

심지층처분장 건설을 착수하여 2025년에는 심지층 처분장의 운영을 시작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핵주기시설, 연구시설, 그리고 원전 운영 및 

해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은 1992년에 약 30만 평 규모

로 건설된 로브 처분장에 처분, 운영중에 있다.

그림 15. 프랑스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

라. 핀란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되지 않고 스웨덴과 같이 모두 심지층내에 처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 부지

선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종 결정된 나라이다. 2000년말에 정부에 의해 

처분장을 올킬루오트에 건설하는 방침이 현지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

어, 2001년 5월에 의회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 올킬루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한 지하 특성 조사 시설 (ONKALO)의 건설이 허

가되어 이에 따라 2012년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2020년경

에 처분장의 운영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

1983년에 폐기물 관리 목표에 대한 정부 결정에 의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책에 대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고 이후 1987년 원자력법에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도록 정해지게 되어 이에 따라 2개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로 포시바사가 설립되어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처분장의 

건설 및 그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에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가 최종 처분장 부지로서 결정된 후 

원자력법 규정에 따라 핀란드 의회에 상정 되어 2001년 5월에 이에 대한 의

회의 승인을 받아 2012 년 연말까지 건설하기로 하는 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지하터널굴착을 포함한 정밀한 사이트 특성 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

림 16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밀 조사를 위해 그 건설이 착수된 지하 암반 특

성 조사 시설 (ONKALO)의 건설 인허가가 올킬루오토 소재 에우라요키 지방 

자치체에서도 승인되었고 이 조사 시설은 향후 처분 시설의 일부로서 이용

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2003년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포시바는 처분장과 캐니스터 봉입 시설

의 건설 허가를 2012년에 신청해서 건설 인허가 후 약 8년간에 걸쳐 봉입 

시설과 처분장의 건설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처분장의 운영 개시 목표 연

도는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처분장에 처분될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

은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 (BWR 형태), 로비사 원자력 발전소 (구소련 

가압수형 원자로, VVER), 신규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로, 전술하였듯 핀란드의 처분정책은 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분하는 직접 처분방식이다.

신설되는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캐니스터는 4개의 집합체로 수납될 예정이지만 올킬루

오토와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캐니스터는 

모두 12 개의 집합체로서 수납을 고려하고 있고 방사선 원자력 안전 센터

(STUK)의 안전 평가 보고서(TILA-99)에 의하면 캐니스터의 수명은 10만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취득자 TVO와 포르틈 파워 앤드 히트사의 공동출자 

자회사로서 설립된 포시바가 모든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는데, 연구 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컨설팅 회사나 건설업체 등



에 위탁을 통해 실행되고 있고 동일한 처분 개념을 가지는 스웨덴이나 스위

스, 캐나다 등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VTT)는 무역산업성(KTM)의 관할하에 있는 핀란드 최대 규모

의 종합 연구소로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

는데 여기에서의 연구 성과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의 건설에 관한 포

시바의 허가 신청서류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그 폐기물 관리 계획을 매년 갱신하여 KTM에 제

출하는 것이 원자력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이 계획에는 연구 개발의 추진 

방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장기 연구 개발 계획을 통

하여 1992년 TVO가 핀란드 심지층내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1993년~2010

년의 연구 개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연구 개발 계획)을 작성하였고, 

2000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개정판을 발행하여 올킬루오토 암반에 대한 사

용후핵연료의 처분: 건설 전단계에서의 연구 개발 및 설계 프로그램을 공표

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ONKALO에 대한 특성 조사 계획서가 공표된 것 외에 2000년 

상세한 결정이후의 진척 상황과 최신 정보를 반영한 향후의 연구 계획을 제

시하는, 올킬루오토 및 로비사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2004-2006년의 연구, 개발, 기술 설계 프로그램 (TKS Report 2003)이 2003

년 12월에 발행된 이후, 향후 동일한 보고서가 매 3년마다 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핀란드에는 지하 연구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URL은 따로 없지만 중저준

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 병설된 소규모의 연구소가 있으며 연구 시설

은 아니지만 ONKALO 지하 특성 조사 시설이 현재 처분장 사이트로서 선정된 

올킬루오토 사이트내에 건설중으로 건설과 병행해 조사 연구가 함께 실시되

고 있다.



그림 16. 온칼로와 올킬루오토 암반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련 보고서

마. 독일

독일은 연방 방사선 방호청 (BfS)이 처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방사성 폐

기물의 안전 방호 및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어 있어서 BfS가 모든 처분장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을 계약에 통해 수

행하여 처분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처분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지 않는 기초 연구는 연방 경제기술성(BMW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층 처분 관계의 연구에 관해서는 FZJ ,FZK ,FZR 및 설비원자로 안

전 협회(GRS), 연방 지구 과학 천연자원 연구소(BGR) 등을 중심으로 실제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7년 7월, 연방 물리학 기술 연구소(PTB)에 의해 그림 17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고어레벤 최종 처분장 개발 조사 계획이 개시되어 원자력 발전소로부

터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을 위한 센터로서 구상되었고, BMWi를 중

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가장 적합한 모암에 대한 연구 개발

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 개발비의 25%가 암염, 45%가 결정질 바위 및 퇴



적암, 그리고 나머지가 암종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1965년에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전에 암염 광산이었던 Asse광산을 GSF가 취득하여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여기에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시험적인 처분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 방사

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URL로서 조사 활동이 계속되다가 1990년 시작된 

대규모 모의 과열 시험을 수행해오던 것을 1999년 히터를 정지하는것으로 

2003년 URL에서의 연구가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고, 이 광산은 2013년 최종

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있다. 고어레벤에서의 지하 탐사공도 실질적으로는 

URL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모두 

동결되었다.

그림 17. 고어레벤 전경 및 처분개념

바.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 폐기물의 안

전한 장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및 기술적 기반의 제공, 폐기물 관

리 개념에 관한 제안, 처분장 후보 부지 평가, 폐기물 목록의 작성, 그리고 

폐기물의 처분의 적절한 형태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NAGRA는 스위스 연방 정부 등이 출자하고 있는 자국내의 연구소와 국

내외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밀접한 협력에을 통하여 URL내의 지질 조사 

및 처분의 안전 평가 연구를 전담 실시하고 있다.

1978년에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 결의 및 정부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허가의 요건으로 항구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최종 처분의 실

현 가능성의 실증이 요구되어 NAGRA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

하여 1992년에는 이 계획서의 개정판으로 처분장 및 중간 저장 시설의 필요



성 및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한 스위스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개념 및 그 실시 계획을 공표하였고, 1995년에는 지질 조사 계획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적, 전략 및 일정, 지질 조사, 장기 안전성 

및 방사선적 위해도를 작성하는 등 NAGRA는 지금까지의 처분 안전성과 실증

에 관련한 연구조사 결과를 기술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NAGRA의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하여 그림 18에서 보이는 대로 그림젤 시험 사

이트(결정질 바위) 및 몬테리 암반 연구소(퇴적암의 점토) 등의 2개의 URL

이 설치 운영돠고 있는데, 그림젤 시험 사이트는 1983년부터 NAGRA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 사이트에 대한 조사 활동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

인, 스웨덴, 대만, 미국, 유럽 연합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어 온 제 5단계 연구에 이어 보다 실제의 처분장에 근접

한 시간 스케일 및 조건에 관한 폐기물 처분 개념의 연구에 주목적을 둔 제 

6단계 연구 프로젝트가 2003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어 현재 PSG, CFM 

(콜로이드 형성과 이행), LTD (장기의 확산 시험), LCS (장기 시멘트 시험) 

등이 계획되어 있고 T-H (원격 조작 정치 시험) 및 MTF (장기 재료 시험)등

의 다양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몬테리 암반 연구소에서는 스위스 국립 수문학 지질 조사소 (FOWG)의 관리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1995년 설립된 이래 NAGRA도 조사에 참가하

고 있고, 이 곳에서의 실험은 오파리나스 점토층에서의 지질학, 수문지질

학, 지구화학 및 암석 역학적 특성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

을 통하여 점토층, 특히 오파리나스 점토내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그림 18. 그림젤 테스트 사이트와 몬테리암반연구소



사. 캐나다

핵연료 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관한 법률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12조에 의

해 새롭게 설립된 핵연료 폐기물 기관(NWMO)은 심지층 처분, 사이트내 저장

과 집중 저장 각각의 방법을 단독으로 포함한 방안을 적어도 1개씩 검토하

도록 되어 있고, 검토된 복수의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후 한 

개를 채용하여 최종안으로 추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연방 천연자원장관에게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NWMO

는 이 법률에 근거해 2005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12 조에 근거해 NWMO는 정부에 제출한 이 최종보고서

에 폐기물 관리 접근 방법에 대한 기술과 향후 계획, 그리고 현지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실시 계획을 포함시켰다.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18 조에 의하면 NWMO는 매 3년마다 연방 천연자원 장

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선정된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

한 5 개년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12조 

제(3)항에서 제(5)항에 이르는 조항에 의하면, 이 연구 개발은 각각 제안 

된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인 기술을 포함해 이렇게 각각 제안된 접

근방법이 다른 방법에 대한 편익, 리스크, 비용 등의 상호 비교가 포함되어

야 하고 병행해서 윤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퉁합되

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아주 오래전에는 핵연료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1978년의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의 공동 성명에 근거하였던 심지층 처분의 연구 개

발을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가 담당하여 그 성과를 캐나다의 핵연료 폐

기물의 처분 개념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로 정리해 공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URL은 매니토바주의 락두바니 화강암반내 지하 450m 에 건설되어 

있고 그 목적은 처분 후보 모암으로서 캐나다 순상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

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지표 및 지하의 특성 조사, 용

질의 이동 연구, 지하수의 지구화학 및 미생물관련연구와 온도 및 시간에 

의존한 암반의 변형 및 파괴의 특성 분석, 제어 굴착 및 폭파, 그리고 그 

영향평가, 그리고 실링재의 개발과 성능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가 1996 제시한 일정 의하면 URL은 부지평가 국면 

(1980-2011), 부지조사 시스템의 설치 (1980-1984), 부지조사 (1981-2011), 

건설 (1982-1990), 지상 시설의 건설(1982-1987), 지하 시설의 건설

(1983-1990), 운영 (1989-2011), 폐쇄·해체 (2011-2014)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AECL 은 1998년 지하 연구소의 민영화와 URL이 위치하는 화이트

쉘 연구소내의 연구개발을 종료하는 것을 발표하여 그 후 이 URL은 온타리

오파워제너레이션사 (OPG)에 의해 기금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었고, 2012년

경에는 영구 폐쇄하는 계획이 최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원자력발전 현황을 보면 1962년부터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여 현재 

18기의 원전을 가동중으로 16%의 원자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사용후핵연

료는 직접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연간 약 16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의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2073년에는 약 200,000톤이 누적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주로 우라늄 채광 폐기물로 연

방정부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국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원전 운영 및 해체폐기물에 대해 발생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림 19 참조)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을 보면 2002년 사용후핵연료 

처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본원칙이 마련되어 사업관리 및 연

구관리 전담기관인 NWMO가 설립되었고 처분기금은 신탁자금 형태로 운영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리 전담회사 설립 자금으로 발생자 4개사가 분담하여 초기 신탁자금으로 CAD550M 

(온타리오 전력 사 91% 부담)을 예치하고 매년 CAD110M 갹출 (온타리오 전력 사 

91%)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02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가 착수되어 

2005년 11월, 30년 저장 후 처분하기로 하여 2030년 후반에 처분장의 운영

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19. 캐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제

아. 영국

영국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리뷰(Cm2919)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

리에 관련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규제 기관과 

정부도 참여와 비용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연구는 유리 고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환경성(현재의 환경, 식량, 농촌 지역성(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에 의한 프로그램은 1970년대

에 시작되어 지층 처분 및 해양해저 처분, 지상에서의 시험 사이트 및 대서

양의 후보 사이트에서의 부지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환경성은 저준위 방

사성 폐기물 처분쪽을 우선한다고 하는 이유로 1980년대에 중지하였고, 왕

립 협회(Royal Society) 등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1995년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의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는데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는, DEFRA와의 계약하에 QuantiSci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 전략이 1999년 10월말에 DEFRA에서 공



표되었다.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 전체적으로의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

용후핵료의 심지층 처분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러한 지층 처분장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아직

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후핵연료가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

는 것은 장래에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직접 처분될 가능

성도 있기 때문으로 잉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도 같은 이유로 이 프로젝트

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분장의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은 프로

젝트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 전략에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폐기물 재고량 데이터에는 고준위 유리고화

체,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도 포함되어 있

다. 또 이 보고서에는 2040년까지 처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 (기준시

나리오)하에 처분장 개발 이정표로부터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

어 있고,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므로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 개발 영

역에 대한 제언도 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개발 사항의 분류는 

최종보고서의 부속 자료 2에 나타내고 있다. 제1 분류 항목에 있는 연구 개

발 사항 가운데 처분장 개발 프로그램의 개시이후 일 년 이내에 시작할 필

요성이 있는 연구항목은 리스크와 안전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회수 가능

성 옵션의 영향 및 처분장 개발 계획을 위한 핵물질 방호 요건, 폐쇄 후의 

모니터링 전략의 구축, 사이트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인 3차원 의존 

시나리오 및 고대 수문 환경의 수문지질학적 복원 결과의 이용 등이 포함되

어 있다.

URL관련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연구의 일환으로 1979년 스코틀

랜드의 올트나블레이크가 있었고 그 후 하웰에서 다양한 암석의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한 조사터널의 굴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주민의 반대로 1981

년에 중지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06년 6월에 방사성폐기물 공론화 보고서 발간 및 동년 11월 

정부의 수용으로 2007년에는 기존의 NDA와 UK Nirex가 NDA로 통합되어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일괄 수행하는 체

제로 전환하였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등 관련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형태의 국립연구소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Nexian

을 국립연구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Galson, 

Serco 등 민간연구기업들은 EU market share를 높이면서 스웨덴의 에스퍼 



등 관리 사업 관련 연구와 SKI 규제 활동 등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Deposition hole scale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자. 일본

일본은 쿄효현 부지 공모 실패 후에도 계속해 자발적인 부지 신청 지역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임 일본의 향후 처분 방안은 아래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일본의 단계별 처분 방향

일본은 처분 안전성 연구를 통하여 아래 그림 21에 도식적으로 요약한대로, 

현재는 불확실성 평가에 연구단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

운 FEP matrix 시스템 개발과 THMCR 상호 반응이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

향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세부 연구도 착수하고 있고 또한 처분 안전성 평

가 관련 지식관리 체제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및 자체 프로그램을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21. 일본의 처분 안전성 관련 연구

1966년부터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일본은 현재 55기의 원자로를 가동중에 있

어 30%의 원자력에 의한 전력분담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사용

후핵연료는 재처리정책을 통하여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

어,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약 1,000톤정도가 발생되다가 2010년에는 

연간 1,400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약 20,000

톤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를 통하여 발생

된 유리고화체를 캐니스터에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캐니스터 개수는 1998년 

현재 자국재처리에 의해 62개, 해외위탁에 의해 128개에 이르고 있고, 2020

년에는 약캐니스터수로 약 40,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을 보면 2000년 고준위폐기물 처분법이 제정

되어 고준위폐기물 처분 책임 및 전담기관인 NUMO가 설립되었고, 처분기금 

및 방사성폐기물 기금관리기관인 RWMC도 따로 설립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



리 재원은 2000년부터 원전사업자로부터 매년 징수 하여 유리고화체 1개 당 약 

3,590만엔 정도가 확보되고 있으며 (그림 22 참조) 사업관리는 NUMO가 모두 담당

하되, 국립연구소인 JAEA가 지하연구시설 운영과 안전성 평가 및 실증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경우 2002년 후보부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래 계속 이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 최종부지가 선정되

면 2030년 중반부터는 처분장이 운영 개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중저준위폐기물은 1992년 12월 로카쇼무라 처분장 운영이 시작된 이래 계속 

운영중이며 그 처분용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300만개정도이다.

그림 22.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리 체제



4. 각국의 처분 안전성 관련 연구 동향

가. 미국

미국은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NWPA)에 근거해 DOE가 연구 개발 계획을 수행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NWPA 제304조에 의거해 DOE내에 설치된 민간 

방사성 폐기물 관리국(OCRWM)이 연구 개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개발 업무의 많은 부분은 샌디아 국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DOE 산하의 

각 국립 연구소에서 위탁 수행되고 있다.

네바다주 야카 마운틴의 부지 특성 조사를 위해 유야카 마운틴 사이트 특성 

조사 사무소가 현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처분장 개발 사무소만 남아 

있고, OCRWM은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웨덴, 스위스 및 스페인 등의 각국

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협력연구 및 정보교환 협력 체제를 가지고 

있다.

DOE는1988년, NWPA 제113조에 근거해 OCRWM에서 수행되는 야카 마운틴 부지

특성 조사 프로젝트(SCP)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후 2001년1월까지 매 반년

마다 모두 26번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여주기 위한 부지 특성 

조사 진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보고서로서 1998년 처분장실현 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처분안전성 평가 방법론은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2001년에는 야카 마

운틴관련 과학 및 공학 보고서를 박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 대

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판 보고서를 2002년에 작성하여 야카 

마운틴 부지에 대한 미대통령에 보고하는 문서에 첨부되었다. DOE는 매 2년

마다, 민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계획서도 작성하고 있다.

한편 NWPA에는 에너지 장관이 2007년1월부터 2010년1월1일까지 제 2처분장

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폐기물량의 저감을 도모하

는 등의 목적으로, 국제 원자력 에너지·파트너십(GNEP)의 일환으로서 선진 

핵연료 사이클 이니tu티브(AFCI)에 의해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연

구를 하는 것으로 되었다.

미국에는 따로 연구를 위한 URL은 없지만 미래에 야카 마운틴 처분장의 일

부가 될 지하 시설에서 부지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DOE는 1992 이 탐

사 연구 시설(ESF)의 건설을 시작하여 1997년 굴착을 완료했다. 이 ESF시설

의 심도는 약 300m이고, 주 터널의 전체 길이는 약 8km에 이른다. ESF에서

는 야카 마운틴에서의 지층의 암반 특성이나 수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



해서 그림 23과 같은 히터 테스트나 수문학 시험 등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그림 23. 야카마운틴 ESF에서의 히터 테스트의 모습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은 2008년 야카 마운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에 적용되는 환경 방사선 방호 기준(40 CFR Part 197)을 제시하여, 처

분 후 1만년부터 100만년까지에 대해 방사선 방호 기준을 설정한 연방 규칙 

최종판은, 전미 과학 아카데미의 기간에 대한 방사선 방호 기준을 이전 

2005년의 제안보다 낮은 기준치로서 연간 1밀리시버트 (연간 100밀리렘)으

로 제시하였다. 이 전의 것도 EPA의 야카 마운틴 환경 방사선 방호 기준은 

2001년에 제시된 후 2004년의 연방 공소재판소의 판결에서 일부 무효로 되

어 2005년 개정판으로 공표된 것이었다. EPA는 미국의 자연 방사선에 의한 

선량은 연평균 3.6mSv (360mrem)인 것을 들어,

• 처분 후 최초의 1만년간에 대해서는 연간 150마이크로시버트

(15mrem)의 기준을 유지하고,

• 1만년부터 100만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mSv (100mrem)의 

기준을 유지하며,

• 기후 변동, 지진, 화산활동, 및 폐기물고화체의 부식에 의한 영향

을 100만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검토할 것을 DOE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덧붙여 1만년부터 100만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방사선량의 계산값의 중앙

치(메디안값)를 채택하는 이전의 규정이 삭제되고 또 추기로 1만년부터 100

만년까지의 기간사이 고려해야 할 자연 현상으로서 지진 활동에 의한 지하



수위의 상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네바다주에서는 이러한 2008년10월1의 EPA의 새로운 방사선 방호 기

준은 비합리적으로 위법이라고 하여 취소를 요구하며 연방 공소재판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는 DOE가 2008년 6월에 제출한 야카 

마운틴에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신청서를 기술

적으로 심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아 2008년 9월에 접수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NWPA)에 의해 이후 3년간 (1년간의 연장은 

가능) NRC의 건설 인허가 발급을 위한 심사가 시작되게 되었지만 NRC로는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방 의회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

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NRC에 의한 인허가신청서의 접수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건

설을 위한 NRC의 심사에 의해 야카 마운틴 처분장이 인간환경에 최적합한 

형태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NRC의 인허가신청서의 접수에 대해 네바다주에서는 NRC의 

접수결정에 대해 향후 모든 수단을 다해 야카 마운틴 프로젝트를 저지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영향 평가서의 보완 작성을 요구받은데 대해 DOE는 늦어도 2009

년 가을까지 이에 대한 보완을 NRC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NRC는 제출

된 처분장 건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

렇게 NRC의 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득하면 바로 이어서 처분장 건설이 개시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고준위방

사성폐기물로서 직접 처분할 방침이지만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GNEP)의 틀 안에서 선진 재처리 기술 연구 등도 행해지고 있고, 여기서 발

생되는 폐기물과 방위산업 등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

료 또는 고준위 유리고화체)에 대해서도 상용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장

에 처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방법으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유리고화체 모두를 폐

기물 용기에 봉입해 야카 마운틴 심지층내 응회암충에 처분하게 되고 이러

한 처분은 발생자 부담하에 DOE가 실시하게 된다. 이는 NWPA 제111조(a)(4)

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지만 처분 비용은 발생자 및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



기 때문이다. 또 동법 제211조에는 DOE를 처분장 건설 주체로 정해놓고 있

고, 특히 동법 제304조에 의해 DOE에 설치된 OCRWM가 실제 처분을 실시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OCRWM은 야카미운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평가에 관한 결

과를 2008년 6월에, 그림 24~29에 나타낸 개념과 같은 야카 마운틴 처분장 

건설을 위한 약 8,600페이지에 달하는 인허가신청서와 함께 NRC에 제출되었

는데 이 결과는 처분 시스템 및 성능 평가 결과의 개요를 집대성한 것이다.  

한편 그림 30에 처분장 주변과 운영중 및 폐쇄후의 관리 구역내에서의 연간 

선량으로 나타낸 폐쇄후의 개인 방호 예측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야카마운틴 처분장 설계 개념



그림 25. 야카마운틴 부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이동

그림 26. 야카마운틴 처분장의 주요한 지상 시설 



그림 27. 유카 마운틴 처분장 허인가 신청서에 나타난 지하 시설의 레이아

웃



그림 28. 폐기물과 폐기물 용기(사용후핵연료는 수송/저장/처분(TAD) 캐니

스터를 사용) 



그림 29. 용기의 처분 적치 및 폐기물 용기 수송 (처분 터널내 수송 및 적

치 차량)



그림 30. 처분장 주변과 운영중 및 폐쇄후의 관리 구역내에서의 연간 선량

으로 나타낸 폐쇄후의 개인 방호 기준 평가 결과



나. 스웨덴

스웨덴은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근거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그 외의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책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SKB회사가 설립된 

바 이 회사는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로부터 처분장의 건설, 운영, 폐

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SKB회사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고준위방사성폐기

물로서 심지충내에 처분할 계획으로 처분장이 건설, 운영되기 전까지는 오

스카샴에 있는 CLAB에 저장되고 있다. 이 중앙 중간 저장 시설도 물론 SKB

가 책임지고 있다.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해서는 이 사용후핵연료

를 캐니스터에 봉입하는 시설도 처분장과 함께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처분장의 부지 선정에 앞서 그 방법론과 및 진행연구 관련 상황을 

SKB는 매 3년마다 정리발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구 개발 실증 프로

그램 (RD&D프로그램)이다. 이 RD&D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

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그리고 원자력 시설의 폐쇄 조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개발 등의 계획을 원자력법에 근거해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매3년마다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발전사업자 개 4회사의 위탁에 의해 SKB가 

그 작성을 맡고 있다. SKB가 이 RD&D를 작성 제시하면 규제 기관이 심사하

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 기관은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사

이트 선정에 관계된 지자체에서도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도 모집해, 검토 정

리하여 정부에 제출해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SKB는 처분장 입지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와 타당성조사, 부지

조사, 그리고 상세 특성 조사 등 이렇게 3단계 각 단계별로 부지선정을 진

행하기로 하여 1993년부터 처분장의 부지선정을 개시하였다. 문헌 조사나 

환경 및 사회적 조사, 타당성 조사와 함께 처분장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

체를 전국으로부터 공모하여 2000년까지 공모에 응한 2개의 지자체가 나타

났고, 타당성 조사후 SKB는 2000년월 시추조사를 포함한 부지조사를 오스카 

샴 등 3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부지 조사 대상의 선정 이유

나 조사의 진행방식을 보고서에 정리했고 이 보고서는 규제 기관에 의한 심

사를 받아 2001년 11월에 정부로 부터 그림 31에서 보는대로 부지 특성 조

사 대상지로서 오스카샴과 렉시마에 대한 선정이 승인되어 2002년부터 부지

조사가 진행되어 2009년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SKB는, 처분장 입지, 상세 부지특성 조사 및 처분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2009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이 신청을 위해서는 정해진 

환경 영향 평가 협의(EIA협의)를 거쳐 작성된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필요하게 

된다.

SKB의 RD&D2007에 나타난 사업 계획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봉입 시설과 처

분장의 건설 허가를 받은 후 2012년부터 건설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처분장 운영은 2020년 시험운영으로서 사용후핵연료를 봉입한 

캐니스터를 연간 2550개를 적치 처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처분용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2022년부터 연간 150,160개의 캐니스터현재 오스카샴 지자

체의 주민의 83%, 렉시마 지자체의 주민 77%가 처분장의 유치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두 부지 특성 조사 대상 지역 (포르스마르크 및 오스카샴)

이전에 SKB는 2006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부지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후보부지의 장기적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적 안전 평가서인 SR-Can을 작성하여 당시의 원자력 발전 검사기관 

(SKI)에 제출하였다. 

이 SR-Can은 안전 보고서(SR)와 캐니스터(Canister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초

SKB는 사용후핵연료의 캐니스터 봉입 시설과 최종 처분장 각각의 건설 인허

가 신청에 첨부되는 예비적 안전 보고서로서서 SR-Can보고서와 SR-Site보고



서로 정리할 계획이었다. 캐니스터 봉입 시설과 최종 처분장은 서로 의존하

는 것이므로 각각의 인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동일한 예비적 안전 평가서가 

될 수 있어 SR-Site보고서가 부대 시설의 건설 인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예비적 안전 보고서가 될 예정이다. 여기서 Site는 최종 처분장의 부지를 

나타낸다. 

2009년말로 예정된 최종 처분장의 건설 인허가 신청시까지 필요한 예비적 

안전 보고서의 사전 준비로서 부지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추 

데이터 등에 기초를 두어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리한 이 SR-Can

보고서는 처분장의 건설 인허가 신청에 직접 관계하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아니지만 최종 처분장의 부지조사 완료단계의 중반까지 얻어진 데이터를 활

용한 안전성 평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SKB가 부지조사 프로그램이나 지하 

시설 등의 최종 처분장 설계 작업에 피드백을 도모하면서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방론이나 그 결과의 설명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제의 준수 등에 대해 규

제 당국과 사전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

다. 

이 SR-Can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카샴 및 렉시마부지조사에 따른 모암의 조

사 결과는 현재로선 적합해 보이지만 SKB회가 추후 규제 요건에 적합할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후보 부지로부터의 추가 데이터를 반영

한 최종적인 안전 평가서는 2009년에 규제기관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

SR-Can의 주요한 연구내용을 보면 스웨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구리 캐니

스터에 봉입되어 지하 약 500미터 아래에 건설되는 처분장 모암내에 벤토나

이트 완충재내에 적치되는데 이 구리 캐니스터의 용접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Friction Stir Welding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비 안전성평

가로부터 이 방법이 실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캐니스터가 장래 빙하기

의 도래로 생길 수 있는 큰 압력에 견디는 것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비적 안전 평가서에서는 최종 처분장의 안전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분야로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된 열이 모암에게 주는 영향 

및 캐니스터를 둘러싸는 벤토나이트에 대한 장기적인 거동 등도 다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 예비적 안전 평가는 오스카샴 및 렉시마의 두 부지에 대해서 

한정된 양의 데이터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특히 오스카샴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부지조사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예비적 안전 평가는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최종 처분장의 인허가 신



청때의 최종 안전 평가서의 제출에 앞서 안전평가방법을 최종 제시하기 위

한 기초를 정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용후 연료를구리제 

캐니스터에 봉입하는 캐니스터 봉입 시설의 인허가 신청은 이미 2006년 제

출되어 약30연간의 연구개발 및 과학적 기반에 의한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SKB가 2009년말 심지층 처분장에 관한 입지, 건설의 인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RD&D프로그램2007에서는  이 목표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아래의 6가지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

제1부　SKB회사의 액션플랜

제2부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 

제3부 심지층 처분 계획 관련 기술개발 

제4부 안전해석과 과학기술 연구 

제5부 심지층처분의 사회과학적 연구 

제6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계획과 폐쇄후 조치 

사실 이 RD&D프로그램2007를 보면 SKB는 심지층 처분장의 사이트 선정을 위

해 포르스마르크  및 렉시마 지자체에 대해 2002년부터 부지조사를 실시하

고 있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안전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부지 특성 기술 모델로의 반영을 위한 SKB는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캐니

스터에 봉입해 지하 400~700m의 깊이에 처분하는 KBS-3개념에 근거하는 처

분 방법이 장기적인 인간환경 보호에 대해 최선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캐니스터의 적치 방식에 대해서 SKB는 현단계에서는 세로로 적치하는 방법

의 채용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가로로 적치하는 방법의 검토도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2007년말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이

런 방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험의 실시나 안전성 평가를 

따로 실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장의 건설 신청에 있어서 캐니

스터 적치 방법의 변경여부는 2012~2013년에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후 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 2009년말: 심지층 처분장에 관한 부지선정 

• 2009년말: 캐니스터 봉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중앙시설 및 

심지층 처분장에 관한 건설 인허가 신청 

• 2011년말: 캐니스터 봉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중앙시설 및 

심지층 처분장에 관한 건설 인허가 완료

• 2012년초~2020년말: 캐니스터 봉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중



앙시설 및 심지층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준비 

• 2020년~2021년말: 심지층 처분장 시험 운영

• 2022년초: 심지층 처분장의 정상 운영

한편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 검사기관(SKI)은 2008년3월 SKB가 2006년10월에 

제출한SR-Can 보고서에 대해 SKI와 방사선 방호 기관(SSI) (지금은 두 기관

이 합해졌음)가 합동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표했는데 

3개의 국제 검토팀을 조직 해 작성한 이 합동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SR-Can

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SKB가 SR-Can보고서로에서 제시한 안전평가방법은 전체적으로는 현

행법규제에 대해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지만,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더욱 개발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 SR-Can보고서는 인허가 신청에 요구되는 품질 보증 수준까지는 달

하지 않았다. 

• 최종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의 리스크 평가에 관계하는 몇 개의 중

요 프로세스의 지식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 인허가 신청 전 처분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초기의 특성, 운영 

등에 대한 품질 확보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처분장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조속하게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두 개의 후보부지에 대한 부지조사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현재 두 개의 부

지에서 부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르스마르크에서는 5번째 부지 시

추가 종료되어 암반 등이 양호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고, 오스카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표 조사에 의해 암반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이 조사되었다. 

또 이 곳도 시추에 의한 암반 조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이 두 사이트에서는 

동식물의 생식 조사등도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포르스마르크에서는 제5 시추부지의 코어 시추가 종료될 예정

이고 이 시추공은 1,000m에 달해 모암층은 균열의 적은 암반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지하100m이하에서는지하수의 유입이나 두드러진 큰 균열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에 포르스마르크에서 진행되는 지질 모델

링을 도시하였다.

야외에서의 생물 조사에서는 야행성 조류와 딱따구리 등의 조류와 어류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러한 조사 외에도 포유류에 대한 조사도 행해지고 있

다.

향후의 부지조사 예정으로는 6, 7, 8번째의 시추공의 굴착이 개시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있다. 오스카샴에서도 시추공을 굴착해 암반과 지하수를 조사

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2002년, 2003년에는 헬리콥터

로 공중조사를 통해 암반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이 측정되었고, 야외 조사

를 통해 생물학자 및 생태학자에 의해 이 지역의 조류 및 식생, 그리고 포

유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그림 32. 포르스마르크 지역의 암반 지질 모델링

다. 핀란드

핀란드도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되지 않고 스웨덴과 동일하게 고준위방사

성폐기물로서 심지층내에 처분된다.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대

책의 기본방침은 1983년의 폐기물 관리 목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잘 나타

나고 있는데 1987년의 원자력법에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 비용 부담

의 책임도 가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과 유사하게 2개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포시바사가 설치되어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처분장의 건설,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핀란드에서도 부지 선정에는 안전성 및 환경 영향 평가가 포함되는데, 처분



장 부지 선정은 예비 안전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친 다음, 정부의 

원칙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칙 결정은 원자력법에 따라 규정

되고 있는 핀란드 특유의 수속으로 중요한 원자력 시설의 건설에 임하여 구

체적인 허가 수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시설이 과연 사회 전체의 이익에 

적합할지를 사전 판단하는 것으로 지극히 핀란드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포시바사는 2004년 6월 올킬루오토에 대한 지하 특성 조사 시설(ONKALO)의 

건설을 개시할 것을 공표하여 이 ONKALO는 2010년까지 건설되도록 되어 있

다. ONKALO는 최종 처분을 위한 올킬루오토의 암반 특성 조의 핀란드어 머

리 글자를 취한 것이다. 포시바사는이 ONKALO에 대한 연구에 의해 최종 처

분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암반 부분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사용후핵연

료의 최종 처분을 위하여 2012년말까지 정부에 제출되는 최종 처분 시설의 

건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필요한 것이다. 사실 ONKALO는 최종 처분장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으로 포시바는 현단계부터 이미 최종 처분의 장기 안전

성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ONKALO의 건설 및 굴착에 대해서는 통상

의 암반 공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터널 주위의 암반의 실링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널굴착과 병행하여 암반에 시추공을 굴착해 

지질 정보를 얻고 터널에 굴착된 연구용 공동에서 지구물리학적 및 화학적 

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이 ONKALO의 건설에 의해 연인원 4050명의 고

용이 창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3에서 보여지는 ONKALO는 최종적으로 길이 5.5km의 진입터널에 환기

구, 그리고 420m 및 520m의 깊이의 연구 지역으로 구성되어 그 총용적은 33

만m3정도로 예상 된다. 



 

그림 33. ONKALO의 레이아웃 

포시바는 2006년 12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RTD) 

프로그램2007-2009를 안전 규제 기관인 방사선 원자력 안전 센터 (STUK)에 

2006년 11월말에 제출하였는데 이 RTD프로그램은 매 3년마다 작성되게 되어 

있어 2003년에는 올킬루오토 및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2004-2006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설계 프로그램(TKS리포트2003)이 발

간되었다.

이번이 그 첫번째가 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포시바가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장의 건설 인허가의 신청을 실시하는 시기가 그림 34에서 보는 대로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3년 10월 무역산업성(KTM)이 포시바의 신

청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할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KTM

의 결정은 포시바의 주주이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책임이 있는 TVO와 FPHO

가2003년 6월 포시바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장의 건설 인허가 신



청에 관한 스케줄 변경 요구로 결정된 것이다. 

KTM은 포시바의 신청 시기를 2012년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늦어도 2009년까

지 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서류의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간에 있어 초점을 맞추는 작업 프로그램 제안이 기록되고 있

다. 

그림 34. 포시바의 처분장에 관련 주요 활동과 건설 인허가 계획 

포시바의 2007년부터 2009년사이의 연구기술개발(RTD)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처분 시스템이 처분의 안전 요건을 만족하도록 처분 시스템의 주요

한 구성물에 대한 성능 목표를 결정하고, 이러한 안전 요건이 이용 가능한 

기술에 의해서 만족되는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처분 시스템의 주요한 구성물의 성능 목표에 관한 현상에 대한 검토를 행하

고 있어 인공 방벽 및 천연 방벽 등 주요한 처분 시스템 구성물 거의 모두

에 대해서 성능 목표가 정해져 그 실현 가능성이 실증되었음을 보이고 있

고, 전반적인 처분기술은 최근 몇 년간의 진척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벤토

나이트나 뒷채움재 등의 사용에 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암이나 실제 처분 환경에 있어서 처분 실시에 따른  신뢰성 향상 등도 필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이프티 케이스의 개발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은 처분 시스템에 관한 기술

과 생물권 모델링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차후의 국면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관한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핵종 이동 모델링도 개시하여 세이프

티 케이스의 준비에 관한 방법론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ONKALO지하 특성 조사 시설의 개요나 그동안의 진척내

용, 스웨덴 SKB와의 공동 연구에 의한 KBS-3처분 개념에 대한 개발 상황이

나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포시바는 2008년 5월 최종 처분장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EIA) 계획서에 대

한 견해를 고용 경제부에 제출하였는데, 포시바의 EIA계획서의 기술 내용은 

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주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향후 EIA 보고서의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 영향 평가는 올킬루오토 처분장에서 처분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에 대해서 6,500, 9,000, 그리고 12,000톤 등 3개의 처분량 시나

리오를 대상으로 한 것인 것이며,

• EIA보고서에는 재처리나 핵종 변환 기술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 환경 영향 평가는, 올킬루오토에 있어서의 처분 이외에도 이 프로

젝트에 기인하는 모든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 EIA보고서에는 처분장의 확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장소의 선정에 

대한 설명이 기술 되는 것이 당연하며,

• EIA보고서에는 최종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외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을 포함한 운영중의 사고시의 영향 평가도 기술되어야 하는 등

이다.

이 고용 경제부에 의한 EIA계획서에 대한 견해에 대해 포시바는 다음 단계

로서 EIA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 경제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라. 프랑스

2007년 5월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기관(ASN)이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 폐기

물 관리 국가 계획(PNGMDR)을 발표했는데 이 PNGMDR은 2005년 7월 ASN, 정

부 관계자, 사업자, 그리고 관련 단체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의해 초안을 작



성한 방사성 폐기물 및 재이용 가능한 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가 계획 (당초

는PNGDR-MV라고 되어 있었음)의 최종판이다.

이 PNGMDR의 목적은 방사성 폐기물 등의 관리 방법의 총괄 평가를 실시해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처분 시설의 요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처리 능력 및 저장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리 방법이 정

해지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

다.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법 (이하 방사성 폐

기물 관리 계획법) 이 2006년6월에 공포된 바 있는데, 이 PNGMDR의 초안은 

고준위 및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목표를 정한 이 2006년 법의 제3조 및 제4조 등을 고

려하여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ASN은 PNGMDR에 정해져 있는 제시안대로 진척 상황에 대한 감시와 

2009년도판PNGMDR을 실시하는 워킹 그룹의 활동을 계속해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9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ANDRA)은 그림 35~37에 보이

는 뷰어 지하 연구소의 주변지역에 있어 새로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

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는 뷰어 지하 연구소가 있는 지질과 그 특성이 유사

한 무즈현의 남부로부터 오토=마르누현의 북동부에 걸치는 뷰어 지하 연구

소 주변 250km2의 구역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이 곳의 지질 환경에 관한 자

료를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심도 

400m~600m의 점토층에 고준위 및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의 

건설이 가능한 약 30km2의 구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법에서는 심지층 처분장에 관한 향후의 

일정은 2015년 처분장의 설치 인허가 신청, 2025년 운영개시를 할 수 있도

록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NDRA는 2009년 

후보 부지의 제안을 예정하고 있다.

ANDRA는 6기의 플랫폼으로부터 14개의 시추공의 굴착을 실시할 예정이며 

2007년 9월에는 무즈현의 트르브레이(Trveray)에서 굴착 작업이 개시되어 

Gondrecourt-le-Chteau, Montiers-sur-Saulx, Poissons, Chevillon에서도 

2008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추에 의해 얻은 측정 

결과는 2007년 10월~11월에 실시된 물리 탐사에 의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 

의해서 상호 보완되었다.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기관(ASN)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법의 규정에 따



라 ANDRA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이나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처분장의 건설 인허가 신청에 앞서 실시되는 공개토론회를 위한 서

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연구를 지하 연구소 주변 구역

(250km2)에 대해 실시할 것

• 2009년말까지, 처분장의 건설에 적절한 제한 구역(30km2)의 선정, 

설계, 운영 안전성 및 장기 안전성, 그리고 가역성에 관한 옵션, 

처분장을 보완하는 저장 시설의 옵션과 공개 토론에 이바지하는 연

구 성과나 처분장 부지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자료를 2012년말까지 

정부에 요구 제출할 것

• 늦어도 2014년말까지는 ANDRA는 지층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ANDRA는 화강암을 지질 매체로 하는 심지층 처분에 대해서는 스웨덴, 스위

스, 캐나다등과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진행시켜 왔으며 2005년 연

구 성과를 정리해 심지층 처분장의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

출하였고, 원자력청(CEA)은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및 변환, 방사성 폐

기물의 콘트롤, 장기 지상 저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CEA도 

2005년 별도로 연구 성과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림 35. 뷰어 지하 연구소 주변 지질도

그림 36. 뷰어 지하 연구소의 개관



그림 37. 뷰어 터널 내부 모습

마. 일본

일본은 1976년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심지층처분연구를 시작해왔는데, 이러한 고준위 처분에 관련된 연구개발은 

핵연료 주기 개발 기구 (구 JNC)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JNC는 2005

년 10월 1일자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이 핵연료주기개발기구(JNC)의 

통합으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가 출범하여 이에 통합되었다.

JNC는 1999년 10월에 우리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기술

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개발기술 보고서 (H3)를 발간 정리하였다. 원자력 

위원회 산하의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대책 전문 부회 보고에서 이 보고서

에 대해서 일본의 심지층처분에 대한 기술의 신뢰성이 잘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처분 예정지의 선정과 안전기준의 책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

로 잘 기술되어 있다고 이후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JNC는 2005년 9월 이후의 심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심화하여 



재정리한 보고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기술에 관한 지식 기

반 구축(H17)를 작성 발표하였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해 10월에 독립 행

정법인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JAEA)가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JAEA에서  

심지층 처분 기술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 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향한 연구 

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NUMO는 처분 사업의 안

전한 시행 및 경제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지층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심지층에 관한 데이터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층의 연구 시설을 실제로 확보하여 

선행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연구 성과를 NUMO뿐 아니라 다른 나

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구 시설을 활용한 연구 개발은 핀란드나 미국 야카마

운틴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처분 사업과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행되고 있

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JAEA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두 개의 심지층 연구

개발 시설은 기후현 미즈나미시(화강암)와 홋카이도의 호로노베(퇴적암)의 

2개의 URL로 이 두군데 연구 시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미즈나미의 심지층 연구 계획을 보면 지질 환경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체

계적인 조사와 그 해석 및 평가 기술의 기반의 확립, 그리고 심지층에서의 

공학 기술의 기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층내 실증 연구를 실시할 예정

으로 있다. 그림 38에서 보는 대로 미즈나미시로부터 임대한 시유지와 미즈

나미시내의 JAEA의 소유지에서 굴착 진행중인 이 연구계획을 통하여 터널과 

수평 터널등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 기존의 시추공 등을 이용한 

단층 주변의 지하수 연구 등을 위하여 이 연구소를 통해 암반이나 지하수 

관련 기술과 그 해석기법의 확립, 그리고 심부 지하에서 활용될 공학 기술

의 확보를 주요한 목표로 하여 화강암을 대상으로 암반역학 및 지하수 유

동, 수질관련 연구를 위해 실제로 심부지하내에 터널 및 수평터널을 굴착하

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38. 미즈나미 심지층 연구소 전경

이 미즈나미 심지층 연구 시설내에서 이루어질 연구 단계는 모두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그림 39에 나타낸 대로 제 1단계에서는 

지표에서 조사예측을 하는 단계, 제 2단계에서는 연구를 위한 터널을 굴착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연구 터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누

어 진행될 계획으로 있다.



그림 39. 미즈나미 연구시설의 단계별 계획

그림 40에 개념적으로 보인 이 미즈나미연구시설내 터널은 그 최대 심도가 

1,025m가 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이후의 연구 목적을 완료한 후 이 심지층 

연구소의 시설 활용 방책은 차후 지자체와늬 논의를 통하여 이용 검토 위원

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연구의 기간은 약 20년간

이 될 전망이다.



그림 40. 미즈나미 연구시설의 개념 및 연구 내용



한편 호로노베의 심지층 연구 센터는 그림 41에서 보는 대로 2001년 4월에 

홋카이도 호로노베쵸에 개설하였는데, 2008년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로서 퇴적암을 대상으로 한 심지층 연구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층 연구 계획중 핵심 되는 지하 시설

의 건설과 터널의 굴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배수 처리 시설

의 증설 공사도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주로 행해지는 연구로는 제1 단계에

서 얻은 조사 연구 결과의 확인과 터널을 이용한 조사 연구의 계속, 그리고 

심지층 처분의 안전성에 관련되는 지식 베이스의 구축이 중요한 연구 계획

으로 되어있다. 또 최근에 계획된 지상시설로는 2009년 개원을 목표로 국제 

교류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해외 및 국내 연구의 교류 활동과 지역 주

민과의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

그림 41. 호로노베 심지층 연구 센터의 일정

이 호로노베 연구시설에서는 미즈나미연구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중이나 지상

으로부터 자기와 전류 등을 이용해 지하 심부의 모습을 조사하는 물리 탐사

나 시추 조사에 의한 샘플의 채취 등 광역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

여 지하 심부의 지하수, 그리고 암반의 성질 등을 예측한 후, 실제로 지하 

터널을 굴착해가며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므로써 심지층 조사 기법이

나 그 해석 평가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터널

굴착에 따른 영향과 그 범위등도 조사할 예정이고, 지하에 굴착한 터널내의 

정밀한 물리 탐사나 시추 조사 등을 실시하여 터널 주변의 지층 및 지하수



의 성질, 그리고 지진영향 등 장기적 변화를 조사할 예정이며 또, 처분 시

스템의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기술이나 터널 폐쇄기술의 개발도 실시할 예정

으로 있다.

그림 42에서 보는 대로 지질 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인공 방벽 등 다양한 관

련 기술개발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시 필

요한 적치기술의 연구 개발과 함께 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

해 암반과 인공 방벽, 그리고 터널이 장기간 상호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도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42. 호로노베에서의 다양한 처분관련 연구 실험계획과 인공방벽 완충

재 채움 기술 

5. 결론

이제까지 주요 선행국가에서 진행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동

향에 대한 개요 및 연구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유일한 고준위폐기물의 형태로 예측되는 사용후핵연

료 연구처분에 관한 연구가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1997년이

래 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결론적으



로 선행 제 외국에 대비하여 우리의 연구 동향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2008년 현재 4단계 연구가 진행중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처분 종합 성능평가 연구는 현재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하여 설계중인 국내 심부지질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제시하기 위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목표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및 관

련기술 실용화 도입 과정을 단계 별로 살펴보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

개념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

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

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술 자립을 통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는 것이다. 고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품질관리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평가코드, 즉 전산 프로그램 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처분시스템 상세 

핵종 이동 모델을 개발, 확장하여 국산 핵연료 및 처분장이 위치하는 모암

내 단열 암반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현안들이 평가되어야 하고, 처분장 요

소에 관계하는 현상의 분석을 통한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 보완, 그룹화하

여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및 인자를 도출하여 이를 행렬 형태로 개발하여, 

처분장으로부터 주요 지하수 유동경로에 이르는 유동 거리 및 단열 암반에

서의 수리 특성이 전체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성물들의 순간 유출

률의 중요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 및 장반감기 핵종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생

태계 영향 평가와 함께 기준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한 

품질관리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되어지고, 핵종이동 모델 개발, 시

나리오개발 및 보완연구가 처분환경에 대한 생태계 영향 평가와 함께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왔다.

현재 진행되는 4단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에 대한 처분장 폐쇄 후 장기적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는 처분장 인허가 과

정 뿐 아니라 후보 부지 도출 및 최적 처분 개념 도출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미국, 일본,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처분 연구개발 

사례를 살펴 볼 때 처분 안전 해석은 전체 처분 연구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최근 세계적인 연구 동향은 수학적 기법에 의존하

는 정량적인 안전성 분석과 함께 시민 및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두 가지 방향이 융화된 Safety case (세



이프티케이스, 안전성요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처분 안전 해석 연구는 이러한 세이프티케이스 

개념을 이용한 초기 연구 수행을 추진하여, 우선 국내 연구진의 강점인 처

분 안전 해석 개념 정립 및 관련 수학적 연구에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

진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을 위한 확률론적 종합 해석을 통하

여 이러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처분안전해석에 필수적인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 적용과 관련한 기술 

현황으로는 세계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확률론적 평가 

방법 적용이 권고되었으며 핵종 유출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코드 및 핵종 유

출 과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모사할 수 있는 코드 개발이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처분 안전성 신뢰성 증진 차원에서 각국이 단일 코드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 코드를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병행 적용하는 방법

론이 처분 안전성 평가의 주요 철학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실증이라는 개념을 

대체하여 신뢰성 증진개념이 대두되어, 완전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전성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가결과의 상호비교, 자연 유사, 지하실

험동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처분 안전

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 처분안전해석 연구팀은 비단 안전성 연구뿐 아니라, 

주변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2007년 6월 30일 영문판 CYPRUS를 최종 개발 완

료해 이를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를 통해 35,000 달러에 대만 원자력연구소

에 판매하고 3일 동안 사용법에 대한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영문판과 한글

판 병행 개발을 통하여 버전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언어로 수정 

시 다른 언어 판에서 수정판을 알려주는 언어 동기화 기법을 사용 두 언어 

버전의 상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6년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

시설 포화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및 영구 관리를 위한 “사용후핵

연료 관리 공론화 TFT(이하 TFT)"가 발족되고 과기부 산하 ”핵비확산성핵

연료주기“ 정책 연구(이하 정책연구) 등이 활성화 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처분안전해석 연구팀은 TFT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기술 

부분 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영구 관리 옵션의 

핵심인 심층 처분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로렌스리버

모어 연구소(이하 LLNL)와 캘리포니아대학(이하 UC Berkeley)로부터 2007년 

6월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핵연료주기 옵션에 대한 환경 친화성 



평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고 이를 추진하고자 방법론을 모색 중인 한

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등 관리 방안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 15회 국제안보학회(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에 초청 연사 및 좌장으로 참석해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

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처분안전성 

연구는 물론 제반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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