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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국가관리 모델 개발 연구

키워드 사용후핵연료/국가 관리 방안/수용성 증진/공론화/다자간 협력

개발목표 및 내용

1. 단계목표

국제적인 핵주기 동향 분석과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별 경제성

및 기술성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 관리 모델 개발

2. 개발내용 및 결과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에 따른 경제성/기술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기술성 분석

- ENVI 코드 (Visual Simulator) 개발

-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 사용후 핵연료 국제 관리현황 및 선진핵연료주기 현안 분석

- 국내외 수용성 현안 및 증진 문제 분석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각종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분석

○ 공론화 이후 중간저장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정책 수립에 활용

○ 객관적 분석툴을 활용한 정책 수립으로 정책 신뢰도 제고

4. 적용분야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국가 관리 방안 실천을 위한 기술적 요인 분석 및 소요 기술 개

발 방안 제시

○ 국제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 도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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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2005년 11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가 확정된 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분야

가 당면한 현안의 하나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국민적 공감대 위에

설정하는 것과 확보된 경주 처분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

는 것임

○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2005년 IAEA가 다자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도 2006년 2월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제시를 통하여

핵연료 주기 관련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개발을 통하여 정량적인 분석 기

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설정을 위해 주요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이 먼저 구축되어야 함

○ 최근 미국 GE는 GNEP 체제를 이용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한국과 공동 파트너로

참여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은 긍정적으로 참여를 적극 고

려하고 있음

2. 산업ㆍ경제적 측면

○ 현재 국내 전력 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43.4%

를 차지해 총 28기 규모로 확대될 예정으로 2006년 800억 달러까지 증대된 에너지 수입액

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

지 원활한 소내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이 입지하고 이에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

료의 재활용 및 영구 처분이 현안으로 등장할 것은 해외 사례로 볼 때 쉽게 예측할 수 있

음

○ 2017년까지 도입될 28기 원전에서 총 36,0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와 같이 원자력이 40% 이상 국내 전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한다면 아래 그림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21세기 말 총 8만여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규모는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유카산 처분장(Yucca Mountain Project) 수용

규모인 6.3만톤(나머지 7천톤은 군수용 폐기물로 총 합은 7만톤)과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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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그림. 세계 중간 저장 시설 현황

○ 향후 국내 원자력 발전 점유율이 프랑스와 같이 자원 빈국 선진국 규모로 상승하거나 원

자력 수소 기술의 개발로 인해 원자력 수소가 수송 연료 시장의 30%를 점할 경우 페블

형과 피조메트릭 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향후 우리 나라의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산정

○ 미국의 경우 유카산 처분장 비용으로만 5~6백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까지 건설 운영될 28기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만 추산하더라도 2002년 가격 기준으로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킬로그램당 약 700 달

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비용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3 -

○ 또한 점증하는 사회적 관심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현가에 의존하는 이론적

인 비용 예측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측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전체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최적 관리 방식을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병행해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해 관리 옵션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합의를 거두고 이에 따른 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향후 원자력 산

업의 생존성(vi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임

○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직접 연관된 핵연료 주기 기술은 최근 미국의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기술 옵션 개발과 Areva의 전통적인 Purex 방식에 기초한 습식 재

처리 기술 옵션 및 현재 국내에서도 활발히 연구 개발 중인 pyro-processing 기술(이하 파

이로 기술) 등 여러 갈래 기술들이 각기 다른 기술개발,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장

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실용화 가능 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평화적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식의 상용화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비용

이 소모되므로 이와 같은 재활용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비용과를 연계해 어떤

옵션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을 가져다주며

○ 기술적으로도 적기에 실용화 가능성이 높으며

○ 국제 정치 사회에서 현안인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 국내외적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가를 기술적 측면 인자에 대해서는 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와 같은 계량적 방법과 윤리적 측면 인자에 대해서는

HA (Holistic Approach)와 같은 총합적 방법을 결합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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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AFCI에서 고려하는 UREX+, 파이로 기술과 제 4 세대 원전 연결 개념도

3. 정책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 최적 관리 옵션 도출은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

가 안보 및 에너지원 자립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 도출 현안의 하나임

○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호전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콘소시움이 형성될 경우 국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관련 산업적 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성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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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국외기술현황

○ 미국의 경우 국가 관리 모델은 대통령 및 의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철저한 top-down 방식

으로 수행 방식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GNEP의 경우 개략적인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 후

이를 상세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워싱턴 시에 위치한 다

양한 컨설팅 회사들과 샌디아 국립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정책 시안을 준비 중이며 전술

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 GE가 우리나라와의 공동 참여 의사를 타진 중임

○ 또 하나의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인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의 경우 과학학술원

(Academy of Science)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1982년 미 의회가 주도로 제안한 Nuclear

Waste Policy Act에 의거 DOE 산하 OCRWM이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1987년 의회의 결

정에 의해 유카산이 처분장 단일 후보 부지로 결정되고 2002년 대통령 및 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철저한 정부와 의회 등 정치권의 주도로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DOE와 산하 연구

기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향 제시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최근 관리 방안은 대통령 및 의회 등 최고위 의사 결정권자의 정

책 의지에 따라 설정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전문 기관이 다양한 실행 방안

을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액션 아이템을 선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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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EX+ :        Uranium Extraction
• CCD-PEG    : Chlorinated Cobalt Dicarbollide – Polyethylene Glycol
• TALSPEAK : Trivalent Actinide-Lanthanide Separation by Phosphorous

Regent Extraction Aqueous C(K)omplexes

Dissolution

U, Tc Separation
(UREX+)

Cs, Sr Separation
(CCD-PEG)

TRU, Ln Separation
(TRUEX)

TRU Extraction & 
Stripping(TALSPEAK)

Tc

U

Cs/
SrTRU

유리고화

Fp

Ln

• Disposal of Uranium as Class C LLW
• Technetium Recovery: > 90 %
• Pu, Np, Am, Cm Recovery: > 99.5 %
• Disposal of Cs and Sr as LLW

• UREX+ :        Uranium Extraction
• CCD-PEG    : Chlorinated Cobalt Dicarbollide – Polyethylene Glycol
• TALSPEAK : Trivalent Actinide-Lanthanide Separation by Phosphorous

Regent Extraction Aqueous C(K)omplexes

Dissolution

U, Tc Separation
(UREX+)

Cs, Sr Separation
(CCD-PEG)

TRU, Ln Separation
(TRUEX)

TRU Extraction & 
Stripping(TALSPEAK)

Tc

U

Cs/
SrTRU

유리고화

Fp

Ln

• Disposal of Uranium as Class C LLW
• Technetium Recovery: > 90 %
• Pu, Np, Am, Cm Recovery: > 99.5 %
• Disposal of Cs and Sr as LLW

그림. 미국 GNEP 프로그램 개념에서 UREX+ 역할

○ 이와 같이 설정된 관리 방안에 따라 관련 미국 국립 연구소들은 영구 처분, 재활용 등 사

용후핵연료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알곤국립연구소(ANL)는 Purex 방식과 유사한 Urex+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Urex+ 방식

은 습식 방식으로 분리 대상 핵종들에 따라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

로 분류됨

그림. 분리 대상 핵종에 따른 UREX+ 공정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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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은 GNEP 추진을 위해 영국을 제외한(영국은 옵서버로 참여) P-5 국가와 일본과

함께 재활용 순환 핵연료 주기 불가피성을 천명한 바 있음

○ 캐나다와 영국 등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반대로 bottom-up 방식으로 국가 관리 모델을 설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2003년 11월 사용후핵연료 관리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해 NWMO가

설립된 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병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 NWMO는 전담 인력을 운영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옵션과 영구 처분 옵션을 결합한 단계적 관리 옵션을 제시한 바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은 Purex 방식에 의거한 재활용을 원칙으로 향후에

는 Coex 방식과 Ganex 방식을 기술적으로 추구하도록 기술적 road map이 설정함

○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관리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의회의 개입을 요청해 1991년말 프랑스 의회는 15년 영구 관리 옵션

에 대한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연구를 매년 CNE에 보고하도록 입법화함

○ CNE는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심지층 처분, 장기 관리, 소멸처리 연구 현황과 부지 선정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연구 결과를 매년 정리해 왔으며 2005년 15년 동안의 연구 결과

를 종합한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 사회적 갈등 관리를 전담하는 CNDP에 공론화를 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CNDP는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수행해 향후에도 심지층

처분을 주 옵션으로 하되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도 심층 연구를 수행하도록 결정함

○ 영국의 경우 셀라필드 심지층 처분 사업 실패 이후 사업 전담 기관인 Nirex는 지속적으로

GPA(Generic Performance Assessment)와 용기 개발을 전담해 왔고 부지 확보를 위한 공

론화를 위해서 왕립학술원(Royal Academy)이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DEFRA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 도출을 위한 PSE를 2여년 간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NDA라는 해체 폐기물 관리 전담 기관이 설정되었으며 최근

Nirex와 통합 중임

○ 2006년 7월 CORWM의 정부 권고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06년 10월과 11월 이를 환영하

는 성명 발표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 설정의 중요함을 표명하였으며

○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CORWM 2 설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담 기관 통합 노

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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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증시설 건
설 허가 취득

도입 결정 시 중간
저장 시설 건설 허가
취득

기술 실증을 위한
지하실증시설 운
영 처분장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및 심
지층 처분장 적합
성 규명

운영 인허가 취득,
사용후핵연료 수송
인허가 취득, 수송
및 재포장과 중간 저
장 수행

시민 참여 제도 실천, 선호 부지 선정을 위해 이해당사자 협의, 타당
성 조사 및 부지 특성 조사 등 부지 확보 절차 시작, 일부 설계와 안

전성 평가 병행 수행

부지 특성 평가 조사 수행 및 중앙 관리 시설 설계, 인허가 제 작업
착수, 중간저장시설, 처분실증시설, 처분장에 대해 시민 참여와 안전

성 평가 결과를 이용 환경 영향 평가 수행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 도입 여부 결

부지 선정 절차와 시민 참여 제도 선정을 위해 주민 및 지역 사회와의
협의 및 인허가 사전 작업을 위한 규제 기관과의 협의

1단계

처분장 밀봉 시점 및 시설 해체 시점 결정

진입 터널 및 수직갱 밀봉, 필요시 폐쇄후 감시 시작

3단계

2단계

도입 불허 시 소내
중간 저장 정책 지속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종 설계 준비 및 처분장 건설 시점 결
정, 처분장 건설 인허가 취득

처분장 운영 허가 취득, 사용후핵연료 수송, 처분장 운영 및 모니터

처분장 최종 처분 완료 미래 세대가 처분장의 안전한 격리 기능 확인
시까지 모니터링 수행

단계적 관리 방안 정부 정책으로 채택

그림. 캐나다 NWMO가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단계적 관리 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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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의 습식 재처리 개념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 방향

2. 국내기술현황

○ 사용후핵연료를 위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석 모델 개발과 관련된 국내 기관으로는 관

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업 정책 방향 설정 및 사업 수행

을 지도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지경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개

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와 실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한원연),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원자력 발전 주체인 한수원은 무엇보다도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로 지속적인 원자력 발

전의 저해 요인이 없도록 적기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원전 핵연료가 공급되도록 하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지경부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거해 한수원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우리나라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이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 사업체제를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노력중임

○ 한원연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관련 핵비확산성 분석,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성공적인 확보 후 국내 원자력계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수십년이라는 기간과 수십조라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국내 고유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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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되고, 경제적이고,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범국가적인 체제를 구축 수행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된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적인 입장에서 비교

분석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과 수용성을 증진시켜 사업방안

을 적기에 수행토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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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1. 기술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각종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분석 모델

개발

○ 기존의 단위 옵션 분석이 아닌 옵션 연계 분석 (예를 들어 저장 옵션 + 사용후핵연료 영

구 처분 옵션)을 통한 종합 영향 분석이 가능한 모델 개발

○ 기존 수행중인 경제성 평가 연구, 한수원이 수행중인 위탁재처리 방안 등과 연계 종합적인

국가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 생산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국가 관리 방안 실천을 위한 기술적 요인 분석 및 소요 기술 개

발 방안 제시

2. 산업ㆍ경제적 측면

○ 실용화 가능성이 뛰어난 핵주기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중간 저장 시설 확보 사업 및 궁극적 관리 체계 설정을 위한 국

가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해 원자력 산업계 내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3. 정책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입지를 비롯한 향후 관리 시설 입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

론적 논리 개발 및 이를 통한 국내외 여론 주도층 및 사회 단체들의 의견 수렴

○ 국제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 도출 기반 조성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중간 저장 시설 확보 사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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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 목표

국제적인 핵주기 동향과 우리나라 원전 전략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중장기

국가 관리 모델 개발

2. 평가 방법

○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타당성 및 활용성

○ 옵션별 도입시점 및 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활용성

○ 입지 공정성 및 윤리적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 국제 사회 협력을 통한 선진 핵주기 기술단계별 실용화 전략 활용성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1. 단계 목표

○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옵션별 경제성/기술성 분석

○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2. 평가 방법

○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타당성

○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타당성

○ 입지 공정성 및 윤리적 타당성 분석 결과 활용성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1. 1차년도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옵션에 따른 경제성/기술성 분석

- 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사례 분석

- 핵주기 개념 실용화 시점에 따른 SWU 절감 효과 및 사용후핵연료 누적 효과 평가

종합 visual simulator 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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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기준 등 해외 폐기물 분류 방안 국내 적용성 검토

○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 Risk 개념 분석 및 국내 사회 이해당사자 그룹별 접근 방안 도출

- GNEP 정책 중간 평가 결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개발

- IAEA 다자간 핵주기 협력 방안 분석 및 대응 전략 개발

2. 2차년도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에 따른 경제성/기술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경제성 기술성 인자 분석

- IAEA 기준 등 해외 폐기물 분류 방안 국내 적용에 따른 경제성 기술성 분석

○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현안 분석 모델 개발: 지역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개발

- 선진 핵주기 기술 실용화 전략 도출을 위한 cross cutting 이슈 분석

3. 3차년도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에 따른 경제성/기술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개발

- 옵션별 도입 시점 및 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현안 분석 모델 개발: 입지

공정성 및 윤리적 타당성 분석 모델 개발

-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선진 핵주기 기술 단계별 실용화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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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향후 계획
제 1 절 단계 연구개발 결과

1. 단계 연구개발 추진 일정

1단계 추진일정

분류

번호
개발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 경제성/기술

성 분석

1-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옵션 경제성 기술

성 분석 모델 사례 분석 및 인자 분석

1-2

핵주기 개념 실용화 시점에 따른 SWU 절감 효과 및

사용후핵연료 누적 효과 평가 종합 visual simulator 코

드 개발

1-3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분석 모델

개발

1-4 옵션별 도입시점 및 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2 핵주기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2-1
Risk 개념 분석 및 국내 사회 이해당사자 그룹별 접

근 방안 도출

2-2 다자간 핵주기 협력방안 등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분석

2-3
선진 핵주기 기술 실용화 전략 도출을 위한 현안 분

석

2-4 입지 공정성 및 윤리적 타당성 분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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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별 경제성 기술성 인자 분석

1) 핵연료 주기 옵션별 경제성 / 기술성 분석

가) 중간 저장 관련 경제성 기술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단기 관리 대안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은 중간저장방안에 대해 분석함

- 먼저 시설의 위치에 따라 원전 부지내와 부지외로 구분하고 기존 원전 인허가 과정에 편승

여부에 따라 인허가 상 별도의 복잡한 조치가 필요없는 “관계 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부

지내임시저장 시설과 원자력법 제 2조에 기술된 “이용시설”로서 새로운 인허가가 필요한

부지내독립저장 시설과 부지외중간저장 시설로 구분한 후 이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

- 또한 기술적 특성에 따라 크게 통념적으로 습식 중간저장과 건식 중간저장으로 구분한 후

이미 40여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습식 중간저장과 20여년 이상 경험과 최근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식 중간저장에 대해 상술하고, 상세한 대안 분

석함

- 그 결과 현재 상용화된 모든 중간저장 시설의 기술성과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어느 기

술 방식을 도입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함

- 이와 더불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해외의 중간저장 시설 현황도 정리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부지 면적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현

재 세계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간저장 기술 대안 중 어떤 것을 선정하더라도 안

전성, 경제성, 기술성, 부지 면적 등에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충분히 성숙한 기술임을 입

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중간 저장 관련 별도 기술 보고서 발간(2009년 7월)



- 16 -

그림. 건식 중간저장 시설 현황

그림. 2009년 3월 현재 미 독립중간저장시설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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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 독립저장시설 현황(in part)

Type SNF Cost [K$] 단 가 ($/kgHM)
PWR/BWR

Vertical Concrete 24/52 PWR/BWR 350 30/36 
Horizontal Concrete 24/52 PWR/BWR 500 42/51 

metal 24/52 PWR/BWR 750∼ 1500 63/77
125/154  

Metal Dual 26 PWR 1000∼ 1500 77
115 

 ․ Wet : $396/kgHM ($0.00115/kWh)
 ․ Dry : $238/kgHM ($0.00070/kWh)

표. 건식 중간 저장 방식별 비용 단가 조사 현황

나) 처분 옵션 기술성 경제성 평가

- 2002년 및 2007년도 미 에너지성에서 수행한 처분장 경제성 평가(total system life cycling

cost) 결과 분석

- 스웨덴, 핀란드 등 직접 처분 예정 국가 처분장 비용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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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리를 추진 중인 일본 처분 비용 평가 분석

- 2000년대 초반 수행한 우리나라 처분 경제성 평가 분석

- 최종 처분 비용에는 아직도 상당 규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특히 공학적 방벽 재질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처분 비용은 상당액 증감할 수 있으며 처분 규모에 따라 비용에 대한 편차

가 심하다는 것은 미국과 핀란드/스웨덴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음

분 류 국 가 지역명(처분매질) 처분 대상 운영 예정

처분장 부지 확보

미국
Yucca Mountain

(응회암)

사용후핵연료 및

Defence Program 발생

유리고화체

2017

(잠정 중단)

스웨덴
Vattenfall 원전부지

(결정질암)
사용후핵연료 2017

핀란드 Olkiluoto (결정질암) 사용후핵연료 2020

부지 확보 중

프랑스 예상지역: Bure (점토) 재처리발생 유리고화체 2025

일본 미정 재처리발생 유리고화체 2035

그림.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추진 경과

- 현재 중단된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인 야카 마운틴 (Yucca Mountain)에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t과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그리고 방위관련으로 발생한 사

용후핵연료 7,000t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6년 4월, DOE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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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입법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에는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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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폐기물 정책법 (NWPA) 제111 조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의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DOE가 그 주체로 되어 있고,

특히 제 304조에 의하면 DOE내에 민간 방사성 폐기물 관리국(OCRWM)을 따로 설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NWPA)에 근거하여 DOE의 직무를 대행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OCRWM의 위상이 재정립될 것이며 현재 관련 역무는 잠정 중

단되어 있음

그림.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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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유카산 처분장 경제성 평가 결과

YMP 사업 비용
 건설 비용 $27 billion
 TSLCC $96 billion
 기금 징수액 $30 billion from power producers

$3.5 billion from taxpayers
 기 사용액 $13.5 billion
 미의회가 지정한 처분 용량 70,000 tHM
 최종 확장 가능 용량 132,000 tHM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량 60,000 tHM civil
  20,500 tHM military
 시설 운영 예정일(원안) 1998
 시설 운영 예정일(현안: 현재 중단) 2017-20
 시설 운영 지연 비용 $11 billion

+ $500 million per year aft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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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 (퇴적암) 경암 (화강암) 평균 [단위 억엔]

기술 개발 1 ,0 8 4 1 ,0 8 4 1 ,0 8 4

조사, 부지 획득 2 ,1 4 1 2 ,3 9 2 2 ,2 6 6

설계 및 건설 10 ,2 9 6 8 ,5 7 5 9 ,4 3 5

운영 6 ,7 4 2 7 ,6 5 2 7 ,1 9 7

해체 및 폐로 7 9 8 8 7 7 8 3 8

감시 1 ,2 1 6 1 ,2 1 6 1 ,2 1 6

프로젝트 관리 6 ,0 5 3 5 ,3 5 4 5 ,7 0 4

소비세 1 ,0 9 0 1 ,0 6 9 1 ,0 7 9

전체 비용 29 ,4 2 0 28 ,2 1 9 28 ,8 1 9

표. 일본 심지층 처분비용

다) 재처리 경제성 기술성 분석

-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의 관리차원의 선택 이므로 정책적 차원의 범위 내

에서 경제성의 고려는 특히 시장경제가 확대 되는 미래에는 산업적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

한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처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원가 계산과

시장경쟁 상황에 대한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투명한 가격 분석이 어렵기 때문임

- 재처리의 일차적인 상품은 회수된 제품(플루토늄)의 연료적 가치이므로 새 연료(우라늄)를

대체 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의 손익분기가 기준임

- 재처리 경제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서 커버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위탁 재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하고자 하며 위탁 재처리의 계약에 영향은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 될 수 있음

- 재처리 서비스 비용 : 위탁재처리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있는 서비스 가격

의 결정은 서비스 제공자 측의 원가비용 및 상업적 이윤 등 제반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

며 재처리 가격(price)과 비용(costs)의 차이는 자체적인 투자에 의한 재처리 비용과 상용서

비스에 위탁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에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투자 조건과 처분비용 1 : 경제성 논의에서 사업주 측의 수명비용(life cycle costs)의 주요

요소인 연구개발, 시설투자, 운전 및 보수, 수명 후 해체 또는 개수 등에서 고객에게 부가할

서비스 가격은 대체로 사용후핵연료 중량(tHM)당 단가로 책정되는데 재처리 사업주입장에

서 위험부담에 따라 책정되는 할인율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민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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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정부 등 공공투자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쌈 미국 과학학술원 평가

(199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900tHM/y 규모시설의 재처리 단가는 정부 투자시 810$/kHM,

전력사업자 1,330$/kHM, 민간 투자시 2,110$/kHM 로서 2~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볼 수 있다

고 분석하였고 이런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순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사례

는 별로 없음(70년대 미국의 NFS, GE, AGNS 등의 민간 기업들이 West Valley, Midwest,

Barnwell 등의 시설에 투자한 예가 있으나 이 역시 당시 미국정부의 원자력사업 장려정책

의 지원을 받았다)

- 투자 조건과 처분비용 2 : 프랑스와 영국의 상용 시설들은 정부투자 형태의 저리자본의 투

자였으며, 특히 위탁재처리용으로 건설된 UP-3와 Thorp는 고객들의 선불투자에 의한 최소

리스크의 사업이었으며 이들 유럽의 재처리시설들은 그동안의 서비스로 상당액수의 자금회

수(amortization)를 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투자비에 해당하는 매몰비용(sunk costs)을 배제

하고 시설운영비(operation and maintenance)를 바탕으로 저렴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함

- 신규 투자 재처리 사업 (일본 Rokkasho-mura 시설 사례) 1 : 여기에 예외적인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일본의 Rokkasho-mura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일본정부의 정책적 기

반 하에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의 콘소시움 형식으로 투자된 일본 핵연료주식회사

(Japan Nuclear Fuel Co. Ltd)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의 경우 설계 모

델로 참조했던 La Hague 의 시설보다도 훨씬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4년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비 22,400억엔, 40년간 운영비 110,000억엔, 해체비 1,550

억엔 등 총 132,950억엔으로서, 할인율을 무시한 단순한 계산으로 40년간 처리할 물량 800

x 40 =32,000톤으로 나누면 톤당 재처리 비용은 약 40억엔을 상회함

- 신규 투자 재처리 사업 (일본 Rokkasho-mura 시설 사례) 2 : Rokkasho 시설의 고비용은

1994년 일본 국내에서도 직접처분 대안과의 비교차원에서 논란이 된바 있는데, 그 당시 언

론보도를 보면 마이니찌 신문은 “직접 처분 비용은 0.34엔/KWh인데 비해 국내재처리는

1.33엔/KWh, 해외위탁재처리는 0.80엔/KWh인 것으로 나타남”

- 위탁 재처리의 표준 가격 : 앞서 얘기한 OECD/NEA 자료(1994)에 가정한 재처리 서비스

단가 600~800USD/KgU는 2000년대에도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문헌에 논의된바 있으나 이

에 대한 논란이 많으며 실제 가격은 1000불을 상회 하는 것으로 보고 된바있고, 또한 MOX

가공 시설이 없는 국가에서는 어차피 MOX 가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약 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1500불을 계상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나 러시아의 Mayak 공장

과 같이 가동율이 저조하여 여유용량을 싸게 제공하는 경우 300~400불 선 또는 그 이하까

지 논의됨

- 시장상황 1 : 현재 세계 재처리 시장은 과거 국가 주도형 사업의 결과로 볼수 있으며, 그

동안 원자력 시장, 특히 재처리 시장의 제한성으로 자유경쟁 가격은 기대 하기 힘들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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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P-3 시설의 서비스 가격은 고객들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어 유휴상태가 전망되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상황이어서 매우 유리한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시장상황 2 : 그러나 이러한 시장 상황은 장기적으로 재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

되면 적정 가격으로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구조의 재편으

로 신흥 에너지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모두 재처리 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저비용 산업구조에 의해 재처리 비용도 저감화 될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음

고객 국가 La Hague Sellafield Mayak 비고

(자국내 연료) 　 -2,158 -2,500
영국:AGR, 러시아:

WWER

독일 4470 969 　
 2005 년 재처리 종

료

일본 2944 2673 　  위탁재처리 종료

스위스 619 422 　
 Thorp 계약분은

대부분 취소

스웨덴 　 140 　 　

벨지움 671 　 　 　

화란 268 53 　 　
스페인 　 145 　

예전 계약분
이태리 　 143 　

핀란드 　 　 330
과거 소련의 정책에
따라 위성국가 들에
게 제공되었던 서비
스가 대부분

체코슬로박 　 　 84

헝가리 　 　 280
우크라이나 　 　 306
불가리아 　 　 61

 합계 8,972 4,645 1,051 　

표. 해외 위탁 재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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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OECD/NEA

(2004)

Gen IV

(2002)

 MIT/Bunn

(2003)

천연 U  20 ~ 80  20 ~ 80  30 ~ 40

재처리 500 ~ 900  500 ~ 1100  1000

MOX 가공  1000 ~ 1500  600 ~ 1750  1500

HLW 저장/처분  80 ~ 200  80 ~ 310  300

표. 재처리 가격 비교 조사 결과

수송 문제 :

-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위탁재처리에서 봉착하는 첫 단계의 이슈임

- 특히 운송거리가 먼 아시아-유럽간 수송은 비용 외에도 안전성 등 제반 제도적 이슈가 연관됨

- 과거 일본의 위탁재처리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용후핵연료나 재처리 된 플루토늄(또는 MOX

연료나 고준위유리화 폐기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국제 환경단체 등이 운송에 물리

적으로 개입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저항의 대상이 된바 있음

- 방사성 물질의 수송은 육해공의 공공 운송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담보하

기위한 제반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어온 분야로 특히 국

제적 운송의 경우 규정의 합치성 요건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제적 기준의 개발

이 IAEA에서 착수된 분야임

-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 산업에서 수행된 수 백 만 건에 달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수송은 별

다른 사고 없이 매우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은 미래의 재처리를 위한 수

송의 소요에도 긍정적인 바탕이 됨

- 여기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수송 작업도 포함되며, 위탁재처리

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철저한 안전성기준을 만족하는 수송용기를 주로 유럽 내 육상

과 해상수송,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유럽재처리 시설에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상운송은 IAEA의 관련 안전기준에 덧붙여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INF(Irradiated Nuclear Fuel)코드의 적용을 받는다. 해상수송은 최대의 안전성

을 기해 설계 제작된 전용 선박을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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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리와 관련한 해상수송은 전담하는 국제회사 PNTL(Pacific Nuclear Transport Ltd.)이 운

영하는 전용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되어 왔으나 위탁 재처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과 재

처리후에 플루토늄과 고화 폐기물의 반송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특히 막대한 방사능 물

량의 대규모 국제적 운송은 서비스 사업에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임

- 1992년 UP-3 시설에서 첫 위탁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일본에 반송하던 선박 ‘Akatsuki Maru“

호의 해상 운송을 그린피스가 물리적인 저지를 했던 사례로서, 호송 비용 이 63억 엔에 달함

- 1995년 La Hague에서 위탁재처리된 고준위폐기물을 Gorleben으로 운송하던 열차에 반핵단체

들의 대규모 반대시위로 6000여 경찰 도원 등에 5500만 DM 비용 초래함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 재처리는 기본적으로 핵물질을 방사성폐기물에서 분리해 주는 화학처리 공정으로서 위탁 재처

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용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위탁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서 발생된 모든 결과물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상거래에서나 마찬가지로 고

객과 서비스제공 업체 사이에 상호이익이 합치될 경우 계약에 의해 세부적인 조건이 정해 질

수 있으며, 재처리의 경우 발생 폐기물중 고준위 폐기물은 반환하고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적고

부피가 큰 중저준위 폐기물을 고준위로 환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례였음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현재까지의 위탁재처리 계약은 발생폐기물을 고화처리(유리화)하여 반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반환할 고준위폐기물 고화체에 방사능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산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량 발생

하는 초우란원소폐기물(TRU)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우 반송하고 영국의 경우는 계약에 따라

서 고준위와 환산 처리하는 조항을 둠

-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 동구권 국가들로 부터의 재처리서비스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송하지 않

았다고 하나, 냉전 종식 후 자국내 원자력 환경에 관한 여론의 악화로 서구에서와 같이 폐기물

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됨

- 사용후핵연료와는 달리 고준위폐기물은 연료자원의 가치가 없는 부담물(liability)이기 때문에

가능한 속히 제거하는 것이 후세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상책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달라짐

- 우리나라가 위탁재처리를 하는 경우도 일본에서 전례와 같이 반환될 고준위폐기물의 중간 저

장시설과 함께 최종처분 시설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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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럽의 위탁재처리 서비스는 발생 폐기물을 유리고화처리 하는 공정을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된 방사성 핵종을 추출하여 제거하기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기타 :

- 상기 기술적 사항들 외에도 위탁재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예컨대 재처리에

서 발생하는 우라늄은 아직 원광 가격이 싸서 적극적인 재사용이 되지 않고 있음

-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농축을 하거나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에 섞어 쓰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위탁 재처리에서 발생한 우라늄의 대부분은 재처리 시설에 보관되는 것이 보

통이며 또한 U-236 등의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천연 우라늄에 비해 기술적인

취급이 까다로운 문제가 있음

-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우라늄은 미래 우라늄 가격이 더욱 비싸지거나 고속로 연료 개발 등으로

용도가 생기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관 관리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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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진핵연료주기 경제성 기술성 분석

-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pyro-processing 관련 기술성 분석 결과를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

함(2009년 7월 발간)

-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부 일본 자료를 비교하고는 별다른 자료가 없음

- 원래 2008년 말 수행될 한원연과 미국 감마 엔지니어링사와의 개념 설계 및 비용 평가 자

료가 생산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10월 한미 양국

간 소위 non-paper를 둘러싼 논쟁이후 관련 연구가 중단됨으로서 경제성 분석 자료가 도출

되지 않아 이 여파로 본 과제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에서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현황 분석

에 주력하였으며 향후 관련 한미 협력이 본격 추진되고 현재 한원연이 별도로 추진 중인

관련 실험 시설인 PRIDE 건설에 따른 비용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후속 연구로 수행

할 예정임

그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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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ual Simulator 개발

- 저장 방안별 평가 모듈 개발 : 경제성, 부지 면적, 발생량 및 시나리오별 이동량 등

- 독립저장/AFR/AR 등 저장 방법에 따른 시설 부지 지역에 따른 평가 모듈 개발

- 해외위탁재처리 및 국내 재활용 평가 모듈 개발

- 최종 처분 평가 모듈 개발

- 산업재산권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 신청

- Nuclear News 등에 연구 소개내용 게재

- 미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코드 비교 검토 공동 연구

그림. GUI를 이용한 입력 자료 및 결과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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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장 관련 평가 모듈 개념

그림. 중간 저장 장소에 따른 평가 모듈 개념

그림. 해외 위탁재처리 평가 모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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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진핵연료주기 평가 모듈 개념

그림. 최종 결과물 선택 화면

<산업재산권 등록>

산 업 재 산 권 구 분  산 업 재 산 권  산 업 재 산 권 프 로 그 램 09 -0 2 2

 산 업 재 산 권 명 EN V I 3 .0

 특 허 종 류 프 로 그 램  분 류 번 호

 출 원 및 등 록 국 가 한 국  등 록 번 호 2009-01-121-002284

 등 록 일 자 2009-04-28  등 록 만 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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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재 산 권 구 분  산 업 재 산 권  산 업 재 산 권 프 로 그 램 09-023

 산 업 재 산 권 명 TRAN SPO RT 2 .0

 특 허 종 류 프 로 그 램  분 류 번 호

 출 원 및 등 록 국 가 한 국  등 록 번 호 2009-01-121-002288

 등 록 일 자 2009-04-29  등 록 만 기 일

 출 원 번 호  출 원 일 자

 출 원 요 구 일 자  지 적 재 산 권 대 리 인 명 컴 퓨 터 프 로 그 램 보 호 위 원 회

■  산 업 재 산 권  참 여 자 계  : 2 명

성  명 소  속 주 /부 구 분 배 분 율

황 용 수 국 제 전 략 연 구 부 주 80

강 철 형 방 사 성 폐 기 물 기 술 개 발 부 부 20

■  산 업 재 산 권  과 제 계  : 1 건

계 정 번 호 계 정 명 계 정 책 임 자

77721-08
사 용 후 핵 연 료  중 장 기  

국 가 관 리  모 델 개 발  
황 용 수

<< 특허 등록 >>

 산 업 재 산 권 구 분  산 업 재 산 권  산 업 재 산 권 IP08101704K1

 산 업 재 산 권 명
선 행  및  후 행  핵 주 기  물 동 량  및  비 용  통 합  평 가  시 스 템  및  이 를  이 용 한  

평 가 방 법

 특 허 종 류 발 명 특 허  분 류 번 호

 출 원 및 등 록 국 가 한 국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등 록 만 기 일

 출 원 번 호 2008-0132415  출 원 일 자 2008-12-23

 출 원 요 구 일 자 2008 -12-23  지 적 재 산 권 대 리 인 명 케 이 앤 에 스 국 제 특 허 법 률 사 무 소

 등 록 유 지 일  비 고 특 허 08-227

■  산 업 재 산 권  참 여 자 계  : 3 명

성  명 소  속 주 /부 구 분 배 분 율

강 철 형 방 사 성 폐 기 물 기 술 개 발 부 부 25

김 연 옥 대 외 정 책 연 구 팀 부 15

황 용 수 국 제 전 략 연 구 부 주 60

■  산 업 재 산 권  과 제 계  : 1 건

계 정 번 호 계 정 명 계 정 책 임 자

77721-08
사 용 후 핵 연 료  중 장 기  

국 가 관 리  모 델 개 발  
황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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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 & TRANSPORT 프로그램 관련 Goldsim 사 발간 소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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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원자력학회 발간 Nuclear News 2009년 7월호 잡지 게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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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코드 비교 검토 공동 연구 결과 보고서 일부>>

COMPARISON OF TWO SIMULATORS PREDICTING NCLEAR FUEL CYCLE DEMAND

in EAST ASIAN STATES

Yongsoo Hwang, S DeLand*, R Finch*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Snadia National Laboratories, United States of America*

Abstract

To develop the national long term nuclear fuel cycle policies in nuclear emerging state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a potential scenario in the nuclear fuel cycle, such

as the timings of introducing feasible options, their scales, and their connections to other

options. For example, the impact of the potential scenario such as introduction of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ISFSI) at 2020 with its capacity of 10,000 MT and its

connection to direct disposal from 2040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such as an

off-shore reprocessing from 2015 with the subsequent HLW disposal from 2060.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roposed scenarios.

This is also true for the front end fuel cycle. Those states plann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need a solid plan to assure supply of fresh fuel. To meet the demands from

states in the region of the East Asia,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SNL) and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ve worked together through the Nuclear Energy

Non-proliferation (NEN) Workshop since 2007. In the 3rd NEN Workshop in 2007 SNL

presented the estimation of fresh fuel demand from the region using its software FSCNE, the

Fuel Cycle Services Needs Estimator. The FSCNE based on the commercial software

POWERSIM have been developed and is expected to be officially released soon.

At that time KAERI developed the simple version using the MS Excel. The results from two

institutes agreed well except for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was discrepancy of

fast breeder reactor introduction in PRC between SNL and KAERI, which was the one

difference of the two presentations. SNL and KAERI successfully compared the results and

got series of comments in that Workshop. Since then SNL and KAERI have independently

further developed the tools.

This paper describes an integrated model ENVI developed by KAERI to simulate options for

managing spent nuclear fuel (SNF) in South Korea. A companion paper (Hwang and Miller,

2009) describes a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to address the long-term safety of

alternative geological disposal options for different waste streams. Also it illustrates the recent

development of FSCNE whose advantages are in predicting SWU demands from each st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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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 with full visual functions for easy understanding.

The ENVI model addresses alternative concepts for storage,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of

SNF of different types (CANDU, PWR), leading up to permanent disposal in geological

repositories. It uses the GoldSim software to simulate the logistics of the associated activities,

including the associated capital and operating costs.

Results allow direct comparison of alternative waste management concepts, and predict the

sizes and timings of different facilities required. Future versions of the model will also

address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system components in order to provide

risk-based assessments.

Figure 1. Annual Discharge Rate of S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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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SCNE input screen for reactor feel operating characteristics

(Reacto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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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민감도 분석

- 기 개발한 ENVI 코드 (Simulator)를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저

장량 민감도 분석

- 처분시설 (2040년 운영 가정)을 도입하면 저장시설 용량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재활용 시설 (2025년 운영 가정)을 도입하는 경우는 6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표. 저장시설 용량

(단위 : MTU)

관리 시나리오 저장시설 최대 용량 비고

저장 시설 만 도입 24,000 CANDU 6,000

저장시설+처분시설 도입 14,000 CANDU 6,000

저장+재활용 시설 도입 8,000 CANDU 6,000

저장+재활용+처분 시설 도입 8,000 CANDU 6,000

그림. 소내분산저장시설과 집중저장시설 도입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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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중저장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그림. 집중저장시설, 재활용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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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주기 옵션에 따른 국내외 수용성 분석 모델 개발

1) 국내외 수용성 증진 문제

- Opinion 그룹 도출

- 경제성 효과 분석

- 부지 적용 방안 도출

- 관리 시설 입지 전략 구축

Classification Decision 
Maker Implementer Expert Mass Media NGOs Public Locals Total

KRMC 0 0 0 2 0 3 0 5
KHNP 0 0 1 2 0 0 1 4
KINS 2 1 2 1 1 1 11 19

KAERI 0 0 3 3 0 1 4 11
KRS 2 0 2 6 0 2 0 12
Total 4 1 8 14 1 7 16 51

표. 여론 조사를 통해 규명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그림. 공동체 복지 관련 세부 항목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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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제적 실행 가능성 세부 항목

그림. 사회 경제성의 두 가지 측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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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성 인식 비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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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5

3
3.5

4
4.5

5

신문

지역방송

공중파방송

그림. 국내 Stakeholder들의 미디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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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갈등에 대한 특성 분석

양극화 프라이버시

개발 속도 미개발 자연 녹지 보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영향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개

념, 공포 및 태도
자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친밀

성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에 대

한 영향
의사결정참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유치 지역사회 기존 vs 신규
장기적 안정성

지역사회의 복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숫자, 규모와 본질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사회
지역사회 숫자

가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건전성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원주민집단)

접근 방식의 오점

지역사회 경제적 건전성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로의 매상, 부가

및 다른 세금 유입

간접적인 취업 기

회 증가

지역사회 비즈니스 수입

증가
부동산 가치

재산권 손실 및 오염 위험 기타 공적/사유 재산 가치 사업 성장 연관 직업 취업 기회 증가

그림. 지역 사회 경제적 복지성 증진을 위한 지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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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론장 시스템에서의 갈등운영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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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변화 항목 대응 방안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변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논의에 주

도적으로 참가하여 향후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Global한 측면에

서 우리나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진 희망

다자간 협력 체제

변화

•기존 10여개 이상의 새핵연료 공급방안은 IAEA 이사회를 거쳐 NTI 및

IUEC 두 안으로 좁혀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국제 회의에서 세계 각

국 의견 수렴 예정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 희망

•러시아/몽고 등의 사용후핵연료 공동 관리 방안에 대한 실상 파악과 국

내 정책 반영 위해 현지 전문가 초청 및 현장 방문 추진 희망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따른 현안을 분석 향후 중장기적 국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설정에 적극 반영

•관련 워싱턴 회의 등에 적극 참여 미국 현지 동향 파악 및 이에 근거한

정책 대안 제시

방폐물 관리 공단

탄생

•실질적인 사업 수행 기관인 공단과의 상시 대화 채널 가동 및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현장 정책 필요 사항 수집

공론화 본격 착수 •연구 결과 전달 및 현안 사항 공동 논의

숙의적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일본 동경대 및 미국 UC Berkeley 등 국내외 대학과 영국

CoRWM/NDA와 공동 연구 체제 확립

2) 국제 사회 대응 전략과 선진핵주기 전략 제시

가) Cross-cutting 현안 분석

(1) 선행핵주기 현안 분석:

- IUEC, MESP, UK Bond, RANF 등 12개 이상 제안된 선행핵주기 다자간 협력 방안 분석

- 독일이 제안한 MESP의 경우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

나 주 참여국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짐

-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미국 NTI의 제안이 미국 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호응 속에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함

- NTI와 러시아의 IUEC 모두 최종안에서는 실질적인 공급 결정권자로서 IAEA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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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됨

- 최종적으로 유력한 IUEC 및 NTI 접근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유력한 방안들은 기존의 IAEA MNA 방법론과 결합하여 선행핵주기 현안을 해

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판단함

• Limit to E/R under multilateral controls

• Limit to existing full scale E/R facilities

• Global Network of Fuel Cycle

• Multinational Approach (MNA)

• Fuel leasing, fuel-cycle states vs. Rx states

• Assured Fuel Service Initiative

• System of International Fuel Cycle Centers & IUEC

• Assured Fuel Supply/ International Fuel Cycle

•  Multilateral mechanism

• IAEA standby arrangement system

• International LEU Fuel Bank

• Reliable fresh fuel supply (& SNF take-back): 
 NAS/RAS: Internationalization of nuclear fuel cycles

표. 핵연료주기 관련 주요 제안 정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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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  N A C  
첢 az ato mp ro m

L EU  reserve 
at  JSC  첟U EC

J SC 첟UEC

J SC  첔rme n ian  
N PP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AEA safegu ards

JSC  첔 to m en erg o p ro m 10% *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 eration 

Rosatom 
State Corporation 

JSC  첰 ec h sn ab ex p or 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Intergovernmenta l Agreement

Government of   
Ukraine

C o n ce rn  
첥uc lea r  F ue l?

10% 10% *

90%

90%

New 
member-states

goverments

Au tho riz ed  
o rgan iz at ion s

20% - 1 *

* sh ares  f ro m  rus sian  pa ck et  (w ith rete nt ion  b y th e R us sian  Fe de rat ion  o f   5 0 %+1  co nt rol pa ck et  in  the  IU EC).

그림. 러시아 농축 서비스 관련 다자간 접근 방안 IUEC

그림. 독일이 제안한 농축 서비스 관련 다자간 접근 방안 M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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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6 2015
France - Areva 10.8* 10.8* 7.5

Germany-Netherlands-UK - Urenco 5.9 9.0** 15.0
Japan - JNFL 9.0 10.5 1.5
USA - USEC 8.0* 8.0* 3.5+
USA - Urenco 0 0 3.0
USA - Areva 0 0 1.0

Russia - Tenex 20.0 25.0 33.0+
China - CNNC 1.0 1.0 2.0

Other Neg. 0.3 0.3
total 46.5 approx 54.2 66.8+

Requirements (WNA)  48.4 57.0 – 63.0

표. 전 세계적 농축 서비스 현황 단위 {MSWU/yr]

(2) 후행핵주기 현안 분석:

- 후행핵연료주기는 선행 분야와 달리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장구해 이에 따른 책임(Liability)

소재 문제, 소유권 문제 등이 존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장기간 사업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 및 수송 문제, 자국산 원전 및 핵연료를 대상으

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형태로 현재로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러시아가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다자간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후속 조치로 요구됨

그림. 동아시아에서 적용 가능한 다자간 협력 체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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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기관별 사업 방안 분석

- 우리나라와 정부 내 기관 역할 및 관련 기관 역무가 유사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간 미래 역할 규명 방안 도출

-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및 화산활동 다발국가로서 특이한 지질조건으로 인해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지질 정보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일본은 일찍부터 정부 주도로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

시해 왔고 이러한 일본에서 JAEA는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관련 연구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NUMO의 처분사업 진척에 따라 기술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이 더

욱 주목받고 있음

- 국내의 심지층처분 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1997년부터 국가 중장기연구로 십년 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일본의 JAEA 연구추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지층처분 기술개발은 아직 사업화 이전 단계임을 감안하여 요소기술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기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국내에도 처분 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2009년 1월 발족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이 아직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

해 최종관리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음

- 신설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건설 운영 관련 프로젝트 경험 인력 위주로 발족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최종관리 방안

결정과 무관하게 지층처분 시설은 당연히 필요하며, 단지 확보시기의 문제로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관련 연구와 향후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단 내 처분연구 및 사

업 인력과 조직의 조기 정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JAE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처분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관으로서의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기능도 기대해 볼 만하고 특히 지층처분을 위한 후보부지 조사와 최종 처

분부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URL의 건설 및 운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

인력의 확보는 지층처분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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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본 내 다양한 처분-관련 기관의 상호작용

기관 전담 분야 기관의 역할 수행

NUMO 처분 책임 사업 관리 HLW 처분

JAEA 연구 관리
지하 연구 시설 운영

안전성 평가/실증 등

전문 기술

엔지니어링사

RWMC 재원 관리 방사성폐기물 기금조달

표. 일본 처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업무 분장

그림. 일본 JAEA와 타기관 사이의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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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NEP 중간 결정 방안 분석

- 미국 내 GNEP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오다 2009년 4월 공식적으로 종료

됨

- 25 개국이 참여한 국제 GNEP 프로그램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속되고 있

으나 최근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음

- 프랑스 Areva 등에서 위탁 재처리를 통한 국제 사회 현안 해결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2010년 하반기까지는 실질적인 국제 GNEP 프로그램의 진전은 예측하기 어려움

다) 국제동향 최적 방안 분석

- 2009년 4월 미 에너지성이 유카산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한 이래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향후

관리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미국에는 영향력 있는 대학,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논의가 계

속되고 있으며 2009년 7월말 미 에너지 성 추 장관이 제출한 Blue Ribbon Panel 인사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2010-2011 회계연도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과 후속 장기 프로그램

대안이 결정될 것임

- 또한 이와 별도로 상원 에너지-자원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11인 위원회 활동에 따라 장

기적인 측면에서 처분, 처리, 재활용, 장기저장 및 관련 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도

출 등 미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1982년 제정된 미국 핵폐기물법(Nuclear Waste Policy Act)와

1987년 유카산을 최종 처분장 부지로 결정한 수정법을 대체하려는 노력이나 네바다 주 이

외에 사용후핵연료를 기 보유한 기존 39 개 주의 반발과 핵폐기물 기금 반환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는 장기간의 논쟁이 예측

됨

- 이러한 논쟁은 비단 미국의 정책 뿐 아니라 이란 및 북한 핵문제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사

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전세계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국내 현안 해결에

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소내외 중간저장 시설 평가 방안: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고연소도, 고용량 중간 저장 방식의

상용화가 현재 활발히 추진 중임 다만 인허가 기간 및 사업 소요 기간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소외 중간 저장 시설인 유타주 스컬 밸리의 PFS(Private Fuel Storage)

시설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에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된 디아블로



- 51 -

캐년도 예전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될 저장 시설 사업에서는 32기 용량을 넘

은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IUCE: 2009년 가을 새로운 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 졌으나 2010년 7월 현재

아직 새로운 제안이 발표되지 못했음 2010년도 제 6차 동아시아핵비확산 워크샵은 10월 경

개최될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임 몽고의

지역 중간 저장 방안 역시 현재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기대도 크지 않음

- 해외위탁재처리 관련: 대만 진산 원자력발전소 포화 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사용후핵연

료 위탁 관리 문제가 2009년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반환 Pu 대신 LEU credit 공급 등 새

로운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커다란 변화는 없었음

- 파이로 건식 재활용: 최근 한미간에는 non-paper 관련 새로운 미국의 수정 제의와 한국 정

부의 수정 답신이 있었음 또한 미 에너지성 부장관인 폰맨의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

은 가시화되어 조만간 양국간에 파이로 건식 재활용과 관련된 “과학적”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 아직 양국은 구체적인 공동 연구 항목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병행해 2010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

한 정부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스웨덴 미국 등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스웨덴의 경우 중저준위 처분장 SFR 주변 확

보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관련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2009년 5

월 YMP가 중단된 후 2010년 들어 전면적인 관련 예산 삭감 및 OCRWM 조직의 축소 및

2011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NE로의 흡수 통합, NRC 인허가 심사 중단 등 대변혁을 겪

고 있으며 2009년부터 논의되던 블루리번커미션(Blue Ribbon Commission)이 2010년 1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3월과 5월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차 회의는 7월 워

싱턴 주 조재 핸포드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임 BRC은 단순히 미국 국내 정책 권고 뿐 아니

라 GNEP에서 IFNEC으로 개명된 위원회와 함께 세계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제시에

도 적극 앞장설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진에서는 각 BRC의 회의 내용을 요약 국내 유관 단

체에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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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기관/기업별 추진 내역

○ Visual Simulator 개발: 주관연구기관 수행

FAST, Diamond 등 기준 코드
분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분석 모델

개발

SWU 분석 모델
개발

노형별 특성
모델 개발

입력자료
준비

노형별 특성
모델 개발

시뮬레이션

경제성 분석 모듈
개발

웹 페이지 연결
모듈 개발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공개

○ 수용성 증진 문제: 주관연구기관(주) 및 명지대(명) 수행

Risk 개념
이해(주)

국내 수용성 증진
방안(명)

수용성 증진 기반
확대(주/명)

opinion 그룹
도출(주)

경제성 효과
분석(주)

부지 적용 방안
도출(명)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입지
전략 구축(주)

공정성/윤리성
분석(주)

종합 수용성 증진
방안(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시설
입지 이론적 근거 제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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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주기 옵션별 경제성 / 기술성 분석: 주관연구기관(주) 및 참여기업 한수원(한)과 평

화협력원(평) 공동 수행

국내 비용평가
자료 수집
분석(주)

소내외
중간저장
기술성
분석(한)

해외 중간저장
옵션 분석(평)

단기 사업 옵션 분석
보고서(주)

해외 위탁
재처리 경제성

평가자료
분석(한)

처분 옵션
기술성 평가
보고서(주)

처분 경제성
평가

보고서(주)

중장기 사업 옵션
분석 보고서(주)

건식 재활용
기술성 분석
보고서(주)

주요 Option
도입에 따른 SF
누적량 및 경제성

비교 분석
보고서(주)

건식 재활용
경제성 분석
보고서(주)

건식 재활용에
따른 처분 영향
분석 보고서(주)

장기기술개발 옵션
분석 보고서(주)

옵션별 종합 보고서
초안 제시(주/한)

○ 국제 사회 대응 전략과 선진핵주기 전략 제시: 주관연구기관(주) 및 평화협력원(평) 수행

IAEA MNA/RANF
분석(주/평)

GNEP 동향 분석
(주)

Cross-cutting issue
분석(평)

GNEP 중간 결정
방안 분석(주)

국제 동향 최적 대응 방안
도출(주)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 개발
전략 도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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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말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발생 누적량이 1

만톤을 상회하면서 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옵션들이 개발되고 있

다. 특히 월성환경관리센터는 공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안전한 폐기물 관

리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성 원전 단지 내 Masctor 방식의 사용후핵연

료 중간저장 시설과 증기 발생기 튜브 교체 폐기물 장기 저장을 위한 시설이 준공

되어 운영 중이다.

구  분 부 지 /시 설 '03 ’0 4 ’05 ’0 6 ’0 7 ‘0 8

발 전

시 설

고 리 1 ,346 .96 1 ,41 4 .89 1 ,4 75 .4 5 1 ,56 2 .45 1 ,6 23 .0 2 1 ,6 85
영 광 990 .49 1 ,14 0 .40 1 ,2 48 .8 3 1 ,35 7 .07 1 ,4 91 .0 8 1 ,6 23
울 진 763 .53 841 .62 9 48 .7 8 1 ,05 3 .50 1 ,2 13 .4 3 1294
월 성 3 ,487 .49 3 ,88 8 .95 4 ,2 87 .2 1 4 ,69 7 .36 5 ,0 92 .3 3 5 ,4 81

(발 전 시 설  소 계 ) 6 ,5 88 .4 7 7 ,2 8 5 .8 6 7 ,9 60 .2 7 8 ,6 7 0 .3 8 9 ,4 19 .8 6 10 ,0 83

비 발 전

시 설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하 나 로 0.3 67 0 .413 0 .44 7 0 .480 0 .52 0 0 .5 56

P IEF 3 .2 14 3 .231 3 .24 1 3 .251 3 .26 6 3 ,2 74

(비 발 전 시 설  소 계 ) 3 .5 81 3 .644 3 .68 8 3 .731 3 .78 6 3 .8 30
합  계 6,592 .051 7,289.504 7 ,963.958 8,674.111 9 ,423.646 13 ,913

표 1.1. 국내 사용후핵연료 연간발생현황(누계)

(단위: MTU

스웨덴의 경우 수년간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유치를 위해 팽팽히 노력해

오던 바텐폴 원자력 발전소와 SFR 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CLAB 중간 저장 시설 및 Aspo 심지층 처분 실증 시설이 위치한 두 지역간의 대결

에서 바텐폴 지역이 승리하여 핀란드 올킬루오토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사용후핵

연료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대

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카산 처분장 프로젝트(이하 YMP)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2009년 초반만 하더라도 YMP가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

허가 심사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도 있었으나 미 의회와 에너지

성(이하 DOE)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인허가 진척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으며

OCRWM 담당 부서장의 사임 이후 후속 인선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처

분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를 중단 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블루리본 커미

션을 구성하여 YMP 처분장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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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9년 5월 4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미 상원 에너지자

원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

할 11인 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뿐 아니라 저장, 재처리, 혁신

적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리 방안과 함께 후보 부지 유치 지역에 대한 당근

책 제시 등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종합 고찰해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접근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함께 신뢰성 증진

과 과학적 지식이 접목된 체제로 진행되어야 성공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소위

TRANS-SCIENTIFIC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WIPP 처분장에서 재처리된 사용후핵연료를 시범 처분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이미 2

년 전부터 수행 중이다. YMP 사업과 달리 WIPP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폐기물 처

분 실증에 사용되는 용기 비용은 무척 저렴하여 처분 비용을 상담히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뉴멕시코 지역은 관계 법령 상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영구 처분장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법령 체계를 가졌던 핀란

드 올킬루오토와 스웨덴 SFR 지역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처분장 유치 노력 끝

에 관련법을 폐기하고 최종 부지로 선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뉴멕시코 지역이나 주

변 암염 층이 발달한 주에서 주민들의 합의하에 새롭게 처분장을 유치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중간저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부지내 독립중간저장시설(이하 ISFSI: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은 이미 상업적으로 성숙 단계로 접어

들었다. 중간 저장이 가장 어렵던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008년 12월 유레카 시

원전 부지에 지하 건식저장시설이 6기 입지하게 되었고 2009년 6월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말썽을 빚어 왔던 디아블로 캐년 원전 내에도 8기의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

도록 인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ISFSI의 성공은 특히 중부 및 동남부 지역에서는

현실화되어 많은 원전 부지에서 안정적인 중간 저장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Wh 당 1 mill씩 부과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과 관련된

일련의 논쟁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착되는가에 따라 기금 존폐 및 반환 문제, 관리

기구 주체 변경 등 수많은 굵직한 변화를 미국 내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은 시설 건설 등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조기

실행은 지양하면서 과학에 근거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

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미국의 방향 모색은 우리나라 사용후핵

연료 관리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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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 그 추진에 대해 암묵적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를 함의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단계는 정책 혹

은 이슈 자체에 대한 이해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인정 즉 절

차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 과정에 대한 특정 조치를 통하여

그 결과를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갈등의 핵심 요인인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조정 양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강요

(contending) 방식이다. 둘째, 굴복(yielding) 방식이다. 셋째, 해결(solving) 방식이

다. 넷째, 회피(avoiding) 방식이다. 각각의 방식들은 그 비율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양자관여 모델(Dual Concern Model)이다. 둘

째, 인식된 가능성 관점(Perceived Feasibility Perspective)이다. 셋째, 비난방향 분

석(Blame Direction Analysis)이다. 넷째, 문화와 전략적 선택(Culture and Strategic

Choice)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가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

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곧 전제로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여러 차

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장 시스템의 운영방안 즉 갈

등운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시민, 과학기술전문가, 원자

력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등 다섯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단, 여기

서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하여 200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석 달간 이루어졌

다. 응답자는 총 709명이며 이 중 일반시민 296명, 원자력전문가 46명, 과학기술전

문가 60명, 시민단체 27명, 사업자 280명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이 일반시민, 원자

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간에 유의미한 편차가 존대한다는 사

실이다. 물론, 이러한 편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러한 노력이 선택적이어

서는 안 되며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의 비교적 후발국이었음에도 성공적인 원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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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 이 분야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음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제반문

제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연료의 원만한 공급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포함된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에서 재처리는 직접처분에 비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회수하는 조치로서, 이 대안의 선택으로부터 수반되는 제반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

료의 재처리 대안은 전래적으로 회수된 플루토늄을 혼합핵연료(MOX)로 재활용하

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재처리 시설의 운영과 발생 폐기물의 관리 등 제반 부대 사

항들이 동반된다. 위탁재처리는 이러한 재처리를 외국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로

서 고객 입장에서 자국내 재처리의 경우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게 된다.

전력사업으로서의 원자력 대안의 선택과 마찬 가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대안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원자력산업을 위한 선후행 핵연료주기

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를 포함하는 후행핵연료주기는 다양한 국내외적 사안들이 관

련되는 주제로서, 특히 재처리는 경제성 사안 외에도 핵확산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

와 폐기물의 관리 등 사회적 이슈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 이는 과거 원자력 산업의

시대상황적 변천사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원자력 분야에서 이러한 변천의 배

경에는 인식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적정 대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그동안 원전에 저장되어 오면서

각 원전에서 머지않아 다가올 저장용량의 한계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의 타개책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관련 지침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처

한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기공되는 시점을 계기로

이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때마침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핵연료 주기의

국제관리 문제가 부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장기적 대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중간저장의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많은 내용이 사용후핵연료 본 공론화를 앞두고 수행된 사전 공론화 기술 대안 분석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었다. 단순한 저장 방식 비교 분석 뿐 아니라 경제성, 소요

부지 면적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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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를 넘어 실제 해외 사례를 조사 수록하였다.

저장, 위탁 재처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관리 방식인 처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기존 문헌에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존 내용 말고 우리나라

와 유사한 체제를 갖춘 일본의 예를 집중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월 발족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

단)이 기금 관리 기능과 사업 집행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NUMO가 사업 집행 기능, RWMC가 기금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기

관의 기능을 더 하면 바로 우리나라 공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이 두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 JAEA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삼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연

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다자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제는 아직 전 세계적인 화두로 본격 대두되지 않

고 있다. 이란 문제로 인해 선행핵주기 측면에서는 IAEA MNA, 미국 NTI의 핵연

료은행, 독일의 MESP, 영국의 본드 등 12개 가량의 주요 다자간 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나마 러시아의 IUEC(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에 구 소련국들의 참여가 있을 뿐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 하지만 최근 사용

후핵연료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다자간 협력이 필요

한 분야는 선행핵주기보다는 후행핵주기라는 일부 목소리가 활발히 개진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간 저장과 같이 최종 옵

션을 배제한 상업적 옵션의 대두는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고 사용후핵연료 최종 관리에 있어서는 책임성 이전 문제 등 오랜 관

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을 공급국과 수요국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 하

는 방안이 부재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국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1) 단/중/장기적인 옵션 조합에 따른 영향 분석,

(2) 관리 옵션의 최종 폐기물 처분에 따른 환경 친화성 평가,

(3)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 국제 사회 수용성 확보에 중요한 안전보장조치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코드들을 타 과제로부터 일부 확보하고 또한 일부

코드는 독자 개발하였다. 즉 (1)번 항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ENVI 코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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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통하여 개발 완료하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처분안전성 평가 과제와 공동

으로 연구비를 투입하여 관련 코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 (3) 항에 대해서는 2009년

중반 관련 코드를 한미원자력협력증진 과제와 함께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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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위해도 논쟁의 본질

제 1 절 서론

원자력 산업에서 첫 번째 화두는 ‘안전(Safety)’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의 특

성상 안전 혹은 위해의 개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항목으

로 산업 종사자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 혹은 ‘위해(Risk)’가 무

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법령이나 관련

기술 수준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구체적인 수치를 의미하나 실제 현실에서는 안전이

란 심리적인 항목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규정된 안전과 실제

적으로 ‘느끼는’ 안전 사이의 괴리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해에 대한

자체적인 특성 분석을 시도하고 안전 혹은 위해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며 심리적

인 위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 관련 과학적 연구들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에 대해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원자력 발전이나 환경 산업과 연관된 안전이나 위해(Risk)를 확인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규나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불어 닥친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둘러싼 사업 시행자,

환경 단체, 지역 주민, 중앙 및 지방 정부 사이에서의 끝없는 논쟁이다. 일반 대중

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들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1].

(1) 환경에 대한 우려

(2) 기술에 대한 신뢰성 부족

(3) 정부와 원자력 산업체에 대한 불신

(4)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불신

(5) 공공 활동에는 반드시 공공의 의사가 반영 되어야 한다는 요구

(6) 일반인들의 위해 관념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위해 해석 결과와의 상이성

(7) 환경 문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윤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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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하는 반대 이유와 처분장에만

국한된 이유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2].

(1) 일반적인 반대 이유

- 환경에 대한 걱정

- 대규모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포

- 원자력 산업과 사회에 대한 불신

-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불신

- 핵무기에 대한 공포

-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인 관습과 영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국한된 반대 이유

- 익숙하지 않은 위해 개념에 대한 공포

- 장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안전성 문제

- 과학적인 토론과 관련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혼란

- 너무나 엄격한 규제에 따른 공포

- 위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부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비

단 과학적인 현상 규명 뿐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특성, 위해에 대한 관념 차이,

위해를 둘러싼 지식 전달과 대화 방법의 부적절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합적으

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규제 값으로 대변되는 인허가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실 규명을 포함한 보다 광범

위한 대응 방안 정립이 요구되며, 특히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위해 개념(Perception

on risks)에 대해 과학계가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견은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수렴되는

하나의 방향성은 위험에 따른 결과에 관한 것이다. 즉, 위험으로 인한 그 결과는 그

극복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부정적 영향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IAEA[3]에 따르면,

위험에는 개인이 감수해야 할 치명적인 상해 혹은 질병과 잠재성을 지닌 모든 사망

과 상해, 토지 제한, 일상의 붕괴, 재산의 손실, 생산성의 저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위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간 사망률과 같은 정량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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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데 반해, 일반시민들은 정성적인 요소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위험에 관한 관심 및 정보와 지식의 수준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반시민의 경우는 위험에 대해 수치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 외에

불확실성, 통제가능성, 재난적 잠재성, 형평성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특 성 구 분

위험 노출에 대한 자발성
(Voluntariness) 자발적(Voluntary) 비자발적(Involuntary)

위험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Severity)

일상적(Chronic) 재난적(Catastrophic)

위험에 대한 공포성
(Dread)

보편적(Common) 공포적(Dread)

위험에 따른 치명성
(Fatality) 비치명적(Not Fatal) 치명적(Fatal)

위험 결과의 발현시기
(Immediateness)

즉시적(Immediate) 지연적(Delayed)

위험의 통제 가능성
(Controllability)

통제불가능(Not controllable) 통제가능(Controllable)

위험에 대한 친숙도
(Familiarity) 낯설음(New) 익숙함(Old)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
(Knowledge of science)

높은 과학적 지식 낮은 과학적 지식
(Known to science) (Not known to science)

위험에 따른 편익의 명확성
(Benefit)

명확한 이익 불분명한 이익
(Clear benefit) (unclear benefit)

위험에 대한 노출 유형
(Exposure pattern) 지속적(Continuous) 간헐적(Occasional)

자료: Paul Slovic[4] The Perception of Risk. P.99 등 참조

표 2.1. 인식된 위험의 질적 특성

스티그마(stigma)[5]란 사람, 장소, 기술 혹은 지역 생산물에 대한 특정한 속성,

즉 일탈적이고 흠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과 관련된 표시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스티그마는 본질과는 별개로 인식의 왜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와 명성

이 공포와 실망으로 대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은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여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 뿐 아

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기초한다. 위험인식과 관련해 전문가는 위험수용(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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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을 인식된 위험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간의 상쇄 문제로 간주하려는

반면[6], 일반시민은 이보다는 위험의 자발성, 친숙성, 형평성과 같은 질적 속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위험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

게 위험을 인식하는가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바로 이점이 위험수용 여부

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특성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위험수용은 지불의지

(willingness to pay)가 반영된 의사결정의 문제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으로서의 위험수용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위험수용은 사회적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반시민의

   인식

․위험 본질

․문화 가치

․비난

․신뢰

⇨
유도된 stigma의 반향

다른 장소들
지역
장소

희생

영 향

․stigma에

의한 희생

․stigma 

씌워진 장소

․지역경제

․사회제도

․다른 장소

정보흐름

․미디어

․대인관계

 네트웍

․각색

․구성

․신호

정체성

․단독

․상대방

장소

위험
속성

위험

사건⇨ ⇨ ⇳ ⇨ ⇨ ⇨
⇨ 표  시

․속성 선택

․이미지

개발

․장소와 

이미지 

연결

․표 붙이기

⇦stigma출처⇨ ⇦          stigma 형성          ⇨ ⇦  stigma 반향 및 효과  ⇨
자 료 : Kasperson 등의 Stigma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그림 2.1. 위험확산 및 오명씌우기(stigmatization)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무수한 위험이 존재하여 왔으며, 동시에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그 노력의 결과 많은 위험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위험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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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과학기술도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였다. 오히

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불

안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예상치 못한 잠재적 위해(危害)도 가져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위험수준에 대한 결정은 전문

가들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이 결정을 일반시민이 받아들여야 한

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위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과학기술이 가져올 위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기술적 판단

에만 의존한 결정은 일반시민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

의 위험수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위험관리연구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은 다각적 차원의 고려가 전제된 가치 판단적 특성을 본

질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시민 간에 분명한 인식 격차가 발견된다. 과거

에 비해 일반시민의 정보 접근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단순

한 기술공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 문화, 정서적 배

경과의 상호작용과 그 부산물 즉 스티그마 효과를 포함한 입체적 문제이다. 따라서

위험의 문제는 존재성이 아닌 인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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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험수용의 개념과 특성

위험수용(risk acceptance)이란 위험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며, 용

인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결정과 관련된다. 위험수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위험으로 보느냐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에 대한 이해 문제인 동시에 가치판단적인 문제이다. 사실에

대한 이해 측면은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위험을 의미한다. 반면, 가치

판단적인 측면은 이러한 객관적 지식과는 별도로 일반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정하

는 범위로서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용 행태는 외부 지향적 요소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 행태는 시설

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과 이를 둘러싼 정책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요구한다[7]. 일반시민의 위험수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는 반면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을 거부한다. 이것은 문화적 환경, 사회적 관계, 정치적 고려, 경제적 이해, 제

도적 맥락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다른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험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위험이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경우와 불특정 다수

에게 가해지는 경우는 위험수용의 양태가 다르다. 위험이 특정인에게 한정된 경우

위험부담자들의 집단적인 수용거부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NIMBY현상은 이러

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위험에 대해 가진 정보의 양에 따라

서도 위험수용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위험과 함께 중요한 편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위험수용불가가 위험수용

가능의 입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일반시민은 위험수용을 결정함에 있어 위험의 자발성, 친숙성, 형평성과 같은

질적 속성에 더 큰 비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위험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가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심원 선상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용 행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위험수용

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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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해의 특징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위해란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에

서만 조명하면 위해란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과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결과적인 ‘위

험(Consequence)’의 종합적 결과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위해에 대한 공포는 단지

결과적인 위험의 강도뿐만 아니라 발생 사건의 확률에 비례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확률적인 개념으로 위해를 예측 평가하는 방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9].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위해에 대한 관념은 과학적 측면과 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인지하는 위해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위해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불균형은 해소되

지 않고 정보화 사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의견 충돌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

에 대해 오히려 과학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이 십여 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핼리 데이비

슨과 같은 고가의 모터사이클을 구매해서 도로를 질주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해를

상대 비교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터사이클만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림 2.2. 핼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과 은밀한 유혹: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위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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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호한 위해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심리 측정 기술 패

러다임에 관한 연구[11]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핵심 사항은 “충분히 안전

하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가”이다. Starr의 “드러난 선호도

(Revealed preferences)" 접근법에서는 오차 수정(Trial and error) 방식에 의해 사

회는 어떤 행동이든 그에 관계되는 위해와 이익간의 “본질적으로 적정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수용 가능한 위해와 이익 사이의 균형 특성의 이해를 위한

통계 조사 후 Starr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행위에 대한 위해의 수용은 대략 그 행위로 얻는 이익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2) 대중은 비자발적 위해 사건과 비교해 약 1,000 배 정도 높은 위해를 유발하

는 자발적 사건을 감수한다.

Starr 접근법에서 가정한 내용들의 정당성 조사를 위해 Fischhoff[12]등이 설문

데이터를 이용한 유사한 심리 측정 분석을 수행하고 두 접근법의 다른 점을 “표현

된 선호도(Expressed preferences)”로 압축하였다. Starr의 연구가 행위의 자발성 여

부가 위해도 수용성의 중요 기준으로 간주한데 비해, Fischhoff는 “표현된 선호도”

를 통해 친밀감, 조절, 잠재적인 비극(대형사고), 정당성, 그리고 지식수준과 같은

특성들이 위해의 수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았다.

최근 “표현된 선호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심리 측정학적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데[13-21], 이러한 연구들은 위해를 측량 예측 가능하며 표 2.1에서

나타나듯이 위해란 집단마다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한다.

Fischhoff 연구 결과를 응용한 연구[22]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위해의 정도를 인식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한다. 하나는 잘 인지할 수

없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건이 주는 공포감

(Dreadfulness)이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인식되는 위해는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바

와 같이 사건에 대한 친숙도와 공포성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즉, 그림에서 “공포

스러운 위해(Dread risk)”라고 표시된 인자 1은 조절 능력, 공포, 대형 사고로 연결

되는 위험, 치명적 결과, 그리고 위해와 이익의 불균형한 분포, 자발성의 여부 등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오른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Slovic의 조사

에 따르면 핵무기와 핵에너지에 관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가장 높다.

Slovic의 두 번째 인지는 위해에 대한 친밀도인데 친밀도가 낮을수록 특정 사건

은 발생 징후를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거부감을 초래한다. 특히 화

학 기술과 연관된 사건들은 친밀도가 낮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위해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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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인자에 따라 Slovic은 이차원 좌표를 통해 특정 사건들의 위

해 정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가령 그림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DNA 기술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친숙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치명적인 사건이므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잠재 위해가 높은 사건이며,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신경

가스 사고는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위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낀다. 또한 자동차 사고

는 인명 살상을 초래하므로 사건이 주는 공포성은 낮지 않으나 그 사건 본질에 대

해 매우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위해 정도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높은 공포감을 주는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가 통제하기 어

려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인이나 국지적인 그룹을 대상으로 위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Global)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래 세대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쉽게 위해를 저감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이들 사건과 관련된 시설들을 자

발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위해와 관련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발생 확률이 적고 그

영향은 큰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다[2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 경험이 없으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대중에게 확률론적으

로 안전성을 증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신뢰는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의 위해 비교를 통해서 증진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발생 확률과 위험의 곱으로 표현되는 사망 확률(Fatality)만으로 모든 사용후

핵연료 관리 시설이 안전하다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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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기술

여성 참정자

집단
대학생

활발한 클럽

활동 종사자
전문가

원자력 1 1 8 20

자동차 2 5 3 1

권총 3 2 1 4

흡연 4 3 4 2

모터사이클 5 6 2 6

음주 6 7 5 3

일반적/개인 비행 7 15 11 12

경찰업무 8 8 7 17

살충제 사용 10 11 9 5

수술 10 11 9 5

소방 업무 11 10 6 18

대규모 토목 사업 12 14 13 13

사냥 13 18 10 23

스프레이 용기 14 13 23 26

등산 15 22 12 29

자전거 16 24 14 15

상업 비행 17 16 18 16

원자력이 아닌 발전 18 19 19 9

수영 19 30 17 10

피임 20 9 22 11

스키 21 25 16 30

X-선 촬영 22 17 24 7

고교/대학 미식 축구 23 26 21 27

철도 24 23 29 19

방부제 25 12 28 14

음식물 색소 26 20 30 21

동력 이용 잔디깎기 27 28 25 28

처방된 항생제 28 21 26 24

가전 제품 29 27 27 22

예방 접종 30 29 29 25

표 2.2. 특정 행위와 기술에 대한 그룹별 위해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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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Dread risk

Nuclear Weapons (War)

Auto Exhaust  (CO)
D-CON

LNG Storage  & 
Transport Nerve Gas Accidents

Coal Mining  (Disease)
Large Dams

Skyscraper Fires

Underwater Const
Sport Parachutes Coal Mining 

AccidentsGeneral Aviation
High Construction

Railroad Collisions

Comm Aviation

Auto Racing

Alcohol Accidents

Auto Accidents

Dynamite
Handguns

Factor 2

Unknown  risk

Mirex

Nitrogen Fertilizers 

Asbestos Insulation

Mercury DDT
Fossil Fuels

Coal Burning (Pollution)

Electric Fields
DES

SST

DNA Technology

Fireworks

Bridges

Motorcycles

Cadmium Usage
Trichloroethylene

Pesticides

PCB’s

Satellite 
Crashes

Uranium Mining

2,4,5-T 

Radioactive Waste

Nuclear Reactor 
Accidents

Nuclear Weapons 
Fallout

Skateboards

Smoking (Disease)

VaccinesAspirin
Caffeine Auto Lead

Lead Paint

SnowmobilesPower Mowers

Tractors

Alcohol
Chainsaws

Elevators

Trampolines

Home Swimming Pools Electric Wir & Appl (Fires)
Smoking (Fires)

Downhill Skiing
Rec Boating

Electric Wir & Appl (Shock)
Bicycles

Antibiotics

Polyvinyl Chloride

Rubber Mfg

Nitrites

IUD
Darvon

Valium

Diagnostic  X Rays

Hexachlorophene

Oral Contraceptives

Water  Chlorination
Coal Tar Hairdyes

Saccharin
Water Fluoridation

Microwave ovens
Lae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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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Burning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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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trile

그림 2.3. 2차원 인자 다이아그램으로 표시된 위해 사건도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조사를 위한 Kemeny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아

래 워싱턴 포스트[25]의 기사는 안전성이나 위해란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관련된 주

관적인 지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A truly unexpected result came out of the Kemeny Commission's study of

Three M ile Island. A group that set out to investigate a technology ended up

talking about people.... In the commission's own words, "It became clear that

the fundamental problems were people-related problems."

현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관적”인 위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안

전성에 대한 신뢰성 증진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가이다. Linestone이[26]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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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과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연구

결과는 이들 세 측면이 통합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

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학 분야에서의 안전성, 위해 연구에서 위해 관념에 대한 연

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통합적인 접근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27].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개인과 단체들의 대화를 통한 의사 교류 방법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도 인허가 측면에서만 아닌 다

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관심사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다차원

(Multi-way) 정보 교환 체계에 의해 공유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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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뢰성 증진 핵심 요소

전술한 바와 같이 최첨단 과학적 이론 및 실험으로 무장한 처분 부지 확보 사

업은 영국의 경우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이후 영국 정부와 의회는 전체적인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국가적인 접근 방안 도출, CORWM을 통한 처분 방안 설정,

CORWM II를 통한 부지 확보 절자 정당성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

학적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dome 형태의 암염을 보유한 독일의 경우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했음에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사업을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다

시 처음으로 돌아가 일반 국민들의 반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Canadian Shield라는 좋은 화강암반 층을 보유한 캐나다도 유사한 문제에 부딪혀

2003년 11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정립하기 위해

NWMO을 설립하고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관리 개념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영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한 핀란드의 경우에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SKB-SKI

프로그램들은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위

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만이 아닌 요소들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

다. 흔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학적인 진실 규명이, 그것이 자연 과학이던 인문 사회

과학이던, 요구된다. 과학적 진실 규명이란 Safety case와 신뢰성에 관한 증명을 포

함한 처분 시설에 대한 현실성(Practicability)과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28].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과학적 진실 규명 뿐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29]. 첫

번째는 개인이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 홍보하는 것이

다. 정당성이란 처분 연구 사업에 대한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타당성 여부를 의미

한다. 현 세대에 이익을 가져다 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정당성과 처분장의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확보해야 한다[30].

나머지 요소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성(Authenticity)이다. 신뢰성이

란 관련 연구 개발 및 사업 종사 기관과 법률적 체제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

러한 신뢰성을 충족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4는 일반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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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 과학에서 말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한 3가지 요소(root)를 도식화 한 것이

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뢰성 향상 방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도식화 한

결과는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과학적 현안

정당성 신뢰성

그림 2.4.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 향상을 위한 세 요소

그림 2.5.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 요소

신뢰성이라는 말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

겠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과 같은 매체가 연이어 등장하

면서 체계적인 신뢰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사업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연구 단계에서부터 일반 이해 당사

자들의 관심 있는 항목들을 전달받아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엄격한 품질 보증 체계를 개발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관한 궁금

증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5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서 향후 어떤 방

향의 노력이 집약되어야 하는가를 도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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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용 규모 시설 도입에 따른 경제성, 환경 친화성, 기술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핵비확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과연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이 현 세

대나 특정 집단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

성을 만족시킴을 투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이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는 방안이 아닌가에 대한 사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내적 제도

확립에 의거한 신뢰성 확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신뢰성을 얻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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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영국 NIREX의 처분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폐

기물 처분 사업에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문회(Inquiry) 방법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법정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관리 옵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

이의 상호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RISCOM 연구팀은 셀라필드 컴브리아(Cumbria)의 샙웰스(Shap Wells)

지역에서 개최된 오랜 기간 동안의 청문회에 참석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Team syntegrity 집단 토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처분장에 대한 시각과 과학적 지식의 폭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주최 측

은 아래와 같은 단계적 접근 방법(Step-wise approach)을 적용하였다.

Team syntegrity 방법은 이를 원용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안전성에 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를 사업 주체와 반대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등 일련의 관리 시설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개발 및

사업에서는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지 특성 데이터 신뢰

성 증진 방안과 해석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전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접근법 개발, 인허가 측면에서는 안전성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 개발과 각 개별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으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

안 축적된 사업 수행 기관과 반대 이해 당사자들의 경험이 기여한 바가 크므로 향

후 이와 유사한 방법을 국내에서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 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의견 교환 경로를 개발하면서 과거 중저준위

처분 사업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안전성 관련 현안들에 관해 단계별로

Team syntegrity와 같이, 공식적인 청문회나 공청회가 아닌 집단 토론 등 본격적인

공론화(이하 PSE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를 통해 논의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위해 사건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시설들을 시급히 확보하여 시설에 대한 친밀감이 보다 폭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위해 시설 안전성에 대해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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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자료 제공과 의견 수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위해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인식 차이가 서로 다른 견해를 탄생시켰

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1) 위해를 인지하는 것은 과학적인 수치만으로 나타낼 수 없고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따라 그 인지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이 ‘주관적’인 위해를 객관

적으로 인식하여 안전성에 대한 각 이해 당사자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관련 신뢰성 증진은 다양한 의사 결정론 층을 대상

으로 한 진정한 대화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쌍방향 의사소통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떤 식의 컨텐츠 구성과 대화 방식이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

율적인 쌍방향 의사 전달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 요구되며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와 기존 방송 인쇄 매체

옵션을 어떻게 조합해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

해 캐나다,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방안과 이들의 근간이 된 Team

syntegrity 접근 방법을 국내 환경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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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후핵연료 국제 관리 현황

제 1 절 서론

9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동북아시아지역은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인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의 성장은 사

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를 현안으로 대두시키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처리 같은

민감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저장용량이 바닥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

들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 문제에 있어서 지역협력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내에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북아지역 원전 운영국가인 한국, 일

본, 중국, 대만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하고 순차적으로 상기 4개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역/세계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재까지

의 제안과 지역 협력 방안의 이점과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역 협력 방안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도적 현안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동북아지역 협력 방안의 잠재적 호스트 국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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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북아지역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전망

1. 각국의 원전 현황

가. 한국

1978년 첫 경수로가 운전된 이래, 2007년 12월말 현재 4개 부지에 20기의 원전

(발전용량은 17.7 GWe, 경수로 16기, CANDU 원자로 4기)이 운전 중이며, 6기의

경수로가 건설 중이고, 2기의 경수로가 2016년까지 도입될 계획이다[1].

부지 호기 원자로형
발전용량
(MWe)

운전개시

고리

고리 1
고리 2
고리 3
고리 4
신고리 1
신고리 2
신고리 3
신고리 4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587
650
950
950

1000
1000
1400
1400

1978. 4
1983. 7
1985. 9
1986. 4
2010. 12
2011. 12
2013. 9
2014. 9

영광

영광 1
영광 2
영광 3
영광 4
영광 5
영광 6

PWR
PWR
PWR
PWR
PWR
PWR

950
950

1000
1000
1000
100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4
2002. 10

울진

울진 1
울진 2
울진 3
울진 4
울진 5
울진 6
신울진 1
신울진 2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950
950

1000
1000
1000
1000
1400
1400

1988. 9
1989. 9
1998. 8
1999. 12
2004. 7
2005. 6
2015. 12
2016. 12

월성

월성 1
월성 2
월성 3
월성 4

CANDU
CANDU
CANDU
CANDU

679
700
700
700

1983. 4
1997. 7
1998. 7
1999. 10

월성
신월성 1
신월성 2

PWR
PWR

1000
1000

2011. 10
2012. 10

표 3.1. 국내 원전 도입 현황 및 전망

나. 일본

1966년 첫 상용 원자로를 가동한 일본은 2007년 12월말 현재 54기의 원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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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47 GWe, 비등경수로 30기, 가압경수로 23기)이 운전 중이다. 2005년 9월 기

준으로 4기의 경수로가 건설 중이고, 12기의 경수로가 2016년까지 도입될 계획이다.

2005년 10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2030년 이후에도 총 전력량에서의 원자력발전 비

중을 30-40%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원자력 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2].

Site Unit Type
Capacity
(MWe)

Utility Operation

Tomari
Tomari-1
Tomari-2
Tomari-3

PWR
PWR
PWR

550
550
866

Hokkaido
Jun. 1989
Apr. 1991

Under const.

Onagawa
Onagawa-1
Onagawa-2
Onagawa-3

BWR
BWR
BWR

498
796
798

Tohoku
Jun. 1984
Jul. 1995
Jan. 2002

Higashidori
Higashidori-1
Higashidori-2

BWR
ABWR

1067
1385

Tohoku
Under const.

2016 (planned)

Namie-odaka Namie-odaka-1 BWR 1385 Tohoku 2016 (planned)

Higashidori
Higashidori-1
Higashidori-2

ABWR
ABWR

1385
1385

TEPCO
2013 (planned)
2015 (planned)

Fukushima I

Fukushima I-1
Fukushima I-2
Fukushima I-3
Fukushima I-4
Fukushima I-5
Fukushima I-6
Fukushima I-7
Fukushima I-8

BWR
BWR

BWR BWR
BWR
BWR

ABWR
ABWR

439
760
760
760
760

1067
1380
1383

TEPCO

Mar. 1971
Jul. 1974

Mar. 1976
Oct. 1978
Apr. 1979
Oct. 1979

2011 (planned)
2012 (planned)

Fukushima II

Fukushima I-1
Fukushima I-2
Fukushima I-3
Fukushima I-4

BWR
BWR

BWR BWR

1067
1067
1067
1067

TEPCO

Apr. 1982
Feb. 1984
Jun. 1985
Aug. 1987

Kashiwazaki-K
ariwa

K-K-1
K-K-2
K-K-3
K-K-4
K-K-5
K-K-6
K-K-7

BWR
BWR

BWR BWR
BWR

ABWR
ABWR

1067
1067
1067
1067
1067
1315
1315

TEPCO

Sept. 1985
Sept. 1990
Aug. 1993
Aug. 1994
Apr. 1995
Nov. 1996
Jul. 1997

Hamaoka

Hamaoka-1
Hamaoka-2
Hamaoka-3
Hamaoka-4
Hamaoka-5

BWR
BWR BWR

BWR
ABWR

515
806

1056
1092
1380

Chubu

Mar. 1976
Nov. 1978
Aug. 1987
Sept. 1993
Jan. 2005

Shika
Shika-1
Shika-2

BWR
BWR

505
1358

Chubu
Jul. 1993

Under const.

표 3.2. 일본 원전 도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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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ama
Mihama-1
Mihama-2
Mihama-3

PWR
PWR
PWR

320
470
780

Kansai
Nov. 1970
Jul. 1972
Dec. 1976

Takahama

Takahama-1
Takahama-2
Takahama-3
Takahama-4

PWR
PWR
PWR
PWR

780
780
830
830

Kansai

Nov. 1974
Nov. 1975
Jan. 1985
Jun. 1985

Ohi

Ohi-1
Ohi-2
Ohi-3
Ohi-4

PWR
PWR
PWR
PWR

1120
1120
1127
1127

Kansai

Mar. 1979
Dec. 1979
Dec. 1991
Feb. 1993

Shimane
Shimane-1
Shimane-2
Shimane-3

BWR
BWR

ABWR

439
789

1375
Chugoku

Mar. 1974
Feb. 1989

Under const.

Kaminoseki
Kaminoseki-1
Kaminoseki-2

ABWR
ABWR

1373
1373

Chugoku
2014 (planned)
2017 (planned)

Itaka
Itaka-1
Itaka-2
Itaka-3

PWR
PWR
PWR

538
538
846

Shikoku
Sept. 1977
Mar. 1982
Dec. 1994

Genkai

Genkai-1
Genkai-2
Genkai-3
Genkai-4

PWR
PWR
PWR
PWR

529
529

1127
1127

Kyushu

Oct. 1975
Mar. 1981
Mar. 1994
Jul. 1997

Sendai
Sendai-1
Sendai-2

PWR
PWR

846
846

Kyushu
Jul. 1984

Nov. 1985

Tsuruga

Tsuruga-1
Tsuruga-2
Tsuruga-3
Tsuruga-4

BWR
PWR

APWR
APWR

341
1115
1538
1538

JAPC

Mar. 1970
Feb. 1987

2014 (planned)
2015 (planned)

Tokai Tokai-2 BWR 1056 JAPC Nov. 1978

Ohma Ohma ABWR 1383 EPDC 2012 (planned)

Monju Monju
Prototype

FBR
246 JAEA

Operated 1994-95,
awaiting restart

다. 중국

1970년 첫 상용 원자로를 가동한 일본은 2007년 12월말 현재 9기의 원전(발전

용량은 6.6 GWe, 경수로 7기, 중수로 2기)이 운전 중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36-40 GWe 발전용량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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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Unit Type
Capacity
(MWe)

Operation

Daya Bay
Daya Bay-1
Daya Bay-2

PWR
PWR

944
944

1994
1994

Qinshan

Qinshan-1
Qinshan-2
Qinshan-3
Qinshan-4
Qinshan-5
Qinshan-6
Qinshan-7

PWR
PWR
PWR

PHWR
PHWR

?
?

279
610
610
665
665

1000
1000

Apr. 1994
2002
2004
2002
2003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Lingao
Lingao-1
Lingao-2

PWR
PWR

935
935

2002
2003

Tianwan
Tianwan-1
Tianwan-2

VVER
VVER

950
950

2006
2006

Haiyang
Tianwan-1
Tianwan-2

?
?

1000
1000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Hui An
Hui An-1
Hui An-2

?
?

1000
1000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Sanmen
Sanmen-1
Sanmen-2

?
?

1000
1000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Yangjiang

Yangjiang-1
Yangjiang-2
Yangjiang-3
Yangjiang-4
Yangjiang-5
Yangjiang-6

?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being proposed

표 3.3. 중국 원전 도입 현황 및 전망 

라. 타이완

1978년 첫 경수로가 운전된 이래, 2007년 12월말 현재 6기의 원전(발전용량은

4.9 GWe, 비등경수로 4기, 가압경수로 2기)이 운전 중이며, 2기의 경수로가 건설 중

이다[5].

Site Unit Type
Capacity
(MWe)

Operation

Chinshan
Chinshan-1
Chinshan-2

BWR
BWR

604
604

1978
1979

Kuosheng
Kuosheng-1
Kuosheng-2

BWR
BWR

948
948

1981
1983

Maanshan
Maanshan-1
Maanshan-2

PWR
PWR

890
890

1984
1985

Lungmen
(near Taipei)

Lungmen-1
Lungmen-2

ABWR
ABWR

1350
1350

under const.
under const.

표 3.4. 타이완 원전 도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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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각국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가. 한국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직접처분에 근거한

wait-and-see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07년 12월 24일 구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

부)는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 시안을 발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계획을 밝

힌 바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있어서 공동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현 지

식경제부)는 최종 관리 정책 방향은 차치하고 우선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관리를

위한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금껏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

에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

장 문제는 당면한 현안이며 처분문제 또한 해결방안 마련이 난감한 사안이다[6,7].

나. 일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1956년 이래 일본의 원자력장기계획에 명

시되어 있듯이 재활용정책이다. 현재 일본의 재활용은 습식재처리인 PUREX 기술

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식재처리 방법인 pyro-processing에 대한 연구개발도 계속하

고 있다. 직접처분에 비해 재처리 방안이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자력위원

회는 2005년 11월 플루토늄 재순환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2006년 운전 개시한 롯카

쇼 재처리공장의 처리용량은 연간 800t이다. 일본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1,300-1,400t이므로 재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될 예정이다.

동경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회사가 2010년 운영예정으로 아오모리현 무츠에 저장용

량 5,000t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 중이다. 일본은 2030년대 운영예정으로 고준위방

사성폐기물(HLW) 처분장을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국회는 2000년 특

정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HLW의 최종처분과 관련된 부

지선정, 처분기술의 검증, 인허가, 건설, 운영, 폐쇄 등의 전담을 위해 2000년 10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NUMO)를 설립하였다[8,9].

다. 중국

중국은 1987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명시하였다. 현재 모든 발전

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에 저장되어있다. 연간 사용후핵연료 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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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의 민간용 pilot 재처리시설은 2006년 란조우에서 운영개시하였고, 2008년

에 연간 50t 처리용량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대규모 상용재처리공장은 2020년을 예

정으로 하고 있다. HLW 처분장은 2020년까지 부지 선정할 예정이고(현재 6개 부지

가 후보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음), 실지 운영은 2050년에 개시할 계획이다. 사용후핵

연료 550t 규모의 중앙집중식 습식저장시설을 란조우에 건설 중이며, 이 용량은 2배

로 확장될 예정이다[3].

라. 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직접처분이다. 그러나 대만은

과거 재처리를 고려하였는데, IAEA에 의하면 대만은 1980년대 중반까지 플루토늄

추출실험을 시도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서 소내 건식저장을 선호하여,

2008년 진산 부지, 2009년에 구성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

획이다. 대만은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

속하면서, 동시에 처분에 있어서 지역 또는 국제 협력을 다른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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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 지역/세계 협력 방안 선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지역/세계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은 19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7년 IAEA는 ‘지역핵연료주기센터’는 타당하고

핵비확산 및 경제성 관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82년 IAEA는

국제핵주기평가(INFCE) 프로젝트를 결론지으면서 ‘국제플루토늄저장’과 ‘국제사용후

핵연료관리’를 제안하였다[11]. 1990년대 중반, Wolf Hafele가 ‘국제감시회수가능저

장시스템(International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Syatem, IMRSS)'을 제안하

였다. IMRSS는 사용후핵연료를 장래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처분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감시아래 일정기간 중간 저장하는 국제저장 개념이다[12].

19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원자력협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이들 제안들의 공통 관심사는 후행핵주기 및 안전문제임을 도출한

바 있다[13,14]. 1990년대부터 Pangea 그룹이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국제

심지층처분장 부지를 모색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HLW 75,000 MT 규모의 처분

장을 계획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극심한 정치적 반대로 실

패한 이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부지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11].



- 106 -

Area of Cooperation

Promotion of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Prevention of nuclear proliferation

Safety
Public

Relations

Industry

Co-

operation

Spent

Fuel

Mgt.

Waste

Mgt.

Regional

Safe-

guards

Pu

Mgt

Non-

Prolif.

Export

Control

Nuclear

Disarm.

A x x x X X X

B x X x x x x x X

C x X x x x X

D x X(enrich) x x (x)

E x X

F x X(R&D) (x)

G X X X

표 3.5. 1990년대 제안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원자력협력 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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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X X X X X X X

I X X X (x) (X) X

J X X X X X X

K X X(R&D) X X X X

L X X X X X X

M x

주: ‘X’는 해당사항에 대해 중요성 강조. ‘x’는 해당사항에 대해 언급

A: ASIATOM (H. Murata, 1997),

B: ASIATOM (K. Kaneko, 1996)

A 및 B는 핵비확산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원자력지역협력을 강조. Kaneko 제안은 Asiatom체제에 대한 구체

적인 제의. Murata 제안은 지역 안전조치에 대한 언급 포함

C: PACIFICATOM (T. Kano, 1995), Kano 제안은 핵비확산 측면보다는 민간 원자력 협력에 중점

D: R. Imai, 1995, Imai 제안은 지역 우라늄농축을 포함하여 핵주기센터 협력을 강조. 그렇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E: T. Sakairi, 1997, Sakairi는 ‘아시아핵안전센터’ 설립을 제안.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해 비상사태협력, 평가방문, 특수

장비이전 등을 포함하는 지역협력을 강조.

F: A. Suzuki, 1996, Suzuki는 일정기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 동시에 사용후핵연

료(또는 HLW)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심지층연구 동아시아협력기구 설립을 제안.

G: K. Uematsu, 1996

H: PACATOM (R. Manning, 1996)

I: W. Dircks, 1995

J: Regional Compact (J. Choi, 1996)

K: Y.M. Choi(KAERI), 1996

L: J. Carlson(AUS), 1996

상기 6개 제안들은 안전조치 또는 핵주기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협력을 강조. Uematsu는 재처리 및 핵연료 재활용

강조 반면 다른 제안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지역협력을 강조. EURATOM이 지역안전조치 모델로 언급되었지만, 동

아시아 국가간 지정학적 관심사의 차이로 국가간 신뢰조성대책(Confidence Building Measure)의 중요성 강조.

M: ANSCO (KAIST), 1997, KAIST는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안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아시아원자력안전협의기구(Asia

Nuclear Safety Consulatation Organization (ANSCO)' 설립을 제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하나는 미국 민간 측에서 제안된 핵비확산위

탁(Nonproliferation Trust, NPT)으로 10,000 MT 사용후핵연료를 해외로부터 수용

하여 건식저장한 뒤 궁극적으로는 심지층 처분한다는 개념이다. 수용 가격은 사용

후핵연료 kg당 1,500달러로, 10,000 MT 사용후핵연료 수용으로 150억 달러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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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하였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 원자력국(MINATOM)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다. 고객국가로부터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한 뒤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선택안,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한 뒤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선택안, 고객

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한 뒤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선택안,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

한 뒤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 선택안 등 MINATOM은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한 바 있다[11].

2003년 IAEA 사무총장 Mohamed ElBaradei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다자간 접근방안을 제안하였다[15]. 이에 근거하여 IAEA는

안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핵주기에 있어서 다국가적 접근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가

치가 있다고 결론내린 보고서를 2005년 발간하였다[16]. IAEA 다자간 접근 방안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1) 목표

▶ 상용 핵주기 시설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핵비확산성(Non-proliferation)

강화 방안과

▶ 공급 확약(Assurance of Supply) 보장을 통해 상용핵주기 시설 및 기술

확산 방지 방안 도출

(2) 수행 현황

▶ 2003년 9월 IAEA 정기 총회에서 앨버라데이 사무총장 Multilateral

Nuclear Approach(MNA) 개념 천명

▶ 2004년 6월 앨버라데이 사무총장 관련 전문가 그룹 위촉(위원장: 전임

IAEA 안전보장 담당 사무총장이며 현 스위스 원자력협회 회장 브루노

박사)

▶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P5

와 이스라엘, 인도, 파카스탄 등 66 국가, 그리고 한국, 이란, 남아공, 일

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다양한 성향의 국가 출신 전문가들이 앨바라데이 의

장 초청으로 참가 MNA 개념 정립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2005년 2월 21일 최종보고서 발간 후 IAEA 이사국들에게 배포

▶ 2005년 5월 2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NPT Review Conference에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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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aterial로 제출 예정

(3) 주요 결과

▶ 기존 및 최근 MNA 관련 시도 평가

- 1946년 바루치 선언 후 다양한 원자력 진흥 및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

적 논의가 수행되었음

- 특히 1974년 인도 핵실험 후 국제핵주기연구(INFCE) 등 다양한 MNA

가 시도되었으나 참가 각국의 이견 및 원자력 경제성 관련 문제로 실

효를 거두지 못함

- 9.11 사건 후 새로운 핵연료주기 시설은 관련 기술을 기 보유한 국가

에만 건설하자는 부시 독트린, 2004년 보다 강력한 안전보장

(Safeguard)책 적용 등을 촉구한 카네기 보고서, 보다 적극적인 IAEA

역할을 요구한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특정 국가나 개인, 기관의 의견을 피력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는 달

리 IAEA MNA는 P5, 비 NPT 핵보유국,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

등 대부분의 나라 출신의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다룬 회의였음

▶ 주요 논의 사항

- 핵비확산 문제

- NPT Article IV(각국의 고유한 개발 권리), VI(강대국들의 핵무기 포

기 의무), X(NPT 탈퇴 관련, 북한 문제 관련)의 문제

- 농축/재처리/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MNA

옵션 및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인자

▶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다섯 가지 옵션

- 단기적 대응 방안: 시장 기능 강화와 공급 확약

1) 각국 정부의 보장 하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투명한 공급자의

공급 확약을 보장하는 방안: 상용 핵연료 은행(commercial fuel

bank) 운영 방안, 사용전핵연료를 리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반환받

는 방안(러시아가 이란에 제안한 방안으로 유럽 콘소시움이 사용전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고 사용후핵연료는 러시아로 반환하는 방안

도 가능)

2) IAEA가 국제적인 공급을 보증하는 방안: IAEA가 서비스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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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방식이나 핵연료 은행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1

번 방식에 IAEA의 보증 역할 첨가 방안

- 중기적 대응 방안: 자발적 협력

3) 기존의 핵연료주기시설을 MNA 시설로 전환해 각 참여국들이 신뢰

성 증진을 꾀하는 방안으로 NPT 참여 핵무장국가(NWS), 비무장국

가(NNWS) 및 NPT 체제 밖의 핵무장 국가들이 협력하는 방안

4) 자발적인 협정이나 계약을 통해 다국적, 특히 지역적으로 새로운 핵

연료주기 시설 건설 운영, 원자력 발전과 핵주기 시설 통합 시설

(Integrated nuclear power park)을 MNA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 장기적 대응 방안: 강제적 협력

5) 향후 원자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장된다는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에 근거해 보다 강화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4) 향후 국내 대응 방안

▶ 정치적 측면:

- MNA는 일반적으로 핵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특정 MNA는 오

히려 핵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최근 IAEA 핵사찰 문

제를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MNA 취지에 공감한다는 인상을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등에서 지역적 MNA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음

- 앨바러데이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 내용이 2005년 5월 NPT 평가 회

의에 각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NPT 세계에 잘 전달되길 희망하고 각국

정부에게 보고서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므로 이에 대한 고

려 요망

▶ 산업적 측면:

- 일부 MNA는 경제성 시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가 시

에는 경제성 확보와 함께 복수의 서비스 공급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만일 특정 MNA 서비스 공급이 특정 이유에 의해 중단된다면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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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원전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

음

- 반면 농축과 재처리 서비스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공급 체제가 갖

추어져 있으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공급 확약 문제는 오

히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 측면:

- MNA의 참여 조건으로 관련 연구 사업의 금지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

으므로 실제 MNA 참여 시에는 향후 국내 원자력 산업의 규모가 지금

보다 커져(예를 들어 상용 원자로 계획이 50기 근방에 도달할 경우)

핵주기 시설을 국내에 갖추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모

든 관련국들의 공감을 얻을 때를 대비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 제도적 측면:

- 국내 전문가 확보: 국제 사회는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Safeguard,

Export control, MNA를 세 가지 도구로 앞으로도 활용하려 할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

요함

- 체계적인 연구 체제 확보: 해외 동향, 국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발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이번 회의 관련 내용은 2005년 2월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MNA 관련 심포지움, 3월달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의 유사 심포지움, 4월초 미국 워싱턴에서의 국제 안보 회의 등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므로 추적 연구가 중요함 또한 IAEA가 추구하는

Integrated Safeguard 시스템 개발 동향과 각국 현황에 맞게 개발하는

tailored safe guard implementation system 개발 동향 파악에도 힘써

야 할 것임

2006년 1월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제원자력인프라(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GNPI)' 구상을 밝혔다. GNPI는 엄격한 핵비확산 요구조건에

따른 국가들에게 '국제핵주기센터(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

INFCC)‘를 통해 원자력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INFC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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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안전보칙 준수아래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17,18].

2006년 2월 미국 Bush 대통령은 ‘국제원자력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구상을 밝혔다. GNEP는 핵연료공급안전보장 및 사용후핵연

료 회수 문제를 제안하여 원자력발전 확대 예상에 따른 핵연료(주로 우라늄농축서

비스) 수급 문제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19].

2007년 9월 IAEA 정기회의에서 세계 주요 원자력 국가들은 SOP(Statement Of

Principle)에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기본 원칙은 GNEP의 향후 특정 사업 옵션 제시

나 일정 체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자력 르네상스와 핵비확산을 위해서는 범지

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일련의 철학을 나열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2006년 9월 IAEA에서 IAEA Standby Assurance 정책을 발표

한 바 있으며 영국은 같은 달 농축 본드 발행, 독일 외무부 장관 역시 같은 총회에

서 국제 농축 센터가 IAEA에 의해 치외법권 지역에서 운영되는 안을 미국 NTI 그

룹은 IAEA의 신형 핵연료 여분 저장을 위해 조건부로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미국 에너지부 보드만 장관은 카네기재단 초청 연설에서 7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7.4 톤의 핵무기 용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 공급 비상시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란 사태로 야기된 또 하나의 핵확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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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협력 방안 이점 및 난제

1. 이점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협력은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

을 가져다 줄 수 있다[11].

(1) 사용후핵연료/HLW 처분부지 확보에 대해 정치적 반대가 심한 국가의 중간

저장 및 최종처분 선택지

(2) 사용후핵연료/HLW 심층처분장 건설비 및 운영비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를 이룰 수 있으므로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

(3) 사용후핵연료/HLW 심층처분장 호스트 국가는 고객국가로부터 사용후핵연

료/HLW의 중간저장 또는 최종처분을 위한 지불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

(4)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 또는 처분으로 플루토늄 추출량의 불필요한

누적을 방지함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줄임

2. 난제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협력이 실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난제들이[11]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대중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으로 혜택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방사성폐

기물에 대한 저장 및 처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에 대한 반대로

연결되기 쉽다.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저장/

처분장에 대해 호스트 국가 및 고객국가의 혜택이 공평하고 적절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 개념은 고객국가로 하여금 지역 저장

/처분장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자국의 사용후핵연료/HLW 국가정책을 혼란케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이 연기되거나 제대로 실

행되지 않으면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

(3)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은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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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HLW의 빈번한 수송을 유발시킨다. 수송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 및 핵물질 탈취 가능성 등 핵확산 우려를 증대시킨다.

3.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협력 실행을 위한 제도적 조건 및 후보

국가

가. 관련 기관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의 설립과 운영 관련하여 호스트국가의 운

영기관 및 규제기관, 고객국가로부터의 관련 기관, IAEA 같은 국제기관 등 여러 기

관들이 연관된다[20,21]. 국가 기관만이 아니라 NGO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

역 저장/처분장의 설립의 초기과정에서부터 NGO들을 관여시키는 것이 대중수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저장/처분장의 운영에 있어서 안전 및 보안 관점

에서 호스트국가의 규제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나. 법률적 측면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을 위한 안전기준,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고객국가의 법률 및 규제를 고려한 호스트국가의 법률 및 규

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호

스트국가의 법률 및 규제에 대해 IAE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국가 안전 및 규제 체

계의 설정

(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에 있어서 면허체계

(3) 적절한 규제 및 면허 체계 시행

(4) 적절한 제도적 통제, 규제검사, 문서작성, 보고 체계 설정

(5)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단계별 책임소재의 명확한 할당

다. 동북아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 호스트국가 후보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의 설립과 운영 관련 키 이슈는 적절한 호

스트국가를 찾는 일이다. 호스트국가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핵비확산 및

환경 안전일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핵확산 우려를 방지하

기 위해 핵비확산성이 강조되고, 사용후핵연료/HLW의 처분에 따른 주변 환경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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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러시아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의 설립과 운영 관련하여 러시아

MINATOM이 1990년대말 2000년대초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MINATOM의 후

신인 ROSATOM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반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고 있다. 러시아는 주요 고객국가로 대만과 한국을 고려하였으나 이들 두 나라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 문제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재처리를 금지해 온 반면, 러시아는 고객국가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미국 및 러시아의 정책변화 없이는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러시아로 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21].

(2) 중국

미국 국무성의 동북아지역 핵비확산 담당 관리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도입한다면, 그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미국의 사전동의권

을 필요로 하며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중국에 저장되는

형태가 되어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타 국가 예를 들어 한국 및 대만의

사용후핵연료가 중국으로 반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명분이 되므로 동북아 사용후핵

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장 호스트국가로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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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GNEP 동향 분석

1.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연구개발 관심

지난 수년간 미국이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전략을 보면[23-26] 1999년

미 의회는 DOE로 하여금 ATW(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라고 하는

소멸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의결하여, 1999년 말까지 소멸처리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로드맵에 제시된 ATW 개념은 플루토늄,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 및 장수명 악티나이드를 안정된 핵종이나 방사능이 적은 핵

종으로 변환시켜 영구 처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핵확산의

위험이 큰 처분 대상 핵분열성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에

도 기여하고 또한, 붕괴열이 많은 핵분열 생성물들의 분리가 가능하여 처분 시설의

저장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ATW 연구와는 별도로 DOE는 가속기를 이용한 트리튬 생산, 즉

APT(Accelerator Production of Tritium)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DOE는 이러한

가속기의 수요와 관련한 기술 및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추진하였다. AAA 프로그램은 원

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핵변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방사성 위해도를

폐기물 처분 후 1,000년 이내에 동일한 양의 천연 우라늄 광석 수준으로 떨어뜨려

서 일반 주민이 받게 될 선량의 99%를 감소시키고, 처분 대상의 사용후핵연료 질량

의 95%, 열부하의 99%를 감소시키며, 또한 플루토늄 재고의 99 %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AAA 프로그램은 2002년에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프로그램으

로 명칭이 변경되어 AAA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ADS를 이용한 소멸

처리 기술 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

다.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부피, 열부하 및 장기적인 독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

키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는 AFCI 프로그램은 미국 하원의 지시에 따라 DOE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연구 방향과 접근 전략이 2003년 1월에 하원에 보

고서로 제출되었다.

AFCI 프로그램은 중․단기적으로 습식 UREX+ 공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로부터 우라늄은 분리하여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고방열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

튬은 분리하여 장기 저장한 후 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하고, 플루토늄과 넵튜늄은 함

께 분리하여 기존의 경수로에서 핵연료로 재순환시킴으로써 당면한 유카마운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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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용량 한계를 해결할 계획이다. AFCI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는 제4세대 원자

로시스템인 고속로를 이용하여 맹독성 원소인 TRU (Trans-uranium elements; Np,

Pu, Am, Cm)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있으

며, 이를 위해 핵연료주기는 건식처리(Pyroprocess)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

상기 기술이 실용화되면 동일 면적의 처분장에 약 100 배의 고준위폐기물을 처

분할 수 있게 되어, AFCI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2,100년

까지 유카마운틴 처분장 하나로 미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문제

를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시키는 고준위폐기물의 독성을 1,000년 이내에 천연

우라늄 독성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라늄의 이용률도

백배까지 높여 수백 년간 지속 가능한 원자력 시스템이 구축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DOE는 기대하고 있다.

2.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가. GNEP 등장 배경

2006년 2월 6일 DOE가 국제원자력파트너쉽(GNEP)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아래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김형준은 원자

력산업 2007년 7월호에서 GNEP 등장 배경으로 화석 연료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

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확대,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핵확산 위험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 마련, 원자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주도권 획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7], 일본 核情報의 마사 타쿠보는 다음과

같이 2002년 미 의회가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최종처분장으로 결정했을 때, 이곳

에 처분할 사용후핵연료를 최고 63,000 ton으로 상한을 정함을 고려해 기존의 사용

후핵연료 누적량 및 발생량을 고려할 경우, 2011년까지 유카마운틴 처분량 상한치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 DOE 장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

사이 제2처분장의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미 DOE는

제2처분장 선정이라는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정권이 내세운 2001년 5월의 국가에너지정책(NEP)은 미국이 보다 깨끗하고, 폐기물

이 적고,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재처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

기에 더해 IAEA 엘바라데이의 국제 핵관리 구상, 미국 원자력산업의 재생, 신형원

자로의 개발, 개발도상국으로의 소형원자로수출 등의 희망 등이 합쳐져 나온 개념

이 바로 GNEP이라 할 수 있다[28].



- 118 -

이에 비해 미 프린스턴대학 과학과 세계 안보 프로그램의 프랭크 반히펠 교수

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회사들은 DOE가 그들의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방출

해 가길 요구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연간 3-5억 달러의 사용후핵연료 추가 저장

비용에 대해 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어 이에 위기감을 느낀 DOE는 2006년 GNEP의

제안한 것으로 해석한다[29,3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GNEP의 출현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문제의 해결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나. GNEP 내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문제를 둘러싼 상기의 배경아래 2006년 2월 6일 DOE는

GNEP 정책을 발표하였다. GNEP은 공식적인 목적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방사

성폐기물 감소,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원자력기술과 핵물질의 접근 방지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도입을 통하여 핵확산의 위험을 줄이면서 원자력의 공

급 확대이다[31]. 미국은 GNEP을 통하여 핵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재순환 기술을 개발하는 선진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꾀하며, 이들 협력국가들과 함께 재처리와 농축을 포기한 개도국들에게 핵확산 우

려를 피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풍부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를 공

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GNEP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1) 미국의 화석연료의 해외 의존도 감소와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

(2) 에너지 추가 생산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순환

(3) 세계의 청정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

(4) 세계적인 핵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기술 활용

상기 목표달성을 위한 GNEP의 7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내 원자력 이용확대를 위해 신규 원전건설

(2) 핵확산저항성이 큰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기술 개발 및 도입

(3) 방사성폐기물량의 최소화

(4) 재순환 핵연료로부터 에너지추출을 위한 선진연소로(Advanced Burner

Reactor) 개발

(5) 개도국들이 핵확산위험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도록 신핵연

료 공급보장과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약속하는 핵연료 서비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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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소형 원자로 설계 및 건설

(7) 핵확산저항성 제고를 위한 안전조치 향상 및 확대되는 원자력 이용에서의

안전성 개선

그림 3.1은 잘 알려진 DOE의 GNEP 개념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1. GNEP 개념도

다. GNEP 추진 경위

2006년 5월 DOE는 미 의회 제출보고서에서 GNEP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사

용후핵연료 재순환 기술개발 및 실증프로그램으로 GNEP-TDP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제시하였다. GNEP의 핵심기술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전략

과 일정을 제시한 GNEP-TDP는 그림 3.2에 도시된 수행절차에 따라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수행될 계획이다[32-38]. 그림 3.3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하여

GNEP-TDP 물질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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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GNEP-TDP 수행도

그림 3.3. GNEP-TDP 물질 흐름도

DOE는 GNEP-TDP 수행 관련하여 2020년까지 공학적 규모로 다음 세 가지 시

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1)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

리 공학규모 실증시설(Engineering-Scale Demonstration, ESD)

(2) 선진연소로(ABR) 상용화를 위해 고속로 연소로용 핵연료를 검사하고 품질

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중성자속 환경 제공을 위한 선진연소시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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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Burner Test Reactor, ABTR)

(3) 선진 습식재처리 및 pyro-processing 기술, 연소로용 핵연료 제조기술, 최신

의 안전조치 기기 및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할 목적의 선진핵주기시설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AFCF)

DOE는 2025-2030년에 상용 규모의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GNEP-TDP

수행 관련하여 비용 및 시기를 표 3.6과 같이 결정하였으나 의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난항을 겪다가 GNEP-TDP 기술개발 수정 전략 발표하였다.

프로젝트 총 비용 개념설계비용 실시목표
ESD $700M - $1,700M $55M - $77M 2011 - 2015

ABTR $2,000 - $5,000M $60M - $200M 2014 - 2019
AFCF $1,500 - $3,000M $60M - $150M 2016 - 2019
Total $4.2B - $9.7B $175M - $427M

표 3.6. DOE 프로젝트 비용 및 실시 목표

(1) 공학규모 실증을 위한 ESD와 ABTR의 건설 생략

(2) 통합핵연료취급센터(CFTC)와 선진연소로(ABR)를 산업계의 참여를 통해 상

용규모로 건설하여 2020년경 운전 개시

(3) 애초 2단계로 계획된 선진핵주기시설(AFCF) 건설과 장기 연구개발 병행 추

진

2006년 11월 DOE는 공모방식에 의해 GNEP 시설 후보부지로 아이다호 아토믹

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반웰, 워싱턴 한포드, 뉴멕시코 홉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일리노이 모리스, 테네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켄터키 파투카 농축공장, 오하이오

파이크톤 농축공장, 뉴멕시코 로스웰,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바나리버 국립연구소 등

11곳 선정한 바 있다. 2006년 12월 DOE는 GNEP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008년 DOE 장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가능

한 조속히 최근의 상용화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센터 및 선진재순환

원자로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선진 핵종분리/핵변환 기술

또한 재순환 기술 개발 그리고 선진핵주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컴퓨

터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 1월 DOE는 GNEP 프로그램이 상용화로 가기위해 요구되는 기술, 경제

성, 환경성 정보 확보를 위해 향후 2년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기술시행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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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1) 필요한 GNEP 시설들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기술 및 정책 현안 그리

고 극복되어야 할 사업수행의 걸림돌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의 산업계 및

협력국가들로부터의 입력 확보함

(2) GNEP 시설들의 상용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GNEP 기술로드맵 개발하고, 산업계, 협력국가, 정책단체로부터의 입력

을 고려하여 개발된 로드맵을 수정함

(3)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센터 및 선진재순환원자로를 위한 개념설계와 공학적

연구개발에 산업계의 참여를 추구함

(4)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센터 및 선진재순환원자로 시설을 수용할 부지에 대한

GNEP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준비함

(5) 2008년 6월 이전에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센터 및 선진재순환원자로 실증로

건설을 위한 정부-산업계 파트너쉽을 진행하게끔 DOE 장관이 결정하도록

준비함

2007년 1월 30일 DOE는 GNEP 시설부지 선정을 위한 상세부지 조사에 착수하

였다. 이를 위해 1월 30일부터 90일간 상세 부지 특성 조사후 5월 1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상세 부지 특성 조사 보고서는 향후 GNEP 시설의 도입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PEIS)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27일 DOE는 일본과 원자력공동행동계획협력(Joint Nuclear Energy

Action Plan)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GNEP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연구개

발 협력, 양국의 신규 원전 건설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핵연료공급보

장체제 구축, 제3국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하는 것이다.

양국은 고속로, 후행핵주기, 중소형 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6개 분야에

GNEP R&D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GNEP 정책논의를 위한 제1차 각료회의

개최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참가하였다. 이 각료 회의에서는 사

용후핵연료 재활용에 관한 선진 기술의 실증을 추구하고, 선진 고속로의 개발, 실

증, 도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GNEP 정책논의를 위한 제2차 각료회의 개

최되었는데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기존 5개국 포함 총 16개국(5개국

외, 호주, 불가리아, 가나, 헝가리,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



- 123 -

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이 기본 원칙합의문에 서명하고, 22개국이 옵서버로 참

가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1일 DOE와 AREVA, Energy Solutions, GE-Hitachi,

General Atomics 4개 산업체 컨소시엄 간 GNEP 시설 개념설계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되었다.

2008년 4월 말 현재 GNEP 추가 회원국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 13일 이탈리

아, 2007년 11월 30일 캐나다, 2007년 12월 11일 대한민국, 2008년 2월 1일 세네갈,

2008년 2월 26일 영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 GNEP에 대한 평가

가. 반대 측 주장

2005년 12월 이후 미 의회에서 GNEP에 대한 강연을 17회 수행하는 등 미 학계

내에서 대표적으로 GNEP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프린스턴대학, 과학

과 세계안보 프로그램의 프랭크 반히펠(Frank von Hippel) 교수의 분석을 아래에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29,30]. 미국의 원자력 발전회사들은 DOE가 그들의 원전부지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해 가길 요구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연간 3-5억 달러

의 사용후핵연료 추가 저장비용에 대해 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어 이에 위기감을 느

낀 DOE는 2006년 GNEP의 제안하게 된 것이다. 2006년 DOE는 GNEP의 수행을

위해 그림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 2,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

처리공장과 40-75기의 고속로 건설을 위한 정부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프랭크 반히펠 교수는 지난 50 여 년간 수백억 달러의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고속로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08년 3월 현재 DOE는 프랑스처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MOX 핵연료를 1회 사용하고 MOX 사용후핵연료를 재

처리공장에 저장하는 그림 3.5와 같은 AREVA의 제안을 수용한 듯 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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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OE의 GNEP 제안에 근거한 소요 예산 추정

그림 3.5. AREVA 제안

또한 그는 LEU 사용후핵연료를 MOX 사용후핵연료로 전환하는 것은 처분비용

을 두 배로 증가시키며 추출된 플루토늄은 손쉽게 운반가능한데, 비해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는 100년 이상 self-protection하므로 핵비확산에 의문이 들고, DOE의 핵확

산저항성 있다는 초우라늄 혼합은 그림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출된 플루토늄에

비교해 self-protection 측면에서 별 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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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초우라늄 혼합체 1kg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방사선량 상대치 비교 (IAEA self-protection 기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히펠 교수는 GNEP는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핵비확산정책

의 변화를 의미하여, 인도의 핵실험 이후 부시 정부 이전까지는 미국이 재처리하지

않으니, 타 국가들도 할 필요 없다는 견지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타 국가들을 위해

핵무기보유국과 일본이 재처리를 대신 해 주겠다는 자세를 표방한 것으로 간주하면

서 미국 내 모든 원전부지는 사용후핵연료를 60년 이상 저장 가능하므로 사용후핵

연료는 궁극적으로 원전부지로부터 제거되어야겠지만,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음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현 GNEP가 추구하는 재처리는

(1) self-protecting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중간저장을 플루토늄 또는 플

루토늄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초우라늄 혼합체의 중간저장 형태로 교환

하는 것을 의미하며,

(2) 재처리 비용은 소내 중간저장에 비해 경수로 재순환의 경우 2배 이상, 고속

로 재순환의 경우 10배 이상이며,

(3) 그리고 타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은폐물을 제공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국 학술단체의 권위인 미국과학아카데미(NAS)가 GNEP에 대해 경제성, 핵확

산성 등의 관점에서 부시행정부의 재처리 추진계획을 축소해야 된다고 비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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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업용 원전의 운전개시 촉진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을 주장한 바 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39]. 원자력추진 지지입장의 17인의 멤

버가 재처리에 관한 연구의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GNEP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현재 상황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아무리 좋게 평가하여

도 공학규모의 작업 개시를 정당화할 단계 밖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UREX+ 에 기반을 둔 선진 습식 재처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기

보다는 신규 경수로의 건설 및 운전개시 촉진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일본과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것을 정책으로

유지해 온 미국에서 처분장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동 처분장의 용량한도가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을 고려하면 제 2 처분장 건설도 조속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회가 선진 습식 재처리 기술에 의존하는 신재처리정

책의 책정을 지지하여 DOE가 제창한 것이 GNEP의 재처리 추진정책임을 표명하였

다.

미 의회에 의한 재처리정책 개정의 배경에는 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하

여 처분한다는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온 전력회사들이 처분 계획이 지연되어 원전

부지 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에 대해 소송

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에 더해, 회수해 갈 장소가 없을 사용후핵연료를 UREX+

재처리공장으로 수송하면 당장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재처리로

발열량이 높은 초우라늄 핵종들을 제거하면 처분장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리

고 신재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플루토늄과 타 초우라늄 핵종들을 함께 추출하면 핵

무기에 사용하기 어려워 핵확산저항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선전하는 효과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출한 초우라늄핵종들을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소멸시키는 기술이 확

립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초우라늄핵종들의 혼합물일지라도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나. 찬성 측 주장

GNEP에 찬성하는 Nuclear Energy Institute의 분석 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

다[40].

(1)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중 관심핵종은 Sr-90,

Cs-137, I-129, Tc-99 4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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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발열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Sr-90과 Cs-137을 분리하여 처

분장 외부에서 약 100년간 저장해 두면, 개방 기간 동안의 필요 처분장의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3) 지하 내 이동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환경에의 방사능 조사량의 우려의 대상

인 I-129와 Tc-99을 분리하여 처분장에 처분한다면, 처분장의 주변 환경에

의 잠재적 방사능 조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

(4)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내 마이너액티나이드 중 관심핵종은 Am과

Np. Am은 처분장의 폐쇄 후 장기 발열원이고, Np는 처분장의 폐쇄 후 주

변 환경에의 방사능 조사량의 주요선원임. 그러므로 Am과 Np를 분리 제거

하면 처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5)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UREX+ 방식의 선진 습식 재처리만으로는 사

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적절한 우라늄 공급보장 및 핵확산저

항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재순환과 분리시킨 특정 방사성 핵종들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여러 시설 필요함

(6) 재처리 및 재순환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관련 시설들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

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카마운틴 처분장을 대체할 수는 없음.

다. 우리나라 시사점

상기에 요약된 미국 조야에서 이루어진 GNEP을 둘러 싼 찬반 논쟁의 논점은

일견 타당한 점도 있으나 모든 논의가 우리나라 고유 사정상 GNEP 평가 시에 절

대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히펠 교수가 꾸준히 주장해 온 중간저장 시

설이 장기간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옵션이라는 논점은 우리나라 정서상 지역 주

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분석 결과이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당장 YMP 처분장

이 건설 운영이 될 것이 아니므로 특히 제 2 처분장과 이러한 GNEP에서 추구하는

재활용 방식 추구가 정책적으로 당장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는 높은 인구 밀도와 금세기 말까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YMP 처분 용량보다 높

은 상당량의 사용후핵연료 량을 고려하면 처분장 면적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제

2, 제 3의 처분장 도입을 추구하는 옵션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성에 민감한

국민적 특성을 고려해 최종 인간 생태계에서의 ‘연간개인선량’을 최대한 저감 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은 Cs-137, Sr-90의 선택 분리와 지상 보관, 연간개인선량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I-129의 누출 최소화가 요구되며 또한 UREX+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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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로의 물질 전용 가능성이 극히 낮은 TRU 혼합 물질 추출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yro-processing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상용화 단계 진입이 어려우

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 개발 결과에

따라 향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용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3차년도

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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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개별 국가들의 진지한 관심 부족, 정치적, 법적, 제도적 난제, 그리고 안전 및

방호문제 등으로 지금껏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30 여년간 사용후핵연료 및 핵

주기에 있어서 지역/세계 협력에 대해 많은 제안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배경 아

래, 원자력발전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 문제 해결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HLW 지역 저장/처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30년대까지 동북

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원전이 도입되고 동남아시아에도 신규 원전들이 태국, 인도

네시아, 벨기에,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된다면 자연적으로 지역 혹은 국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이상적인 안에서 한층

진일보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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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진핵연료주기 Cross-cutting 현안 분석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은 처분 정책은 단기간으로는 중간

저장이 유력시되나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결정은 없다. 제 256차 원자력위

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이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통해 추진되도록 주문

한 바 있는데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다. 물론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는 중점 연구 개발을 위해, 파이로 공정,

고속로 및 수송생산 고온가스로의 연구 개발을 추구하는 Action Plan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는 아직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실행 정책이 아닌 연구 개발

을 촉진하는 수준에서 수행된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

라에서는 GEN-IV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저감 및 자원 재

활용을 위한 선진핵연료주기에 관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 먼저 궁극적인 사용후핵연료 최종 관리 방

안인 심지층 처분에 대한 현안 분석을 시도하고 뒤이어 2003년 IAEA 다자간 원자

력 협력(이하 MNA)을 위한 전문가 그룹 연구를 통해 재부각된 여러 가지 관리 방

안의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다자간 협력 체제 제안

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와 첨예하고 맞물려 있어 대부분 농축 분야에 치중되고

있다. 2009년 현재 RANF, IAEA MNA, NTI의 IAEA 핵연료 은행, 영국의 농축 본

드, 독일의 MESP 등 약 12가지 다양한 다자간 협력 방안이 제안되어 있으며 그중

에서도 현 오바마 정권이 적극 지지하는 NTI의 제안은 이미 범세계적인 지지를 확

보해 2009년 9월 열리는 IAEA 정기 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이하 IUEC)는 구

소련 위성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안 모두

현재 소유권, 기술 개발권 등 첨예한 문제와 함께 상호 불신의 문제가 있어 향후

전망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 현재로

서 논의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다자간 관리 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에 입각한 건식 재활용 기술은 본

장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장에서 일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처분과

함께 다자간 협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연구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가 1997



- 134 -

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3월까지 우리 환경에 맞는 기준 처분 개념(reference

disposal concepts)을 설정하였다 [최종원, 2001].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일본 등은 자국에 적합한 심지층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 경험 및 지식 관리 시스템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초보 단계에 있다. 우

리에 맞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기술 개발 경험 및 관련 기관 간

인프라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인프라 구조에서는 기관의 업무 분

담, 지식 전이, 인력 전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관련 기관의 업무 분

담 측면에서 인프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밀접하고 정서적 환경이 여러 면에서

닮은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및 처분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 보려 한다.

비록 일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재처리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최종 처분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최종 처분 관리 인프라 구조의 구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적화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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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 처분 관련 기관별 상호역할

1. 서론

가. 배경

일본은 1994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자력 장기 계획”에 있는 기본

방침을 따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기본 방침은 바로 재처리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유리 고화체로 고정

포장하면 30~50년 냉각 저장한 후에 심지층 처분하는 것이다 [최종원, 2001].

더 자세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최종원,

2001]:

1) 2000년에 처분 사업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전담 기관 설립;

2) 처분 예정 부지 선정;

3) 부지 특성 조사 및 처분 기술 실증;

4) 법 체제 정비, 안전 심사, 처분장 건설;

5) 2030년대~2040년대 중반에 처분 시작.

일본에서는 사용후핵연료(SNF)를 자원으로 보고 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SNF 재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SNF는 연간 1,000톤 정도 발생하여 2000년 현

재 약 20,000톤이 누적되어 있다. SNF의 재처리 과정을 통해 발생한 액체 폐기물은

농축된 후에 강철로 제조된 캐니스터에서 용융 유리와 혼합되어 안정적인 형태인

유리 고화체로 응고된다. 이렇게 캐니스터에 포장되어 있는 유리 고화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HLW; 고준위 폐기물)이라 불린다. 그림 4.1에 유리 고화체를 포장하

고 있는 캐니스터가 보인다.

그림 4.1. 캐니스터



- 136 -

1998년 현재 자국 발생분 62개 캐니스터, 해외 위탁 재처리 발생분 128개 캐니

스터 등이다. 2020년에는 4만개 캐니스터 정도가 추정되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핵주기 시설, 연구 시설, 원전 운영 및 해체 단계 등에서 발생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2000년 6월에 일본은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법”(이하 특정

법)을 제정했다 [일본, 2001]. 이 특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 방사성폐기물”이

란 SNF 재처리 단계에서 추출되거나 생산된 유리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최

종 처분”은 지하 300미터 이상 아래 심지층 처분을 뜻한다. 그림 4.2에 심지층 처분

개념도가 보인다.

그림 4.2. 심지층 처분

이 특정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정법에서는 1) 처분을 장려하고 책임지는 이행 기관 설립;

2) 처분 비용 마련용 자금조달 제도(funding arrangements); 3) 3단계 부지 선정 과

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NUMO, 2005]. 이 특정법에 세술된 기관인 원자력 발전 환

경 정비 기구(NUMO)는 2000년 10월에 정부 참여 없이 전력 회사 및 다른 회사들

이 발의하여 설립되었고, 오늘날 일본 경제산업성(METI) 장관인 그 당시 국제통상

산업성(MITI)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l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정책 일정

HLW 처분 정책과 관련하여, 2002년에 처분장의 후보 부지가 공모되었다. 2015

년에 최종 부지 선정, 2030년 중반에 처분장 운영 시작이 계획되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1992년 12월부터 로카쇼무라 처분장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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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다. 처분용량은 200리터급 300만개 드럼에 해당한다. 특히, 방사성동위원

소(RI) 및 연구폐기물에 대한 처분장으로는 별도로 동굴 처분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l 일본 HLW 처분 관련 기관

일본 HLW 처분과 관련된 기관들로 NUMO, RWMC, JAEA, 정부 등이 열거될

수 있다. NUMO는, 2000년 6월에 제정된 특정법에 따라, HLW 처분 책임 및 전담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RWMC는 징수된 HLW 처분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립

되었다. 그림 4.3에 관련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병석, 2006].

그림 4.3. 다양한 처분-관련 기관의 상호작용

그림 4.3에 나타난 의사결정 행위자들(actors)은 다음과 같이 처분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의회(1)는 법률 제정; AEC 및 NSC(2)는 기초 정책 감독 및 최종

처분 계획 감독; METI(3)는 기초 정책 수립 및 최종 처분 계획 수립; 에너지 자문

위원회(4)는 NUMO 활동의 과학/기술적 감독; NISA(5)는 규제 및 인허가 수행;

NUMO(6)는 HLW 처분 사업 책임; RWMC(7)는 기금 관리; 발전사업자(8)는 재정

부담; JAEA(9)는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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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W 처분 기금은 HLW 발생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조달되고 있다.

RWMC는 2000년부터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을 원전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예컨대, 유리 고화체의 경우에는 연간 3,590만엔/개 정도를 징수한다 [이병석,

2006].

표 4.1에 기관의 상호역할이 정리되어 있다.

기관 전담 분야 기관의 역할 수행

NUMO 처분 책임 사업 관리 HLW 처분

JAEA 연구 관리
지하 연구 시설 운영

안전성 평가/실증 등

전문 기술

엔지니어링사

(예: 고베 철강)

RWMC 재원 관리 방사성폐기물 기금조달

표 4.1. 관련 기관들의 상호역할

나. NUMO 입장에서 본 관련 기관들의 상호역할

고준위 폐기물 사업 추진 준비회(SHP)는 1993년부터 처분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2000년 6월에 공포된 특정법에 따라, 이 SHP는 2000년 7월에 해산되었다.

이 SHP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9개 전력회사(예: 큐슈 전력, 일본 원전사 등)를 포

함한 핵연료 주기 관련 11개 사업자를 발기인으로 등록한 NUMO가 2000년 10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최종원 2001].

l 2005년 10월 이전 NUMO의 업무 분장

최종 처분 이행을 위한 공인 법인체인 NUMO의 주요 업무는 처분장의 부지 선

정, 처분 기술의 실증, 처분장의 유치 공모 및 건설, 처분장의 운영 및 폐쇄, 재원

모금 등이다 [마수다, 2003].

구체적으로, NUMO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이행;

2) 잠재적인 개요 조사 지구(즉, 부지)의 선정과 조사;

3) 처분장의 건설, 운영, 개량, 유지, 관리;

4) 최종 처분 종료 후에 처분 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에 시설 지역의 제도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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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업무들과 관련된 연구 활동;

6)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금 징수 및 기금 가운데서 예산 신청.

한편, 정부가 맡고 있는 업무는 1) 기초 정책의 수립; 2) 최종 처분 계획의 5년-

주기 개발 등이다. 기초 정책 수립에서는 최종 처분의 기초 전략, 이해관계자들의

정부 이해 증진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처분 계획 개발에서는 최종 처분 이행과

처분용 폐기물 재고량에 대한 시간대(timescale) 계획, 예비 조사용 지역의 부지선

정(loc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NUMO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기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에 기

관별 상호작용이 제시되어 있다 [NUMO 홈페이지 2003].

그림 4.4. NUMO와 폐기물 발생 기관, RWMC, 정부 등의 상호작용

HLW 발생 기관과 NUMO 사이에서, NUMO는 HLW 발생 기관(예: 전력회사,

JNC)이 지불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금을 사용하여 HLW의 최종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NUMO와 정부 사이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NUMO 설립 시

인허가증을 교부하는 일과 NUMO 활동을 감독하는 일; 2) 돌발 상황(예: NUMO의

직무 수행 불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 3) NUMO 해산을 승인하는 일. 또한,

NUMO가 정부를 위해 이행 계획을 개발하면, 정부는 관련 장관을 통해 승인하게

된다.

폐기물 처분 기금의 관리와 투자를 위한 공인 기관인 RWMC와 NUMO 사이에

서, NUMO는 폐기물 처분 기금의 관리 업무를 RWMC에 위탁하고, RWMC는

NUMO가 요청하면 NUMO를 통해 기금을 정정한다.

HLW 발생자와 정부 사이에서, 정부는 폐기물 처분 기금의 단가 규모를 결정한

다. 정부와 관련 장관의 승인을 받은 RWMC 사이에서, 정부는 책임 조직을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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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활동을 감독한다. 그림 4.5에 NUMO, RWMC, METI 등 기관별 상호작용이

정리되어 제시되었다 [최종원 2001].

그림 4.5. NUMO와 다른 기관들의 상호역할

 

l HLW 처분 부지 선정: NUMO 계획에 따르면, 심층 처분 사업에는 2010년까지 정밀 조

사 지구 선정, 2025년에 매설, 2100년에 처분장 폐쇄 등이 예정되고 있다. 처분 사업은

최종 처분장의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 기간으로 약 25년, 처분장 건설 기간으로

약 10년, 폐기물 매설과 시설 폐쇄 기간으로 약 60년, 시설 폐쇄 후 장기적인 감시와 유

지 관리 등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최옥곤, 2004]. 2007년

에 개요 조사 지구의 선정을 목표로 정한 NUMO는 개요 조사 지구 선정 단계에서 고

려사항의 배경, 기술적 근거, 처분 개념, 처분 기술의 안전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다. 사전 조사 지역(PIAs) 또는 개요 조사 지구 선정을 위해 NUMO는 2002년

12월 19일에 에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HLW 최종 처분 시설의 후보

지 공모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마수다, 2003]. NUMO는 선정 공모 과정에서 투명성,

추적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 관계 자료(예: 응모요령, 처분장 개요, 개요

조사 지구 선정 시 고려사항)를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에 송부하였다 [김병태, 2008]. 그

후 약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으로 응모한 자치 단체가 없다 [차종희, 2005].

NUMO는 최종 처분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HLW 처분장 부지 선정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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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개요 조사 지구의 선정 단계;

제 2 단계) 정밀 조사 지구의 선정 단계;

제 3 단계) 최종 처분 시설 건설 부지의 선정 단계.

모든 단계에서 NUMO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METI는 주지사와 시장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특정법에 서술된 방식에 따라, 이들 기관은 대상 의견을 존

중한다 [마나부, 2005].

부지 선정 작업은 최종처분법과 관련 법규에 있는 선정 요건, 실시 주체가 독립

적으로 만든 평가 개념 등에 따라서 수행된다. 이들 법규에는 관련 자치 단체 기관

장의 의견, 원자력 위원회의 의견, 내각 결정 등을 거쳐 METI 장관이 승인하는 선

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 작업에서는 사용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는 투명성, 공개성, 민주적 절차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을 세술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이후 제 1 단계에서는 개요 조사 지구로 응모된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분화, 융기, 침식 등에 관한 과거 기록, 문헌, 기타 자료 등의 조사가

수행된다.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조사되며, 이 응모 지구 가운데에서 적절한 개요

조사 지구가 선정된다.

2012년 이후에 제 2 단계에서는 선정된 개요 조사 지구에서 지표 답사, 물리 탐

사, 천공(boring), 트렌치(trench) 굴삭 등이 수행된다. 지표 답사는 지표면의 현지

조사를, 물리 탐사는 공중, 지상, 또는 수상에서 인공 진원, 전자파 등을 써서 하는

지하 조사를 뜻한다.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조사되며, 이 조사 지구 가운데에서 적

절한 정밀 조사 지구가 선정된다.

2022년 이후에 제 3 단계에서는 선정된 정밀 조사 지구에 지하 시설이 설치된

다. 이곳에서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강도, 지층 내 수소 이온 농도, 지하수 유동

등 지층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측정된다.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조사되며, 이 지

구 가운데에서 최종 처분 시설 부지가 선정된다.

l 지역 지원 사업: 자발적으로 지원을 신청한 지방 자치 단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

라 사회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NUMO는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한 지역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마나부, 2005].

NUMO는 지역 사회의 희망사항에 우선순위를 매겨, 장기적인 사업 기간 동안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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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현 전체에 최대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NUMO와 지역 주민이 포럼

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예정이다.

l 협력 분야의 국제 협약 체결: 개별 국가의 최종 처분 계획 성공은 다른 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면서 NUMO는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다른 나라와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NUMO는 여러 외국 기관들과 국제 협력 협약을 맺었다.

POSIVA와는 2001년 5월에, NAGRA와는 2001년 6월에, SKB와는 2001년 9월에,

ANDRA와는 2001년 12월에, DOE와는 2002년 6월에, NIREX와는 2004년 6월에 여

러 협력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체결하였다 [마나부, 2005]. 이들 협력 분야는 다음

과 같다 [마나부, 2005]: 1) 부지 선정 접근법; 2) 지질 형성 특성화, 처분장 설계,

수행 평가 방법론 및 기법; 3) 품질 보증; 4) 국민 수용성 및 신뢰감 구축. 또한,

NUMO는 2001년 5월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사성 물질 처분을 위한 국제 협회

(EDR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ly Safe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에 회원국이 되었다.

l 2005년 10월 이후 NUMO의 업무 분장

NUMO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부지의 선정과 특성화 활동;

2) 선정된 부지에서 처분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3) 인허가 신청과 처분장 개발;

4) 홍보(PR)와 관련 지역 공동체 지원;

5) 기금 징수.

그림 4.6에 NUMO와 타기관의 상호작용이 제시되고 있다 [NUM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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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NUMO와 JAEA, RWMC, 정부 METI 등의 상호작용

상호역할과 관련하여, NUMO는 승인을 받기 위해 활동 계획을 METI에 제출한

다. 또한, NUMO는 기금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RWMC한테 기금 관리를 위임

하고, RWMC로부터 기금을 인출한다.

한편, 정부 METI가 맡고 있는 업무는 1) 기본 정책에 대한 책임; 2) 5년 주기

로 10년 기간 최종 처분 계획에 대한 책임 등이다. 상호역할과 관련하여, METI는

NUMO 활동을 감독하고, RWMC 활동도 감시하며, 원자력 발전소 소유자인 전력회

사가 부담할 기금 규모를 결정해 준다.

NUMO는 2007년도에 부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후보 부지 명단(shortlist)

을 만들고, 대략 2012년 까지 상세 부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2025년에 최종 부지

가 선정되어야 하고 2035년에 최종 처분 시설 운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림 4.7에

최종 처분 시설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다 [World Nuclear News,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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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최종 심지층 처분 시설 규모

l 이해관계자들의 정부 이해 증진 대책: NUMO는 홍보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NUMO는 2007년 10월 1일자로 입지 지역의 현행 홍보부 구조를 개편하고 입지부와 홍

보부로 분리한다. 홍보부에서는 2~3명을 더 증원하고, 보도 대응을 확장할 예정이며,

NUMO 조직 내부에서 수평적인 제휴도 더욱 더 중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정부 이해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電氣新聞, 2007.09].

l 부지 선정 확보: HLW 최종 처분 사업은 부지 선정,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일이다. 공학 분야에서 여태까

지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업에서는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병태, 2008].

NUMO가 수행하는 부지 선정 작업에서는 사전 조사(즉 개요 조사) 지구 선정,

정밀 조사 지구 선정, 최종 처분 시설 건설지 선정 등 3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사전 조사 지구 선정 작업에서는 처분장 주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공공성이 높은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된다. 2023 ~

2027년쯤에 최종 처분 시설 건설 부지가 지정될 계획이다.

2007년 1월에 고치 현(縣) 도요쵸에서는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에 응모하였지만

2007년 4월에 그 응모를 철회하였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응모한 지방 자치 단체는

없다. 그러나 관심 있는 몇 개 지역들이 문의하고 있다. 실시 주체인 NUMO는 지

역이 요청하는 경우에 촉진 활동(예: 설명회)을 전개하여 응모 지역을 확보하는 노

력을 기울일 것이다.

l 사업 관리를 위한 구조화 접근법 개발: 처분장 개념은 응모 지역의 환경에 적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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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연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지층 처분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만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므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단계적으로 부지 선정 3단계, 처분

장 건설, 운영, 폐쇄 등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므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 관리

기법을 필요로 한다. NUMO는 이러한 기법으로 구조화 접근법(NSA; NUMO

Structured Approach)을 개발하고 있다 [김병태, 2008]. 사업 전과정 동안에 NSA 고려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NUMO는 기술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술 발전, 사

회 경험적 요인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영향을 주는 구조

화 인자에는 응모 지역의 부지 환경조건(예: 지질,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처분장 설계에

서 고려되는 공학적 또는 재료학적 제약조건, 공학 및 성능평가 기술 등이 있다. 어떤

구조화 인자(폐쇄 후 안전성, 운영 안전성, 공학적 적합성, 품질 보증, 사회경제적 측면)

는 그 상대적 중요성이 사업 진행 및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이 수시로 갱신되고 있다. 다양한 구조화 인자를 바탕으로 하여, 부지 적격성 평

가, 처분장 설계, 성능 평가, 부지의 종합 평가, 부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처분장 개념,

다음 단계를 위한 기술 개발 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l 요건 관리 시스템(RMS)의 개발: 지층 처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이 사용되

므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NUMO는 체계적인 요건

관리를 위한 요건 관리 시스템(RMS; Requirem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려고

한다 [김병태, 2008]. NUMO는 신규 구조 재료의 적합성, 신규 운영 시스템의 개념 등

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도입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복수의 기술/개념은 중요도 우선순

위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최적 기술/옵션은 기술 개발의 진보 및 부지 환

경조건의 단계적인 상세화 특성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RMS에서는

이러한 기술/옵션의 선정 과정과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 추적성을 확보하고 미

채택 기술/옵션의 미채택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여 기술발전 및 외부 요인 변

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l 지식 및 기술 계승을 위한 지식 관리 혁신기술 개발: 100년 사업인 최종 처분 사업 추

진에서 기술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60세로 보면, 100년이라는 사업 기간 동안에

적어도 2회 이상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이러한 세대교체 시에 지식과 기술이 단절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세대교체 대비한 지식 및 기술 계승을 확보해야 한다. 장

기적인 처분 사업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처분을 위한 혁신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다. NUMO에서는 처분 기술 개발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집약하여 적절하게 사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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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지식 관리 혁신기술은 사업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등이 확보되도록 관련 지

식과 기술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관리 혁신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석형, 2009]:

1) 처분 사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기록/보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2) 이들 지식과 기술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효율적인 검색/열람 기능이 필요하다;

3) 사회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경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다양성, 확장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갖는 사업에서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통

합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2. JAEA 입장에서 본 관련 기관들의 상호역할

1976년에 일본 원자력위원회(AEC)는 지층 처분 방식을 가장 우선적인 처분 방

식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다. 포괄적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JNC가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

었다 [마수다, 2003]. 그 후 2005년 10월 이전까지 JNC가 HLW 연구개발 사업을 추

진해 왔다. 2005년 10월 1일에 JAEA가 JNC와 일본 원자력 연구소(JAERI)를 통합

하면서 창립되었다 [김형목 외, 20006].

l 2005년 10월 이전 JAEA(즉, JNC 및 JAERI)의 업무 분장

- 심지층 연구소 건설: 일본 핵연료 주기 개발 기구(JNC)는 2003년 7월 11일에 홋카이도(北

海道) 호로노베쵸(幌延町)에서 심지층 연구소의 건설 착공식을 하였다 [電氣新聞,

2003.07]. HLW의 심지층 처분 연구 시설인 이 연구소는 고준위 폐기물(유리 고화체)의

지층 처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앞으로 연구 관리동

을 비롯하여 지상 시설이 건설에 들어간다. 이 연구소는 2010년에 지하 시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건설 공사는 타이세이 건설, 이토구미, 이시야마구미 등 3사

JV(조인트 벤처)가 하청을 받았다. 현재는 시설 개요가 검토되고 있다. JNC에 따르면, 연

구 시설의 설계건설 비용은 약 310억엔, 조사 연구 비용은 연간 약 35억엔으로 예산이 전

망된다. 착공식에 앞서 열린 안전 기원제에는 관계자 60명과 호로노베쵸 지자체장 미야모

토 아키라, JNC 도코우 이사장, METI 자원에너지청 방사성폐기물 대책 실장 야마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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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히코 등이 참석했다. 도코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곳을 지층 처분 연구에 대한 국

민 이해가 깊어지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심지층 연구소는 심지층의 지질 환경을 조사하고, 암반이나 지하수의 성질을 연구한다.

2000년 10월에 도의회가 수락해 의향을 표명했다. 2000년 11월에 국가의 입회 아래 홋카

이도, 호로노베쵸, JNC 등은 3자간에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분장으로 사용하지 않

겠다는 것 등을 포함한 협정이 체결됐다. 그 후 건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연구개발 우선순위 선정: JNC는 2005년에 H-17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발간은 2000

년에 발표된 H-12보고서 이후의 연구 성과물을 중간 정리하고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향

후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축적된 지식의 관리/이용을 효율화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JNC의 H-17보고서에서는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 공학 기술의 검토, 안

전 평가 방법의 개발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별책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세

부내용이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개발 항목 세부 내용

HLW 지층 처분 기술의 지식 기반 구축

(본책)
- 지층 처분 기술의 지식화 및 관리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 (별책 1)

- 지질 환경(결정암, 퇴적암)의 특성

- 지질 환경의 장기적 안전성

- 심지층에서 기초적인 공학 기술 개발

(미즈나미 및 호로노베 지하 연구실)

- 자연 유사성 연구

공학 기술의 개발 (별책 2)

- 인공 방벽의 기본 특성 DB

- 인공 방벽의 장기적인 복합 거동 연구

- 인공 방벽의 공학 기술 검증

- 설계 기법의 적용가능성 확인

안전성 평가 기법의 개발 (별책 3)

- 핵종 이동 DB 정리

- 안전성 평가 모델의 고도화

- 안전성 평가 기법의 적용가능성 확인

표 4.2. JNC의 연구개발 내용

또한, 산업종합연구소(AIST)의 심부지질환경연구센터에서는 심지층 처분과 관

련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 2005년 10월 이후 JAEA의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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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처분 사업의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 주체 및 관련 기관의 상호역할은

MITI가 고시한 HLW 최종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 원자력 장기 계획, 2001년도에

고시된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익환, 2006].

연구개발 측면에서 볼 때, 각 관련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처분 기금을 지불하는 전력회사는 HLW에 관한 공통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2) HLW 처분 사업 책임 기관인 NUMO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HLW 처분 기

술을 개발한다;

3) 적립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관인 RWMC는 주변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협력 사업

을 추진한다;

4) JAEA는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 실측 데이터 축적, 모델 고도화를 통한 지층 처분 기술의

신뢰성 향상, 안전 평가 방법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5) AIST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JAEA와 타기관 간에 업무 분장이 그림 4.8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김형목 외,

2006].

그림 4.8. JAEA와 타기관 사이의 업무 분장

- 지층 처분 기술의 지식 기반 사업: 지층 처분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JAEA에

서는 지층 처분 기술의 지식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AEA에서는 과학/기술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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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우선 실시 주체

NUMO와 규제 기관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익환, 2006].

- 지층 처분 기술의 종합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JAEA는 지층 처분 기술에 관한 종합

지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電氣新聞, 2008.02]. 이는 일본의 처분 실시 주체인

NUMO와 규제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JAEA는 이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JAEA는 2008년부터 표준(prototype) 시스템의 제

작에 들어간다. 장기적인 처분 사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JAEA는 연구 성과와

경험 등을 체계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HLW

처분 계획과 관련하여, JAEA는 코치현 도요쵸(高知縣 東洋町) 사례를 반성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홍보 강화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JAEA는 문헌 조사 단계에서 기본적인

지방 자치 단체의 공모 방식에 덧붙여 국가의 대 자치체 접근법을 신규로 추가했다.

JAEA는 성공 여부에 결정적이었던 지방 자치 단체장의 너무 무거운 책임도 경감하는 조

치를 도입하였다. JAEA는 지층 처분의 기술적인 환경 정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에 있는 JAEA 토

카이 연구 개발 센터에서는 인공 장벽(barrier) 공학 기술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평가 방

법의 고도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홋카이도 호로노베쵸에 있는 황연(幌

延) 심지층 연구소, 기후현 미즈나미시에 있는 서랑초(瑞浪超) 심지층 연구소 등 2곳에서

는 이미 적지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황연 연구소는 500m,

서랑초 연구소는 1,000m까지 굴착하였고, 심지층의 과학적 연구(예: 갱도 건설 기술)를

수행하고 있다. JAEA는 기술 정보(예: 연구 개발 성과)를 필요시에 필요 단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시스템 구조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특히 NUMO, 원자력 안전

보안원, 원자력 안전 위원회, 전문가와 원자력 관계자 등의 요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JAEA 및 국내외 의견을 반영한 지식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

재 시스템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다. JAEA는 향후에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2008년부터 실증용 표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안전 사례의 개발: 지층 처분 사업은 수십 년에서 100년에 걸친 장기적인 일이다. 이는

처분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처분 부지 선정, 지질 환경 조사, 시설 설계, 건

설, 운영, 폐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JAEA는 이러한 지층 처분 기술의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JAEA는 지층 처분 계획을 관

리하는 방법론으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한 안전 사례(Safety Case)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한대석, 2008]. 안전 사례는 안전성 평가 결과, 여러 가지 논거(arguments)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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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등을 통합하여 지층 처분 계획의 여러 단계로 작성된다. 처분의 실시 주체

NUMO가 작성한 안전 사례는 규제 기관이나 제3자가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 기반

(safety assessment basis)은 처분 시스템의 기술,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관련한 과학 기

술 자료와 지식,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법과 모델, 계산법(code), DB 등을 포함한

다. 부지나 처분장 설계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와 증거는 안전성 평가 기반에

바탕을 둔 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이들을 통합하여 지층 처분의 안전성을 논증하기 위한

안전 사례가 작성된다.

안전 사례는 지층 처분 계획의 각 단계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을 총 동원해 작

성된다. 지식이 그 신뢰성을 지지하므로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기술적 지식은 장기

적인 처분 사업 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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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WMC 입장에서 본 관련 기관들의 상호역할

RWMC는 처음으로 1976년 10월에 설립될 당시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센터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enter)로 명명되었으나, 2000년 11월에 방사성폐

기물 관리 기금 및 연구 센터(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ing and

Research Center)로 변경되었다.

l 2005년 10월 이전 RWMC의 업무 분장

RWMC 활동 사항이 1976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연도별로 표 4.3에 정리

되어 있다 [RWMC 홈페이지, 2005].

RWMC 활용

1976.10
- “방사성폐기물 관리 센터(RWMC)” 설립
- 저준위 폐기물의 해양 처분에 관한 실험 연구개발 시작
- 저준위 폐기물의 육지 처분에 관한 기초 연구 시작

1979
- 회수 유리화 폐기물의 수용에 관한 기초 연구 시작
-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기초 연구 시작

1985
- 균질 고화 LLW의 제1호 근접-지표면 처분 시설에 관한
실제 규모(full-scale) 연구 시작

1987
- 고준위 폐기물 처분 기금 확보를 위한 특정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시작

1988 - 우라늄-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대책에 관한 연구 시작

1990
- 이종 고체 LLW의 제2호 근접-지표면 처분 시설에 관한
실제 규모 연구 시작

1992 - 회수 유리화 폐기물의 수용을 점검하는 방법의 시험 시작

1990년대

후반

- TRU 폐기물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시작
- 상대적으로 고준위 방사능을 갖는 저준위 폐기물 연구 확장　

2000 -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실제 규모 연구 시작

2000.11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 및 연구 센터(RWMC)”로 명칭 변경
- "특정법“에서 지정 법인으로 되면서, 기금 행정 활동 시작

2005.10
-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위한
기금의 축적/관리 법”에서 적립 기금(Reserve Funds)
행정 법인으로 지정

표 4.3. RWMC의 활동 연혁

RWMC는 1976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기초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

기관이었다. 처음에 RWMC는 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하여 시험적인 해양 처분,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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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RWMC는 연구 내용으로 저준위

폐기물(LLW)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방사성이 고준위(예: 고-β 및 고-γ)인 폐기물

의 처분 방안 확립,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하여 심지층 처분 환경 정비, 초우라늄

(TRU) 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분 사업화 기초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2000년 6월에 공포된 특정법에 따라 기존의 연구 기관에다가 관리 기금

관리를 추가하는 기관으로 RWMC는 확장되었고, HLW 처분 기금 관리 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NUMO가 적립한 최종 처분 적립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최종

원, 2001].

RWMC와 다른 관련 기관 사이에서 업무의 상호역할이 그림 4.9에 제시되었다

[RWMC 200503].

그림 4.9. RWMC와 타기관 사이의 업무 분장

l 2005년 10월 이후 RWMC의 업무 분장

RWMC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이외에도 연구개발 사업(예: 처분-관련 기술 정보의 정비, 주변 기반 기술의

개발), 해외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목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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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입장에서 본 관련 기관들의 상호역할

심의 기구인 원자력 위원회와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총리부 산하에서 내각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심의 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 기본

법에 의해 1956년 1월에 총리부에 설치되었다. 원자력 관련 중요 사항을 기획, 심

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위원회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활동도 하

고 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1978년 10월에 총리부에 설치되었다. 원자력 안전 확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기획,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

는 안전 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는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원자

력 및 핵연료 주기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국이 있다. JAERI, 이

화학연구소(RIKEN) 등은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이다. 문부과학성에서 수행하는 업

무는 과학 기술에 관한 원자력 정책, 과학 기술 수준 향상 도모에 관한 원자력 기

술 개발, 시험 연구용 원자로 시설, 핵 물질 및 핵연료 물질이 사용에 관한 규제,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방지 등으로 열거될 수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는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신설된 경제산업

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경제산업성에서 수행하는 원자력 관련 업무는 에너지에 관한 원자력 정책,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자력 기술 개발, 원자력 관련 제련/가공/저장/재처리 및 폐기

물 사업,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관한 규제 등으로 열거될 수 있다.

JAEA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l 2005년 10월 이전 정부의 업무 분장

MITI에서는 HLW 처분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검토(예: 자금 확보 전

략)를 수행하였다. 2000년에 HLW 최종 처분에 관한 특정법을 입안하여 내각 결정

과 5월 국회 본회 가결을 거쳐 6월에 최종 공포하였다 [최종원, 2001].

- 최종 처분 일정: METI에 따르면, 처분장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장 개시 시점은 실시

주체 NUMO 설립 후 35년, 처분장 폐쇄 시점은 처분장 개시 후 100년, 처분장 폐쇄 후

감시 기간은 처분장 부지 밀봉 후 300년 동안 등 [NNPP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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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비용 산정: 2002년 METI 자원에너지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 처분장의 지질학적 암

반 유형에 따른 처분 비용은 요소별로 표 4.4에 주어진 것과 같다.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

한 HLW는 2020년쯤에 유리 고화체로 환산하여 4만 드럼 정도이다. 이 HLW 처분 비용

은 3조￥ 정도로 추산된다 [최옥곤 2004].

연암 (퇴적암) 경암 (화강암) 평균

기술 개발 1,084 1,084 1,084

조사, 부지 획득 2,141 2,392 2,266

설계 및 건설 10,296 8,575 9,435

운영 6,742 7,652 7,197

해체 및 폐로 798 877 838

감시 1,216 1,216 1,216

프로젝트 관리 6,053 5,354 5,704

소비세 1,090 1,069 1,079

전체 비용 29,420 28,219 28,819

표 4.4.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 [1억￥])

- 국가-기반 연구개발 위탁 사업 수행: HLW 관련 국가-기반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일

본의 지층 처분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처분 사업과 안전 규제의 기술 기반 강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말한다 [RWMC

200503]. 이는 구체적으로 JNC와 자원에너지청 위탁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이다. 2004년도

수행 기관의 하나가 RWMC 이다. 2004년도 실적으로 보고된 METI 자원에너지청이 제공

한 위탁 사업들이 표 4.5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RWMC가 수행한 위탁 사업들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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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 업 명 실 시  기 관 명

지 질  환 경  평 가  

기 술  관 련

고 정 밀 도  물 리  탐 사  기 술  고 도 화  조 사 R W M C
지 질  환 경  평 가  기 술  고 도 화 R W M C
지 하 수  연 대  측 정  기 술  조 사 전 력 중 앙 연 구 소
b o rin g  기 술  고 도 화  조 사 전 력 중 앙 연 구 소
해 저  지 하 수  용 수  탐 사  기 술  고 도 화  조 사 전 력 중 앙 연 구 소
핵 자 기  공 명  비 파 괴  측 정  기 술  조 사 산 업 창 조 연 구 소
해 수  담 수  경 계 면  파 악  조 사 산 업 창 조 연 구 소
연 안  지 역  단 층  평 가  방 법  개 발  조 사 산 업 창 조 연 구 소

처 분  기 술  및  성

능  평 가

 관 련 1 )

(제 도 적  관 리  기

술 /사 회  대 응  기

술  포 함 )

원 격  조 정  기 술  고 도 화  조 사 R W M C
성 능  평 가  기 술  고 도 화 R W M C
인 공  방 벽  특 성  체 계 화  조 사 R W M C
인 공  방 벽  재 료  조 사  영 향  평 가 R W M C
지 구 화 학 적  방 벽  유 효 성  확 증  조 사 R W M C
모 니 터 링  기 기  기 술  고 도 화  조 사 R W M C
방 벽  시 스 템 의  방 사 선  영 향  평 가 산 업 창 조 연 구 소
염 수  환 경 에 서  처 분  기 술  조 사 산 업 창 조 연 구 소

방 사 성  핵 종  생 물 권  이 행  파 라 미 터  조 사
방 사 선 의 학

종 합 연 구 소

TR U  폐 기 물

 관 련 2 )

폐 기 체  개 발  조 사 R W M C
인 공  방 벽  장 기  성 능  확 증  시 험 R W M C
인 공  방 벽 /천 연  방 벽  가 스  이 행  거 동  평 가 R W M C

표 4.5. 자원에너지청 위탁 사업(사업명, 실시 기관명 등은 2004년도 실적)

Note 1) 일부 사업은 지질 환경 평가 기술 분야와 관련된다; 2) HLW 처분에 관한 연구개

발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원에너지청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TRU 관련 연구에서 HLW

연구와 공통되는 과제는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l 2005년 10월 이후 정부의 업무 분장

- HLW과 TRU 폐기물의 처분 실시 주체 정비: 2006년 5월 22일 제8회 회합에서 일본 종

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METI 자문기관) 전기 사업 분과회 원자력 부회의 방사성폐기물

소위원회(위원장 삼도아키오 지구 환경 전략 연구기관 이사장)는 보고서 주요 내용 안을

승인했다 [電氣新聞, 2006.05]. 보고서 주요 내용은 (1) HLW, (2) 영국, 프랑스 등에서 오

는 반환 폐기물, (3) 장반감기 저발열 방사성폐기물(TRU 폐기물)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지층 처분되어야 하는 TRU 폐기물은 최종 처분될 HLW와 같은 사업 형태

로 추진된다. 원자력 위원회가 인정한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HLW와 TRU 폐기물의 처

분 실시 주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지층 처분되는 TRU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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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HLW와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위원회는 제도적 기틀을 정했다. TRU 폐기물의

처분 비용은 JNFL, JAEA, 전력회사 등으로부터 징수된다. METI 자원에너지청은 2007년

도 통상 국회에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즉, NUMO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병설 처분은 지역 주민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는

NUMO법의 인가 법인이 처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병설 처분은 사업 옵션

가운데 선택 가능한 형태가 된다. 기존 NUMO가 맡는 경우에는, 업무 추가의 신청 및 인

가 형태로 대응할 예정이다. TRU 폐기물의 지층 처분 사업 비용은 (1) 일본 내 재처리와

MOX 연료 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JNFL이, (2) 토카이 재처리 공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은 JAEA가, (3) 영국, 프랑스로부터 발생하는 반환 폐기물은 전력회사가 부담한

다. 정부는 거출금 단가를 산정한 후, 이들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필요 금액을 매년 거출

한다. 이 금액은 외부 자금 관리 법인(예: RWMC)이 관리하지만, HLW와는 별도 계산으

로 관리된다.

- 최종 처분장 후보 건설 부지 선정: HLW 최종 처분장 후보지 선정 작업과 관련하여,

HLW 처분의 주무관청인 METI는 전체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産経新聞, 2007.04]. METI는 지금까지는 시읍면과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요

청을 받을 경우에 실시하던 설명회도 앞으로는 자주적으로 개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

종 처분장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종 처분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사

용후핵연료와 그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HLW를 지하 300m 이하 심지층에 묻어 관

리하는 시설이며, 2028년 후반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HLW는 최종 처분 개시까지는 아오

모리현의 로카쇼무라에 있는 JNFL의 HLW 저장 관리 센터에 중간 저장된다. 처분장 건

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간 저장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최종 처분장의 건설 부지

선정은 시급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최종 처분장 건설지 확보는 3단계 조사를 통해 수

행된다. 조사 기간 동안에 후보지의 쌍방(즉, 시읍면장과 지사) 한곳에서라도 반대하면 건

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METI는 쌍방의 이해를 동시에 얻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

정이다. METI는 향후에는 유치 가능 지역 중심으로 쌍방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

다.

- 대중 수용성 개선: METI 자원에너지청은 HLW 처분 사업의 대중 수용성(Public

Acceptance)을 개선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첫째, 운영 단계부터 폐쇄

단계까지 처분장의 장기적인 전과정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구축한다. 둘

째, 실제 규모의 실증 설비(예: 인공 방벽)를 정비한다. 셋째, 실제 체험을 통한 대중 이해

를 촉진한다. 자원에너지청은 이를 위해 2008년도 예산 요구서에 신규 항목으로 총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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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장기적인 HLW 처분 사업 특성상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PA 대처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電氣新聞, 2007.08].

- 대중 이해 촉진: METI 자원에너지청은 HLW의 최종 처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 이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電氣新聞, 2008.02]. 자원에너지청은 이해 활동의 중심

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현(縣) 단위 설명회를 시작하였고, 향후에는 2008년까지 9현에

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에너지청은 2008년 4월 이후에도 설명회를 각지에서

전개하고, 1~2년 사이에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에너지

청은 전국 각지에서 먼저 대중 이해 활동을 진행시켜 최종 처분 사업에 관한 대중 이해

를 촉진할 계획이다.

- 입지 지역 진흥: METI 자원에너지청은 2008년도에 HLW 처분 입지 지역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LW 최종 처분 사업과 관련하여, METI 자원에너지청은 전원 3법(電源三

法), 교부금 등을 활용한 지역 진흥 비전 및 처분 구체안을 2008년 여름에 제시할 계획

이다 [電氣新聞, 2008.05]. 자원에너지청은 HLW 최종 처분 사업의 각 단계(예: 조사, 건

설, 운영, 폐쇄)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교부금 수입, 세수입 등을 바탕으로 입

지 지역 진흥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집약형 마을, 환경 배려형 마을, 고령자용 마

을 등을 조성하는 구상을 포함하면서 입지 응모 지역의 이해 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한 자원에너지청은 2008년 5월 29일 유식자 모임인 “지역 진흥 구상 연구회” 구체안을

이번 여름에 정리할 계획이다. HLW 및 장반감기 저발열 방사성폐기물(즉, 초우라늄)의

처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응모 지방 자치 단체에게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문헌 조사 단계에서 연간 10억엔, 개요 조사 단계에서

연간 20억엔 등이 지불된다. 어떤 지역에 처분장 유치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장 운영

시작점까지, 정부는 유치 지역에게 원전 입지 지역 교부금에 비해 세 배 이상의 처분장

유치 교부금을 실제로 지불할 예정이다.



- 158 -

제 3 절 연구단계에서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일본의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점

1. 최종 처분 관련 입법과 사업 수행 기관의 설립

2000년 5월에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에 의거, 2000년 10월에 최종처분사업의 수행 주체인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

비기구(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NUMO)”가 설립되었

고 일본에서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다.

2. 최종처분법의 목적

이 법은 발전용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발생하는 유리화된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며, 유리화 폐기물은 최소 300m 지하의 안정된 지층에 처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종처분법은 정부의 정책과 관계 기관별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METI)은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처분 기본 정책을

원자력위원회(AEC)와 원자력안전위원회(NSC)의 검토와 내각의 승인 하에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기본정책은 특히 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입

장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 장관은 매 5년마다 향후 10년간

의 최종처분 사업계획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최종처분 사업계획은 유리화 폐기물

발생량, 최종 처분 일정, 처분장 규모, 후보 부지 선정,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다.

3.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전력회사 등의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사이며, 장기 안정성,

국민의 신뢰도, 정부의 개입, 운영효율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NUMO가 발족하였다.

NUMO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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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2)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보수 유지 및 관리

3)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 작업

4)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4.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그림 4.10.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체계

최종처분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JAEA)의 4000여명의 연구인력 중 120명이 지층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중이다.

JAEA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주기 개발단(JNC)이 통합되어 2005년 1

월에 설립된 원자력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JAEA의 고준위폐기물 관련 연

구는 크게 처분시스템 관련 연구와 지구과학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처분 시스템 연

구는 처분 엔지니어링 기술의 신뢰도 향상, 안전성평가 기술 개발, Safety Case를

구축하기 위한 Technical Knowledge Base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과학 연구로는 Mizunami와 Horonobe의 지하연구시설(URL) 프로젝트와 지질환경

의 장기 안정성 관련 연구가 수행 중이다. 한편 경제산업성(METI)과 자원에너지청

(ANRE)의 연구비 지원 하에 RWMC, CRIEPI, AIST, NIRS 등의 연구기관들이 별

도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 국가 주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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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의 고준위 처분 연구는 1976년 원자력중장기

연구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된 Tono 광산에

서의 지구과학연구,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수행된 Kamaishi Mine에서의 지구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당시 일본 핵주기 개발단(JNC) 주도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개념설정 연구 결과를 제시한 H-3보고서가 1992년 완성되

었다. 이후 ENTRY 프로젝트를 1993년 시작하고 Mizunami URL 프로젝트를 1996

년 착수하였고, 두 번째 진도보고서인 H-12보고서를 1999년 제출하였다. 또한

QUALITY 프로젝트를 1999년 착수하고 Horonobe URL을 2001년 시작하였다.

그림 4.11.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프로젝트 Milestones

일본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법적 체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뒤져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최적 방안이

인간 생태계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수 있는 심부 지하 환경에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

은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화산과 지진활동이 빈번한 일본 열도에 지층

처분할 경우 장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신이 필요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JNC가 1999년 발간한 H-12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안정하고 지층

처분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질환경을 갖춘 부지를 일본 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NC는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기술과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 결과에 기초하여 JNC

는 일본 내 지층처분의 안전성 입증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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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금을 법제화하

고 기금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상용 처분을 위한 사업 프로젝트화 작업을 진행

하였다. 2000년에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기금

관리 전담기관으로 RWMC를 설립하고 처분사업 전담기관으로 NUMO가 설립된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는 NUMO에 의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공모에 들어갔다.

이후 JAERI와 JNC를 통합하여 출범한 JAEA는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H-17보고서

를 2005년에 발간한다.

JAEA의 전체 연구인력 규모는 1996년 5219명에서 통폐합을 거치며 2007년에는

4157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부서의 인력은 대

규모 중장기 연구 수행에 따라 아직까지는 120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지층처분 기술 사업화에 따른 JAEA의 역할 변화에 따라 향후 조직 축소가 예

상된다. 현재 NUMO는 80명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중 기술

인력은 3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JAEA의 처분 관련 인력의 일시적인 파견 등의 방

법으로 처분 사업자인 NUMO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URL 프로젝트 관리, H-12

종합안전성평가, 부지 조사 및 시험 등에 경험이 풍부한 7명의 JAEA 연구원이 처

분사업자와 규제기관에 파견되어 있다.

그림 4.12. JAEA의 연구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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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 연구결과의 실용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경험 인력의 대규모 정년

퇴직과 관련 분야 전공자의 신규 공급 감소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는

미국, EU 등의 선진 원자력국가에서 원자력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공통적으

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장기간 수행되어 축적된

처분 관련 각종 연구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을 종합 관리하여 처분사업자와 규제기

관 등에 과학적 기술적 공통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장기

간의 제도적 관리기간 중 미래세대에의 지식 전달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도 기대되고 있다.

5.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및 화산활동 다발국가로서 특이한 지질조건으로 인해 고

준위폐기물 지층처분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지질 정보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평

가가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일찍부터 정부 주도로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일본에서 JAEA는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관련 연구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NUMO의 처분사업 진척에

따라 기술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지층처분 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1997년부터 국가 중장기연구로 십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JAEA 연구

추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지층처분 기술개발은 아직 사업화 이전 단계임을

감안하여 요소기술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기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판

단된다.

국내에도 처분 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2009년 1월 발

족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이 아직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

회적 공론화를 통해 최종관리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신설기관

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건설 운영 관련 프로젝트 경험 인력 위주로 발족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관리

방안 결정과 무관하게 지층처분 시설은 당연히 필요하며, 단지 확보시기의 문제이

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관련 연구와 향후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공단 내 처분연구 및 사업 인력과 조직의 조기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

께 JAE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처분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관으로서의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기능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지층처분을 위한 후보부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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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부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URL의 건설 및 운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경험 인력의 확보는 지층처분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인 일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행위자들(즉, 일본 정부 METI, NUMO, JAEA, RWMC 등) 각

각의 업무 할당, 그들 사이의 상호역할 등이 서술되었다. 또한, 각 기관별로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역할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재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필수적으로 최종 처분 정책도 병행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최종 처분 관리 인프라 구조의 구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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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향후 전망

1. 개요

지난 2008년 3월 28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정식으로 공포됨에 따라 원자력

법, 전기사업법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

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

사성폐기물관리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 수송, 처리 및 처분을 요

소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주요 원자력발전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관

리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이 총괄 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와 사

업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부처별로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체계

를 개선하고,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

기관의 총괄 관리하에 목표 지향적, 수요 지향적 및 공개경쟁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연구개발 체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연구개발 추진

체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해외 사례

가. 프랑스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인 ANDRA로 하여

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 장기관리 책임을 가지

고 지층 연구목적의 지하연구소 건설․운영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

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에 따라 15년 이내에「지하

연구소를 이용한 회수 가능 혹은 회수 불가능한 지층처분의 실현 가능성」,「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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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방사성 핵종 분리와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폐기물 처리 및 장기 지상저장」

의 3개 연구 분야를 ANDRA와 원자력청(CEA)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

가 총괄 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에 따라, 1995년부터 ANDRA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청(CEA), 지질․광산연구

소(BGRM) 등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ANDRA는 국가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저장 및 심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조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에 관한 장기 예측을 고려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의 설계․건설 및 운영과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 스웨덴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인 스웨

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SKB1))의 총괄 관리하에 197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

다. 스웨덴은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해 SKB사로 하여금 1986년부터 3년 단

위로 연구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연구개발

(RD&D)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다시 방사성폐기물기

금 운영 주체인 스웨덴핵연료위원회(SKN)와 규제기관인 스웨덴원자력감독국(SKI)

및 스웨덴방사선방호국(SSI)의 검토․심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FUD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FUD 제도는 스웨덴의 원자력활동법

에 명시되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타당성을 사전에 규제기관이 검토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기

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기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관행으로

평가된다. 연구 수행은 주로 SKB사와 협약을 맺은 스웨덴의 국내외 대학-연구기

관, 및 자문 회사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SKB사는 자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

여 연구계획 수립, 업무 조정, 연구 결과의 평가․관리 및 국내외 관련 연구 현황

추적․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핀란드

핀란드는 스웨덴의 FUD 제도와 유사하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인 Posiva사

가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라 매 3년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연구계획(Program

1)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하여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활동법에 따라 4개의 원자력발전회사가 공동 출

자하여 설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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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ical Design, RTD)을 수립하고, 안전규제기관

의 검토을 거쳐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원자력법시행령(Nuclear

Energy Decre)에 명시되어 있다. Posiva사는 소규모의 관리, 프로젝트 조직이기 때

문에 대부분의 연구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자문회사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하

여 수행하고 있다.

라. 미국

1982년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NWPA) 제211조에는 에너지부(DOE)가 고

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된 중점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이 계획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그 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시설개발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NWPA에는 DOE 내부에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을 설치

하도록 하여 OCRWM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서 부지특성조사를 수

행하고 처분예정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OCRWM은 미국 내의 연구기관 및 관리․운영계약자(M&O)에게 위탁 등을 통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과 안전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해 왔으나 2009년 이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3. 관리 체계 검토

가. 관련법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대 국회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

과 갈등을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규율하는 법제의 미비로 인해서 정

부가 임의로 선정 절차를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였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법규정

들이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가 방사성폐기물 종

류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책임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IAEA), 감사원 및 시민단체 등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주요 원자력발전 국가인 미국,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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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일본 등은 국가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 외의 별도 기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나. 주요 입법 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와 제18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기

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명시하면서, 아울러 동법 제3조와 제9조

등을 통하여 그 사업범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한 바 있다. 방사성폐

기물관리법 제5조에는「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

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를 통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

리법 제28조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

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동법 제31조에는 「방사성폐기물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라고 하였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개발 정책 역시 방사성폐기

물 관리 전담기관이 주관을 하면서 세부적인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

들을 동원하여 전체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방

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식경제

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이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일반 대기업의 경우도 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계획을 사업계획 및 목표 일정에 부합하도록 수립

하고, 그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

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연구개발 성과물의 최종

활용기관(End-User)으로서 사업 일정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

립하고, 그 시행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 연구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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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동시에 국내 연구개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 연구개발 관리체계

○ 방사성폐기물관리 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과 세부연구 수행

관련 사항은 정부(지식경제부)의 소관 사항임.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 신뢰성 및 성과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

사업 관리와 과제수행을 도모할 수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 연구개발 관리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지식경제부), 전담기

관(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평가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구분함.

지식경제부

전 담 기 관
(방폐물관리공단)

평가위원회

기술전략위원회

평가전문기관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그림 4.13. 연구개발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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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과제 기획, 시행 및 평가

□ 연구과제 기획 및 시행

○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단이 수립한 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매 3 ~ 5년마다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들을 총괄 기획함.

○ 연구과제 총괄주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수행하되, 연구개

발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평가전문기관으로 하

여금 수행기관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과제 평가

○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들까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복잡한 성격이 있으므로, 연구개발 성

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연구과

제 평가를 통해 드러난 연구 수행 및 결과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

이 제시되면, 후속 연구과제의 기획 과정에 반영되어 연구과제 기획의 개선이

가능하게 됨.

○ 따라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연구과제별 진도 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

게 보고함. 다만, 자체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의 평가인력을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차원에서의 상설적인 자체평가와 함께 사업수

행 주체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독립적인 제3의 공공기관이나 외부인

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주기(예 : 3 ~ 5년)로 종합적․거시적인 외

부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심층적 평가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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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연구과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단계마다

외부 평가전문기관과 함께 중간 평가를 수행하여 과제 계속수행 여부 및 방향 조

정 등을 결정하며, 중간 평가는 발표 평가, 현장 평가 등 다원적 종합 평가로

객관적, 성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 최종 평가는 중간 평가에서 수행되었던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및 특허, 실용화 등의 정량적 평가도 같이 수행하며, 또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를 얻기 위하여 워크샵 등을 통하여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평가를 받도록 함.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과제 종료 이후에도 연도별로 경제적 효과 및 실

적 등을 추적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주관기관의 경우, 향후 수행

기관 선정평가 등에 반영함.

진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평가 결과

심의 및 결정
추적평가

방폐물공단
방폐물공단/

평가전문기관

방폐물공단/

평가전문기관
지식경제부 방폐물공단

이의신청 및 평가
워크샵 개최를 통한

추진성과 발표

그림 4.14. 연구과제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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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내 사용후핵연료 다자간 공동관리 방안

1. 서론

국내 원전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오는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이

에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이 2009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사용

후핵연료 관리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2009]. 국내의 경우, 20여 년간 표

류하던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유치 국책 사업이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중․저

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결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

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

부의 방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원전 운용국가들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

의 자국 내 저장 및 처분부지 확보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원전 운용국가들 사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있어서 지역적 또는 세계적 협력

차원의 다자간 접근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국내외 현황 분석, 사용후

핵연료/핵주기 다자간 접근법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장 및 처

분)에 있어서 다자간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내외 동향

가. 국내

1978년 첫 경수로가 운전된 이래, 2008년 12월말 현재 4개 부지에 20기의 원전

(발전용량은 17.7 GWe, 경수로 16기, CANDU 원자로 4기)이 운전 중이며, 6기의

경수로가 건설 중이고, 2기의 경수로가 2015년까지 도입될 계획이다 [박기철, 2008].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1.4 GWe 경수로 11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국가에

너지기본계획을 2008년 8월에 발표하였다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

상기의 계획을 고려하여 국내 원전의 발전 기수 및 용량의 현황 및 전망을 표

4.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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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로 2008 20 15 2 0 30

경 수 로 16기 , 1 4 .9  G W e 24기 , 2 4 .5  G W e 35기 , 3 9 .9  G W e

중 수 로 (C A N D U ) 4기 , 2 .8  G W e 4기 , 2 .8  G W e 4기 , 2 .8  G W e

총 계 20기 , 1 7 .7  G W e 28기 , 2 7 .3  G W e 39기 , 4 2 .7  G W e

표 4.6. 국내 원전 발전 기수 및 용량의 현황 및 전망

원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2007년 12월 기준)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의 발표내용을 표 4.7에 인용하였다. 한수원에 의하면 부지별로 사용

후핵연료의 저장능력을 확충하더라도 고리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가 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이다.

부지 노형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연도

현용량기준시 저장능력확충시

고리 경수로 2,253 1,623 2016 2016

영광 경수로 2,686 1,491 2016 2021

울진 경수로 1,642 1,214 2008 2018

월성 중수로 5,980 5,980 2009 2017

표 4.7. 국내 원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2007. 12 기준)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는 중간저장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의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원자력

위원회, 2004],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의 입장

이 서로 달라서,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위원회에서

2007년2월부터 공론화추진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지경부는 사

용후핵연료 국가 관리 방침을 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부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파이로 건식 재처리기술과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뒤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엄상현, 2008]. 사용후핵연료 국가 관리 방침을 정하

기 위한 공론화에 대한 지경부 및 교과부의 입장 차이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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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일이지만, 당장 문제는 원전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포화에 대한 해결

책을 2016년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중간저장 부지(부지외 또는 부지내) 확보문제가 관건이겠으나, 원전 주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나. 국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처리 후 분리된 플루토늄을 미래에 고속로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

해 두거나, MOX 핵연료로 전환시켜 경수로에 재순환시키거나 하는 방안이다. 둘

째, 궁극적으로 심지층 처분장에 직접 처분할 목적이거나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기 위해 중간 저장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상 재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영국이 있으

며, 자국 내 재처리공장을 두고 있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는 과거에 그

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 또는 영국으로 보내었지만, 현재는 처

분을 위해 중간저장을 결정하였으며, 해외위탁 재처리를 취소하였다. 일본 역시 과

거에 대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 및 영국으로 보내었지만, 2006

년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이후 자국 내에서 재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방안을 따르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 한국, 스웨덴, 미국 등이 있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방법으로 건식 캐스크 방식이 수십 년간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NRC는 간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 모든 원전부지

에 건식캐스크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식캐스크

저장비용은 $100-200/kgHM로 재처리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다 [Harold A., 2007].

3. 사용후핵연료/핵주기 다자간 접근법

가. 선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다자간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은 197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7년 IAEA는 ‘지역핵연료주기센터’는 타당하고

핵비확산 및 경제성 관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82년 IAEA는

국제핵주기평가(INFCE)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핵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핵

주기 접근방안도 다른 방안에 비해 내재적으로 우수한 것은 없으며, 핵확산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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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기술적 방안은 추구할 가치가 있으나 기술적 방안만으로는 국제핵비

확산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국제플루토늄저장’과 ‘국제사용

후핵연료관리’를 제안하였다 [M. Bunn, et al., 2001].

1990년대 중반, Wolf Hafele가 ‘국제감시회수가능저장시스템(International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Syatem, IMRSS)'을 제안하였다. IMRSS는 사용후

핵연료 그리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장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궁극적인 처분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감시아래 일정기간 중간 저장하는 국제저장 개념이다 [W.

Hafele, 1996].

19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지

역협력의 중요성도 포함하여 원자력협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일본 전력

중앙연구소(CRIEPI)의 Tatsujiro Suzuki(1997)가 상기 제안들을 정리하여 동 지역

내에서 원자력안전, 후행핵주기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공통관심사 및 협력 가능성

이 있음을 결론 지은바 있다.

1990년대부터 상업 목적의 Pangea 그룹이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국제

심지층처분장 부지를 모색해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HLW 75,000MT 규모의 처분

장을 계획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극심한 정치적 반대로 실

패한 이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부지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M. Bunn et al.,

2001].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 민간 측에서 제안된 핵

비확산위탁(Nonproliferation Trust, NPT)으로 10,000MT 사용후핵연료를 해외로부

터 수용하여 건식저장한 뒤 궁극적으로는 심지층 처분한다는 개념이다. 수용 가격

은 사용후핵연료 kg당 1,500달러로, 10,000MT 사용후핵연료 수용으로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였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 원자력국(Minatom, 현재는 Rosatom)은 다

양한 옵션으로 타국의 사용후핵연료를 적극적으로 자국에 수용할 제안을 제시하였

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000 MT 사용후핵연료 수용으로 210억 달

러의 수익을 예상하였고, 고객국가로 중국, 독일, 이란, 일본,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

인, 스위스, 타이완, 타이, 베트남 그리고 구소련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동부유럽

국가들을 상정하였다 [Ibid.].

2003년 IAEA 사무총장 Mohamed ElBaradei(2003)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

기물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다자간 접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IAEA(2005)는 안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핵주기 시설에 있어서 다자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에 대한 원자력산업계 그리고 다른 원자력 기구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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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구한 보고서를 2005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라늄농축, 사용후핵연료 재

처리, 저장 및 처분 등 핵연료주기에 대해 공동 소유 또는 공동 관리에 근거하여

자발적 협정과 계약을 통해 다자간 특히 지역적 핵연료주기 시설을 설립할 것을 제

안하였다.

2006년 1월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제원자력인프라(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GNPI)' 구상을 밝혔다. GNPI는 엄격한 핵비확산 요구조건에

따른 국가들에게 '국제핵주기센터(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

INFCC)‘를 통해 원자력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INFCC는

IAEA 안전보치 준수아래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IPFM, 2006].

2006년 2월 미국 Bush 대통령은 ‘국제원자력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GNEP)' 구상을 밝혔다. GNEP는 핵연료공급안전보장 및 사용후핵연료

회수 문제를 제안하여 원자력발전 확대 예상에 따른 핵연료(주로 우라늄농축서비

스) 수급 문제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US

DOE, 2007].

나. 현안

사용후핵연료/핵주기 다자간 접근법의 한 방안으로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

/HLW 저장․처분 협력의 기본 개념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HLW을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호스트국가로 수송시켜서 저장 또는

처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실행가능하고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현안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M. Bunn et al., 2001].

○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

-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의 계약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국제

적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

- 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임의의 기간(예를 들어 30-50년)동안

호스트국가에 저장한 뒤 새로운 계약이 없을 경우 고객국가로 사용후핵연료

/HLW을 되돌려주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두 번의 국제수송을 요한다.

- 처분: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HLW을 심지층 처분한다. 이 방안은 한번의 국

제수송을 요한다.

- 재처리: 현재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재처리 방식으로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호스트국가가 받아들여 일정기간 후 재처리한 뒤 발생하는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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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늄은 고객국가가 원할 경우만 돌려보내고 부산물인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방

사성폐기물은 호스트국가가 처분하는 방안이다.

- 핵연료 리스: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나중에 반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국

가에게 신 핵연료를 리스 형식으로 공급한다.

○ 누가 소유권과 책임을 질 것인가?

-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의 계약에 의거, 소유권과 책임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상황 존재 가능하다.

- 임시저장의 경우 고객국가에게 사용후핵연료/HLW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이 따

를 것이며, 영구저장 또는 처분의 경우는 호스트국가에게 소유권과 책임이 따를

것이다.

- 호스트국가에게 소유권과 책임이 전가되는 사용후핵연료/HLW 처분의 경우 소

유권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임시저장에 비해 호스트 국가 내 대중수용성을 회

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호스트국가는 누가 될 것인가?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수용할 적절한 호스트국가를 정

하는 것은 최대의 현안이다. 호스트 국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

다.

- 자발의지: 호스트국가는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지질학적 그리고 지리적 적절성: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

에 적합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효과적인 기술력과 규제 인프라: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

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

거나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적 안정: 사용후핵연료/HLW에 대한 임시저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 년의

기간을 걸리므로 호스트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여야 한다.

- 핵비확산 신임: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을 고려할 때, 호스트국가

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핵비확산 신임을 얻은 국가여야 한다.

- 고객국가와 호스트국가 간의 협정: 호스트국가는 고객국가와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 관련 제공 서비스, 타임프레임, 비용, 소유권, 책임소재 등 계약 상세

사항에 동의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 민주국가: 호스트국가의 정치체계는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에 영향을 미

치므로 민주국가여야 한다.

○ 제도적 정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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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이 안전하게 오랜 기간 적절하게 관

리되기 위해, 그리고 고객국가와 호스트국가간의 계약이 위약사항 없이 제대로

지켜지고 예산이 적절히 관리되고 통제되기 위해 호스트국가의 제도적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민간회사에 의한 관리: 호스트국가의 법과 규제아래 하나 이상의 민간회사들이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 회사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을 주선하고 부지를 건설 운영한다. 호스트국가

는 부지 운영과 관련 법률과 규제문제를 책임지고 부지를 감독하며 필요한 정부

간 협상을 책임진다.

- 호스트국가에 의한 관리: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호스트국가가 국제/지역 사용후핵

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 국가간 컨소시엄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관리: 국가간 컨소시엄 형식으로 기구를

창설하거나 또는 IAEA 같은 국제기구가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

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 국제적인 기본합의와 준수해야할 규정: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

분장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든 안전기준, 안전조치 및 방호, 핵투명성과 감시감

독 등 준수해야할 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합의의 준수가 중요하다.

○ 고객국가는 지역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수용할 사용후핵연료/HLW을 호

스트국가의 주변지역 국가들로부터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범위를 넓혀 범세계

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장점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 협력은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M. Bunn et al., 2001].

○ 규모의 경제

- 소규모의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원전운영 국가들이 자국마다 운영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사용후핵연료/HLW의 중간저장의 경우는 그 효과가 적지만 처분의 경우는 확실

하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 노력의 절감

- 소규모의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원전운영 국가들이 자국마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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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대규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대규모의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함으로

써 이러한 이중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들고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 자국내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선택권 부

여

- 비용-효과 측면에서 자국 내에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건설하기 어

려운 국가들이 있다.

- 타이완처럼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에 적절한 부지를 자국 내에서 구하

기 어려운 국가들도 있다.

- 그러므로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선

택권을 부여한다.

○ 국내정치적 반발로 사용후핵연료/HLW의 자국내 저장이 어려운 국가들에게 선택권

부여

-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반발로 사용후핵연료/HLW의 저장용량 확대를 꾀할 수 없

거나 저장용량 부족으로 원전의 운전을 중지하여야 하는 국가들에게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선택권을 부여한다.

○ 불필요한 플루토늄의 분리를 피함

-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든 잠재적 에너지원으로 간주하든 원전 운

영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비싼 값을 들이고 핵확산의 위

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필요는 없다.

- 과거 일본과 독일이 그랬듯이, 어떤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장소가 없

다는 이유로 재처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이런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다.

○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 수용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따른

플루토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사용후핵연

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

○ 핵투명성 증진

- 핵무기 비보유국의 사용후핵연료는 IAEA의 안전조치아래에 있으나 공개적이지

않다.

- 핵무기 보유국의 사용후핵연료는 IAEA의 안전조치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재처리

에 따른 핵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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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의 현황

을 거의 실시간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핵투명성을 증진시킨다.

○ 수익성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을 운영함으로써 호스트국가는 영리

를 꾀할 수 있다.

라. 단점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 협력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초래할

수 있다 [Ibid.].

○ 국제적으로 NIMBY를 부추김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 확보의 가장 어려움은 적절하고 국

가적 의지가 있는 호스트국가를 찾는 일이다.

- 많은 국가와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HLW의 덤핑장소로 여겨질 호스트국가가

되는 것을 꺼린다.

○ 윤리적인 문제

- 사용후핵연료/HLW을 방출한 대가로 혜택을 입은 국가가 그로 인한 부담을 감

내해야 하며 아무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국에 사용후핵연료/HLW의 저

장․처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 자국의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관련 프로그램을 혼란시킴

- 호스트국가로 사용후핵연료/HLW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국 내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혼란을 초래하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지 및 자금 지원을

받는 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국제 정치적 영향을 받음

- 사용후핵연료/HLW의 수송문제가 국내차원에서 국제차원으로 확대되면 사용후

핵연료/HLW 문제와는 무관한 다른 현안들에 대한 관련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

적 주장차이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빈번한 수송

-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을 위해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에

빈번한 수송이 있게 된다.

- 사용후핵연료/HLW의 국제적 수송문제는 비용, 위험, 관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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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사용후핵연료 다자간 공동관리 모색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원전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 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부지(부지외 또는 부지내)

를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본 절에서는 원전 주변 지역주민 반대 등으

로 국내 중간저장 부지(부지외 또는 부지내)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서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 협력 방안으로서의 다자간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해 본다.

가. 방안 1: 러시아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1년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옵션으로 타국의 사용

후핵연료를 적극적으로 자국에 수용할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NAC Insight, 2001].

1) 고객국가로부터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뒤 분리한 플루토늄과 회수

우라늄 그리고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600-1,000/kgHM

2)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한 뒤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300-600/kgHM,

3)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한 뒤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회수

우라늄 그리고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가격은 제

시 않음)

4)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한 뒤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회수

우라늄 그리고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 방안으

로 $1,200-2,000/kgHM.

한국의 경우, 상기 제안 2) 또는 4)에 관심을 둘 만하다. 단, 제안 4)의 경우, 국

내 사후처리충당금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의 비교평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상기 제안들이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타

당성을 확보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러시아로의 이전 또는 형질변

경을 위해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자

국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러시아가 제공하는 핵연료를 이용하는 구소련이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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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건설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 [Harold A., 2007].

그렇지만, “반드시 반환할 목적으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여 임시저장”

그리고 “재처리의 목적으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여 임시 저장”하는 방안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는 2003년 7월 11일 “사용후핵연료의 러시아로의

수입에 관한 법령”을 비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Valery S. Bezzubtsev, 2008],

부지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만이라도 장기 중간 저장의 목적으

로 러시아로 보내는 방안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나. 방안 2: 중국

중국은 대만 이외의 외국으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 반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나, 국제/지역 사용후핵연료/HLW 저장․처분을 위한 호스트국가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4기의 원전계약을

맺음으로써 [Emma Graham-Harrison, 2006], 향후 US-origin 원전을 경유한 사용

후핵연료가 중국 내에 축적이 될 것이므로, 한국이나 대만 등 사용후핵연료의 이전

에 있어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가 중국으로 이

전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rivate comm.,

2005].

다. 방안 3: 일본

일본은 영국 및 프랑스와의 해외위탁재처리 계약종료 이후 각 원전부지별로 사

용후핵연료를 저장해오고 있다. 부지별로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일

부 사용후핵연료를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저장조(저장용량: 3,000 tHM)로 이송

하여 저장하고 있다. 중간저장 관련하여, 동경전력주식회사와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

사는 리사이클연료저장주식회사(Recyclable Fuel Storage Company)를 설립하여 부

지외집중저장부지로 무츠시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0

년 운영개시 예정이다. 무츠시의 건식저장시설 저장용량은 5,000 tHM이며, 2010년

이후로 연간 300 tHM 씩 증설할 계획이다 [T. Katsuta et al., 2006].

다자간 공동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부지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국내 사용후핵

연료 만이라도 장기 중간 저장의 목적으로 무츠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일본과 구체

적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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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는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국내 원전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조의 용량 부족문제는 현안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기에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

다. 그런 면에서 중간저장 부지(부지외 또는 부지내) 확보문제가 관건이겠으나, 원

전 주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서 다자간 접근법의 한 방안인 국제/지역 사용

후핵연료/HLW 저장․처분장 개념을 적용하여, 부지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지역 내 국가로 이송 장기 저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

으며, 호스트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 고려가능하다고 본 연구는 잠정 결론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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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용후핵연료 위탁 재처리

제 1 절 위탁 재처리 개요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5.1과 같다. 현재까지 발

생된 약 30여만 톤의 사용후핵연료 중 약 1/3에 해당하는 9만여 톤이 재처리 되었

고 나머지는 부지내 또는 부지외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다. 이 통계치에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기체냉각로형의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적

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상용재처리 양은 훨씬 적어진다 [IAEA, 2005].

Cumulative Spent Fuel Arisings, Storage and Reprocessing,
199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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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세계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현황 및 전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은 2차 대전 중 맨하탄 사업의 여파로 미국에서 개발

된 플루토늄의 화학적 추출 기술(PUREX)이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기치로 전 세계에 보급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정책적 입장과 국내외 상황에 따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과거 각국의 원자력 정책은 대체로 국가 주도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장기 전

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도입에 기반을 두고, 특히 관련 기술과 원료의 확보 가능성

에 따라 노형과 핵연료주기 전략이 선정 되었다. 예를 들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

는 노형의 사용후핵연료는 잔존 핵분열성 물질의 함량이 낮아 재처리가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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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경수로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전략은 원자력 개발

주도국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자족적(self-sufficient)인 원자력 체제를 목표로

하는 고속로용 혼합핵연료(MOX)의 공급계획이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요인으로 여건이 갖추어진 일부 주도 국가에서만 재처리 정

책과 산업이 견지되어 왔다. 또한 고속로의 산업화가 지연됨에 따라 잉여 생산된

플루토늄의 재고는 경수로에 재순환(thermal recycle)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

다. 이러한 배경은 후에 세계 원자력산업과 시장 형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으며

향후 원자력 산업의 로드맵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원자력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재처리시설은 막대한 인프라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적정규모 이상의 시장규모와 이에 부응하는 상업적 타당성이 확인되어

야 한다 [FORATOM, 1969].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 산업체제의 근본적

과제인 위험부담 등으로 지금까지 각국의 재처리 배경은 전후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군용시설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수

순으로 전개 되었다(유일한 예외로서 원폭의 유일한 피해국인 일본은 재처리 정책

의 일관적인 추진을 해오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대표적인 상용시설인 프랑스의 UP-3와 영국의 Thorp의 경우도

그 당시 원전계획을 추진하던 유럽 제국과 일본 등에서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관련 전력회사들이 자국 내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재처리를 선불투자 형식으로 투자

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현재는 상기의 몇몇 시설만 위탁재처리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재처리 시설들이 건설 운영된 바 있다.

재처리가 산업이 국제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의 역사적 배경을 지

역적으로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가. 미주

- 미국 : 미국은 70년대 초까지 정부의 장려 하에 민간투자 재처리 사업이 전개

되었으나 (NFS 의 West Valley, GE 의 Midwest, AGNS의 Barwell 시

설 등), 이중 West Valley 시설만 몇 해동안 운전(1966~1972)되고 여타

시설들은 가동되지 못하였다. 그 후 70년대 후반의 카터행정부의 핵억

제 정책과 미국에서 확대된 환경운동 등의 여파로 미국 내 모든 재처리

시설들은 모두 폐쇄되었다(한편 Hanford, Idaho, Savannah Rover 등 부

지의 군용 시설들은 90 년대 냉전 종식이후에 폐쇄됨). 특기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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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미국정부에서 세계적 원자력기술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재처리 반대 정책을 선회하여 핵비확산성을 표방하는 재처리기술 개발

을 위해 실증규모 시설건설을 추진 중이다.

-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는 CANDU 노형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천연우라늄 이

므로 회수 가치가 낮아 일찍이 영구처분 정책을 선택 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원전 규모가 작아 재처리는 정책적 고려대상이 되지못하였

다.

- 남미 : 남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7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여 재처리를 포함한 핵주기 기술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으나, 원전규모가 작아 상용 시장규모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서유럽

서유럽은 세계에서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서 선두지역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재처리 량의 90%를 차지하며 지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의 70% 를 재처리 하

였다. 서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주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기치하에 다

방면에서 단일화 협력 체제를 추진하여 왔으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미 60년대부

터 EURATOM을 창설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을 포함한 제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

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처리 분야에서는 벨지움의 Mol에 Eurochemic Pilot Plant

를 건설 운영하여 회원국의 공동 기술개발시설로 활용한 바 있다 [OECD/NEA

1996].

- 프랑스 : 프랑스는 50년대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천연 우라늄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기체냉

각로 연료 재처리시설 UP-1을 남불 Marcoule에 건설운영하였으나, 나중에 원

전 사업화에 따라 대서양 연안 La Hague에 민수용 재처리 시설을 보완하였다.

1969년 경수로를 채택한 프랑스는 La Hague에 산화물(UOX)형의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UP-2 시설을 개수 확장하여 내수시장용으로 운영하고

있다(초기 용량 400 tHM/y을 후에 800 tHM/y 으로 확장). 또한 70년대부터

유럽을 비롯한 외국고객의 재처리 서비스를 목표로 한 UP-3 시설(용량 800

tHM/y)을 동일 부지에 인접하여 건설하여 90년대 초부터 상용서비스를 해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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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에서는 50년대부터 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위한 기체냉각로 천연우라늄의

Magnox 금속연료 재처리 시설 B-205(용량 1500 tHM/y)을 대서양 연안

Windscale(Sellafield)에 건설 운영하였고, 70 년대 이후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기체 냉각로 AGR가 개발되면서 내수용으로 시설을 보완하였다. 한편 자국내

AGR 과 유럽과 일본 시장의 수요를 예상한 900 tHM/y 용량의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 시설 Thorp(Thermal Oxide Reprocessing Plant)를 건설하고 혼합핵

연료 가공시설(SMP)도 건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영국정부의 정

책적 지원철회와 BNFL의 경영난 등으로 상용서비스는 별로 실적을 내지 못하였

다(Magnox형 연료의 경우는 경제성과 관계없이 피복관 부식 등의 수조저장문제

에 대한 대책으로 전량 재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유럽의 기타 국가들 : 원전을 운영한 서유럽 여러 국가들(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80~90년대에 걸쳐 프랑스(La

Hague의 UP-3)와 영국(Sellafield의 Thorp) 시설에 위탁재처리

를 한바 있다. 독일은 영국에 비견할만한 규모의 원전 시장을

서비스 하기위한 상용 재처리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나, 80년대

반핵운동의 여파로 정치적 결정에 의해 Wackersdorf 시설 건

설 사업을 무산시켰고 외국에 위탁재처리도 2005년 중단하였

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위탁재처리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위탁재처리를 중단 하거나 보류하고 장

기저장 및 처분 쪽으로 정책을 선회 하였다.

다. 동 유럽

동구에서는 과거 공산권의 맹주였던 소련이 주변 위성국가들(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동독, 핀란드 등)에 기체냉각형(RBMK)와 경수로형

(WWER)양 노형을 보급하고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반환/재처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소련이 초기에 개발한 기체 냉각로형 RBMK는 저농축우라늄

을 연료로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회수가치가 별로 없고 농축도가 LWR 노형과 유

사한 경수로형 WWE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주요 대상이 되었다. 참고로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루마니아는 캐나다의 CANDU를, 그리고 유고연방의 슬로베니

아는 Westinghouse의 PWR 노형을 선택 도입하였으며 재처리를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재처리는 과거 냉전 시절에 Chelyabinsk의 Mayak에 군사시설로(핵잠

수함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로) 건설된 비교적 소규모(400 tHM/y)시설 RT-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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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형 WWER에 해당하는 WWER-440 노형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서비스가 자

국 및 주변 위성국에 제공 되어 왔고, 그동안의 동구권 재처리는 모두 이 시설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90년대 초 냉전종식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 후에

는 이들 국가 대부분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반송을 중단하고 장기저장을

선택하여 대부분의 고객이 끊겨 가동율이 매우 저조하다.

한편 과거 냉전기에 신형로에 해당하는 WWER-1000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처리시설(1,500 tHM/y) RT-2 시설이 Krasnoyarsk에 착공

되어 전처리 부분까지 건설되었으나, 냉전 종식 후 투자재정의 중단으로 완공은 무

기연기 되었다 [Russian Federation, 2005]. 이 시설은 6,000여 톤 규모에 달하는 습

식저장조는 활용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저장용량 포화에 대비하여 수만톤 규모의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 한다고 한다.

최근 러시아는 경제 회복세를 배경으로 원자력 분야의 주도권을 회복 하기위한

시장개발과 핵연료주기 분야의 국제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제 4.5

절 참조).

라. 아시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파키스탄 등이 제각기 상이한 배경에서 재처리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다.

- 일본 : 일본은 과거 미국의 처분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고속로와 상용재처리 정책을 견지

하여 프랑스와 영국 시설에 위탁 재처리를 하는 한편, 자국내 재처리 사업으로

1978 년에 실증규모 Tokai-Mura 시설을 건설하고, 2006 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유

일하게 상용규모 Rokkasho-Mura 시설을 운전 개시 했다. 일본은 종래에 유럽에

위탁했던 재처리를 종료하고 자국내 신규 가동된 Rokkasho-Mura 시설(용량 800

tHM/y)에서 재처리를 시작하였으나, 자국내 년간 발생량(1200 tHM/y)을 처리하

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여 인근 Mutsu 부지에 건식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을 추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제 2 의 재처리 시설의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 중국 : 한편 중국은 과거 냉전의 시대적 배경으로 민간 원자력산업의 후발국으로서 90년

대에 추진한 Lanzhou의 pilot 규모재처리 시설(50 tHM/y)을 최근 가동하였으나

상용서비스의 의미가 없다. 최근 중국은 원전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상용재처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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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파키스탄 : 인도와 파키스탄에도 중소형 재처리 시설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들 국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업적

서비스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 개관해본 세계 재처리 시설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2005].

국가 시설명 용량 (tHM/y) 시설운영기간 누적처리량 (연료형)

프랑스
UP-2 800 1976 ~ 8272 (LWR) + GCR

UP-3 800 1990 ~ 8972 (LWR)

독일 WAK 180 1971 ~1986 30 (LWR)

일본
동해 210 1977 ~2006 980 (LWR)

로카쇼무라 800 2006 ~ 150 (LWR)

러시아
Mayak 400 1977 ~ 3,500 (WWER-440)

Krasnoyark 1,500 2020 (?) ~ 0 (WWER-1000)

영국
B-205 1,500 1967 ~ 42,000 (GCR)

Thorp 900 1994 ~ 4,390 (LWR)

미국 West Valley 300 1966 ~1973 194 (LWR)

(유라톰) Eurochemic 105 1966 ~1975 105 (LWR/GCR)

인도 Trombay 등 260 1977 (?)~ 600 (?) (PHWR)

표 5.1. 세계 재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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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탁 재처리 현황

1. 프랑스2)

Marcoule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재처리시설인 UP1 (Usine de Plutonium

/Plutonium Factory)은 1958년부터 1997년까지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의

GGR(gas graphite reactor)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다가 나중에는 EDF(프랑스전

력회사)와 스페인의 GGR 상용 원전, 그리고 고속로인 Phenix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도 재처리 하였다. 또한 Marcoule에 있는 플루토늄 및 트리튬 생산용 중수로

Celestin-1호기 및 2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 하였다.

La Hague에 있는 프랑스의 두 번째 재처리시설인 UP2 (800톤/년 처리용량)는

원래 GGR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1966년부터 1987년까지 총

4,900톤의 GGR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였다. 투자금액은 국방예산에서 50%, 민

간예산에서 50%를 투자하였다. 1976년에 시설을 개조하여 경수로(LWR) 사용후핵

연료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연유로 UP2-400 또는 UP2-HAO (Haute

Activite Oxyde)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L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어려

움을 겪으면서 UP2-HAO의 처리용량은 800톤에서 400톤으로, 다시 250톤으로 줄어

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400톤까지 증가되었다.

1989년에 La Hague에 두 번째 재처리시설인 800톤/년 규모의 UP3가 운영을

시작했다. UP3는 외국의 원자력 발전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의 100%를

선 투자받아 건설 및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고객은 독일과 일본으로, UP3 최초 10

년의 운영기간 동안 총 6,685톤을 재처리하는 소위 “base load customer contracts"

또는 ”service agreement"에 의거하여 건설 및 운영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투자지분

은 각각 42%였다.

후에 독일의 전력회사들은 Bavaria에 건설을 추진 중이던 Wackersdorf 재처리

시설을 포기하는 대신에 UP3 소유자인 프랑스 COGEMA와 소위 “post service

agreement contract"에 의거하여 2005년 말까지 1,133톤을 추가로 재처리하기로 계

약했다. 이로써 독일은 투자지분 54%로 COGEMA의 최대 고객이 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및 2005년 7월 이후 재처리

가 금지되면서 프랑스와의 재처리 계약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도 Rokkasho에 800톤/년 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 Mycle Schneider and Yves Marignac,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in France”,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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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림 5.2.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재활용 절차

프랑스는 1994년 La Hague에 UP2-800이라는 명칭의 세 번째 재처리시설의 운

영을 시작했다. UP2-400의 처리용량을 확장한 것이다. UP2-400은 2004년 1월 1일

부로 공식 폐쇄되었다. 2003년에 이루어진 La Hague 재처리시설 인허가 개정에 따

라 UP2 및 UP3의 재처리 용량은 각각 1,000톤/년으로 하되 총 용량은 1,700톤/년으

로 제한하였다.

1976년부터 2006년 말까지 UP2 및 UP3에서 총 22,658톤의 LWR 사용후핵연료

가 재처리되었다. 이 중에는 1992년의 4.7톤과 1998년의 4.9톤 등 소량의 LWR

MOX 연료 재처리 실적도 포함되었다. 또한 5회에 걸친 총 10톤의 Phenix 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적도 포함되었다. L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적의 약

50%는 외국에서 위탁한 것이다.

그림 5.3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La Hague 재처리시설에서의 처리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실적은 연간 1,100톤으로, 인허가 용량의 62% 수준에

해당된다. 1994년에 처리용량을 연간 800톤으로 확장한 UP2는 2006년에 317톤의

저조한 처리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해외

위탁계약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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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프랑스 La Hague 재처리시설에서의 재처리 실적

그림 5.4. 프랑스의 위탁재처리 계약물량 및 실적 (2005년 말 기준)

2007년 5월 9일에 AREVA NC (구 COGEMA)와 이탈리아의 전력회사인

SOGIN 간에 새로운 위탁 재처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되었다. 폐쇄된 Caorso,

Trino, Garigliano 등 3개 원전에서 각각 190톤, 32톤, 13톤 등 총 235톤의 사용후핵

연료를 운반 및 재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1986년 4월에 발생

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가동 중이던 원전을 폐쇄하였으며, 1987년 국민투표를 통

해 원전폐쇄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탈리아는 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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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라늄을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다.

그림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AREVA NC는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외 전력회

사들과 체결한 위탁 재처리 계약물량의 94%를 처리 완료하였다. 독일의 경우 376톤

의 잔여 계약물량 중 155톤만이 재처리시설로 운반된 상태이다. 독일은 개정 원자

력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시설로 운반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AREVA NC가 처리해야 할 해외위탁 재처리 물량은 319톤

에 불과하다. 이 물량에는 2015년 말까지 처리하도록 계약된 이탈리아의 사용후핵

연료도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위탁재처리 물량은 La Hague

재처리시설을 풀가동할 경우 4개월이면 끝나는 물량이다. 2005년 말에 작성된 계획

에 따르면 La Hague에서의 위탁재처리 작업은 2008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표 5.2 및 표 5.3 참조).

표 5.2. La Hague에 저장되어 있는 위탁 국가별 사용후핵연료 물량

(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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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프랑스의 위탁재처리 계획 물량 (2005년 말 기준)

2. 영 국3)

재처리시설 등이 있는 북서 잉글랜드 쿰부리아 해안가의 셀라필드 원자력단지

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고, 1954년에 원자력청(UKAEA)

이 신설되면서 UKAEA가 관리 임무를 맡았다. 1971년에 정부 소유의 영국핵연료주

식회사(BNFL)가 관리하기 시작했고, 2004년 BNFL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4개 사

업그룹 중의 하나인 BNG (British Nuclear Group)가 관리 임무를 맡았다. 2005년 4

월에 현재의 소유자인 NDA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에 소유권이 넘

어 갔고, NDA는 관리업무를 BNG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최초의 재처리시설인 B204는 군사용 목적의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1952년

에 운영을 시작했다. 1964년에 Magnox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인 B205가 운영되

면서 B204는 폐쇄되었다. B205는 산화우라늄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1968년에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후 5년에 걸쳐 약 60톤의

산화우라늄 연료를 재처리하였으나 1973년에 사고(‘blow-back' accident)가 발생하

자 산화우라늄 재처리 기능을 포기했다.

처리용량 1,500톤/년 규모의 Magnox 재처리시설인 B205는 군사용 및 상업용으

로 이용되었다. 셀라필드에 있는 Calder Hall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와 후

속 원자로인 스코틀랜드의 Chapelcross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그

후속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Latina 원전, 일본의 Tokai Magnox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도 하였다. 운영 초기에는 매년 1,000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 되었으나

1995년 영국 정부의 군사적 목적의 재처리 금지결정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운영 실적이 급격히 떨어졌다(그림 5.5

3) Martin Forwood, “The Legacy of Reprocessing in the United Kingdom”,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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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그림 5.5. 영국의 Magnox 연료 재처리 실적 및 계획

재처리시설 운영 후 셀라필드에서 재처리된 Magnox 연료(미량의 철 및 알루미

늄을 천연우라늄과 섞고 마그네슘 합금으로 피복한 금속 핵연료)의 양은 약 47,000

톤이다.

1998년의 계획에 따르면 B205는 2012년경에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처

리해야 할 Magnox 사용후핵연료는 약 12,000톤에 이른다. 따라서 B205가 2012년에

폐쇄되어야 할 경우 매년 최소한 1,000톤씩 재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와 최근의 저조한 가동 실적을 고려해 볼 때 매년 1,000톤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

다.

2007년에 NDA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B205의 운영을 2016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으로 약 6,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더 재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NDA는 매년 600톤씩 재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B205

를 2016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은 신형가스로 (AGR)의 도입에 따라 1977년에 신규 재처리시설인

THORP (Thermal Oxide Reprocessing Plant)을 건설하기 위한 공청회 (Public

Inquiry)를 개최하였고, 영국 정부는 당시 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정책추진 및 고속

로 도입에 따른 플루토늄의 소요를 예상하여 1978년에 THORP 건설을 승인했다.

이 때는 이미 영국 BNFL과 외국의 전력회사들 간에 위탁재처리 계약이 완료된 상

태였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의회에서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저장시설의 건설이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후

THORP의 건설이 완료된 것은 1992년이었다. 그러나 THORP의 건설비용은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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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상했던 3억 파운드(6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여 23억 파운드(46억 달러)가 소요

되었다.

BNFL과 전력회사들 간의 재처리 계약 형태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976년

이전에 고정가격 (fixed price)으로 계약한 방식, 1976년 이전에 실비정산가격

(cost-plus)으로 계약한 방식, 그리고 1976년 이후에 실비정산가격 (cost-plus) 으로

계약한 방식 등이다. 1976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 물량은 약 1,500톤으로, 이 때는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 국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

지 않았다. 1976년 이후에 체결된 계약 물량은 약 4,600톤으로, 이 때는 재처리 과

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 국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다.

해외 위탁고객들의 비용 지불은 다음과 같이 3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즉, THORP이 건설되는 동안은 총 계약금액의 60%를 자본비(capital fee)로 지

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셀라필드에 인도할 때 25%를, 그

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했을 때 75%를 운영비(operations fee)로 지불하는 것

이다.

THORP은 이처럼 해외 위탁고객들로부터 일종의 선불(up-front) 방식으로 받은

돈으로 건설되었으며, 그런 만큼 자체조달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건설비를 재처리

고객들로부터 선불로 받아 조달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비용, 물가상승률, 시설 해

체 및 폐지 비용, 재처리 회수 물질의 운반비용 등이 모두 재처리 고객이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BNFL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THORP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재처리에 유

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추진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깨졌고, 고속증식로 도입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지연되었

다. 천연우라늄의 재고량도 계속 늘어갔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재처리 선호도는 계속

하향 추세를 보였다.

THORP은 설계용량 1,200톤/년, 기본 수주물량 (base-load) 7,000톤 (이 중 3분

의 2는 해외 위탁물량)으로 1994년 3월에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BNFL은

기본 수주물량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약 5억 파운드 (10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5.6에 THORP의 전경을, 그리고 표 5.4에 1994년 당

시 THORP의 계약물량을 base-load 전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해외 위탁고객 중 유일하게 base-load 이후의 물량을 위탁한 나라이다.

위탁 물량은 원래 1,500톤이었으나, THORP이 운영을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550톤을 철회했다. 그 후 787톤을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0톤이

조금 넘는 물량만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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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영국의 THORP 재처리시설 전경

표 5.4. 영국 THORP 재처리시설의 기본물량(baseload) 및 추가물량

THORP이 운영을 시작하고 점차 가동률을 높이면서 6년째가 되는 1999년부터

는 연간 900톤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그림 5.7에 나와 있듯이, THORP의

가동률은 매우 불안정 했으며, 그 결과 10년의 운영기간 동안 THORP은 겨우 5,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을 뿐이었다.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비의 고장에

다 질산의 누출, 파이프 결함, 고준위 액체폐기물 증발기 고장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 때문이었다.

Base-load 물량 처리기간 말에 THORP은 모든 계약물량이 끝나는 2010/2011년

에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그 후 2년을 더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 신규물량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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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영국 THORP 재처리시설의 연도별 재처리 실적 및 계획 물량

더욱이 2005년 4월에 파이프에 균열이 생겨 9개월 동안 18,000톤의 질산이

Feed Clarification Cell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THORP의 운영종료 예정

일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거의 3년 동안이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THORP의 모든 일정이 최소한 5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해외 위탁고객

들의 처리 물량도 예정보다 11년 늦은 2015년경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전에는 Feed Clarification Cell 내에 있는 2개의 계량탱크

(accountancy tanks)가 이용되었으나, 사고 후 복구 작업을 하면서 1개의 탱크만 이

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처리 용량도 하루 7톤에서 3톤으로 축소되

었다. 이외에 계획정비와 고준위 액체폐기물 유리화 설비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THORP의 처리용량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NDA는 해외위탁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800톤과 영국

내 AGR 사용후핵연료 3,100톤 등 총 3,900톤으로 추정되는 계약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THORP을 당초 예정대로 풀가동할 계획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해외

전력사들과 맺은 위탁계약의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패널티를 지불해

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이 취소될 경우 NDA는 해외 위탁고객에게 다음의 3가

지 옵션 중 하나를 대신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해외 사용후핵연료를 영국에서 보관 및 재협상

○ 해외 사용후핵연료를 위탁국가로 반환

○ 해외 사용후핵연료를 제3의 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

위 3가지 대안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은 기술적 및 전략적 관점에서 제외

되었고, 첫 번째 대안인 해외 사용후핵연료를 영국 셀라필드에서 보관하면서 해외



- 202 -

전력사들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실현 가능한 옵션으로 평가되었다.

영국 내 AGR 연료인 경우 재처리보다는 영구 저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AGR 연료를 해외에서 위탁한 사용후핵연료와는 별도로 자체 재처리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AGR 연료를 대상으로 한 계약 내용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저장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THORP이 2015

년에 폐쇄되기 5년 전까지 재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관리

대상 연료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다.

THORP의 단계적 재가동에 대한 인허가 승인이 2007년 1월에 되었다. 그 후 9

개월에 걸쳐 AGR 사용후핵연료 33톤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을 실시했다. 2008년 1

월에 계획되었던 AGR 및 해외 LWR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가동은

취소되었다. 저장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절단시설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시스

템이 고장 났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의 와이어 로프를 교환한 후 2008년 3월에 재

가동 하여 배치당 1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 NDA는 수년 이내에

THORP의 가동률을 600톤/년으로 높일 계획이다.

3. 러시아

가. 러시아의 재처리 현황4)

러시아는 현재 3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전설비 용량은 21,743 MWe이

다. 원자로형에 따른 설비용량은 다음과 같다:

○ 제1세대 원자로인 VVER-440/230 PWR 원전 4기

○ 제2세대 원자로인 VVER-440/213 PWR 원전 2기

○ 제3세대 원자로인 VVER-1000 PWR 원전 9기

○ 러시아 고유의 RBMK 흑연감속 경수로 11기

○ 흑연감속 BWR 원전 4기

○ BN-600 고속증식로 1기

러시아는 가능한 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 우라늄을 재활용 하고, 회

수 플루토늄도 혼합핵연료(MOX)로 재활용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BMK 원자로 및

4)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Russia",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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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1000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원전부

지 내에서 저장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VVER-440 원자로와 BN-600 고속로, 그리

고 잠수함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만을 재처리하고 있다.

재처리는 우랄 지역 첼라빈스크에서 북서쪽으로 70 km 떨어진 Kyshtym 인근

의 Ozersk에 있는 Mayak Chemical Combine의 RT-1 공장(Chelyabinsk-65)에서

행해지고 있다. 처리규모는 400톤/년 이다. RT-1 공장은 1971년에 운영이 시작되었

고, Purex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은 해외 위탁재처리 물량이 줄어들어 100톤/

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리 물량의 약 93%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VVER-440 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이고, 3%는 잠수함용 원

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나머지 3%는 BN-600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이다. 재처리하여 회수된 우라늄은 2.6%로 재농축하여 RBMK 원자로

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플루토늄은 저장/관리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은 유리화

하여 저장관리되고 있다. 현재 RT-1의 처리용량을 늘리고 VVER-1000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500톤/년 규모로 확장 운영하는 계획이 2009년에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도 현재의 6,000톤에서 9,000톤으로 확장 중에 있

다.

시베리아의 Zheleznogorsk (Krasnoyarsk-26)에 RT-2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추

진했었으나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Global Nuclear Infrastructure Initiative 구상

의 일환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6,00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1985년에

건설되어 VVER-1000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이 부지에는 군사용 플루토

늄 원자로와 지하 재처리시설도 함께 있다.

Zheleznogosk에 8,60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 2004년부터 건

설되고 있는데, 2010년에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5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 저장시설은 Leningrad 원전 및 Kursk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

장하기 위한 시설로, 2016년까지 36,000톤 규모로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Ozersk의 Mayak에 소규모 MOX 연료 제조공장이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공장은 매년 고속로용 MOX연료 집합체 40개를 생산하고 있다. Zheleznogrsk에

60톤/년 규모의 MOX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시베리아의 Seversk (Tomsk-7)

에도 군사용 플루토늄을 이용한 MOX 연료 제조공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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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러시아의 Mayak 재처리시설 내부-플루토늄 저장시설 

나. 러시아의 해외 위탁재처리5)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를 위탁 재처리하고 있거나 위탁 재처리 경험을 갖고 있

는 국가로는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

베니아 등 7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의 위탁 재처리 비용은 $300~$620/kgHM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위탁 국가로 반환

되지 않고 러시아에서 관리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재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위탁 재처리의 비

용은 계속 상승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러시아로 반입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국민의 압력을 받아들여 위탁재처리 계약 문구

에 고준위폐기물 또는 재처리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를 위탁국가에 반환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들 위탁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의 회원

국이 되었는데, EU는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추진 환경과 러시아의 재처리 조건 변경으로 불가리아와 우크라이

나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라들은 러시아와의 위탁재처리 계약을 더 이상 연

장하지 않고 있다.

5) Frank von Hippel, “Why reprocessing persists in some countries and not in others: The Costs and

Benefits of Reprocessing",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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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는 경제위기가 고조에 이르던 1990년대 말에 경제위기 타개책의 일

환으로 대만 등의 사용후핵연료를 러시아에 저장 또는 재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

다. 러시아는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용후핵

연료 약 100톤을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재처리하는 대가로 약 2억 달러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일 및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고 외국의 사용

후핵연료가 러시아에 반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러시아 정부는 2006년 7

월에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 등 기존 계약체결 국가에서 들여오는 VVER-440 및

VVER-1000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을 금

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

6) Miles Pomper, “The Russian Nuclear Industry: Status and Prospects", 2009. 1.



- 206 -

제 3 절 위탁재처리 정책결정 고려 사항

위탁재처리에 대한 고려사항은 재처리에 대한 인식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되

는 점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회수대상 자원으로 보느

냐 또는 회수자치가 없는 폐기물로 보느냐에 따라 관리 대안이 판가름 나기 때문인

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의 비교우위와 원전연료의 상대적

가격 등 시장요소와 함께 국내외적 규제와 수용성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복잡

하게 관련된다.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의 변화는 특히 원자력과 같이 장기적인 고려

를 요하는 분야에 중요한 요소로서 앞에 언급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자원과 폐기

물이라는 양면성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각

에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천해온 재처리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특히 위탁재처

리 관련 인자들을 파악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제도적 요소: 사용후핵연료는 잔존(우라늄) 또는 생성 핵물질(초우란 원소) 등 핵

물질과 함께 각종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재처리함으로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가 뒤 따른다. 재처리를 위탁 하는 경우는 이중 일부를 피할 수 있겠으나 여러 문제

들은 공통적이며 또는 간접적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민간 원자

력 이용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크게 국제적인 것과 국가적인 수준의 것으로 대분할 수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전통적으로 국가 수준의 핵확산이 초점이

었으나, 냉전 종식 후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특히 9/11 테러 사건이후 최근에는 핵안전

과 보안(security)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테러 그룹의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

확보 가능성은 물론, 테러의 목적으로 방사선 피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더러운

폭탄(dirty bomb)같은 소규모의 악의 활동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 되고 있다. 국가수준에

서는 핵시설 안전과 환경보호와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핵시설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은 국제적 권고 하에 국가의 책임

으로 규정하고 있다 [IAEA website].

l 핵확산 과 국제정치적 요소: 재처리 기술은 2 차 대전 중 미국에서 핵무기 생산

을 위한 플루토늄 분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대전 후 미국은 재처리를 포함한 핵

기술을 극비에 부쳤으나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정보비밀의 한계를 느끼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기치를 선언하고 국제적 원자력 협력의 조건으로 핵기술

과 핵물질 공급의 조건으로 핵안전 조치에 대한 쌍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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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성국과 체결한 쌍무협정과 유사하다. 원자력 개발 초기 UN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 기치 하에 당시 냉전 하에서 공급국이던 미국은 서방측에, 그리고 소련은

공산 진영에 쌍무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공급 하였다. 이 쌍

무협정에 의해 제공된 핵물질은 근래 계속적으로 반환(take-back) 되어 왔다. 우리

나라도 50년대 미국의 원자력기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정부와의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 협정은 1973년 개정안이 2014년까지 유효하며

이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급한 핵물질을 제 3 국에 반출시 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prior consent)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유

럽에 위탁재처리를 위한 반출은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서

반입되지 않은 핵물질도 원전에 핵연료도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

전 동의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제 3국 반출은 외교

적 마찰을 빚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공급국과 수혜국

사이의 쌍무협정 외에도 국제적으로 재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업은 다자간 틀로서

1970년에 체결된 핵비확산조약(NPT)의 적용을 받는다. NPT는 몇 개국 (인도, 파키

스탄, 이스라엘)이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가맹

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이 조약은 매 5년 주기로 연장되다가 2005년에 영구연장 되

었다. 이 조약 외에도 핵보유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핵 공급국에 의한 통제체제인

NSG와 각국에서 채택하는 수출통제 체제 등이 해당된다.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나라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6자회담 차원에서

현안이 되고 있어서 위탁재처리와 같은 사안에 대한 우리정부와 관련 당사국의 입

장이 주목 된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위탁재처리에 의한 다량의 플루토늄 반입

에 대해 우리나라와 인근국가(중국 등)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MOX 가공을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재처리를 할 경우 반입되는

플루토늄은 분말 상태가 아닌 가공된 MOX 상태이겠으나, 방사능이 대부분 제거된

제품상태 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안전보장조치성(safeguardability)이 취

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준은 90 년대 핵무기해체 플루토늄의 처

리대안을 검토하면서 핵확산 저항성 기준의 한가지로 대상 핵물질에의 접근성

(accessibility)을 척도로 삼은 사례에서 MOX는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인간의 접근

위해가 적은 점이 지적 된 사례에서 연유한다).

l 제도적 규제 사항: 시장경제 체제하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력사업자가 원전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겠으나,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전을 비롯한 환경영향 등 원자력 이용에 대한 관련 법에 따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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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기 때문에 위탁 재처리 경우의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적 차원의 제도적 틀은 안전성과 안전조치(safeguards)이다. 안전조치

의 대상은 핵물질이므로 핵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제

외)의 규제 내용은 안전성이 초점이 된다. IAEA와 같은 UN기구 외에도

OECD/NEA나 EC 같은 국제기구나 조직에서도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증진을 위

해 IAEA와의 협력은 물론 자체적인 틀의 개발 및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IAEA

는 국제적인 안전제도의 정착을 위해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활용에 힘써 왔다. 그

러나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안전도모를 위한 협력 장치는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가 간의 공통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협력의 일환

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협약이 체결

되었으며, 후속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차원의

틀을 모색한 결과 2001년 6월 18일 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

리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이 발효되었다(발효 당시

25개국 비준). 이 공동협약은 90 년대 초부터 원전 외 원자력시설(특히 방사성폐

기물)의 안전문제에 공감하는 주요관련국간 협의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사용후핵

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재처리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군의

반대 등 논란 끝에 “공동"으로 어렵게 합의 되었으며, 국경간 이동

(trans-boundary movement) 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등 관련 타 국제협약을 참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공동협

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적인 조치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 유지하고,

-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제 단계에서 향후 인간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방사

선위해로부터 현세와 후세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호를 확립하고,

-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제 단계에서 방사학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

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는 그 후유증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공동협약에서 위탁재처리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국제공동관리 시설등과 관련

한 사항은 국가간 이동에 대해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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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성을 두어 마무리 하였다 [Wolfram T., 1997]. 이 "공동협약" 에 따라 협약 가입

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국가보고서를 3년 주기로 검토한다. 제 1

차 검토회의는 2003. 11. 3-14, 그리고 제 2 차 검토회의는 2006. 5. 15-24 IAEA 본부

에서 개최 되었다. 이들 검토회의에서는 가맹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항목 별로

검토하고 평가한다(그러나 이 검토 항목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수송관련 항목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 MOX 연료 관련 시항: 현재 재처리는 MOX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위탁재처리로부

터 반입되는 MOX 연료의 수송, 저장, 장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요

구되는 인허가 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법적/제도적 바탕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은 재처리정책의 채택과 연계되는 주요 사안으로서 핵주기 정책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관련 된다(아래 (3)항 ‘기타 기술적 사항’ 참조).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규제는 국가간에 인식상의

차이로 관련 규제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전사업의 차원에서 규제하지만, 국민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저장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발생자 부담원칙”을 채택하여 소요비용을 염출하는 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회수가치를 인식하는 국가들(일본, 프랑스, 등)은 국내

재처리 또는 위탁재처리를 정책적으로 장려 또는 강요 하는 입장 이므로 당해 전력

회사는 재처리 서비스를 통해 MOX 연료를 재사용하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재처리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투자에 의해 또는 정부가 위탁하는 전담 기

구에 이관한다. 물론 재처리 서비스 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처분 비용을 고객인

전력회사와의 계약에 포함 시킬 것이다. 반면, 직접처분 정책을 선택한 미국에서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내저장 관리까지 직접 책임을 지고 국가 처

분장이 완성 되면 정부(DOE)에 이관하여 영구처분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

럽에서 처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대개 정부에서 위탁하는 전담기구가 전력회

사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계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기

거래가 위탁재처리와 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해당 계약과 국제규

제에 따르게 된다.

- 환경영향 관련 사항 : 환경영향 관점에서 자국 내에서 재처리를 하는 경우보다 위

탁하는 경우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재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방출

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반핵운동이 극심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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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영국의 Sellafield와 프랑스의 La Hague 시설로

부터의 방사성 폐수(effluents)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주변의 비원전/비재처리 국

가들로부터 이어져 방출 방사능을 저감하기위한 OSPAR 협약이 체결 되었다

[OSPAR website]. 그러나 위탁재처리는 계약에 따라 재처리 대상 사용후핵연료 물

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상당하는 만큼을 환산하여 반환되는 고준위폐기물량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이러한 잇점은 감소된다. 이는 위탁재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서도 국민수용성 문제로 외국의 재처리로 인해 자국 내 환경에 위

해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규제하도록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되는 고준위

폐기물은 재처리 시설에서 상당기간 저장 후 반송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기간 동

안에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방사선량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사실도 유리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위탁 재처리 발생 폐기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되는 사항이므로 계약시 유의할 사항이다.

l 국민 수용성 및 당사자 참여 : 과거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문제가

각국의 사회적 이슈가 된 것처럼 다량의 방사능 물질의 처리시설로서 재처리 시설

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대중인식은 신규재처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외국에 위탁하여 재처리하

는 대안의 장점중의 하나로는 자국 내에서 재처리를 하지는 않으므로 재처리 시설

의 운영으로부터 연유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세계화되어 있는 환경운동 네트워크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국제화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90년

대 독일의 원전과 프랑스의 La Hague 시설간의 수송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로

수 만 명의 경찰이 동원 되었으며 독일의 위탁 재처리를 수정하는 정책기조의 바

탕이 되었다(나중에 다루는 수송문제 참조) [IMA Project, 1997]. 한편, 근래 국가적

주요 사업에 대한 대중의 참여문제가 각국에서 제도화 되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가 연루되는 사업에 대안 의사결정에 대중의 참

여에 대한 제도적 틀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 당사

자들의 알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는 이미 UN 의 아루스 조약(Aarhus Convention)

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았다. 원자력의 주도국인 프랑스에서도 1991

년 처분시험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방사성폐기물 법을 제정하게 되었으

며, 이 법에서 명시한 15 년 후의 재검토 조건에 따라 실시된 2006년 개정안 법안

에 대해서 약 2년간에 걸친 공론화 절차에 따라 국민토론기구 CNDP(Centre

National du Debat Publique) 에 위탁한바 있다 [Debat Public]. 우리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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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

도 고조되고 있어서,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막론하고 국민적 수용성과 당사자들의

참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탁 재처리 대안의 경우,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6자회담 당사국

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로 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2) 경제성 :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의 관리차원의 선택 이므로 정책

적 차원의 범위 내에서 경제성의 고려는 특히 시장경제가 확대 되는 미래에는 산

업적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처리 사업의 경제

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원가 계산과 시장경쟁

상황에 대한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투명한 가격 분석이 어렵기 때문 이다. 재처리

의 일차적인 상품은 회수된 제품(플루토늄)의 연료적 가치이므로 새 연료(우라늄)

를 대체 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의 손익분기가 기준이 된다. 재처리 경제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서 커버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위탁 재처리와 관련되

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하고자 한다. 위탁 재처리의 계약에 영향은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l 재처리 서비스 비용 : 위탁재처리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있는 서

비스 가격의 결정은 서비스 제공자 측의 원가비용 및 상업적 이윤 등 제반 여건

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재처리 가격(price)과 비용(costs)의 차이는 자체적인 투자

에 의한 재처리 비용과 상용서비스에 위탁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에 지불하는 비용

의 차이로 볼 수 있다.

- 투자 조건 과 처분비용 : 경제성 논의에서 사업주 측의 수명비용(life cycle costs)의

주요 요소인 연구개발, 시설투자, 운전 및 보수, 수명 후 해체 또는 개수 등에서 고

객에게 부가할 서비스 가격은 대체로 사용후핵연료 중량(tHM)당 단가로 책정된다.

그런데 재처리 사업주입장에서 위험부담에 따라 책정되는 할인율은 장기투자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민간자본의 경우 정부 등 공공투자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된다. 미국 과학학술원 평가(199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900tHM/y 규모시설의 재처리 단가는 정부 투자시 810$/kHM, 전력사업자

1,330$/kHM, 민간 투자시 2,110$/kHM 로서 2~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순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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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별로 없다(70년대 미국의 NFS, GE, AGNS 등의 민간 기업들이 West Valley,

Midwest, Barnwell 등의 시설에 투자한 예가 있으나 이 역시 당시 미국정부의 원자

력사업 장려정책의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와 영국의 상용 시설들은 정부투자 형태

의 저리자본의 투자였으며, 특히 위탁재처리용으로 건설된 UP-3와 Thorp는 고객들

의 선불투자에 의한 최소 리스크의 사업이었다. 이들 유럽의 재처리시설들은 그동안

의 서비스로 상당액수의 자금회수(amortization)를 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투자비에

해당하는 매몰비용(sunk costs)을 배제하고 시설운영비(operation and maintenance)

를 바탕으로 저렴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96].

- 신규 투자 재처리 사업 (일본 Rokkasho-mura 시설 사례) : 여기에 예외적인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일본의 Rokkasho-mura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본정부의

정책적 기반 하에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의 콘소시움 형식으로 투자된 일본

핵연료주식회사(Japan Nuclear Fuel Co. Ltd)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설계 모델로 참조했던 La Hague 의 시설보다도 훨씬 비용이 많이 투

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04년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비

22,400억엔, 40년간 운영비 110,000억엔, 해체비 1,550억엔 등 총 132,950억엔으로서,

할인율을 무시한 단순한 계산으로 40년간 처리할 물량 800 x 40 =32,000톤으로 나

누면 톤당 재처리 비용은 약 40억엔을 상회 한다 [IAEA, 2005]. Rokkasho 시설의

고비용은 1994년 일본 국내에서도 직접처분 대안과의 비교차원에서 논란이 된바 있

는데, 그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마이니찌 신문은 “직접 처분 비용은 0.34엔/KWh인

데 비해 국내재처리는 1.33엔/KWh, 해외위탁재처리는 0.80엔/KWh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고 보도 했다.

- 위탁 재처리의 표준 가격 : 앞서 얘기한 OECD/NEA 자료(1994)에 가정한 재처리

서비스 단가 600~800USD/KgU는 2000년대에도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문헌에 논의

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실제 가격은 1000불을 상회 하는 것으로 보고

된바있고, 또한 MOX 가공 시설이 없는 국가에서는 어차피 MOX 가공 서비스를 포

함하여 계약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1500불을 계상 하는 것으로

논의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Mayak 공장과 같이 가동율이 저조하여 여유용량을 싸

게 제공하는 경우 300~400불 선 또는 그 이하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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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O EC D /N EA

(2004 )

G e n  IV

(2002 )

 M IT/Bunn

(2003 )

천 연  U  20  ~  80  20  ~  80  30  ~  40

재 처 리 500 ~  900  500  ~  1100  1000

M O X 가 공  1000  ~  1500  600  ~  1750  1500

H LW  저 장 /처 분  80  ~  200  80  ~  310  300

표 5.5. 재처리 가격 비교 조사 결과

l 시장상황 : 현재 세계 재처리 시장은 과거 국가 주도형 사업의 결과로 볼수 있으며,

그동안 원자력 시장, 특히 재처리 시장의 제한성으로 자유경쟁 가격은 기대 하기

힘들다. 현재 거의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P-3 시설의 서비스 가격은 고

객들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어 유휴상태가 전망되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상황이어서 매우 유리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

한 시장 상황은 장기적으로 재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적정 가격으

로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구조의 재편으로 신흥

에너지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모두 재처리 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저비용 산업구조에 의해 재처리 비용도 저감

화 될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기적인 상황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기술적 사항 : 재처리 자체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듯이, 재처리에는 제

반 기술적 요건이 수반된다. 위탁재처리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위탁재처리의 결과로 어

떤 사항이 손익인지 또는 유의할 점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계약시에 반영하는 것이 유

익할 수 있다.

l 사용후핵연료 특성 : 재처리 시설은 대상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그 기술적인 설계 및

인허가 관련 규제의 범위가 제약을 받게 된다. 재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인자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로서, 특히 근래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

세여서 향후 재처리 시설의 운전 범위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 그림

은 세계 원전의 연소도 추세를 예측한 IAEA 자료이다 [IAE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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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연소도 증감 추이도

사실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높아지면 방출열과 방사능함량이 연계되어 증

가하게 되므로, 재처리 시설뿐 아니라 후행핵연료 주기의 모든 단계에 기술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으로서 주의를 요한다. 또 한편, 연소도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핵임계 여유도의 증가는 연소도 이득(burn-up credit)에 의한 경제적 이점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AEA, 2007]. 재처리 시설들은 설계 단계에

서 최대 연소도 및 농축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된 한계 이상의 사용

후핵연료를 처리하려면 변경이 허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UP-3 시설의 경우 정규

재처리 대상 사용후핵연료 특성은 연소도 33GWd/tU(초기 농축도 3.5%, 3년 냉각)

에서 47GWd/tU(초기 농축도 3.7~4.5%, 5년 냉각) 범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기술적 한계를 만회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IAEA, 2005]: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회분별로 분리하여 처리

- 가능한 한 초기공정 단계에서 저연소도 연료와 희석하여 처리

좀 더 장기적으로는 UOX 사용후핵연료 외에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RepU) 으로 제조된 연료나 MOX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a Hague 시설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 RepU : 초기농축도 5% U-235(4.9% RepU 연료)에 평균 집합체당 연소도 상한은

75GWd/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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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X : 초기 농축도 12% U-235, 평균 Pu+Am 함량은 집합체 경우 11% 또는 봉의

경우 12.5%(rods), 집합체 평균 연소도 상한은 65GWd/tHM로 허가되어 있다.

l MOX 연료 가공 및 재사용과의 연계성 : 재처리의 가장 중요시 되는 요건은 회수되는

핵물질의 재활용성 이다. 재처리로 회수된 플루토늄은 혼합핵연료로 재사용되므로 MOX

가공이 재처리 서비스와 연계되어 계약에 추가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프랑스의 경우

Cadarache에 소재한 MELOX 공장에서 MOX를 제조하며, 영국의 경우 신규 건설된

SMP 공장에서 제조한다. 경수로는 설계 사양에 따라 MOX 사용을 지원하는 경우와 그

렇지 못한 것으로 대분되며, 사용가능한 경우라도 노심의 부분적이 장전과 전체를 장전

할 수 있는 경우 full core로 구분해 볼 수 있다(현재 유럽의 재처리국가 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20여기, 독일 10여기, 스위스 3기, 벨기에 2기 등의 경수로가 MOX를 부분 장전

사용하고 있으며, EPR 등 신형로는 전체 노심을 MOX로 장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경수로가 MOX의 부분장전이 기술적으로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연소도에서 위탁 재처리된 MOX 연료의 장전가능성은 사

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처리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경수로에 재활용은 플루토

늄 이용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잠정적’인 것이므로 향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변

수가 많다(아래 분석은 IAEA에서 시나리오별로 본 것임) [IAEA, 2005].

그림 5.10. MOX 사용률 예측도

세계시장의 한정성으로 MOX 연료가공 서비스의 단가에 대해서도 재처리 서비

스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많으며 실제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문헌에서 유추한 자료에 의하면 톤당 가격은 재처리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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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송 문제 :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위탁재처리에서 봉착하는 첫 단계의 이슈이다. 특히

운송거리가 먼 아시아-유럽간 수송은 비용 외에도 안전성 등 제반 제도적 이슈가 연루

된다. 과거 일본의 위탁재처리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용후핵연료나 재처리 된 플루토늄

(또는 MOX 연료나 고준위유리화 폐기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국제 환경단체

등이 운송에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저항의 대상이 된바 있다

[IAEA, 2003]. 방사성 물질의 수송은 육해공의 공공 운송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위한 제반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어온 분야이다. 특히 국제적 운송의 경우 규정의 합치성 요건 때문에 원자력 분

야에서 가장 먼저 국제적 기준의 개발이 IAEA에서 착수된 분야이기도 하다.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 산업에서 수행된 수 백 만 건에 달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수송은 별다른

사고 없이 매우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미래의 재처리를 위한 수

송의 소요에도 긍정적인 바탕이 된다. 여기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

리를 위한 수송 작업도 포함되며, 위탁재처리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철저한 안

전성기준을 만족하는 수송용기를 주로 유럽 내 육상과 해상수송,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유럽재처리 시설에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상운송은 IAEA의 관련 안전기준에 덧

붙여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INF(Irradiated Nuclear

Fuel)코드의 적용을 받는다. 해상수송은 최대의 안전성을 기해 설계 제작된 전용 선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재처리와 관련한 해상수송은 전담하는 국제회사 PNTL(Pacific

Nuclear Transport Ltd.)이 운영하는 전용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되어 왔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website]. 그러나 위탁 재처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과 재처

리후에 플루토늄과 고화 폐기물의 반송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특히 막대한 방사

능 물량의 대규모 국제적 운송은 서비스 사업에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이다. 수송과 관

련한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Transport Issues]:

- 1992년 UP-3 시설에서 첫 위탁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일본에 반송하던 선박 ‘Akatsuki

Maru“ 호의 해상 운송을 그린피스가 물리적인 저지를 했던 사례로서, 호송 비용 이 63

억 엔에 달했다고 보도된다 (‘아캇쑤끼“ 선박건조비용은 164 억엔).

- 1995년 La Hague에서 위탁재처리된 고준위폐기물을 Gorleben으로 운송하던 열차에 반핵

단체들의 대규모 반대시위로 6000여 경찰 도원 등에 5500만 DM 비용 초래. 1996년에는

독일 내 Phillipsburg 원전에서 Gorleben으로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던 열차에 반대시위

저지에 2만여 경찰 동원을 6600만 DM 비용초래. 1997년에는 La Hague와 독일 원전, 그

리고 Neckarwertheim과 Gundremmngen 원전에서 Gorleben 에 운송 열차를 호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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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3만여 경찰 동원.

l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재처리는 기본적으로 핵물질을 방사성폐기물에서 분리해 주는

화학처리 공정으로서 위탁 재처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용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

객이 위탁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서 발생된 모든 결과물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상거래에서나 마찬가지로 고객과 서비스제공 업체 사이에 상호

이익이 합치될 경우 계약에 의해 세부적인 조건이 정해 질수 있으며, 재처리의 경우 발

생 폐기물중 고준위 폐기물은 반환하고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적고 부피가 큰 중저준위

폐기물을 고준위로 환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례였다. 프

랑스와 영국에서는 현재까지의 위탁재처리 계약은 발생폐기물을 고화처리(유리화)하여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다만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에 비

해 고화처리된 해당 부피(주로 시멘트 고화)가 매우 커서 국제수송 등의 관점에서 타당

성이 없기 때문에 (부피비율로 재처리 발생폐기물 고준위:중준위:저준위 = 2:20:75 ) 반

환할 고준위폐기물 고화체에 방사능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산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량

발생하는 초우란원소폐기물(TRU)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우 반송하고 영국의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고준위와 환산 처리하는 조항을 둔다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 동

구권 국가들로 부터의 재처리서비스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송하지 않았다고 하나, 냉전

종식 후 자국내 원자력 환경에 관한 여론의 악화로 서구에서와 같이 폐기물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탁재처리 고객입장에서는 반환되는 고준위폐

기물의 중간저장 또는 최종처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와는 달리 고준

위폐기물은 연료자원의 가치가 없는 부담물(liability)이기 때문에 가능한 속히 제거하는

것이 후세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상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원자력 이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

며, 특히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재처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도 모두 중간저장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위탁재처

리를 하는 경우도 일본에서 전례와 같이 반환될 고준위폐기물의 중간 저장시설과 함께

최종처분 시설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내에 확보될 수

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아래에서 살펴볼 사용후핵연료의 국제관리 시설이 확보될 가능성을 전망하는 경우와 유

사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IAEA 등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요건들을 조사한 사례

가 있다) [IAEA, 2001]. 방사성물질의 처분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치판단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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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서 장기적으로는 이에 관한 대중인식의 변화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종래의 원

자력 전문가들이 고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는 심층지중처분이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

하여 통론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에 대한 일부 환경론자들은 지구전체의 보호 치원에

서 오히려 지층 내 매몰보다 지상에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안을 선호하는 주

장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래 독성 방사성 물질의 소멸처리 기술 등의 발전

과 함께 인간 및 환경위해에 대한 저감대책 연구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럽의 위탁재처리 서비스는 발생 폐기물을 유리고화처리 하는 공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된 방사성 핵종을 추출하여 제거하기는 기술적으로나 비

용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 기타 : 상기 기술적 사항들 외에도 위탁재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예컨

대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우라늄은 아직 원광 가격이 싸서 적극적인 재사용이 되지 않

고 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농축을 하거나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에 섞어 쓰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위탁 재처리에서 발생한 우라늄의 대부분은 재처리 시

설에 보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U-236 등의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으

로 천연 우라늄에 비해 기술적인 취급이 까다로운 문제도 있다.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우라늄은 미래 우라늄 가격이 더욱 비싸지거나 고속로 연

료 개발 등으로 용도가 생기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관 관리 되고 있다

[IAE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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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 관리 전망 및 대응

핵물질의 국제 관리의 발단은 핵확산방지이다. 핵확산 문제는 과거에는 동서진

영간의 문제였으나 냉전 종식 후 세계질서가 새로이 개편되고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급부상된 이슬람 테러세력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또한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특징지어 지고 있어서 과

거와는 성격이 다른 양상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원자력을 포

함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다방면의 글로벌화 여파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종전 후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세계국가론처럼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통

일 형태로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근래 유럽 통합을 비롯한 WTO 등 국제사회가

점점 통합된 체제로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만약 지구전체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가정한다면, 원자력산업체계에 가장 적합한

재처리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현재와 같은 국경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

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각국정부의 규제범위 내에서 자유

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원자력과 재처리 사업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

만, 그동안의 역사는 국내외적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향후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때, 여기서는 위탁재처리와 관련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 각도에

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다국 참여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l 적정 위치(규모, 수)의 시설 : 이 사항들은 전통적인 국제관리 사업구상에서 기본적인 문

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지정학적 이유에서 시설부지의 위치는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었다. 핵물질의 관리차원에서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규모의 유관 핵시설이 소재

하는 위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시설 소재 당사국과 당해 지역공동체의

수용 여부가 문제시되어 왔다. 종래 국제적 차원의 상업 재처리 시설을 운영해온 프랑

스와 러시아와 외에, 국민 수용성과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처리를 억제해온 미국에서 최

근 일고 있는 정책적 재조정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의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동향은 알

려진 바와 같다.

l 관련 당사국들의 사업 참여 : 현대정치 체제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참여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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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업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어, 특정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참

여배제는 불참 또는 비협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참여 문제는 사업의 단계별로

고려될 수도 있어서, 예컨대 기술의 개발이나 상용규모 시설의 건설과 운영, 또는 타 유

관 사업과의 연계 조건 등 다각도에서 고려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제관리 사업

구상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l 시설운영 및 폐기물 관리 : 시설운영은 당사국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체를 창설하

거나,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상용서비스업체에 위탁 감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고객국가에 반송되어야 할 것

이나, 이 역시 당사국들 간 또는 폐기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특정국가와

의 합의에 의해 장기저장 및 처분 등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과거 연구

이러한 맥락에서 재처리 시설을 지구상의 적지에 적정규모로 건설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가상적 경우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이에 근접하는 개념이 핵확산에 대

한 국제협력의 대책 모색의 차원에서 70년대 IAEA에서 논의된 것이 지역 핵주기

센터(Regional Fuel Cycle Centre) 개념이다 [IAEA, 1975]. 즉 지구상의 원자력 산

업을 각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핵주기 센터를 확충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조사

는 이러한 국제적 핵주기 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경제성 과 제도적 바탕 등 제반 관

련사항들을 분석하여 지역 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이미 국가적

차원의 사업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던 선진국들의 비협조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

였다. 이어 몇 년 후에 개최된 INFCE(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과제에서도 지역핵주기 센터개념이 재론되었으나 역시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

INFCE의 초점은 과거 PUREX 재처리의 핵확산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하여 평가해 보는데 있었으나, 기술적 해법은 제도적 방

안을 대체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파악된 제반 기술적

개념들은 근래 개발되고 있는 여러 기술의 개념적 바탕이 되었다 [IAEA, 1980].

냉전이 종식된 90년대에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의 원자력 분야의 발전 현황과

전망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기위해 1997년 개최된 IAEA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70년

대 INFCE에서 논의 되었던 각종 인자들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재평

가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IAEA, 1997].

나. 핵확산 대응책 구상

세계적으로 50년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 후 60년대 원자력 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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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거쳐 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에 돌입했으며 국

제협력과 원자력 시장개발도 활성화가 이루어 졌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

동은 특히 에너지 자원 빈국인 유럽과 아시아 제국에 원자력 산업 정책 추진에 박

차를 가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1976년 인도의 핵실험의 여파로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핵억제 방향으로 선회 하여 자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원자력 통제 정책은 70년대 후반 핵비확산법(Non-proliferation Act)의

제정과 함께 가장 민감한 기술로 여겨졌던 고속로와 재처리에 대한 대안기술 발굴

을 위한 국내 대회 NASAP(Non-proliferation Alternative Systems Assessment

Program) 과 국제대회 INFCE(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를 통

해 모색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핵확산 억제는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수출통제 및 국제사찰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90년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따라 그동안 국가단위로 추

진되던 원자력 시장이 국제화되고 특히 기후협약 등으로 원자력의 역할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

기 위해 2000년부터는 IAEA 주도의 INPRO, 미국주도의 GEN IV(후에 GNEP으로

확대), EU의 MICANET 계획 등 국제 협력에 의한 원자력/핵연료주기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장기적으로 세계 핵연료 주기기술의 바탕을 마련해가는 시도가 전개 되었

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도를 비롯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대책

으로 몇몇 제도적 대안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여기서는 타 관련 연구와의 중복을 피하고 간략히 맥락만

살펴보기로 한다 [Fred M., 2000].

l MNA : IAEA 사무총장 El Baradei는 2005년 MNA(Multilateral Nuclear Approaches)

접근책을 제안 하였다. 이는 70년대 RFCC나 INFCE 등의 기본 개념을 계승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융통성을 부여 하는 방안이다. 최근 IAEA 이사회에서 제시한

INFC(International Nuclear Fuel Centers)의 개념은 현존 시장체제에서 공급문제를 보완

하여 단계적으로 국제 관리화 해가는 접근법이다.

l GNEP : 미국은 핵확산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비하면서 핵연료를 필요로 하는 원전에 공

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구상을 내

놓았다. 현재까지 GNEP에는 5개 주도국(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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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25개국 이 “Statement of Principles”에 합의서명하였다.

l INFCC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06년 초 유라시아공동체회의에서 제안했으며, 첫 단

계로 우라늄 농축에 대해 러시아의 Angarsk 농축시설을 IAEA가 감독하는

IUEC(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로 설립하여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개념이다. 2007년 5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IUEC 설립에 협약서명 함.

l 기타 : 상기 제안이외에도 일본의 공급등록체제(Standby Arrangement System), 미국의

NGO인 NTI(Nuclear Threat Initiative)의 핵연료은행 구상 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 세계화 문제

과거의 원자력 개발 및 산업이 정부단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데 비하여 근래에

는 대부분 국제시장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산업이

시장경제의 세계화추세에 의해 글로발화 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현

실에서 국가와 국제규범은 다자간 규제의 틀을 제공하여 감시 감독하는 역할로 진

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장기적으로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접근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도 면밀한 참

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위탁재처리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의 활동에는 불가

피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재처리 사업은 국제적인 틀

아래에서 추진되었으며, 작금의 핵연료주기의 국제 관리화를 향한 동향은 더욱 국

제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는 여러 잠재적인 이슈의

해법을 찾는데 시간을 요할 것이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관련 될 것이고, 관련분야의 국제시장

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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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종합적 분석 및 권고사항

1. 현황 및 전망

역사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선언된 후 원자력개발이 한창이던 과거에

는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노형뿐 아니라 고속로의 산업화

에 대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억제 정책과 80년대의 환경운동 등의

여파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직접처분정책으로 선회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세계

적인 원자력 산업의 침체와 우라늄 가격의 하락세로 일부국가에서만 재처리사업이

견지되어 왔다. 과거에 재처리의 목적이었던 플루토늄의 회수는 고속로용 MOX 핵

연료 제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용처인 상용 고속로가 없어 대부분 경수로가 재

사용 대상이 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용재처리 시설은 프랑스의 UP-3, 영국의

Thorp, 그리고 러시아의 Mayak 시설 등이 있고 최근 운전개시한 일본의

Rokkasho-Mura 시설은 국내용이다.

이제 과거의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이 범지구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아시아 신흥경제권

을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과 재처리에 대한 관심이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재부상되고 있다. 최근 IAEA에서 과거 반세기를 돌아보는 출

간물에서 원자력 분야에 붙인 각 시기별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l 40년대 : The Terrible Years

l 50년대 : Atoms for Peace

l 60년대 : Rising Hopes

l 70년대 : The Dual Challenge

l 80년대 : Transboundary Stakes

l 90년대 : New Realities

l 새천년 : Testing Times

이러한 역사적 고찰에서 시사하는 바는 원자력 분야가 다양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새천년의 전망을 Testing Times 라고 의문으로

둔 것에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세계상황하에서 원자력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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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한편 기술의 진보와 원자력 문제

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근래

세계화의 여파로 거세어지고 있는 국제 시민단체(NGO)의 영향이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몇 가지 요소들은 간추려 보고자 한다.

l 인식의 변화 : 과거에는 통신과 교통수단 등의 어려움으로 세계적 소통이 어려웠으나

근래 관련 분야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격히 가속 되고 있으며 이 여파는 원자력 분

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의

IPCC 대회에서 원자력을 에너지 대안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최근 특기할 사항은 미국정부에서 세계적 원자력기술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재처리 반대 정책을 선회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표방하는 재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실증규모 시설건설을 추진 중이다.

l 기술의 변천 : 원자력 기술은 과거 반세기간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제반 기술적 난제들

이 잔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흔히 거론 된다. 최근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일환으로 핵종의 변환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

발에 나서고 있어서 세계 원자력 계는 본격적인 핵변환 기술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거둔다면 원자력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도 크게 달라 질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증가되고 있는 UOX 연료의 연소도증가 추

세로 보면, 잔존 연료가치가 감소되고 있어 재래적인 의미에서는 재처리의 의의가 감소

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X 활용을 포함한 후행핵주기 각 단계에 기술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침체는 전문 인력자원의 노령화와 부족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원자력의 장기적인 준비 차원에서

지식 관리와 인력 양성을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보고 있다.

l 시장 경제의 세계화와 사용후핵연료 국제관리 : 앞서 강조된 이 요소는 미래 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원자력 시장은 국가단위의 사업을

넘어 대부분 국제화 또는 세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재처리 사업의 경우 상용규모는 세

계 시장을 배제하고 상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원래 프랑스의 자국 내 사업으로

시작된 La Hague가 지금은 세계 재처리 서비스 시장을 거의 독점 하는 단계로 진화 하

여 이미 세계 후행핵주기 사업을 주도하는 국제화 단계에 진입 한 점을 들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화/세계화는 원자력 사업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을 가져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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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점이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구촌

차원의 해법 모색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도 있는 사

용후핵연료 국제 관리도 많은 면에서 맥락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탁재처리 대안의 고려 사항

이러한 전망에서 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의 차원에서 세계시장에서 제공되는 재처리 서비스를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여타 대안과 대비한 다각도의 면밀

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l 무엇보다도 사용후핵연료는 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각종 방사성 핵종들을 함유하고 있어

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감시의 대상이며 특히 민감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공정인 재처리는 각종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미

국과의 쌍무 협정과 NPT를 포함한 다자간 핵비확산체제 등 제반 국제적 틀 하에서 고

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어

서 민간사업으로 위탁재처리도 정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음을 고랴해야 할

것이다.

l 재처리로부터 부수되는 안전성과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재처리 사업을 수행한

지역과 국민적인 논란의 사안이 되어 왔으며, 육해공 운송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위탁재처리의 경우, 외국의 재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재처리가 유발

하는 문제점들의 일부는 국내적으로 경감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MOX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공통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l 위탁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현재까지는 모두 유리화에 의한 고화처리를

하며, 사용후핵연료가 함유했던 대부분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에 준하는 취급기술이 요구된다. 고화 처리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장기저장의 안전

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수십년간 냉각을 위해 중간 저장 후 최종처분을 고려한

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양상은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과도 유사하여

재처리의 선택으로 처분문제가 제거되지 않는 점을 시사한다. 위탁 재처리는 이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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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관련 이슈외도 다양한 이유로 유럽에서 추진이 보류 또는 중단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은 각국, 또는 유럽처럼 통합으로 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국가별로서뿐 아

니라 지방별로도 상이한 문화 정서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국가의 동일한 정치규제 하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유럽에서는 특히 통합 하에서 전력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회사 자

체의 위탁 재처리 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색이 매우 강한 독일과 스위스의 몇

몇 전력회사의 경우 단순히 부족한 저장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서 훨씬 비용

이 많이 드는 위탁재처리를 선택한 사례들이 있다. 이는 실상 세계 곳곳에서의 문

제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처분시설 확보의 난관에 부딪쳐 방

사성폐기물 관리의 기술적인 대안 모색에서 선진 재처리 기술개발의 해법을 찾게

된 주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위탁 재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오랜 난관 끝에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를 위한 경주 처분시설 부지

를 확보하긴 했으나, 동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

에서 국내에 여타 부지확보 가능성은 불확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결과를 지켜볼 일이나, 이미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의 한계로

압력을 받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대

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처리 서비스 시장의 세계적인 상황은 프랑스 Areava 사의 UP-3 시설이

거의 독자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동 시설은 일본 등 고객들의 선불투자로 건설되

어 자금회수를 했으며 근래 대부분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 또는 취소되어 머지않아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 때문에 구매자 시장의 상황이어서 가격 면에서 매우 유리한

계약을 협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산업의 일부로서 원전에 소요되는 사용전핵연료의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민감한 정책적/제도적 사안들이 관련 되므로 국가적인 결정에 따라 전담기

구에 위탁 저장 관리 또는 타 대안의 책임을 양도 할 수 있다.

3. 권고 사항

이상에서 위탁재처리 대안과 관련하여 살펴본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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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탁재처리의 국제적 문제에 대한 상세 연구 : 위탁재처리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난제들을 안고 있어 관련 사

항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위탁재처리와 과한 제반 고려사항 중 가장 일차적인 사항은 미국정부와의 쌍무협정으로서

이 문제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국제관리 연구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이 조사기관의 연

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용역 계약으로 좀 더 업데이트 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 이미 위탁재처리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미-일 원자력 협력관계에 대한 하영선 교수의 연구가 있었

음)

- 남북문제와 6자회담 등 국제문제 관련 연구는 국내외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

l 위탁재처리대안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준비사항

- 위탁재처리로부터 발생하는 MOX 사용 및 폐기물관리에 대한 면밀한 준비사항 확인이 요

구된다.

- 위탁재처리와 관련하여 시기적인 적정성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적 동향을 참고하여 장기적 전망에 부합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단

계적인 접근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l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공론화와의 조율 : 공론화가 진행 중

인 상황에서 위탁재처리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찰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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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제 1 절 서론

현재 각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내 저장조는 원자로에서 연소된 후 연료로

서의 수명이 다한 사용후핵연료를 새 연료로 교체한 후 다음 관리 단계인 중간저

장, 재활용 혹은 재처리 및 처분 등의 부담을 덜고자 높은 방사능과 붕괴열을 다소

줄이기 위하여 냉각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소내 저장 시설은

통상 10년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후행핵연료주기와 처분정책

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가 또는 구소련 체제에서 독립된 동구유럽 일부국가에서

소외 중간저장 시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내 저장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까지는 소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전의 소내 저장 용량이 이미 한

도에 도달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 측에서는 소내 저장 용량을 조밀 저장랙으로 교

체하거나 저장용량에 다소 여유가 있는 이웃 원전으로 이송 저장하여 2016년 까지

소내 저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월성에 있는 CANDU 원전의 경

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PWR보다 월등히 많아 1992년부터 소내저장용량 부족으

로 콘크리트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MASCTOR 방식의 조

밀 건식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임시 방

안으로 2016년 이후 소내 임시 저장조 혹은 건식저장시설의 용량이 포화에 도달하

기 전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소외 중간 저장 시설 방식이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소내 분산 저장 방식이든 사용후핵연료를 안심하고 최종 재활용 혹

은 재처리 과정 혹은 이를 생략하고 최종 처분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하고 현

재와 미래 소내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중간 저장 방식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소내

중간 저장시설 용량 초과분을 예측하고, 현재 세계 각국의 소내외 중간 저장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기술

성 평가를 근간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

리나라에 적용될 적합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주요 시나리오 별 중간 저장 시설 도

입에 필요한 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면적 산출은 가령 우리가 소외 중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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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도입하려면 얼마만큼의 면적이 요구되고 기존 원전에서 분산 저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원전 내에 충분한 면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

다. 이러한 면적 등 기초 자료가 생산이 된다면 대략적인 범위에서나마 비용 산출

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 및 저장 비용 산출에는 아직 국내 여건 상 불확실한 요인

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면적 산출에는 비교적 불확실성이 적으나 부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적 조건에서의 면적 산출의 정확도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불확실성은 비용 산정에서 올 것이다. 가장 큰 불확

실성을 시설 가격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PWR에 대한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운영 경험이 전무하고 국내외 시설 공급 업체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가격 제안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실제 자

료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제한된 자료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저장 시설 공급 분야는 이미 성숙된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레바와 홀텍이라는 두 거대 기업이 과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가격을 예측하기란 현 시점에서 매우 힘들다. 또한 우리나라 시설

건설 시에는 현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진입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여기에 따른 가격 불확실성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

재 한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

들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 제시될 사용후핵연료 관리 모델 시나리오 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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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저장 기술 분석

1. 개요

사용후핵연료 저장 기술은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건식과 습식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이 1970년대 후반부터 30년 이상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건식저장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운영중인 건식저장기술

은 사용목적에 따라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 저장방식, 저장/수송 겸용방식

및 다목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장특성에 따라 볼트저장방식, 콘크리트 모듈

방식,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 저장/수송 겸용 금속 캐스크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1.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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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볼트방식

(MVDS)

모듈방식

(NUHOMS)

저장전용 용기

(VSC-24)

겸용 용기

(CASTOR®

V/21A)

설계수명 최소 20년 40년 50년 40년

저장연료 경수로 경수로 경수로 경수로

저장용량

(집합체/모듈)
200 24 24 24

구성품

․연료취급장비

․차폐저장튜브

․운반용기

․캐니스터

․운반차량

․수평저장모듈

․캐니스터

․운반용기

․운반차량

(유압장비)

․취급장비

․콘크리트용기

․캐니스터

․운반용기

․운반차량

․취급장비

․저장/운반용기

․운반차량

․취급장비

저장방식 저장전용(수직) 저장전용(수평) 저장전용(수직)
수송/저장겸용

(수직)
연소도

(MWd/MTU)
33,000～40,000 62,000 60,000 60,000

냉각기간 5년 3년 5년 5년

농축도

(%wt)
3.3～4.0 5.0 5.0 5.0

캐스크 열용량

(kW/24집합체)
24 40.8 24 34

중량 - 100.5톤 110톤 108톤

크기

․길이 : 23 m

․폭 : 19 m

․높이 : 27 m

․길이 : 6 m

․폭 : 2.6 m

․높이 : 5.2 m

․높이 : 5.2 m

․직경 : 3.35 m

․높이 : 4.9 m

․직경 : 2.4 m

표 6.2. 대표적인 건식저장 방식 특성 분석

2. 건식 저장 방식별 특성 분석

가. 볼트 방식

먼저 볼트 방식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흔히 MVDS라 통칭되는 볼트방

식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된 독립 건물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캐니스터를 수직

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지에서 건설/운영

중이며, MAGNOX, HTGR 및 VVER 연료등 다양한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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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연료에 대한 적용사례가 없다. 주요 제작사로는 미국의 Foster Wheeler, 영국

의 GEC-Alsthom 사가 있다. 외부 차폐체의 두께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및 방사선차폐측면에서 유리하며, 타 방식에 비하여 저장

용량이 크며(일반적으로 5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성이 유리함), 작업시간이 길

며, 추가 유틸리티 설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볼트방식 건식저장시설은 수납시설이 저장시설의 중앙에 위치하며 4개의 집합

체를 저장하는 차폐저장관이 가로 10열, 세로 5열로 총 200개의 집합체(4개 집합체/

차폐저장관×(10×5)열)가 하나의 볼트모듈에 저장된다. 볼트방식은 4개의 볼트모듈

(800 개의 집합체) 단위로 용량을 확장하며 크레인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양쪽으

로 최대 5개(20개의 볼트모듈)까지 건설한다. 만일 이러한 볼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 한수원의 예비 평가에 의하면 저장시설의 1단계 건설용량은 5,490

MTU(64개의 볼트모듈용량)이며 총 경수로 발생량인 26,160 MTU (312개의 볼트모

듈용량)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나. 모듈 방식

모듈방식은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스테인레스강으로 된 캐니스터를 수평으로 저

장하는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건설/운영 중이다. 콘크리트모듈

이 구조 및 차폐체의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이 필요 없고 붕괴열은

캐니스터와 콘크리트모듈 사이의 자연대류로 냉각된다.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저장

용량 확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부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모듈 방식으로 그림 6.1에 도시된 NUHOMS의 경우 맨 끝부분에는

선량률 감소를 위해 대략 61 cm 정도의 차폐체를 설치한다. 모듈의 배열은 첫 열은

1열로 설치하며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맞대어 설치하는 것이 부지면적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모듈 방식을 도입한다면 한수원

의 사전 분석에 의하면 각 열에 20개의 NUHOMS 모듈을 배열하여 1단계 건설용

량으로 542개의 모듈을 배열하였으며, 단계적으로 25,160 MTU 용량인 2,583개의

모듈을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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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모듈방식(NUHOMS) 건식저장시설 배열

다. 저장 용기 방식

저장 용기 방식으로는 크게 저장 전용 방식과 수송 저장 겸용 방식이 있다. 이

를 용기 재질로 구분하면 콘크리트와 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콘크리트 저장용기방

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된 캐니스터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원통형 콘크

리트구조물에 밀봉 저장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운영 중이다. 붕

괴열은 콘크리트사일로의 상․하단에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공기순환에

의한 자연냉각방식을 사용하며,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저장용량 확장이 유리하며,

근거리의 경우 운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저장용기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한수원의 예비 평가 결

과 저장용기는 100개(5 × 20열)의 용기를 기본 단위로 설치되어야 하며 100개의 용

기 단위로 6.1 m의 간격을 유지된다. 따라서 1단계 용량인 5,490 MTU에 대하여

542개의 저장전용용기를 설치하여 25,160 MTU 용량인 2,583개의 저장전용용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정하다. 콘크리트 저장용기방식의 대표적인 VSC-24의

경우 24개의 연료집합체를 저장하는 저장전용 용기의 크기는 3.35 m (외부직경) ×

5.7 m (높이)이며 용기들은 외부표면선량률을 고려하여 2 m 간격으로 배열된다. 그

림 6.2는 VSC-24 개념을 도시한 것이다.



- 236 -

그림 6.2. VSC-24 저장용기

금속용기 저장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저장용기에 장전하여 저장하는 방식

으로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등지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금속용기는 수송․저장 겸용으로 개발되는 추세이며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 없고

발전소 내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

나 콘크리트저장용기 방식에 비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우수한 반면, 제작비용이 비

싼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겸용용기 저장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한수원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겸용용기는 100개(5×20열)의 용기를 기본 단위로 설치되며 100

개 의 겸용용기 단위로 6.1 m의 간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만일 5,490 MTU의 사용

후핵연료를 1차적으로 겸용용기를 이용해 중간저장 한다면 542개의 겸용용기가 필

요하고 단계적으로 25,160 MTU 용량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2,583개의 겸용용기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겸용용기인 CASTOR 겸용용기로 24개의 연료집합체를 저장하는 저

장전용 용기의 크기는 2.4 m (외부직경) × 4.9 m (높이)이며 용기간의 간격은 외부

표면선량률을 고려하여 2 m 간격이다. 그림 6.3은 CASTOR® V/21A 겸용용기를

도시한 것이며 표 6.3은 그 개요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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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ASTOR® V/21A 겸용용기

항목 규격

경수로 연료 집합체수 24

최대 연소도 60 GWd/MTU

최소 냉각기간 5 년

붕괴열 34 kW

중량(사용후핵연료 미 장전시) 92.5 톤

중량(사용후핵연료 장전시) 108 톤

규격

- 전체 길이 4.89 m

- 전체 직경 2.39 m

- 내부 길이 4.15 m

- 내부 직경 1.53 m

- Wall 두께 (w/o fins) 37.85 cm

- 냉각핀 길이 9.65 cm

- Lid 두께 38.1 cm

- Bottom 두께 46.0 cm

- 바스켓 길이 4.11 m

- 바스켓 직경 1.52 m

중성자 차폐체

- Rod 수 132 개

- 직경 6.1 cm

재질

- 캐스크 Nodular Cast Iron

- 바스켓 SS/Boral/Borated SS

- 중성자 차폐체 폴리에틸렌

냉각핀 수 73 개

외부표면선량률 (mrem/hr) 평균 55, 최대 70

표 6.3. CASTOR® V/21A 겸용용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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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건식저장기술은 저장시스템에 대한 요건과 동시에 저장되는 사용후핵

연료의 장기저장 건전성 유지에 대한 실증적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저장시설운영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저장기간 요건을 적용

하여 연소도 45 GWD/MtU, 저장기간 20년, Zircaloy 피복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더불어 처분장 지연에 따른 장기저장의 필

요성 때문에 관련 연구가 새롭게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은 습식저장방식에 비하여 저장용량의 증대, 운영의 용

이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뛰어나며, 이미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의 상용

운전 경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특히 미국 NRC는 원

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특정 부지 별 부지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방식을 지양하

고 특정 중간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부지와 상관없이 인허가를 인가하고 있다. 따라

서 표 6.4에 열거된 저장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NRC 방식을 준용한다면 국내

에서 이런 중간저장 방식을 도입하는데 따른 인허가상의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4. 미국 NRC가 부지에 무관하게 인허가를 추진하는 주요 저장 개념

한편 기술 선진국들은 국내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건식저장기술의 독점화를 시

도하고 있다. 이미 가장 보편적으로 건식 저장 기술인 NUHOMS 서비스를 제공하

던 Transnuclear는 M&A에 이해 프랑스 아레바로 병합되는 등 현재 자국 내 서비

스만을 제공하는 일부 일본 기업들을 제공하고는 전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저장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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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술한 Areva와 Holtec 뿐으로 이들의 시장 과점을 많은 문

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저장관련 기술 개발의 상용화

에도 어려움을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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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 사례

1. 서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최근 도입된 시설이 아니라 표 6.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 상용화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영

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습식 저장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1985

년 준공된 그림 6.4에 도시된 스웨덴 CLAB 지하 습식 저장시설의 경우 총 3,000

여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6.4. 스웨덴 CLAB 시설 개념도

표 6.5. 세계 중간 저장시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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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세계 중간 저장시설 요약(계속)

이와 같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이 입지하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2. 미국의 소내 저장 현황

미국 내 운영되고 있는 104개의 원전 중 현재 약 66기의 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대부분 원전은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조밀저장랙을 설치하여 저장용량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일부

원전은 여러 가지 방식의 별도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여 원전부지 내에 사용

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장 방법이 많은 원전 호기수와 비례하여

다양하며 최근 건설된 시설들은 건식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식 저장 방식

은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장만의 단일목적을 위한 저장용기방식(VSC, CASTOR, HI-STORM 등),

볼트방식(MVDS) 및 수평콘크리트모듈방식(NUHOMS)에서 점차적으로 저장 운반

겸용방식(NAC, TN, HI-STAR, TRANSTOR 등)과 저장 운반 처분까지의 다목적

용기방식(Multi-Purpose Canister, MPC)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

후핵연료 저장능력의 증가가 요구되므로, 대량의 저장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실

제 연소도를 고려하여 연소도효과(burn-up credit)를 적용하려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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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간 저장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연계된 재정적, 기술적 문제이기

도 하다.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사업자로부터 이관받아 최

동 관리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어 현재 소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

설 비용은 향후 연방 정부에서 배상해 주어야 하는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원전사업자가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일부러 소외 중간 저장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추진할 요인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원전 사업자는 소내 부지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소

외 중간 저장 시설 입지를 추진해 유타 주 스컬 밸리의 경우 NRC에 인허가를 신청

해 인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TAD(Transport, Aging, and Disposal)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송, 저장, 처분 겸용

용기를 개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EPRI 등 산업체의 반대가 있고 저장 수

명이 100 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료 열화 문제, 임계도 문제 등 다양한 기술적 현

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연구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내의 건식저장시설 현황은 표 6.6에 요약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미

국에서는 약 18기의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운영 중에 있으

며,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건식저장시설도 다수에 이른다.

3. 독일의 원전 소내 분산 저장 정책 적용 사례

독일은 지금까지 가동을 정지한 18기의 원자로 외에 총 19기의 경수로형 원자

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 6월에 정부가 제시한 탈원자력정책에 따라 19기의

원전을 2021년까지 폐쇄하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002년 4월에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을 개정하여 1994년 이후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재처리 및

최종처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5년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위탁 재

처리 금지 및 원전부지 내에 임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1989년 자국 내 재처리를 금지한 이후 일부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위탁 재처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는 최종처분까지 소내 및 소외 저

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각 원전의 소내 저장은 건식저장방식이며 전체 저장용량

은 약 6,700tHM이다. 소외저장시설은 독립적인 시설로서 원자력법에 따라 연방방사

선방호청(BFS)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각 시설이 있는 주 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

는데, 습식저장시설(Greifswald)과 수송 저장 겸용용기를 이용한 건식저장시설

(Ahaus, Gorleben 및 Juelich)이 있다. 원자력법에 따라 중간저장을 위하여 인허가

를 받은 저장용기는 LWR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790개, HAW(High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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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저장용기 420개 및 Pebble Bed Reactor의 graphite 저장용기 463개이다.

원 전 명 인 허 가 제 작 사 저 장 방 식

Surry 1,2

General

License

1986. 8

GNS

TN

NAC

저장용기: CASTOR V/21

TN-32, MC-10

NAC-I28 S/T

H.B. Robinson 2 1986. 8 VECTRA 수평모듈: NUHOMS-7P

Oconee 1,2,3, 1990. 1 VECTRA 수평모듈: NUHOMS-24P

Fort St. Vrain 1991.11 FWEA 볼트: MVDS

Calvert Cliffs 1,2 1990.11 TN 수평모듈: NUHOMS-24P

Prairie Island 1,2 1993.10 TN 겸용용기: TN-40

North Anna 1,2 1998. 6 TN 겸용용기: TN-40

Oyster Creek 1998. 1 VECTRA 수평모듈: NUHOMS-52B

Fitz Patrick 1997. 6 VECTRA 수평모듈: NUHOMS-24P

Rancho Seco 1994. 8 VECTRA 수평모듈: NUHOMS-24PT

Dresden 1 2001 HOLTEC 저장용기: HI-STORM 100

SONGS 1 1996 VECTRA 수평모듈: NUHOMS-24PT1

TMI-2 1999. 3 VECTRA 수평모듈: NUHOMS-12T

Arkansas Nuclear 1,2

Site

Specific

License

1991.11 PSNA 저장용기: VSC-24

Davis-Besse 1995. 1 TN 수평모듈: NUHOMS-24P

Palisades 1991.11 PSNA 저장용기: VSC-24

Point Beach 1,2 1991.11 PSNA 저장용기: VSC-24

Susquehanna 1,2 1997 VECTRA 수평모듈: NUHOMS-52B

Rancho Seco

Under

License

VECTRA 다목적용기: MP-187

Trojan
Site

Specific
SNC 겸용용기: TranStor

Cook HOLTEC 저장용기: HI-STORM 100

Yankee Rowe NAC 다목적용기: NAC UMS

Peach Bottom General TN 겸용용기: TN-68

Hatch 1,2 General HOLTEC
겸용용기: HI-STAR 100

저장용기: HI-STORM 100

McGuire General TN 겸용용기: TN-32

표 6.6. 미국 원전별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현황

Greifswald(ZAB) 습식저장시설은 약 560tHM의 VVER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동일 부지(ZLN)의 건식저장시설은 약 585tHM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Ahaus 건식저장시설은 198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약 3,960tHM의



- 244 -

LWR 사용후핵연료와 THTR(Thorium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사

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Gorleben 건식저장시설은 약 3,800tHM의 LWR 사용

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199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정

부방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금지하여 시설의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Juelich 건식저장시설은 AVR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해체를 위하

여 운영을 중지하였다.

이와 같이 골레번과 아하우스 등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있으나 사용

하지 못하고, 2005년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외부 운송을 금지하여 각 원전

별로 소내 또는 인근에 사용후핵연료 분산저장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시설 건설 문제로 시민단체 사

이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였다. 독일의 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

설에 반대하지만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을 모두 반

대하는 단체가 있다. 전자는 저장시설에 대한 NIMBY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고, 후

자는 저장시설의 확보가 원전의 지속적 운전을 보장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운송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핵단체인 그린피스도 분산 저장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원전

별로 분산 저장하는 독일의 경우가 환경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저장방

법 결정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4. 캐나다의 저장관리 사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원자력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NWMO)를 설립하였다. NWMO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층처분하는 방안,

원전 별 분산 저장하는 방안, 최장 300년 집중 저장하는 방안, 30년 분산 저장과 30

년 집중 저장을 거친 후 지층처분을 하는 방안 등 4가지 관리 대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15,000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2005년 11월에 300 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인『Choosing a Way Forward - The

Future Management of Canada's Used Nuclear Fuel』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제

출하였다. 4가지 대안 중 사용후핵연료를 30년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저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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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부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처분장 인근의 지하 집중저장 시설로 운송하여 30년

을 추가 저장 후 지층처분하는 방안(Adaptive Phased Management Approach)이

사용후핵연료의 최적의 장기 관리 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하여 최종 확정된 바 있

다.

5. 일본 무츠시의 중간저장시설 추진 사례

일본은 영국(BNFL) 및 프랑스(COGEMA)에서 약 6,000tU의 사용후핵연료를 위

탁 재처리하였으며, Tokai 재처리시설(년간 약 100tU 규모)에서 약 1,000tU의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하였다. 또한, 년간 약 800 tU 규모의 Rokkasho 재처리시설을 건

설 중이다. 재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

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증가량은 1998년의 약 900tU에서 2010년 년간 약

1,400tU, 2020년 약 1,900tU에 이를 전망이므로, 재처리할 때까지 저장하기 위하여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확대 및 원전부지 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1998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 중간저

장시설의 예상저장량은 2010년 약 6,000tU, 2020년 약 15,000tU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아오모리현의 무츠시와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무츠시는 의료, 교육 등의 재정악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유치에 착수하였다. 유

치와 관련된 전략을 분석해 보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50년 한시적 운영

이라는 특성을 전제로 한 후 안전성을 부각시키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

로 시민, 매스컴, 정치권, 사회단체 등의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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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우리나라 현황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원전 호기수, 연간 가동량(capacity

factor), 원전 수명, 그림 6.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소도(burn-up), 현재 발전소 내

에 저장되고 있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4개 원전 부지에 총 9,420톤의 사용후핵연

료를 저장 중에 있다. 누적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PWR의 경우 4,328톤이고

CANDU형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5,092톤이다. 국내 원전 각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용량과 예상 포화 시점은 표 6.7에 정리하였다.

그림 6.5. 연소도와 사용후핵연료 상관 관계

표 6.7. 원전 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및 예상포화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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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습식 저장조에 저장하고 있

으며,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 저장조 및 건식 저장시

설에 저장하고 있다. 그림 6.6은 습․건식 시설에 대한 개요도이다.

그림 6.6. 소내 습․건식 저장시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경수로의 경우 사

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저장용량을 늘리는 방법과 원전 호기별 저장수조 공유 등의

방법이며, 중수로의 경우에는 소내 건식저장시설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고리 3/4호

기는 기존 저장대를 철거하고 조밀저장대로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 저장랙을 제작∙

설치 완료함으로서 고리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림 6.7은 조밀 저장랙 개념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6.7. 조밀 저장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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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저장용량이 초과된 고리 1, 2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고리 3, 4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는 이송 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한 소내 저장관리를 통해 2010년대 중반까지는 후속기를 포함하여 각 원전별로

기존시설에서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중간

저장시설의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표 6.8는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원

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장계획을 요약한 것이고 표 6.9은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 소내 저장 용량 확장을 위한 방안과 도입시기를 요약한 것이며 표 6.10은

우리나라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밀랙 및 건식시설 도입 규모 및 시기를 열거

한 것이다.

표 6.8. 우리나라 원전에서 호기간 사용후핵연료 이송 현황

표 6.9. PWR발전소 소내저장 용량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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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사업 내용 확장기간
본부 저장능력

현 행 변 경 저장가능년도

고 리
고리#4 조밀저장대

(315→781 톤)
'05. 9～’06. 2 1,737 2,203 '08→'16

영 광

영광#1 조밀저장대

(315→781 톤)
'06. 6～’06.12

1,696 2,682 '08→'16
영광#3,4 조밀저장대

(419→939 톤)
'05.10～’06.12

울 진

울진#2 조밀저장대

(271→349 톤)
'05. 3～’05. 6 1,563 1,642 '07→'08

울진3,4호기 조밀저장대

(419→939 톤)
‘07. 1～’08.12 1,642 2,162 ‘08→’15

울진5호기 조밀저장대

(219→407 톤)
～ ‘14. 12 2,162 2,350 ‘15→’16

월 성

캐니스터 100기 건설

(1,020 톤)
‘05.1～’05.12 4,807 5,827 ‘06→’08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3,175 톤)
‘05.1～’07.12 5,827 9,002 ‘08→’16

표 6.10.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용량 확보계획

상기 표들에 요약된 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경수로 수조의 저장

능력 확충을 위해 조밀랙 설치 및 전면 교체를 통해 저장용량을 약 1.5배 내지 2배

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장을 위해 조밀 저장랙으로 교

체하더라도 저장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며 결국 저장수조 추가 건설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원전의 운영 여건상 매우 어렵다. 이에 한수원에서는 저장효율이 높고

운영이 간편한 그림 6.8에 도시된 건식저장방식을 월성 원전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

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신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6.8. 월성 원자력 본부에 설치될 MASCTOR/KN-400 저장시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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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저장과 병행하여 건식저장방

식인 콘크리트 사일로에 저장하고 있다. 이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은 안전성에는 문

제가 없으나 원전 소내 여유부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이용효

율 향상 측면에서 보다 조밀하게 저장할 수 있는 최적 조밀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

다. 이에 기존 저장방식인 콘크리트 사일로 대비 약 100%, 캐나다에서 개발한

MACSTOR 대비 약 30%이상의 부지 이용효율이 가능한 새로운 최적 조밀 건식저

장 시스템인 MACSTOR/KN-400 모듈을 개발하였다. 한수원은 2009년 9월까지 월

성 원전에 조밀 건식저장설비인 MACSTOR/KN400을 건설하려고 한다. 또한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를 소내 건식저장을 할 수 있는 건식저장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위해서는 소내외 수송이 필수 불가결하다. 만일 소외 중

간 저장 시설이 입지할 경우 그림 6.9에 도시된 스웨덴의 MS/Sigyn과 같은 해양

수송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해 수송 용기도 필요하다. 수송을 위한 용기 개발 및 보

유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이미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개를 장전하여

수송할 수 있는 KSC-4수송용기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이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고

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372 다발을 고리 3․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

이송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전 호기간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한수원(주)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2개를 수송

할 수 있는 KN-12 수송용기를 설계/제작하여 고리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림 6.9. MS/Sig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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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회적 갈등 관리 및

경제적 지원 방안

제 1 절 배경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기술적 차원에

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특성으로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외교안보

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분배의 다

중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원성을 속성으로 담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체계의 산재성을 특

성으로 한다. 역사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성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의 구조적 특성은 다양한 형

태의 갈등을 잉태하며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표출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분배의 다중성 이외에도 갈등

의 폭발력과 일시적 보상책 혹은 장기적 보상책 등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 초래, 유

관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현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책

은 월성환경관리센터 사례로 볼 때 이미 필연적인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지원책에 대한 기본

적인 원칙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컨버전스와 다양성 그리고 복잡성을 특성으로 하는 21세기 현 사회에서 갈등은

이해의 대립이나 생각의 불일치, 갖고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갈등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이란 사전적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목표나 기준에 대한 열망과 기대하는 보상과 주어지는 보상 간의

차이로부터 갈등은 발아한다. 현실적 갈등은 신념이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

니다. Pruitt & Kim(2004)에 따르면 갈등은 만약 한 집단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집단은 이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 즉, 이해관계의 격차,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Stoner(1978)는 갈등이

란 희소자원이나 작업 활동을 배분하게 될 때 서로 다른 처지, 목표, 가치, 인식이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불일치라고 설명한다. March & Simon(1958)은 의사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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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메커니즘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이나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을 갈등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심에 이해관계 즉, 본질적으로

원하는 바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이해관계는 사람들의 사

고와 행동 그리고 태도, 목표의 핵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개념과 사용

후핵연료 관리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갈등을 이슈와 기대치에 대한 인

식차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한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기대치라 함은 이해당사자가 추구하고 있는 성취를 의미한다. 또

한 기대치는 성취 경험, 상대적 성취감, 공평성 원칙,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이러한 기대치는 해당 집단의 판단 기준과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기대치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는 형태, 범위, 순차성, 중요성 차원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권력, 명예, 인식 등과 같은 무형의 것과 물, 돈, 영토 등과 같은

유형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복지, 안보, 자유, 정의, 정체성, 존엄 등

과 같은 보편적 범위에 관한 것과 특정 행위자에게 해당하는 특정 가치 등과 같은

제한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또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우선순위 혹은 차선순위

등에 따라서도 이해관계는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순차성 차원에서 즉 표출되는 갈

등이 어떤 경우에는 기반이 되는 갈등구조를 내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국가안보라는 기반에 의해 반 테러리즘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표

출할 수 있다.

그림 7.1. 갈등과 이해관계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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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갈등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촉진될 수 있다. 우선 상황 특성을 살펴보면,

공유하거나 분배하고자 하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하나의 갈등 촉진 요인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자원부족 인식은 제한 자원에 대한 요청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목표 달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갈등이 촉진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이 나아질수록 목표 즉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갈등

당사자의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로섬 속성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

기 때문에 사안을 제로섬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는 경우 갈등을 유발한다. 관계 특성 차원에

서 살펴보면, 상대방 능력에 대해 모호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또한 불평등한 비교를 할

때, 지위가 불균형을 이룰 때 갈등을 촉진된다. 뿐만 아니라 불신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경우

도 갈등은 확산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의 반대 개념인 신뢰는 상대방이 우리의 이해관계

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혹은 해당 그룹

이 속하는 확장된 사회로서의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커뮤니티 내의 규범에 대한

합의가 결핍되어 있을 경우 갈등이 촉진된다. 왜냐하면 규범은 대립하는 목표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림 7.2. 갈등 유발 및 촉진의 조건

갈등의 과정을 잘 통과할 경우 사회가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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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사고가 초래라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사고(group think)란 여럿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만

장일치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충분한 분석이라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견 일치에 이

르는 의사 결정을 말한다 [Janis, 1972]. 한편, 집단 간 갈등 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집단 내 구성원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의 상태가 일

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의 원인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나아가 어

떻게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는 각각의 차원에서 다음의 내용을 지향한다. 기술적 차

원에서 체감안전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합의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는 핵 주권 확보라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 경

제적 차원에서는 합리적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창의적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통합적 체계를 요구한다. 역사

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책임감의 실천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향점은 결국 사회적 수

용성의 확보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 그 추진에 대해 암묵적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를 함의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단계는 정책 혹

은 이슈 자체에 대한 이해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인정 즉 절

차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 과정에 대한 특정 조치를 통하여

그 결과를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다. 또한 절차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현실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능력을 요구한다. 결국 사용후핵연

료 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방안으로서 참여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참여할 것인가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나아

가 온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이끌어 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내재된 혹은 표출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

다.

갈등의 규모는 목표 융통성 즉 환경과 여건에 따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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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그 가능성 그리고 목표 수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목표 융통성이

낮다고 함은, 양보한다는 것은 곧 전체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목표의

수위는 높고 목표의 융통성이 낮을 경우 갈등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의 핵심 요인인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조정 양

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강요(contending) 방식이다. 이는 한 쪽이 원하는 해결책을

다른 쪽에 강요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둘째, 굴복(yielding) 방식이다. 당사자의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형식을 말한다. 셋째, 해결

(solving) 방식이다. 양 측의 기대수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넷째, 회피(avoiding) 방식이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어떠한 행

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들은 그 비율은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an de Vliert, 1997]. 이는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양자관여 모델(Dual Concern Model)이다 [Blake & Mouton, 1964]. 이해

관계에 대한 고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것과 상대방 입장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차원으로 보면 목적적 고려와 도구적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자신

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라면 문제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쪽에 대한 고려가 모두 낮을 경우는 회피의 방식을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높고, 자신에 대한 고려가 낮을

경우에는 굴복, 그 반대의 경우는 강요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자고려 모델을 집단 간의 갈등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 대표의 성향 즉

리더십이 결과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즉, 대표자가 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중요

한 고려 여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인식된 가능성 관점(Perceived Feasibility Perspective)이다 [Pruitt, 1981].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가.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커질수록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할 확률이 커진다. 대안에 대한 인식은 대안탐색에

대한 자신감, 비제로섬 사고, 공통대안 탐색 능력과 의지에 대한 상대방 인정 등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축적될 수 있다 [Solomon, 1960]. 또한 제3

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도 확보될 수 있다

[Kelley & Stahelski, 1970].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돕고 있을 때, 그리고 그



- 256 -

런 도움을 받은 상대방이 보답을 할 것이라고 믿을 때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Loomis, 1959].

셋째, 비난방향 분석(Blame Direction Analysis)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

적인 경험을 만났을 경우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은 그 갈등의 책

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Shaver, 1985]. 이 때 상대방을 비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강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굴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와 상대방에 대

해 서로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문제해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문화와 전략적 선택(Culture and Strategic Choice)이다. 문화란 한 집단에

서 공유되고 지속되는 의미, 가치, 믿음을 통칭한다 [Faure & Rubin, 1993]. 이러한

문화는 크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Hofstede, 1980]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주의의

경우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맞서는 쪽을 선호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강요 방

식을 선택한 후 실패할 경우 문제해결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집

단주의 경향이 강할 경우 제3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갈등을 필연적 산물로 간주하지만 집단주의 문화는 갈등을 공

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의 경우 집단 내에서는 관대하거나 평등하지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가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

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곧 전제로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앞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이슈와 기대치 그리고 이해관계

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여러 차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

차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장 시스템의 운영방안 즉 갈

등운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이해관계

자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the management of nuclear waste)에 대해 어떠한 위험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혹은 사용후핵연료 관

리는 얼마나 위험한가?」, 「현존 과학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등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연관성을 지닌 원자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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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그리고 정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각각의 집

단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떠한 사안

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집단 중 어떤 집단이 일반시민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 그리

고 의견들과 가장 큰 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

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사용후핵연료 이슈에 관한 정

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제공

되는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는 정보가 얼

마나 공정하다고 혹은 편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말한다. 또한 개

인들이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갖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정보

를 탐색하고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만 강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종류의 의견들에 대해 가장 신뢰를 갖고 있는지 역시 중요

한 연구대상이라 하겠다.

갈등운영의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가치와의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능력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사고의 틀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각 개인의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의미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지식의 수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식수준과 사용후핵연

료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수준- 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위험인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집단 중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

리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 6월 현재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집단이 방사

용후핵연료 관리 이슈에 대해 매우 민감한 시기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개인의 입

장에서 답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응답은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리, 월

성, 영광,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경우 사안과 시기의 민감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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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제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을 앞두고 사이

에 관한 공론화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와 미디어 그리고 오피니언리더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기본 인식을 분석, 종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시민, 과학기술전문가, 원자력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등 다

섯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단, 여기서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

하여 200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석 달간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총 709명이며 이

중 일반시민 296명, 원자력전문가 46명, 과학기술전문가 60명, 시민단체 27명, 사업

자 280명이 포함되었다.

모 집 단 규 모 (명 ) 비 율 (% )

일 반 시 민 296 41 .7

원 자 력 전 문 가 46 6 .5

과 학 기 술 전 문 가 60 8 .5

시 민 단 체 27 3 .8

사 업 자 280 39 .5

전 체 709 100

표 7.1. 설문 표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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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적 지원책 설정을 위한 원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 운영을 둘러싼 경제적 보상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는 대규모의 지원이 당연시 되는 사항으로 굳혀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사용후핵

연료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경제적 보상은 기존의

낡은 양로원을 사업자인 POSIVA가 사용하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양로원을 건축

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에 그친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대규모 그리고 단기간에 그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을 처분할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입지가 성공을 거둔 요인은 복수의 후보 부지

간의 경쟁을 유발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향후 단기적 관리 방안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중간 저장

시설 부지 확보 및 중장기적 방안인 처리, 처분 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은 일곱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유치 희망 지역 간의 경쟁 체제 구축

(2) 일정 규모의 경제적 지원책 확보

(3) 투명한 경제적 지원책 제시 및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집행 체제 구축

(4)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지원 체계

(5) 즉시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 취업 구조개선 등 장기적인 유인책 제시 및 이들

효과에 대한 가시적인 의사 전달 방안 확보

(6) 후보 지역간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 확보

(7) 법적 지역 기초 단체와 실제 유치 군락 간의 경제적 지원책을 둘러 싼 갈등 구조 해소

를 위한 사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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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캐나다 사례에서 본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7 가지 사안

1. 유치 희망 지역 간의 경쟁 체제 구축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사례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4개 후보지역간의

경쟁 체제 구축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 군산 등 4개 유치 지역 도래

는 각 지역별로 유치 희망을 고조시켜 원자력 시설 입지 사상, 유례없는 높은 찬성

율을 4 개 지역 모두에서 가져다주었다.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착

수 시점부터 올킬루오토를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인 POSIVA

는 시종일관 복수 후보지역간의 경쟁 방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초반 5개 후보부

지가 일시적으로 3개 지역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곧 추가적으로 로비사 원전 지

역을 합류시켜 최종적으로 4 지역 대결 구도로 최종 부지를 선정토록 하였다. 2009

년 6월 확정된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최종 부지 선정에서도 SKB는 최후까지 2개 복

수 지역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당초 스웨덴의 경우 3개 후보지를 유지하려고 하였

으나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해 결

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이 입지한 두 곳을 상대로 시종 일관 높은 지지율을 유

지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SFR이 입지한 지역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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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규모의 경제적 지원책 확보

일본 전원 3법과 유사한 유치지역 지원 유인책을 완비한 국내 실정은 원자력

시설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일부에서는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라는 비판도 있으나 일정 규모의 경제적 지원책을 지역에 제공하는 방안은 비자발

적 위험 시설을 유치한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용성을 증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착공 시점, 폐기물 반입 시점 등에 따른 명시된 경제적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은 단

순한 부지 확보 차원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유치한 지역 사회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보상으로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와 정서가 다른 북구 유럽 등 사례 분석보다는 기

존에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 및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사례

분석 및 적용이 요망된다.

3. 투명한 경제적 지원책 제시 및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집행 체제 구

축

경제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

분출되는 요인 등의 하나가 경제적 지원책이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

고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집행 체제가 구축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캐나다 NWMO의 연구 사례를 활용하여 공정성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 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정성이란 본

질적인 측면과 함께 절차적인 측면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 사회를 구축

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숙의적인 의견 수렴 및 집행 절차 주요 과정에서 참여

는 경제적 지원책에 대한 근원적인 투명성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성을 가

져 올 것이다. 사업 초반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경제적 지원책이 잘 도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절차적으로 일부 소외 계층이 생기는 경우 이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공정성

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게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으로 현재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학생층을 대상으

로 이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재정적 지원책을 설정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62 -

관리 시스템의 성능

관리의 효율성 약속에 대한 이해와 동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위해도 참여에 의한 의사 결정

국민들이 바라는 정보의  이용
가능성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부여

절차적인 공정성

정책결정의 유연성 공정성
현세대가 폐기물 발생 책임 인

정

인류 본질적인(substantive) 공정성 세대간의 의무 공정성
금 세대에서 의무 수행 완료
vs 미래를 위한 유연성 확보

인류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 미래세대의 이해 관계 존중
이종(interspecies)간의 공정한 공존성

장기간에 걸친 사업 수행 및
영향에 따른 사항들

공정성의 분배 발생자 부담 원칙 준수

생활과 생태계에 대한 존중
해당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 공정성

다른 수단들과 비교할 때 해당
수단을 투입하는데 있어서의

정당성

그림 7.4.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 개발

4.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지원 체계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급격한 근대화로 말미암아 특히 지방 지역 사회에서

구조적인 변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입지할 미래의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인력 및 사회 기능 변화 현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입지할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로의 경제

적 유인책이 조기에 집중될 경우 당장은 부지 입지를 위한 지역 사회 여론이 호전

되겠지만 이와 같은 단기적 혜택을 본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타 지역

으로 이동할 경우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 수단이

미비해 부지 지역 부근에서 거주할 이들 신규 이주민들의 불만이 점증될 소지가 많

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부지 확정이 되었을 때 지역

사회에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과 그 후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장기적인 혜택의 비율

을 잘 조정하여 모든 지역 사회 주민들이 골고루 부지 유치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설립이 중요하다.

5. 즉시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 취업 구조 개선 등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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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인책 제시 및 이들 효과에 대한 가시적인 의사 전달 방안 확

보

일반적으로 인간은 일회성으로 전달된 보상책에 대한 효과는 망각하고 새로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상당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주변에서만 예

를 찾으려 하고 주위 지역 사회로의 부가적인 이득, 예를 들어 도로망 확충, 교육

시설 개선 등의 효과는 쉽게 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사회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동인을 포함하는

복지 패키지에 대해 총괄적인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구체적인 지역 사회로의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료 개발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달 방안 등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 NWMO는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

사회 지역 패키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

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국 CORWM의 부지 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

될 무렵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국

민이 인터넷 접근이 용이함으로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 사례들

을 종합 도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양극화 프라이버시

개발 속도 미개발 자연 녹지 보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영향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개

념, 공포 및 태도
자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친밀

성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에 대

한 영향
의사결정참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유치 지역사회 기존 vs 신규
장기적 안정성

지역사회의 복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숫자, 규모와 본질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사회
지역사회 숫자

가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건전성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원주민집단)

접근 방식의 오점

지역사회 경제적 건전성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로의 매상, 부가

및 다른 세금 유입

간접적인 취업 기

회 증가

지역사회 비즈니스 수입

증가
부동산 가치

재산권 손실 및 오염 위험 기타 공적/사유 재산 가치 사업 성장 연관 직업 취업 기회 증가

그림 7.5. 지역 사회 경제적 복지성 증진을 위한 지도 개발

6. 후보 지역간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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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 부지를 결정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은 질풍노

도와 같은 속도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입

지도 이와 같이 초단기적인 승부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마다 의견

이 다양하다. 본 연구진의 판단으로는 향후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

로 단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어도 최종 폐기물을 처분하는 최종 관리 시설 입지 문

제는 적어도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부지 확보가 장

기간 동안 시도되는 경우 후보 지역간의 지속적인 적극적 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서는 현재 접근법과는 약간 다른 방식의 지역 지원책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스

웨덴의 사례도 이러한 유인책의 성공을 잘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최종 후보 부

지가 결정되었을 때 정부가 제시한 경제적 지원 패키지의 75%를 후보 부지로 선정

된 지역이 아닌 탈락 지역이 수여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이러한 스웨덴 방식은

일견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려야 말로 복수

의 지역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즉 후보 부지 지역은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직접적 경제적 유인책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창출 등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

면 부지 확보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복수의 후보부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비록 스웨덴과 같은 비율의 유인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법적 지역 기초 단체와 실제 유치 군락 간의 경제적 지원책을 둘

러 싼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한 사전 방안 도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팀이 사전 공론화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최하 단체인

시군구와 실제 자신들의 군락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군락 간

의 입장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

로 유입되는 관련 재원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며 실제 시설을 유치하는 군락은 자신

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오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다만 벨기에 몰 지역의 파트

너쉽 사례와 WIPP 처분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의사 표현이 높은 미국 뉴

멕시코주와 지역의 소규모 자치단체인 칼스배드 사례 그리고 올킬루오토 지역과 주

변 광역 지역 사례에서 특수한 사례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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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잠복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할 경우

에도 이러한 갈등 요인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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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위험인식

여기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인

식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채택하였다. 일반시민,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

민단체, 사업자 집단 각각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방지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특정 이슈 및 활동에 관한 위험인식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응답자가 위

험수용(risk acceptance)의 경향이 있는지 혹은 위험회피(risk aversion) 경향을 갖

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위험수용 성향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의 경우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에 위험기피 성향을 가진 사

람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 위험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각 단계별로 위험수준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의 다양한 지표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

원자력발전(사용후핵연료 생산) 단계, (2)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단계, (3) 사용후

핵연료 이송(운영) 단계, (4) 사용후핵연료 영구보관 단계로 나누어 위험인식을 측

정하였다. 각 단계별 위험인식 수준은 다음과 같은 척도로 표시하도록 응답자들에

게 요청하였다.

1
극 도 로  위 험 하 다

2
많 이  위 험 하 다

3
조 금  위 험 하 다

4
약 간  위 험 하 다

5
전 혀  위 험 하 지  

않 다

그림 7.6. 위험에 대한 개념

이와 같이 응답자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과정 각 단계별로 각자가 인식하는 위

험수준을 5점 척도로 표현하였다. 한편,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일

반시민의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일반시민의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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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위험요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은 다양한 잠재 위험요소들에 대한 위험인식에서도 분명하게 표현

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선택하였다. 즉, 멜라민을

섭취하는 것, 원자력발전, 스키 활강, 유전공학, 총기, 그리고 화력발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위험 요소에는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범죄, 화학

물질의 복용, 화력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 첨단과학기술 유전공학과 방사능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위험인식 점수는 각 응답자들이 답변한 사용후핵연료 위험 감소의 긴

급성의 정도에서 여섯 종류의 위험에 대한 응답 값의 중간 값을 뺀 후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0 이하의 점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다른 위험요소를 줄

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위험 인식 점수가 양수이

면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다른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줄이는 것이 다른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지표를 통해 5개의 표본집단의 위험인식을 계산하고 분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인식의 높고 낮음이라기보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 단계별로 위험인식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이송(운반)

에 대해 가장 높은 위험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결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이 일반시민,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

민단체, 사업자 간에 유의미한 편차가 존대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편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편차를 인정하고 또 그 원인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정책결정 절차를

고민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러한 노력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면 반

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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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단계별 인식 비교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중요성 자체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원자력전문가(9.07), 시민단

체(9.00), 일반시민(8.73), 사업자(8.63), 과학기술전문가(7.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다른 위험요소들 간에 대한 정책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표준화한 중요성 인

식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원자력전문가(1.47), 일반시민

(1.34), 과학기술전문가(1.31), 시민단체(1.21), 사업자(1.02) 순으로 확인되었다. 원자

력전문가의 경우는 자신의 고유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공히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

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자체

의 중요성에 대해선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표준화된 인식수준은 원자력전문가, 일반시민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성을 부

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그 특성상 과학기술과 깊

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전문가, 일반시민 다음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기준에 따르

면 그 중요성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자의 인식과 태도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다른 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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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성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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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영

향력에 관한 인식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관여자에 대

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수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하여 관여자를 7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 집단의 신뢰수준을 알아보

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관여자를 관련

된 논의구조에서 활동한 집단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특정 집단 중에서도 일

반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접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

준에 의해 도출된 정책관여자는 각각 국립연구소, 사업자, 환경단체, 정부I (지경부),

원자력발전소, 대학, 정부II(환경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I과 정부II

를 각각 지경부와 환경부로 선정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

문이다. 지경부는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환경부는 환경 차원에서

이를 감시하는 부서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정책관여자에 대한 신뢰수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3 4 5 6 7 8 9 10

완전히

신뢰한다

국 가  사 용 후 핵 연 료 를  어 떻 게  관 리 해 야  하 는 지 에  관 한  논 란 이  있 다 고  가 정 할  때 , 귀 하 는  관 리 에  관 한  결 정

에  관 여 하 는  다 음 의  각  사 람 들 을  얼 마 나  신 뢰 하 시 겠 습 니 까 ?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여자들과 정책 결정과정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여자들에 대한 일반시민,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가들의 신뢰 수준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의 경우 환경단체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

가, 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공히 환경단체를 가장 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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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립연구소와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매우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을 일

정 수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I(지

경부)와 정부II(환경부)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 관계

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이 이들을 정부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정부I(지경부)

정부II(환경부)

환경단체

국립연구소

대학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그림 7.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여자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집단

으로 언론, 정부, 기업, 환경단체, 시민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잠재적 영향집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에 대해 각 집단

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단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 즉 일반시민, 원자력

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사업자는 언론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는 향후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결정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입장에서 언론과 어떻게 소통해야하는지

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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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부

기업

환경단체

시민

그림 7.10.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잠재적 영향집단의 영향력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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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할 때 이슈의 기술적 복합성과 불

확실성을 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견

해와 정책 선호를 형성할 때, 의견대립, 전문가와의 의견조정, 자신의 신념에 반하

는 정치성 등과 내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과 원자력전문가, 과

학기술전문가, 사업자, 시민단체는 각각 접한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얼

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관한 자신들의 인식을 얼마나 확신할

것인까? 또한 새로운 정보와 방향 제시를 접했을 경우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기꺼이 바꾸려 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위험의 근원

인 방사선에 대한 각각의 인식은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개인 차원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처

리하고 여과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지향하

는 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에 대한 확신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인가? 방

사선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과 새롭게 접하는 정보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정보와 증가되

었다는 정보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또 신뢰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의 심각성과 관련된 정보를 여과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

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위험인식과 관련된 방사선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정보처리 유형

설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를 얻으며 처리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신념이 담긴 주관적

확실성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응답자가 얼마나 강력한 사용후핵연료 위험

에 관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는 표 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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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평 균 표 준 편 차위 험 하 다 고  
매 우  

확 신 한 다

위 험 하 다 고  
믿 는  편 이 다

위 험 하 다 고  
확 신 하 지  

않 는  편 이 다

위 험 한 지  
아 닌 지  

모 르 겠 다

일 반 시 민
(n= 296 ) 1 4 .5% 70 .9% 11 .1% 3 .4% 2 .03 .63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1 7 .4% 39 .1% 43 .5% .0% 2 .26 .74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1 6 .7% 31 .7% 50 .0% 1 .7% 2 .37 .78

시 민 단 체
(n= 27 ) 3 3 .3% 29 .6% 33 .3% 3 .7% 2 .07 .92

사 업 자
(n= 279 ) 9 .7% 36 .6% 52 .7% 1 .1% 2 .45 .68

*1= 위 험 하 다 고  매 우  확 신 함 . 4= 위 험 한 지  아 닌 지  모 르 겠 음 .

표 7.2.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대한 주관적 확신 수준

  

표 7.2의 평균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위험에 대해 가장 주관적 확신을 가진

집단은 일반시민(2.03)이다. 다음은 시민단체(2.07)로 일반시민과 거의 같은 수준의

위험에 대한 확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2.45)는 사용후핵연료

가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원자

력전문가(2.26)보다 과학기술전문가(2.37)의 위험 확신 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전문가에 비해 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위험성을 알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다섯 집단 모두 사용후핵연

료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믿는 편이다」와 「위험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편

이다」 사이의 수준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표본 응답자의 85.4%가 위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는 응답자의 46.3%만이 위험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주관적 확신 격차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

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내재적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커뮤니케이션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각 집단이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의 정

확성에 대하여 얼마나 확인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5개의 표본집단의 응답자 분포는

표 7.3와 같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우 그 정보의 내용에 대

해 확인하는 정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일반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즉, 원자력

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는 접하는 정보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보가 경험적으로 부정확 혹

은 왜곡되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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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경우는 확인하

지 않는 성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

정에서 정보생산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2 3 4 5

평 균 표 준 편 차항 상
확 인 한 다

자 주
확 인 한 다

가 끔 씩
확 인 한 다

거 의
확 인 하 지
않 는 다

전 혀
확 인 하 지  
않 는 다

일 반 시 민
(n= 291 ) .3% 2 .1% 33 .3% 49 .5% 14 .8% 3 .76 .74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23 .9% 19 .6% 43 .5% 10 .9% 2 .2% 2 .48 1 .05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11 .7% 33 .3% 40 .0% 15 .0% .0% 2 .58 .89

시 민 단 체
(n= 27 ) 22 .2% 40 .7% 29 .6% 7 .4% .0% 2 .22 .89

사 업 자
(n= 279 ) 20 .8% 28 .7% 30 .1% 17 .9% 2 .5% 2 .53 1 .09

표 7.3. 사용후핵연료 위험정보에 관한 확인 수준

2. 정보여과(information filtering)와 위험인식(risk perception)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주관적 신념이나 정보에 대한 회의적 의문을 넘어

사람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를 접할 때 어떻게 위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며

조정되는 것일까? 새롭게 들어온 정보가 여과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에 가중치를 두게 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정보와 감소시키는 정보 중

어느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정보보

다 증가시키는 정보를 더 선호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개인의 인식 구조 자체

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새롭게 알려주는 정보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일정한 방

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정보여과 장치에 대한 또 다른 분

석은 어떤 개인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노출함으로써 가

능할 수 있다. 이 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사용후핵연료는 어떤 위험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정보부터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파괴적인

위험을 촉발한다는 정보까지 다양하게 배열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중 어떤 정보

는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거부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 편향성을 확인함으로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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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치의 존재를 검증해볼 수 있다.

응답자에게 위험 수준을 새롭게 알려주는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알려준 정보원

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신념을 조정할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인식구조에 정보여과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각각의 집단이 각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표 2.26과 표 2.27에 제시하였다. 표

7.4에서 각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정보를 접

할 경우 기존의 신념을 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일반시민(2.88)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치 자체가 「거의 바꾸지 않는다」에서 조금 더 「바꿀 수

도 있다」로 기울어진 수준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받

아들인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바꾸려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인

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접했을 경우 기존의 신념을 가장 바꾸지 않는 집단은 원자

력전문가(2.11)와 과학기술전문가(2.12)로 나타났다. 원자력전문가와 과학기술전문가

의 경우는 위험을 과학기술 차원의 확률론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1 2 3 4
평 균 표 준 편 차전 혀  바 꾸 지  

않 는 다
거 의  바 꾸 지

않 는 다
바 꿀  수 도  

있 다 바 꾼 다

일 반 시 민
(n= 296 ) 5 .4% 16 .6 64 .9 1 3 .2 2 .8 6 .7 0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2 1 .7% 45 .7 32 .6 .0 2 .1 1 .7 4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2 0 .0 48 .3 31 .7 .0 2 .1 2 .7 2

시 민 단 체
(n= 27 ) 2 2 .2 14 .8 55 .6 7 .4 2 .4 8 .9 4

사 업 자
(n= 279 ) 1 8 .2 37 .9 37 .5 6 .4 2 .3 2 .8 5

표 7.4. 새로운 정보에 의해 기존의 인식된 위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 수준

표 7.5에 따르면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경우에도 위험인식

을 증가시킨다는 정보를 접할 때보다 기존의 신념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다고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시민단체(2.74)의 경우 새로운 정보에 따라 위험수준에 대한 기존

의 신념을 재조정하려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전문가(2.28)

와 과학기술전문가(2.22)는 여전히 신념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일단 정보를 통해 형성된 기

존의 인식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어떤 정보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쉽게 바꾸려하

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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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평 균 표 준 편 차전 혀  바 꾸 지  

않 는 다
거 의  바 꾸 지

않 는 다
바 꿀  수 도  

있 다 바 꾼 다

일 반 시 민
(n= 296 ) 4 .7% 33 .1 57 .4 4 .7 2 .62 .65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15 .2% 47 .8 30 .4 1 .5 2 .28 .81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16 .7 45 .0 3 8 .3 .0 2 .22 .72

시 민 단 체
(n= 27 ) 14 .8 14 .8 5 1 .9 18 .5 2 .74 .94

사 업 자
(n= 279 ) 13 .9 38 .6 4 0 .4 7 .1 2 .41 .82

표 7.5. 새로운 정보에 의해 기존의 인식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지 수준

신념이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정보여과 장치의 존재를 검증해 보기 위해

각 표본집단에서 응답자들이 위험인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의 차이 값

을 계산하였다. 양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경우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려는

정도를 보여주고, 음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영점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정도가 정확

히 같다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는 표 7.6에 제시하였다.

평 균 표 준 편 차 t P

일 반 시 민
(n= 296 ) .24 .6 7 6 .049 .00 0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 .17 .7 4 -1 .595 .11 8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 .10 .4 0 -1 .941 .05 7

시 민 단 체
(n= 27 ) - .26 1 .23 -1 .097 .28 3

사 업 자
(n= 280 ) - .09 .8 3 -1 .738 .08 3

표 7.6. 각 집단별 위험톱니(risk ratchet) 수준

표 7.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

을 때 평균적으로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집단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때의 정보

는 동일한 정보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 분석해보았다. 마지막 열의 P값은 표본의 표준편차 값에 기반해 차이값이 0이

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차이값이 0이라면 위험인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는 양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시민(P=.000)은 0의 P값을 갖

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위험인식을 감소시키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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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다른 집단의 경우

는 P값이 작지 않으므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위험인식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위험톱니(risk ratchet)」라고 한다. 사람의 머릿속에

위험톱니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정보는 걸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이라고 믿

고 있는 정보원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위험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

었을 때 개인은 위험인식을 증대시키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감소시키는 정보는 거부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7.6을 보면 일반시민의 경우만 인지구조

속에 위험톱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톱니의 존재를 긍정하는 이유는 위험을 과소평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위험을 과대평가해 치러야할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험에 대해

민감하긴 하지만 이는 자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즉, 그 외의 위험에 대해서는 소위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심각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방사선에 관한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사람들은 방사선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최근의 이론과 실증적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

아보고 표본 집단 간의 지식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사선에 대

한 개인의 입장들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 인식과 어떠한 형태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방사선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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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성 물 질 이 나  방 사 선 이  사 람 이 나  환 경 에  대 해  어 떤  영 향 을  미 칠 지 에  대 해 서 는  다 양 한  주 장

들 이  있 습 니 다 . 다 음  내 용 을  읽 고  동 의  여 부 에  따 라  표 시 해  주 십 시 오 .

원 자 폭 탄 이  투 하 된  이 후 로  인 위 적 으 로  만 들 어 진  방 사 선  때 문 에  새 로 운  식 물 이 나  동 물 이  생 겨

났 다 .

인 위 적 인  방 사 선 이 나  자 연 적 으 로  생 성 된  방 사 선  모 두 에  대 해  노 출 되 었 을  때 의  영 향 은  비 슷 하

다 .

인 간 의  몸 은  방 사 선 에  대 한  노 출 로  인 해  발 생 한  세 포 조 직 의  파 괴 를  치 유 할  수  있 다 .

응답자가 각 문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지 표시 하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은 최

신 과학이론에 부합하고 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위적인 방사능이 새

로운 종의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둘째, 방사능은 자

연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관계없이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자연적으로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방사능 노출로

인한 세포손상도 치유할 능력이 있다.

방사능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지식을 근접하게나마 측정하고자 위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설문조사의 지면제약

으로 인해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지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

부 과도하게 전문적인 응답자들의 경우 설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의 수까지 고

려해 응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측정한 지식수준은 방사선

에 관한 지식수준과 위험인식에 대한 탐색적 변인으로서 확정적이라기보다 제안에

가깝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각각의 설문문항별로 각각의 표본 집단이 응답한 결과는 표 7.7에 제시되어 있

다. 정답비율을 평균 0점에서 3점까지로 표시했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틀린 답은

제시한 경우 0점 처리하고 모두 정답을 표시하였을 경우 3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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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선 으 로  인 한  
새 로 운  
종  출 현

인 공 /자 연
방 사 선 의  차 이

방 사 선 으 로  인 한  
손 상  

자 가 치 유
평 균 표 준 편

차

일 반 시 민
(n= 291 ) 2 9 .3% 39 .7% 35 .7% 1 .05 .81

원 자 력 전 문 가
(n= 46 ) 8 9 .1% 78 .3% 65 .2% 2 .33 .87

과 학 기 술 전 문 가
(n= 60 ) 7 6 .7% 53 .3% 51 .7% 1 .82 .91

시 민 단 체
(n= 27 ) 7 7 .8% 48 .1% 55 .6% 1 .81 1 .0 0

사 업 자
(n= 275 ) 8 0 .9% 61 .9% 62 .0% 2 .05 .93

표 7.7.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

예상한 바와 같이 원자력전문가(2.33)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절대적 점수로 환산할 때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사업자(2.05)의 경우도 비교

적 방사선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전문가(1.82)와 시민단체(1.81)의 경우는 상대적으

로 방사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일반시민(1.05)의 경우는 한 문제도 정답을 말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특히 인공 방사선과 새로운 종의 출현이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논의에 앞서 이루어져야할 전제적

사안은 논의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해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라 하겠다.

4. 인지적 속성, 지식과 위험 인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수준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임

시저장과 이송(운반)과정 그리고 영구보관에 대한 위험인식도를 평균하여 위험인식

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표 7.8과 같이 각 표본집단의 인지적 속성과 방사선에

대한 지식은 위험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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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 변 인

위 험 톱 니 신 념  확 실 성 정 보  정 확 성 지 식 수 준 R2

일 반 시 민 -.111 * .389 *** - .0 41 .01 1 .171 ***

원 자 력 전 문 가 .006 .45 3** - .0 64 .3 47** .390 ***

과 학 기 술 전 문 가 -.241 * .2 65* .0 02 .17 3 .1 97*

시 민 단 체 -.085 .64 3** .0 25 .22 9 .612 ***

사 업 자 -.040 .352 *** - .0 86 .1 47** .184 ***

*** p<.001, ** P<.01, * p<.05, † p<.1

종속변인: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이송(운반), 영구보관에 관한 위험인식의 평균값

표 7.8. 인지적 요인과 위험인식

모든 표본집단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념의 확실성과 위험을 인식하는 수

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념이 확실할수록 위험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시민과 과학기술전문가

의 경우 위험인식 수준과 위험톱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험톱니가 커질수록 즉,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만 걸러서 접하는

경향이 커질수록, 위험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전문가와 사업자의 경우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지식/인지적 변인과 위험인식간의 종합적인 상관관계만을 살

펴보았다. 즉,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념성 또는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같은 제 3의 변인들이 위험인식과 지식/인지적

변인간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제 3의 변인들을 통

제할 경우 표 7.5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결과 값이 조금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제 5 절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주관적 신념과 정보 인지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이라는 두 변인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인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관적 신념은 모든 집단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을 맺고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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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또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슈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위험인식

은 증가하였다. 원자력전문가와 사업자의 경우에만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모든

집단에서 두 변인이 관련 맺고 있는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지

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위험인식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위험톱니의 경우는

일반시민의 대해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일단 정보가 한 번 입력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관적 신념과 위험인식 그리고 지식수준과 위험인식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

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심지어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도

기본적인 지식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

후핵연료 관리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슈에 대한 이해수준을

비슷한 수위로 맞추어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놓고 원인분석을 하여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리 예측하여 선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

는 것이 이보다 더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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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미디어와 위험인식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럼 복잡한 이슈를 다뤄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정책이 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위험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공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공적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전달자로서 미디어는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후핵연료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미디어가 전달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 이

슈를 보도하는데 있어 미디어 보도가 편향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가. 일반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이슈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만약

미디어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미디어 노출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포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1. 미디어 편향성에 대한 인식

미디어 보도의 편향성과 매체별로 편향성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7.9은

환경위험에 대한 신문의 보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편향성 인식에 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이 신문의 환경위험 관련 보도에 대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2.93)과 시민단체(2.93)의 경우는 각각

42.4%와 37.0%가 신문의 보도 중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1.93)의 경우는 19.6%만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78.2%가 과장하고 있다고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시민과 원자력전문

가의 인식 차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지식수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

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느낌인지에 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기술전문가(2.22)의 경우도 원자력전문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60.0%가 신문이 위험에 대해 과장하여 보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립적 보도를 인정하는 과학기술전문가도 3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보도의 중립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집단은 사업자(2.16)

로 18.6%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경우는 72.4%가 위험에 대한 보도의 과장성

을, 9.0%가 축소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미국과 비교해보면, 환경단체의

경우 신문이 위험에 대하여 오히려 축소보도하고 있다는 비율(35.5%)이 과장보도하

고 있다는 비율(9.0%)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시민(2.77)의 경우는 우리나

라보다 다소 과장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립성(38.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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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정도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 2 3 4 5

과 장
보 도

축 소
보 도 평 균 표 준 편 차

일 반 시 민 6.8% 24 .4% 42 .4% 22 .0% 4 .4 2 .9 3 .95

원 자 력 전 문 가 30 .4% 47 .8% 19 .6% 2 .2% 0 1 .9 3 .77

과 학 기 술 전 문 가 30 .0% 30 .0% 30 .0% 8 .3% 1 .7 2 .2 2 1 .03

시 민 단 체 11 .1% 22 .2% 37 .0% 22 .2% 7 .4 2 .9 3 1 .11

사 업 자 22 .9% 49 .5% 18 .6% 6 .5% 2 .5 2 .1 6 .94

표 7.9. 신문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인식

1 2 3 4 5

과 장
보 도

축 소
보 도 평 균 표 준 편 차

일 반 시 민 5 .8% 26 .4% 45 .8% 19 .7% 2 .4% 2 .86 .8 8

원 자 력 전 문 가 39 .1% 28 .3% 30 .4% 2 .2% 0% 1 .96 .9 0

과 학 기 술 전 문 가 25 .0% 40 .0% 28 .3% 5 .0% 1 .7% 2 .18 .9 3

시 민 단 체 11 .1% 40 .7% 40 .7% 7 .4% .0% 2 .44 .8 0

사 업 자 35 .8% 40 .5% 17 .6% 4 .3% 1 .8% 1 .96 .9 3

표 7.10. 지역방송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인식

표 7.10는 환경 보도에 대한 지역방송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시민(2.86)의 경우는 45.8%가 중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32.2%가 과장보

도로, 22.1%가 축소보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전문가(1.96)의 경우는

30.4%가 보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67.4%가 과장하고 있다고,

2.2%만이 축소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전문가(2.18) 역시 비

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2.44)의 경우는 51.8%가 과장보도로

인식하는 반면 7.4%만이 축소보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1.96)의 경우는 다소 극단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76.3%가 보도가 과장되

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6.1%만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

으로 신문 보도에 비해 지역방송 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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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과 장
보 도

축 소
보 도 평 균 표 준 편 차

일 반 시 민 6 .5 23 .8 43 .2 20 .8 5 .8 2 .96 .9 7

원 자 력 전 문 가 28 .3 43 .5 26 .1 2 .2 0 2 .02 .8 0

과 학 기 술 전 문 가 25 .0 38 .3 26 .7 10 .0 .0 2 .22 .9 4

시 민 단 체 20 .8 49 .1 24 .7 3 .9 1 .4 2 .16 .8 5

사 업 자 28 .7 37 .0 28 .1 5 .0 1 .3 2 .13 .9 3

표 7.11. 공중파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인식

표 7.11은 공중파방송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이다. 일반시민

(2.96)은 43.2%가 보도의 중립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것은 과장보도(30.3%)라는 인식과 축소보도(26.6%)라는 인식이 거의 비

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시민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별로 중

립성을 인정하는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과장보도의

편향성 인식 수준도 일반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3.17)의 경우는

중립에서 다소 축소보도 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각 집단별로 중립

성을 인정하는 비율 역시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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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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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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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역방송

공중파방송

그림 7.11. 미디어에 대한 보도 편향성 인식 비교

미디어 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매체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관된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미디어에 대해 공히 위험에 대한 과장 편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매체별 편향성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시민단

체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집단의 경우는 매체별로 편향성 인식의 차이를 크게 보이



- 286 -

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문, 지역방송, 공중파 방송 중 공중파 방송에 대

한 편향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문의 편향성을 가장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디어 노출과 영향력에 관한 모형

제 4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집단이 공히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슈에 대

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언론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편향성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디어 보도가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미디어 보도가 위험인식의 편향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특히 미디어 보도를 많이 접할수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이나 공포가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디어 노출 빈도, 즉 한 주 당 며칠이나 미디

어 보도를 접하는지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미디어 노출빈도와 위험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어떤 상관관

계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미디어가 가장 영

향력이 클 것이라는 인식을 인정할 때, 여기서의 영향력의 의미가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인식 자체에 미디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미디

어 노출과 인지구조의 정보처리 과정을 연관시켜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회수가 위험톱니와 지식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저녁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신문을 읽고 있는지 물었다. 표 7.12와 표

7.13에서 다섯 개 집단 표본별로 나타난 최소자승회귀분석(OLS)의 결과를 제시하였

다. 각각의 분석에서 연령과 수입, 교육수준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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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시 문

회 귀 계 수 회 귀 계 수

일 반 시 민 -.024 .0 33

원 자 력 전 문 가 .172 .0 03

과 학 기 술 전 문 가 -.002 - .4 41***

시 민 단 체 .015 - .0 76

사 업 자 .057 .0 99

표 7.12. 미디어 노출과 지식수준의 상관관계

방 송 시 문

회 귀 계 수 회 귀 계 수

일 반 시 민 .062 - .11 9*

원 자 력 전 문 가 -.055 - .1 98

과 학 기 술 전 문 가 .204 .0 86

시 민 단 체 -.033 .1 89

사 업 자 .032 - .0 24

* p< .05

표 7.13. 미디어 노출과 위험톱니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과학기술전문가만이 미디어 노출과 지식수준 간에 통계적 유의미성

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학기술자들의 경우는 신문을 읽으면 읽을수

록, 혹은 방송을 보면 볼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갖고 있다.

미디어 노출과 위험톱니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일부 집단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신문구독과 위험톱

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은 신문을 자주 읽을수록

위험톱니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원자력전문가

의 경우도 방송을 자주 시청할수록, 신문을 자주 읽을수록 위험톱니의 크기가 커지

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3. 요약

모든 집단은 신문과 방송이 환경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노출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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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 노출과 지식

수준의 관계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과학기술전문가는 신문구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는 신문을 많이 읽을수록 지식수

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디어 노출과 위험톱니간의 관계 역시 집단별로 방향성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

다. 일반시민과 원자력전문가의 경우 신문을 자주 읽을수록 위험톱니가 커지는 경

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질수록 위험톱니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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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 모형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의 근원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요소

들을 간추려보았다. 여기에는 정책 결정관여자에 대한 신뢰문제, 정보 인지과정 그

리고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과 미디어가 포함된다. 제 7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의 기저에 있는 인지구조를 알아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가치, 신념과 위험인식

무엇으로 인하여 위험인식이 개인마다 또 조직마다 달라지는지 설명하기 위하

여 제시한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

에서는 위험인식이 (1) 위험에 대한 개인의 지식수준, (2) 개인적 특성, (3) 재산이

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4) 문화적 관습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변인들을 탐색해 보고, 분석을 통해 검증한 변인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본규범과 우선순위 최신의 연구동향에 따르면, 개인들은 근본가치와 우선순

위에 의거해 위험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abatier(1998)는 개인들이

기본적 규범에 기초한 신념체계와 구체적으로 신념들을 제약하고 있는 공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신념이란 기본 규범과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진실

로부터 나온다. 핵심 신념은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 믿음(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

인가 이타적인가)이나 인간이 부여받은 역할(인류는 자연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아

니면 일부분인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들을 포함하고 있

다. Sabatier(1998)는 개인들이 핵심 신념 체계에 따라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핵심적 가치로부터 비롯된다면 위험인식 그 자

체는 바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기본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위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간의 본성과 인류의 역할에 대한 개인

의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묻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신념 체계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290 -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위험에 대한 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럼 특수한 맥락

에서 생겨난 이슈에 대한 위험인식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태도 즉 위험을 받아들

이거나 거부하는 개인적 성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과

되는 위험을 개인이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위험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따라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

까. 이에 대한 설문문항을 구성해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5점 척도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이념과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원자력 이

슈에 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변인 중 하나는 이념성이다. 이번 연

구에서는 이념과 더불어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 - 스스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 - 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가해

측정하였다. 즉, 사용후핵연료 이슈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이 약한 개인은 정치적 효

능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위험인식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설명변인으로 사람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누구에게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반면 또 다른 이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나 경제가 철저하게 변해야만

환경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하였다.

정책관여자에 대한 신뢰 제 3절에서 살펴본 대로 정책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관여자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위험수준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

다. 정책수행이나 발전정도에 따른 신뢰정도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얼마나 안전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위험을 어

떻게 인식하면 좋을지 그 실마리를 준거집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국립연구소, 사업자, 시민단체, 정부I(지경부), 원자력발전소, 대학, 정부II(환경부)

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았다.

지식, 확신 그리고 위험톱니 정보에 대한 의심,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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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보여과 과정을 포함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이 위험인식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과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처리 과정의 효과가 위험인식을 다루는 통합적 모형

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신념에 대한 확실성,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을 새롭게 알려주는 정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위험톱니와 지식

수준을 포괄하는 통합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미디어 영향 5장에서 미디어 노출빈도과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결과에 제시한 대로 직접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

인 모형을 상정해 보았을 때 미디어 노출빈도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구

체화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노출빈도 또한 통합모형에서 하나의 설명변인으로 고려

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속성 마지막으로 수입, 연령, 학력과 같은 표준적인 인구사회학

적 속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독립변인일 뿐 아니라 통합모형에서 고려한 다른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 통제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위험인식에 관한 통합모형

지금까지 설명한 변인들을 위험인식에 관한 통합모형에 넣고 최소자승 회귀분

석(OLS)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을 넣어 가설이 검증되는지 알아보고 또 각각의

가설을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채 검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각 변인들의 경

우 선회적 관계나 간접적 관계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

통합모형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은 사용후핵연료가 관리되는 세 단계-임시저장,

이송(운반), 영구보관-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 세 단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평균값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수가 적어 통계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제외한

세 표본집단에 대해 통합모형이 보여주는 결과값을 표 7.14에 제시하였다. 설명변인

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묶어 처리하였다. 표 7.14은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해

다른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평균 위험인식과의 관계

를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변인들이 매개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차단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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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념성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급격한 사회변화 필요성에 동감하는 정도

처럼 독립변인들끼리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개효과를 예방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독립변인과 응답자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의 관련성 정도는

표준화 계수 값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준화 계수 값은 어떤 독립변인이 위험인식

효과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P<.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들은 「·」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어떤 표본에서도 유의

한 결과값을 보여주지 않은 독립변인은 표 7.14에서 제외하였다.

표 본 일 반 시 민 과 학 기 술 전 문 가 사 업 자
(A R 2)6 .3 71 .6 80 .48 7

(N ) 260 60 272
설 명 변 인 (IV )

기 본 규 범 ·우 선 순 위
인 간 본 성 (이 기 성 ) .512 ** .10 4*

인 간 과  자 연 과 의  관 계 (인 간 우 월 성 ) .356*
과 학 의  진 실  규 명 성 .125*

과 학 적  증 거 의  특 정  관 점 적  해 석 .102 †
기 술 의  사 회 문 제  해 결 능 력 -.1 94***

위 험 에  대 한  태 도
사 회 적  효 용 시  동 의 생 략  위 험 부 가  타 당 성 .120 † - .1 00 †

이 념 ·정 치 적  효 능 감
정 치 참 여  책 무 성 -.335*

정 치 적  성 향 (보 수 주 의 ) .324*
문 제 의  심 각 성 과  해 결 방 안 에  대 한  인 식

현  환 경 문 제 의  심 각 성 (재 난 성 ) .118*
환 경 보 존 위 한  급 격 한  사 회 변 화  필 요 성 -.177** - .36 1*

문 제 해 결  위 한  원 전 중 지  필 요 성 .104 † .11 0*
현 존 기 술 의  문 제 해 결  가 능 성 -.2 40***

정 책  관 여 자 에  대 한  신 뢰
국 립 연 구 소 .156*

정 부 I(지 경 부 ) - .1 69*
대 학 -.403*

지 식 ·확 신 ·위 험 톱 니
위 험 톱 니 -.1 13*

정 보  정 확 성 에  대 한  확 인  빈 도 (의 심 ) - .290 †
방 폐 물  위 험 에  대 한  확 신 .245 *** .2 58***

미 디 어
공 중 파  시 청 -.178** - .1 71***

*** p< .001 , **  P< .01 , *  p< .0 5 , † p< .1

표 7.14.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관한 통합적 모형

표 7.14에서 R2값이 보여주듯이 통합모형이 설정한 독립변인들은 위험인식의

변량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R2값이 독립변인들의 조합을 가지고 종속변인인 위

험인식을 설명하려는 설명 변량값이므로 이 연구가 설정한 통합모형의 경우 일반시

민이 인식하는 위험수준의 37.1%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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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68.0%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48.7%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러한 설명변량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독립변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기본규범과 우선순

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위험인식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

기술전문가와 사업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는 인간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과학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고 믿는 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사업자는 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낮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기본 규범 및 우선순위와 위

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학적 증거들이 특정관점에

맞추어 해석될 수 있다고 믿는 일반시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수

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일반시민과 사업자의 경

우 타인에게 위험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위험이 사실상 사소하고 사회가

얻는 효용은 크다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라

고 생각하는 일반시민들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가 불러올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

이라고 생각할수록 사용후핵연료가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바 있다.

이념과 정치적 효능감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분석한 결

과, 정치적 효능감은 과학기술전문가의 위험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뒤따른다고 믿는 과

학기술전문가는 위험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좌우 이념 역시 과

학기술전문가에 대해서만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자유

주의자일수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신념은 모든 표본에서 설명력이 강한 독립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환경오염이 재앙수준이라고 믿는 사업자일수록 위험인식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삶을 바꾸지 않아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일반시민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이 원자력발전을 중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시민과 사업자의 경우는 위험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첨단기술을 신뢰하는 사업자일수록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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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제 4절에서 논의한 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의 일선에 나서있는

정책관여자들에 대한 신뢰는 위험인식과 상당히 관련성이 깊었다. 흥미롭게도 일반

시민의 경우 정부I(지경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연구소를 신뢰하는 과학기술전문가일수록

위험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는 국립연구소를 신

뢰할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제 5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지적 정보처리과정과 지식수준은 위험인식과

상당히 관련이 높은 변인들이다. 표 7.14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지식/인지변인의 설명력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일반시민의 경우는 위험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두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정보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과학기술전문가는 위험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다는 확신을 가진 일반시민은 당연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공중파 방송 뉴스를 자주 시청할수록 일반시민과 사

업자의 위험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디어가 환경중심적인 편향보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미디어가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과 사업자는 공중파 뉴스를 자주

볼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모든 집단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경우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

나 영향력을 관찰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설문에 응한 표본의 전문성과 특수성

에 그 의의를 두고, 통합모형에 사용된 설명변량과의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를 표 7.15에 제시하였다.

원자력전문가의 경우 설명변인이 분산되지 않고, 몇 가지 설명변인이 위험인식

과 상당히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전문가들의 경우는 국립

연구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감소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낮

을수록 위험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특히 현재 기술

이 원자력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주관적

확신 정도가 위험인식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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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시민단체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위험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당연히 위험인식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관여자들에 대한 신뢰수준과 위험인식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본 원 자 력 전 문 가 시 민 단 체
(N ) 46 26

설 명 변 인 (IV )
기 본 규 범 ·우 선 순 위
인 간 본 성 (이 기 성 ) - .39 9**

과 학 의  진 실  규 명 성 -.492**
기 술 의  위 험 통 제 불 능 성 .423*

이 념 ·정 치 적  효 능 감
정 책 에  대 한  관 심 수 준 (무 관 심 ) - .4 05*

문 제 의  심 각 성 과  해 결 방 안 에  대 한  인 식
현  환 경 문 제 의  심 각 성 (재 난 성 ) .495**

환 경 보 존  위 한  급 격 한  사 회 변 화  필 요 성 -.4 74*
문 제 해 결  위 한  원 전 중 지  필 요 성 .766**

현 존 기 술 의  문 제 해 결  가 능 성 -.3 73* - .86 8**
환 경 규 제  강 화 의  필 요 성 (규 제 약 화 ) .3 94*

정 책  관 여 자 에  대 한  신 뢰
국 립 연 구 소 .329* .67 4**
시 민 단 체 -.397** - .62 2**

정 부 I(지 경 부 ) .658**
원 자 력 발 전 소 .767**

대 학 .452*
정 부 II(환 경 부 ) .422**

지 식 ·확 신 ·위 험 톱 니
위 험 톱 니 -.514**
지 식 수 준 .460** .4 10*

방 폐 물  위 험 에  대 한  확 신 .518** .74 8**
** P< .01 , *  p< .05

표 7.15. 위험인식에 관한 의사(pseudo)-통합적모형

3. 요약

각 집단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 7.16에 정리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유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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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변 인 일 반 시 민 과 학 기 술
전 문 가 사 업 자 원 자 력

전 문 가 시 민 단 체

기 본 규 범 ·우 선 순 위
인 간 본 성 (이 기 적 -이 타 적 ) O O O

인 간 과  자 연 의  관 계 (자 연 우 위 -인 간 우 위 ) O
과 학 의  진 실  규 명 성 O O

과 학 적  증 거 의  특 정  관 점 적  해 석 O
기 술 의  사 회 문 제  해 결 능 력 O

기 술 의  위 험 통 제 불 능 성 O
위 험 에  대 한  태 도

위 험 낮 을  시  동 의 생 략  위 험 부 가  타 당 성
사 회 적  효 용  시  동 의 생 략  위 험 부 가  불 가 성 O O
피 해 보 상  가 능 시  동 의 생 략  위 험 부 가  타 당 성

사 회 번 영  우 선  희 생 감 수  당 위 성
이 념 ·정 치 적  효 능 감

정 치 성 향 (급 진 적  자 유 주 의 -급 진 적  보 수 주 의 ) O
사 회 공 익  추 구  위 한  정 치 참 여  책 무 성 O
원 하 는  것  얻 기  위 한  정 치 참 여  필 수 성

정 치 참 여 의  자 격 성
정 책 에  대 한  관 심 수 준 O

문 제 의  심 각 성 과  해 결 방 안 에  대 한  인 식
방 폐 물  유 일 한  문 제 해 결 -원 전 중 지 O O O

현 존 기 술 의  문 제 해 결  가 능 성 O O
환 경 보 존  위 한  급 격 한  사 회 변 화 의  필 요 성 O O O

현  환 경 문 제 의  심 각 성 (재 앙 수 준 -경 미 한  수 준 ) O O
환 경 규 제  강 화 의  필 요 성 (규 제 강 화 -규 제 약 화 ) O

정 책  관 여 자 에  대 한  신 뢰
국 립 연 구 소 O O

정 부 I(지 경 부 ) O O
정 부 II(환 경 부 ) O

대 학 O O
시 민 단 체 O O
사 업 자 O

원 자 력 발 전 소 O
지 식 ·확 신 ·위 험 톱 니

위 험 톱 니 O O
지 식 수 준 O O O O O

방 폐 물  위 험 에  대 한  확 신 O O O O
정 보  정 확 성 에  대 한  확 인  빈 도 O

미 디 어  영 향
미 디 어  노 출

지 역 방 송  노 출
지 상 파  방 송  노 출 O O
인 구 사 회 학 적  속 성

표 7.16.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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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정치적 참여와 위험인식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과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면 개인이 위험을 받아들이는

유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인식이 어떻게 해서

일반시민들의 선호에 반영되고 표출되는지 명확한 지도를 그리기엔 한계가 있다.

정당은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정당별로 위험인식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정치성향이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민참여의 영향력과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참여란 특정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관련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연간 회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8 절에

서는 위험인식과 정치적 행위 두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지정당과 위험인식

정당소속감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단

계에 관한 네 가지 이슈를 제시한 후 지지 정당을 물었다. 응답에 대하여 변량분석

(ANOVA)을 행한 결과 지지정당과 위험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7.17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클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지 정 당 생 산 (원 자 력 발 전 ) 임 시 저 장 이 송 (운 반 ) 영 구 보 관

한 나 라 당 2 .78 2 .4 7 2 .31 2 .52

민 주 당 2 .54 2 .2 1 2 .11 2 .39

자 유 선 진 당 2 .57 1 .8 6 2 .14 2 .43

기 타 2 .2 7 2 .0 0 1 .82 2 .00

무 당 파 2 .82 2 .4 4 2 .24 2 .42

표 7.17. 지지정당과 위험인식(n=261)

표 7.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무당파가 민주당 지지자들

이나 기타 당 지지자에 비해 사용후핵연료의 각 관리 단계에 대한 위험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대체로 한나라당 지지자

들과 자유선진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무당파들 역시 비교적 한

나라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의견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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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지정당과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

다.

2. 정치성향과 위험인식

개인의 정치성향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18과 같으며, 숫자가 클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념 성
(1 : 진 보 적 - 7 : 보 수 적 )

생 산
(원 자 력 발 전 ) 임 시 저 장 이 송 (운 반 ) 영 구 보 관

회 귀 계 수 .108 .066 .07 9 .0 33

유 의 수 준 .069 .269 .18 4 .5 79

표 7.18. 정치성향과 위험인식(n=261)

각 단계별로 공히 보수적일수록 대체로 위험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사용후핵연료의 생산단계 즉 원자력발전 단계의 경우 다른 단계와

비교할 때 정치성향과 위험인식이 정의 방향으로 관계 맺고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3. 시민참여와 위험인식

민주사회의 개인들은 청원이나 시위 참여 등을 통해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

책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활동적인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은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시민참여 정

도가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지 물어보았다.

표 7.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지정당이나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관계를 도

출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시민참여 수준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송(운반) 단계를 제외한 생산(원자력발전), 임시저장,

영구보관 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일수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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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생산 단계 즉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시민에게 있어 시민

참여가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대한 특정 성향을 표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관 련  활 동  참 여
(일 년  간  참 여  회 수 )

생 산
(원 자 력 발 전 ) 임 시 저 장 이 송 (운 반 ) 영 구 보 관

회 귀 계 수 -.185 - .151 - .0 86 - .1 21
유 의 수 준 .003 .015 .1 67 .0 50

표 7.19. 시민참여와 위험인식(n=261)

4. 요약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정치적인 이슈로서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

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일반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

험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지지 정당별 차이는 유의미

할 정도로 크진 않았으나 대체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위험인식은 전 단

계에 걸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의 위험인식이 더

낮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정치성향과 위험인식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수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환경이슈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수

록 위험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300 -

제 9 절 종합 분석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 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관련 집단을 일반시민,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를 생산(원자

력발전), 임시저장, 이송(운반), 영구보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각 단계별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용후핵

연료 이송(운반)에 대한 위험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

가 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이 일반시민, 원자력전문가, 과학

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간에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집단 간의 인식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다. 여기서는 사업자와 일반시민 간의 인식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사업자와 원자력전문가의 매우 유사한 위험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위험인식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식격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으

로는 인식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다른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관여자를 얼

마나 신뢰하는가의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관여자 집단을 국립연구소, 대학, 원

자력발전소, 정부I(지경부), 정부II(환경부), 사업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집

단별로 신뢰수준을 측정하였다. 신뢰수준 역시 각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일반시민의 경우는 환경단체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전문

가, 과학기술전문가, 사업자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환경단체를 가장 덜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정책결정 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립연구소와 대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에 대한 중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정부I(지경부)와 정부II(환경부)의 경우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상호 배타적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단이 이들을 정부라는 하

나의 테두리로 묶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잠재적 영향집단으로

언론, 정부, 기업, 환경단체, 시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정책결정 영향력에 대

한 각 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언론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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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민하고 대응해야한

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정부를 최고 영향

력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 중 또 하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떠한 생

각과 신념 그리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에 대한 가장 견고한 주관적 확

신을 갖고 있는 집단은 일반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전문가와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는 아주 유사

한 수준에서 다소 위험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분석

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각 집단의 신뢰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도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위험에 대한 확신

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확신의 경우도 일반시민과

사업자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

정의 주요 정보제공자인 사업자가 어떠한 접근방식을 통해 일반시민과 소통해야할

지에 관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위험

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자력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에 대한 확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는 접

하는 정보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민의 경우는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일

반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이 알고 있던 위험수준과 다른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정보원의 중립성

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기존의 신념 조정여부가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서 제시한 개념이 위험톱니(risk ratchet)이다. 위험톱니란 사람들이 새

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위험인식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

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람의 머릿속에 위험톱니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정보는 걸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일반시민의 경우만 인지구조 속 위험톱니가 발견되었다.

다른 집단에서는 위험톱니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위험에 대해 민감하긴 하지만 이

는 자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 위험의 근원인 방사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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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이를 위하여 정답이 있는 기본적인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원자

력전문가가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갖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도 비교적 방사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전문가와 시민단체

의 경우는 상대적인 이해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일반시민의 방사선에 대한 지

식수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험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지식수준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확신이 낮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정보가 한 번 입

력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관

리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슈에 대한 이해수준을 비슷한 수

위로 맞추어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높고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차례를 기

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머리 예측하여 선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보다 더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앞의 결과에서 대부분의 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 집

단으로 언론을 지목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전달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

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미디어의 편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디어 노출빈도

가 위험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모

든 집단은 신문과 방송이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해 과장보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디어 노출은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노출과 지식수준의 관계 역시 일관

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디어 노출과 위험톱니 간에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반시민과 원자력전문가의 경우 신문을 자주 읽을수록 위험톱니

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위험톱니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직까지 미디어 자체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뚜렷한 기준과 방향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규정과 미

디어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모형은 표 7.14, 표 7.15, 표 7.16에 정리한

바 있다. 설명변인은 크게 기본규범·우선순위, 위험에 대한 태도, 이념·정치적 효능

감,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정책 관여자에 대한 신뢰, 지식·확신·위

험톱니, 미디어노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각각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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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지식·확신·위험톱

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정책관여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기본규범·우선순위 역시 집

단별로 고른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정이 다각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설

명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정치적인 이슈로서 매우 복잡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

고서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개인의 정치성향이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진 않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민참여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에 있어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이슈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진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일방향성 정보를 습

득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감정적 동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고 있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위험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한 위험인식 통합모형은 향

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어진 과제는 통합적으로 바

라보고 분석하되, 접근방식은 집단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최적의 형태와 내용을 담

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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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사용후핵연료 공론장 시스템에서의 갈등운영 프

로세스 활용

사용후핵연료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이슈와 기대치에 대한 인식차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한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1차 보고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공론장 시스템 구

축을 제안하였다. 공론장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

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론장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 바로 갈등운영 프로세스 개

발이라 할 수 있다.

1. 갈등운영 프로세스의 개요

갈등운영 프로세스란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공론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내비게이션을 의미한다. 갈등운영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갈등을 해결하

여 합의에 도달하고자하는 것에 있지 않다. 갈등운영 프로세스는 정책결정 과정에

서 내재한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표출된 갈등의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나아갈 방

향을 바로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갈등의 예방이나 해소가 아니라 불가피한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갈등운영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갈등운영은 이슈와 이슈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

한다. 이슈의 특성은 무엇이며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이슈에 관한 역사성을 분석함으

로써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이슈를 설명하고 향후 이슈가 해당 분야 혹은 사회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한다. 이는 이슈가 현재 서 있는 위치와 상황 그리고

여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와 통합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분석에 기반한

다. 다음으로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를 도출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

계자들은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티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자체에 대하여 분석한다. 즉, 이해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갈등운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이해관계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명분이나 권력인

지 아니면 시간이나 경제적 이익 등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그 무엇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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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인지 아니면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만 해

당하는 가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면화된 이해관계의 심층적 구조 속

에 기반이 되는 이해관계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7.13. 공론장 시스템에서의 갈등운영 프로세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지도를 그려야 한다. 즉,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태

도와 몰입도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 속에

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얼

마만큼 몰입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지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도 찾아야 한다. 이해관계지도가 완성되면, 여기서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의 특성과 형태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이른바 통합적 해결

(integrative solutions)이다. 통합적 해결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

가 높고 양보하려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야기한 진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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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하여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서로 받아들일만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통합적 해결의 최종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

합적 해결은 기계적 합의나 절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통합적 해결은

서로의 기대치에 대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조화, 창의적인 생각 등을 통해 가능

하다. 모든 상황에서 통합의 가능성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합적 해결을

고려하고자 할 때 통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2. 갈등운영 프로세스의 운영방식

갈등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보이지 않

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invisible third parties)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

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visible third parties)이다. 마지막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운영하는 조직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선, 보이지 않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invisible third parties)은

제3자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갈등운영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바람

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

의 확대(expanding the pie), 다른 차원의 보상(nonspecific compensation), 상부상조

(logrolling), 비용삭감(cost cutting), 가교(bridging)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파이의 확대(expanding the pie) 어떤 경우는 시간, 비용, 공간, 사람 등에

대한 요구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자원 자체가 부족해 갈등이 발생한

다. 이러한 상황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를 확대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파이의 확대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요구(demand)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다. 파이의 확대 방식은 자원을 확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불확실하거나 지

나치게 클 때 또는 자원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다른 차원의 보상(nonspecific compensation) 이는 이해관계자의 일부는 원

하는 것을 얻고 다른 쪽은 현 이슈와 관련 없는 다른 자원을 통해 양보의 대가로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양보를 구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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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제3자가 제공

할 수도 있다. 다른 차원의 보상은 양보를 하는 이해관계자가 양보를 함으로써 감

수해야 하는 피해 혹은 비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 이슈와 상

관없이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영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지에 관한 정보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다른 차원의 보상 방식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상부상조(logrolling)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있을 때 각각의 이해관

계자들이 이해관계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즉, 한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에서는 낮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기대치

를 갖고 있을 때 이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우선순위에 대

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우선순위가 공개되었을 경우 보상 없이

낮은 우선순위의 것에 대한 양보를 강요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개를 꺼리거

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삭감(cost cutting)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것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

하면 일부 이해관계자의 지불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공동의 이익을 달

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지불 비용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교(bridging) 이는 어느 이해관계자도 애초 원하던 바를 얻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특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표출된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저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보이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visible third parties)은 이해관계 조정

을 위해 제3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역할 규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동의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갈등해결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관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제

로 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성향이 제3자의 관여에 동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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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해관계자 집단이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할 때 제3자의 관여를 수용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동의의 조건은 제3자 필요성

에 대한 확인에 제3자에 대한 신뢰라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 역할은 지시성 수준,

최종결정권, 개입방법, 중재 및 조정방법에 따라 판정자(judges), 중재자(mediators),

매개자(intermediaries), 권고적 조정자(advisory arbitrator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3자의 강제적 개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의 직접적인 관여는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전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

만 이해관계자들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부작용

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자의 관여는 정확한 필요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관

건이다.

구 분
판 정 자

(judges )
중 재 자

(m ed ia to rs)
매 개 자

(in te rm ed ia rie s)
권 고 적  조 정 자

(ad v iso ry  a rb it ra to rs )

지 시 성 매 우  강 함 없 음 없 음 없 음

최 종  
결 정 권 있 음 없 음 : 방 향 과  

해 결 책 만  제 시
없 음 : 방 향 과  

해 결 책 만  제 시
없 음 : 방 향 과  

해 결 책 만  제 시

개 입 방 법 합 법 적  절 차 와  규 정 느 슨 한  기 준 느 슨 한  기 준 느 슨 한  기 준

중 재  및  
조 정  방 법 확 고 한  결 단 양 측 을  오 가 며  해 결  

시 도
다 양 한  대 안 제 시  

통 한  합 의 도 출  촉 진
해 결 책  추 천

(선 택 의  자 유  전 제 )

표 7.20. 보이는 제3자의 역할 구분

이러한 제3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격하지 않아야 하

며,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 간에 힘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제3자의 성격과 행동방식, 커뮤니케이션 촉진과 상대 입장에 대한 해석 능

력, 이슈의 명료화 능력과 의제 제안 방식 등이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갖고 오는 특징 중 다른 하나는 최종기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방식은 상황과 여건 그리고 제3자의 능력과 이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적

절한 수준에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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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결론 및 제언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는 그 특성 상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이

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인 갈등은 실재하는 이

해관계 뿐 아니라 인식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초래,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

식된 이해관계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태도, 목표의 핵심을 형성한다. 사

용후핵연료 관리 이슈와 관련한 갈등은 이슈와 기대치에 대한 인식차이와 이해관계

가 상충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한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전제로서 논의하는 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자

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 그 추진

에 대해 암묵적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

러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혹은 이슈 자체에 대한 이해, 정책

과정 즉 절차에 대한 인정, 갈등 과정에 대한 특정 조치 및 동력화, 정책과정 및 결

과에 대한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1차년도 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위한 공론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여

기서 말하는 공론장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

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

론장 내에 갈등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갈등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론장 시스템을 구동할 것인

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사용후핵연료 이슈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신뢰, 정보와 지식 그리고 미디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공론장 시스템에서의 갈등운영 프로세스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서는 없어선 안 될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갈등운영 프로세스란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공론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다. 갈등운영 프로세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내재

한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표출된 갈등의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바

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갈등의 예방이나 해소가 아니라 불가피한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갈등운영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갈등운영 프

로세스는 이슈 및 관련 상황과 구조에 대한 이해 - 이해관계자 추출 및 분석 - 이

해관계 분석 - 이해관계 지도 구성 - 갈등 분석 - 갈등운영 방식 조합 -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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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단계를 갖는다.

갈등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보이지 않

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invisible third parties)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

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visible third parties)이다. 마지막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운영하는 조직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선, 보이지 않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invisible third parties)은

제3자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갈등운영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바람

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

의 확대(expanding the pie), 다른 차원의 보상(nonspecific compensation), 상부상조

(logrolling), 비용삭감(cost cutting), 가교(bridging)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이는 제

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visible third parties)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제3자

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역할 규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동의라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 역할은 지시성 수준, 최

종결정권, 개입방법, 중재 및 조정방법에 따라 판정자(judges), 중재자(mediators),

매개자(intermediaries), 권고적 조정자(advisory arbitrator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3자의 강제적 개입도 고려할 수 있다. 제3자의

관여는 정확한 필요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3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갖고

오는 특징 중 다른 하나는 최종기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3자의 운영(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방식은 상황

과 여건 그리고 제3자의 능력과 이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완벽한 공론장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 시스

템 내에서 통용될 갈등운영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하더라도 이를 누가 어떻게 그리

고 무엇을 위해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사

실이다. 그리고 공론장 시스템과 갈등운영 프로세스 모두 유연성과 탄력성을 중심

으로 한 운영의 묘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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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경제성 평가

제 1 절 서 론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비용 평가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확보

에 필수적이다. 비용 인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위한 심지층

처분 방안을 평가하는 6가지의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인 평가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Baldwin et al., 2008]. 사용후핵연료의 비용 평가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

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평가에서는 주로 공학적 설계

에 바탕을 둔 전생애비용(TSLCC; Total System Life Cycle Cost) 평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은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

분 개념을 다각적 측면(예: 경제성, 사회․정치성, 환경성)에서 체계적인 원가 분석

방법을 통해 재무 재원 평가 시스템과 사후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종열

외, 2008]. 영국에서도 심지층 처분에 소요되는 전체수명비용(total lifetime cost)이

예측되었다 [Baldwin et al., 2008].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개념 설정 단계 또는 외

국 사례에 바탕을 둔 예비 비용 평가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비용 평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비용 평가의 결

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에서 예측된 처분 비

용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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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1. 기본 개념 및 방식

가. 기본 개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은 크게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처분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이들 방식이 동태적으로 결합되면 하나의 관리 시나리오가 형성되고, 다

양한 시나리오들 가운데 어떤 특정 관리 시나리오가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다.

그림 8.1.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 체계 [3]

실제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로들 중 어느 것

을 선택할지에 대해 다양한 결정기준들이 채택되겠지만 무엇보다 해당 경로들에 대

한 심도 깊은 선행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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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까지의 조건들 [4]

나. 중간저장 방식

중간저장 방식이란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직접

처분 이전에 부지내 혹은 부지외에 습식 혹은 건식 방식으로 30~50년 동안 저장하

는 방식 [5]으로, 즉, 최종 관리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단기간 동안 임시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다. 재처리/재활용 방식

원자로에서 연소되지 않은 채로 사용후핵연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류 우라

늄 U-235와 핵연료에 있던 우라늄 U-238에서부터 생성된 핵물질 플루토늄 Pu-239

를 분리하고 추출하여 다시 핵연료 자원으로 재활용하려는 개념 [5]이다.

핵연료 자원의 활용성 관점에서 볼 때, 순환주기에 속하는 개념으로, 재처리 기

술은 습식재처리(PUREX, UREX, REDOX, 침전법), 건식재처리(Pyro-processing,

불화물/염화물 휘발법, 고온 야금법, 고온 화학법) 등으로 구분한다.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있다.

재처리 시설 운영국 이외의 사용후핵연료 발생국은 사용후핵연료를 해외 위탁

재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재처리/재활용 방식에는 이러한 재처리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안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재처리/농축 없이 가공하여 자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방식, 원자로에서 연소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안

에 함유되어 있는 소수 초우라늄계열 원소들을 핵변환을 통해 방사능, 독성과 폐기

물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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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처분 방식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이 식을 때까지 충분히 중간저장 시설에 임시 보관하다

가 최종적으로 영구 처분하려는 개념으로, 직접처분, 혹은 영구처분 등으로도 불린

다 [5].

핵연료 자원의 활용성 관점에서 비순환 주기에 속하는 개념으로 다음 세대에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개발될 것을 고려한 회수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처분 방

안으로 구별된다. 영구처분을 국가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2.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가.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종합진흥계획에 따라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에

서는 한국 차세대 액체금속원자로 고속로 개발과 건식재활용 기술을 이용하는 금속

전환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연구원의 선행연구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지 않는 “직접처분주기”와

건식재처리를 통하여 금속핵연료를 만들어 고속로에 재활용하는 GEN-IV 원자로와

연계된 재순환주기인 “GEN-IV 핵연료주기”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 중에 있다.

나. 직접처분 주기(비순환 핵연료주기)

직접처분 주기는 그림 8.3과 같이,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

기간 중간저장한 후에 영구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8.3. 직접처분 주기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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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N-IV 핵연료주기(순환 핵연료주기)

GEN-IV 핵연료주기는 그림 8.4처럼 기존의 경수로, 중수로 외에 고속로

(Sodium Fast Reactor)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건식분리기술

을 이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초우라늄계열 원소들을 분리하고, 이를

GEN-IV 고속로에서 연소한다.

그림 8.4. GEN-IV 핵연료주기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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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별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전제

가. 평준화비용 산정방식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의 경제성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

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평준화비용 산정방식이다. 이 방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관련시설 및 활동으로서 중간저장, 수송, 재처리, 재활용, 방사성폐기물 처

분, 시설 폐지와 관련된 총비용을 추정한 이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

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용과 함께 동일 기간 동안 얻어지는 총생산량 혹

은 총수입을 동일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이

를 비용과 비교하여 전체 경제성을 평가한다. 계산 결과는 통상 $/kWh 혹은

$/kgHM 등으로 표시한다.

비용은 크게 현재 시점의 명목가치로 표현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할인하여 산정된 현재가치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미

래 발생할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데 용이하지만 각 대안별로

운영기간이 상이할 경우 이들 대안의 비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왜곡을 초래할 소지

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이한 기간의 운영조건을 가진 대안을 평가할 경우 현재가치

방식 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각 대안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명목가

치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용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Crawford and Wickham {4}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의 비용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의 비용

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관리대안별로 이들 비용 항목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면서

대안별로 주요한 불확실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였다.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1) 계획 및 허가취득 관련 비용 : 설비 건설과 관련 비용, 관계당사자에 대한

컨설팅과 대외협력 비용, 청문회 비용, 개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규제비용

2) 설계 및 건설 관련 비용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시설과 부대 관련 설비

의 설계 및 건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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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관련 비용 : 사용후핵연료 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비용, 중간저장 및

수송 비용

4) 폐기 및 폐쇄 관련 비용 : 시설의 폐기, 심지층 처분의 경우 처분자의 폐쇄

와 관련된 비용

5) 폐쇄 이후 관련 비용 : 시설 및 설비 폐쇄 이후 모니터링 및 감독 비용

6) 추가 비용 : 비상사태 발생 관련 비용, 복구, 보험, 환경 및 기타 사회적 소요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별로 비용 항목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외에

각 대안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의 기준은 각 대안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가 현재 추정치에 비해 큰 차이가 없

거나, 약간 크거나, 아주 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는 해당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이 이미 유사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불확실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는 해당 관리

대안에 대해 약간의 선행 경험이 있지만 운영 규모가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는 해당 관리대안에 대해 거의 선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는 비용 소요액이 추정치의 25% 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는 비용 소요액이 추정치의 100% 이상을 초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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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대 안

비 용  (십 억

파 운 드 )

위 험

정 도

1 중 간 저 장  : 지 상 , 중 앙 집 중 , 비 보 호 6.5 L

2 중 간 저 장  : 지 상 , 중 앙 집 중 , 보 호 12 L

3 중 간 저 장  : 지 상 , 현 재 위 치 , 비 보 호 7.5 L

4 중 간 저 장  : 지 상 , 현 재 위 치 , 보 호 14 .5 L

5 중 간 저 장  : 지 하 , 중 앙 집 중 , 보 호 7.5 M

6 중 간 저 장  : 지 하 , 현 재 위 치 , 보 호 12 .5 M

7 심 지 층  처 분 9.5 M

8
심 지 층  시 추 공  처 분

(고 준 위 폐 기 물 , 사 용 후 핵 연 료 , 플 루 토 늄 으 로  제 한 )
5 .5 H

9 단 계 적  심 지 층  처 분 13 M

10 지 표 층  처 분 , 현 재 위 치 , 보 호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 0 .2 L

11 지 표 층  저 장 , 현 재 위 치 , 보 호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 0.125 L

12 원 자 로  상 부 저 장 (중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 3 H

13 지 하 처 분 설 비 (중 저 준 위  방 사 성 폐 기 물 ) 0 .2 M

표 8.1. CORWM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별 비용 및 위험정도 평가 사례 [6]

2. 중간저장 방식

가. 개요

전 세계 439개의 원자로가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부지내의 저장수조에서 습식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습식저장의 경우 재배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장용량의 한계로 건식저장 형

태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식저장은 부지내독립저장이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규제 하에 두 가지 종류의 특정 부지에 따라 인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와 범용적

조건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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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볼 트 방 식

(M VDS)

모 듈 방 식

(N UHOM S)

저 장 전 용  용 기

(VSC-24)

겸 용  용 기

(CASTO R®

 V /21A )

설 계 수 명 최 소  20년 40년 50년 40년

저 장 연 료 경 수 로 경 수 로 경 수 로 경 수 로

저 장 용 량

(집 합 체 /모 듈 )
200 24 24 24

구 성 품

․연 료 취 급 장 비

․차 폐 저 장 튜 브

․운 반 용 기

․처 분 용 기

․운 반 차 량

․수 평 저 장 모 듈

․처 분 용 기

․운 반 용 기

․운 반 차 량

  (유 압 장 비 )

․취 급 장 비

․콘 크 리 트 용 기

․처 분 용 기

․운 반 용 기

․운 반 차 량

․취 급 장 비

․저 장 /운 반 용 기

․운 반 차 량

․취 급 장 비

저 장 방 식 저 장 전 용 (수 직 ) 저 장 전 용 (수 평 ) 저 장 전 용 (수 직 )
수 송 /저 장 겸 용

(수 직 )
연 소 도

(M W d/M TU )
33 ,000～ 40 ,000 62 ,000 60 ,000 60 ,000

냉 각 기 간 5년 3년 5년 5년

농 축 도

(% w t)
3 .3～ 4 .0 5 .0 5 .0 5 .0

용 기  열 용 량

(kW /24집 합 체 )
24 40 .8 24 34

중 량 - 100 .5톤 110톤 108톤

크 기

․길 이  : 23  m

․폭    : 19  m

․높 이  : 27  m

․길 이  : 6  m

․폭   : 2 .6  m

․높 이  : 5 .2  m

․높 이  : 5 .2  m

․직 경  : 3 .35  m

․높 이  : 4 .9  m

․직 경  : 2 .4  m

표 8.2. 대표적인 건식저장 방식 특성 분석 [7]

그림 8.5. 건식저장 용기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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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수직형 건식저장 용기

그림 8.7. 수평형 건식저장시설 건설장면

그림 8.8. 수평형 건식저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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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NAC-UMS 용기 저장 시스템의 주요 부분

OD 1.70m OD 2.12m OD 3.45m Sq. foot 4.5 x 4.5m

Ht. 4.84m ID 1.72m ID 1.89m OD 4.20m

Wt. 16.65t Ht. 5.13m Ht. 5.70m Wall thick. 0.35m

Wt. 46.18t Wt. 112.73t Ht. 6.03m Wt. 81.20t

주: OD, ID, Ht는 각각 외부직경, 내부직경, 높이 등을 의미

나. 부지내 건식저장설비 비용 구성

초기비용은 설계, 엔지니어링,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허가, 장비, 초기 저장

패드 건설, 안전시스템, 그리고 시동테스트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신규로 부지내 건식저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은 사용후핵연

료의 양에 관계없이 8∼12백만 달러로 추산 [8]하고 있다.

용기 저장시스템 및 탑재 비용은 용기 비용, 추가적인 패드, 노임, 해체 및 소모

성 자재 등을 포함한다. 건식저장에 사용되는 용기의 비용은 사용되는 용기의 형태,

저장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 설비의 개조, 건식저장 시스템의 규모 등에 좌우된

다. 여기에 제시된 건식저장 용기 비용은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공급

사가 제공한 이미 공개된 내용과 별도의 추가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운영비용은 통상 크게 소요되지 않는데,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가 해당 설비에 요구하는 보안 및 안전 감시를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 원자

로 운영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부지내 독립저장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비용은 원자

로 운영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부지내 독립저장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

비용은 연간 0.75백만 달러로 추산 [8]된다. 부지내 독립저장 시설의 경우 운영비용

은 저장시설 자체에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비용을 상승하였으며,

폐쇄된 원자로 부지에서 부지내 독립저장하는 경우 운영비용은 연간 2∼4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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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산 [9]된다.

다. 건식저장 비용 관련 공개 정보

노임, 소모재, 해체 등을 포함한 건식저장 용기의 구매 및 탑재에 소요되는 비

용은 사용후핵연료 중금속 형태 킬로그램당(kgHM) (2000년 명목달러 기준) 60∼80

달러로 추산 [8] 된다. 원자로가 가동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원자로 수명기

간 동안 발생된 1,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40년 수명기간 동안 (할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된 건식저장 비용은 대략 120백만 달러 혹은 $120/kgHM 수준

이다.

원자로가 폐쇄된 경우 할인되지 않은 40년 동안 건식저장 비용은 대략 250백만

달러 혹은 $250/kgHM 수준이다. 이러한 건식저장 비용을 40년간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데, 이유는 초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이다. 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운영중인 원자로에서 건식 부지내 독립저장하는

경우 $100/kgHM, 폐쇄된 원자로의 경우 $160/kgHM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비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건식 부지내 독립저

장의 경우 톤당 100 만 달러의 건설비가 요구된다.

일본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의 2003년

건식저장 형태의 중간저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표 8.3과 같이 콘크리트와 금속 용기

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용 기  형 태
사 용 후 핵 연 료  

어 셈 블 리  형 태 , 규 모
비 용 (천 불 )

단 가 ($ /kg H M )

가 압 경 수 로 /비 등 형

경 수 로
수 직 콘 크 리 트

(저 장 전 용 )

24 /5 2  가 압 경 수 로 / 

비 등 형 경 수 로
350 30 /36  

수 평 콘 크 리 트

(저 장 전 용 )

24 /5 2  가 압 경 수 로 / 

비 등 형 경 수 로
500 42 /51  

금 속

(저 장 전 용 )

24 /5 2  가 압 경 수 로 / 

비 등 형 경 수 로
750∼ 150 0

6 3 /77

12 5 /15 4   

금 속 (운 반 /저 장  겸 용 ) 26  가 압 경 수 로 1000∼ 150 0
77

11 5  

표 8.3. 콘크리트와 금속 용기의 비용 비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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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습식저장 및 건식저장 비용 비교

저장수조에서의 습식저장과 관련된 비용은 초기 원자로 설계 및 건설에 소요되

는 자본비용에 포함되고,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분할 처리되는 방식이다. 대부분

의 습식저장의 경우 비용이 분할 처리되는 반면 건식저장은 신규로 건설되는 형태

이기 때문에 기존 저장수조에서의 습식저장과 관련된 연간 운영 및 유지비용을 건

식저장설비 건설비용의 연간 분할비용과 연간 운영비용 합계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일반적으로 습식저장의 운영 및 유지비용은 건식저장비용에 비해 높은데, 습식

저장의 경우 냉각 및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간으로 일정 수준의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폐쇄된 캘리포니아 Rancho Seco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는 1994년 연구에

서는 습식저장 비용을 연간 10.6백만달러로 추산 [11]된다.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발전회사는 Transnuclear의 NUHOM 부지내 독립저장시설을 도입

하였고, 사용후핵연료를 운반 및 건식 부지내 독립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2.4백만 달러를 소요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10년 감가상각 기간 동안 5%의 할

인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연간 분할하였는데, 여기에다 연간 운영비용을 합산할 경

우 건식 부지내 독립저장 비용은 연간 4.2백만 달러, 습식부지내 독립저장 비용은

연간 10.6백만 달러로 추산된다. 따라서 폐쇄된 원자로의 건식저장 비용은 습식저장

비용에 비해 2.5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Bunn, et al.[12]의 연구에서는 중앙집중식 시설에서 5,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54년 기간 동안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비용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 습식저장 : $396/kgHM(대략 $0.00115/kWh)

- 건식저장 : $238/kgHM(대략 $0.00070/kWh)

마. 별도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

표 8.4에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공급사가 제시한 건식저장의 용

기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지 않지만, 가

압경수로와 비등형경수로 대상으로 산출된 단가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제시

된 비용 범위를 포함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용기 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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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소 원 자 로 공 급 사 호 기 , 모 델 계 약 일
비 용

(백 만 달 러 )

단 가
(백 만 달 러 /

기 )

단 가 (달 러 / 
kgHM )

Ind ian    

Po in t 2

가 압 경

수 로
Ho ltec

45기

M PC-32

H I-STO RM

2003 40 0 .9 55 .6

Co lum b ia
비 등 형

경 수 로
Ho ltec

22기

M PC-68

H I-STO RM

1999 25 1 .1 89 .4

Po in t   

Beach

가 압 경

수 로
TN

36기

N UHO M  32  

PT

2001 45 .8 1 .3 79 .5

D uane    

A rno ld

Ene rgy    

Cen ter

비 등 형

경 수 로
TN

10기

N UHO M  

61BT

1999 14 1 .4 122 .7

M a in    

Yankee

가 압 경

수 로
N AC

64기

N AC-UM S
2000 64 .3 1 .0 --

Ene rgoatom

Ukra ine

가 압 경

수 로

(VVER )

Ho ltec
94기

H I-STO RM
2005 150 1 .6 --

Ko zloduy

Bu lgaria

가 압 경

수 로  

(VVER )

2800  

VVER-400  

assem b lies

2004
49

백 만 유 로
-- 204 .1 *

Ch in shan    

Ta ipow er

비 등 형

경 수 로
N AC

25기

N AC-UM S
2005 -- -- 94 .0

표 8.4. 미국 공급사가 제공한 건식저장설비의 가격 비교 [10]

주: 환율은 1유로 = 1.4달러 가정

바. 습식저장 및 건식저장 비용 비교 결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습식저장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건식저장 방식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건식저장 방식은 현재 미국에

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문으로, 용기는 사용 이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갱신옵션과 함께 20년간의 인허가를 받는다. 건식저장 비용

은 사용후핵연료의 양에 관계없이 거의 고정되는 초기비용, 특정 부지와 저장 조건

에 따라 좌우되는 용기 시스템 구축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조사를 통해 입수된 용기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

으로, 미국에서 상용화된 용기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구형 모델(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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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O V/21 및 VSC-24)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미 공급사들은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구형 모델 관련 설계를 이미 다른 설계사에게 양

도하였거나 기존 구형 모델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식저장 비용의 단가는 최근의 비용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80

∼120달러/kgHM로 추산된다. 또, 24개 가압경수로 혹은 56개 비등형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비용이 1.0∼1.5백만달러로 추산되며, 특정 부지나

저장 조건에 따라 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 원자력연구원 [7] 보고서에 제시된 비용 산정

Case에 따라 각 부지별 저장 용량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저장용량 변화는 저장

비용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성 분석 시 일반적으로 용량에 따른 비용은 다

음과 같은 지수함수를 이용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ENVI 프로그램 입력 모델링에

서 x 값을 0.6으로 가정하고 용량변화에 따른 원가계산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CR은 용량 SR에 대한 비용이며 C는 구하고자 하는 용량 S에 대한

비용이다. 소요면적 계산 결과를 근거로 1 제곱평방 미터당 일률적인 토지 보상비

값으로 가정된 36,000원을 곱하면 표 8.5와 같이 부지가격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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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 장 방 식 건 물 부 지 시 설 부 지
중 간 저 장

시 설 부 지

CASE 2

고 리

(신 고 리 )

습 식 0.33  28 114

건 식

M VDS 6.12  39 125

N UHO M S 6.20  39 126

VSC-24 6 .63  41 127

CASTO R V /21A 4 .65  35 121

영 광

습 식 0.14  26 112

건 식

M VDS 2.49  29 115

N UHO M S 2.53  29 115

VSC-24 2 .70  30 116

CASTO R V /21A 1 .89  27 113

울 진

(신 울 진 )

습 식 0.36  28 114

건 식

M VDS 6.71  41 127

N UHO M S 6.79  41 127

VSC-24 7 .26  42 128

CASTO R V /21A 5 .09  37 123

월 성
습 식 0.66  30 116

건 식 M ACSTO R/KN -400 2 .78  30 116

신 월 성

습 식 0.09  25 111

건 식

M VDS 1.65  26 112

N UHO M S 1.67  26 112

VSC-24 1 .79  26 112

CASTO R V /21A 1 .25  24 110

표 8.5. 저장용량 초과분 기준 저장방식별 부지매입비용 (단위: 억원)

주: 부지내 독립저장 가정

위의 식을 이용하면 한수원 평가 시에 사용한 5,000MTU 용량의 저장단가를 기

준으로 한 용량별 저장단가의 변화는 표 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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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M TU ) 단 가 (비 율 ) 용 량 (M TU ) 단 가 (비 율 ) 용 량 (M TU ) 단 가 (비 율 )

30 00 1 .3 2 1 2 ,00 0 0 .6 2 2 1 ,00 0 0 .4 6

4 0 00 1 .1 3 1 3 ,00 0 0 .5 9 2 2 ,00 0 0 .4 5

5 0 00 1 .0 0 1 4 ,00 0 0 .5 7 2 3 ,00 0 0 .4 4

6 0 00 0 .9 1 1 5 ,00 0 0 .5 5 2 4 ,00 0 0 .4 3

7 0 00 0 .8 3 1 6 ,00 0 0 .5 3 2 5 ,00 0 0 .4 2

8 0 00 0 .7 7 1 7 ,00 0 0 .5 1 2 6 ,00 0 0 .4 1

9 0 00 0 .7 3 1 8 ,00 0 0 .5 0 2 7 ,00 0 0 .4 0

1 0 ,0 00 0 .6 9 1 9 ,00 0 0 .4 8 - -

1 1 ,0 00 0 .6 5 2 0 ,00 0 0 .4 7 - -

표 8.6. 용량에 따른 습식저장시설 건설비 단가의 변화

Wisconsin PSC는 건식저장에 대한 방식별 비용을 분석하였는데, 운전중인 원

전의 부지내 독립저장(1995년부터 15년간 저장) 분석결과 1994년 불변가격 기준으

로 저장방식별 중간저장시설 건설비 단가는 표 8.7과 같다.

방 식 V SC -2 4
N U H O M S

-2 4P
TN -2 4 TN -4 0 N A C -1 2 8

C a s to r

V -2 1
용 기 당

단 가
$300 ,0 0 0 $3 8 0 ,00 0 $9 0 0 ,00 0 $ 70 0 ,0 00 $ 1 ,04 0 ,0 00 $ 8 00 ,0 0 0

톤 당

단 가
$35 ,00 0 $ 3 8 ,00 0 $6 2 ,0 00 $4 0 ,0 00 $ 68 ,0 0 0 $ 57 ,0 0 0

표 8.7. 건식저장방식별 단가

일본에서도 무츠시 비용 평가를 위해 5,000톤 규모 중간저장 시설 비용을 산정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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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항 목

금 액

(억 ￥ , 1 99 8 )

달 러  환 산  금 액

(백 만 $ , 19 9 8 )1 )

습 식 방 식 용 기 방 식 습 식 방 식 용 기 방 식

 자 본 비 용

   -  건 설 비

   -  용 기 구 입 비

   -  해 체 비

1 ,5 6 1

1 ,3 2 8

1 0 0

1 3 3

1 ,3 10

1 05

1 ,1 95

10

1 ,19 2

1 ,01 4

7 6

10 2

1 ,0 01

8 0

9 13

8

 운 전 비 1 ,3 9 5 2 38 1 ,06 6 1 82

 운 반 비 41 60 3 1 4 6

합  계 2 ,9 9 7 1 ,6 08 2 ,28 9 1 ,2 29

표 8.8. 일본의 5,000MTU 용량의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저장비용

한수원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자료와 국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8.9에 요약된 바와 같이 단위 MTU당 건식저장 방식의 건설단가를 예비 산정하고,

이외에도 운영비, 폐쇄비 등 제반 사업 경비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옵션별 경제성 분석용 입력 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결과만 나타내었다.

저 장 방 식 볼 트 모 듈 저 장 전 용 용 기
운 반 /저 장

겸 용  용 기
건 설 비  단 가

(백 만 원 /M TU )
46 .3 50 .1 46 .1 75 .1

건 설 비 (억 원 ) 2 ,5 40 2 ,7 50 2 ,5 30 4 ,1 20

표 8.9.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방식별 건설단가 (용량 5,490MTU 기준)

아. 김형준 외 연구논문 [13]에 제시된 비용 산정

비용 관련 자료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건설비는 다시 직접비(저

장 관련 설비, 수송 관련 설비, 특수 장비, 공동부대공사 등)와 간접비(설계, 인허가

비용 등)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 가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2006년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계획된 원전만 고려하고, 과거 실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중간저장 용량은 부지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최대한 확장

한 후 초과되는 사용후핵연료를 2050년까지 저장할 경우 별도로 저장되어야 할 용

량으로 가정하였다. 비용계산 기준연도는 2007년도, 할인율은 5%로 가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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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로 사용된 세부항목별 비용단가는 미국 원자력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인

JAI [14]의 자료를 기본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중간저장 비용 산정 결과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2050년까지의

부지내 독립저장 시설 저장량은 고리부지 1,938톤, 영광부지 2,405톤, 울진부지

3,994톤으로 계산되고, 이러한 저장량에 따른 추정비용은 표 8.10과 같다.

구 분 수 평 콘 크 리 트  모 듈 금 속  용 기 저 장 /수 송  겸 용

2 ,0 00톤 121 19 5 14 3

2 ,4 00톤 113 18 1 13 3

4 ,0 00톤 97 165 11 7

표 8.10. 저장용량에 따른 중간저장 추정비용 (단위 : $/kgHM) [13]

기존 문헌조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비용 측면에서 습식저장에 비해

건식저장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건식저장 방식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되었다. 저장기간과 저장물량 등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결과, 최소 $97/kgHM에서 최대 $195/kgHM까지 큰 폭이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변동성은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제조건과 입력된

세부항목별 비용자료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처리/재활용 및 영구처분 방식

가. 순환주기 및 비순환주기 경제성 관련 연구결과 정리

OECD/NEA 연구 [15]는 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일종의 교과서적 성격

을 지는데, 다른 연구와 달리 후행핵연료 주기 부분만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선행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전체 핵연료주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

하면, 순환주기 비용은 $0.00623/kWh, 비순환주기 비용은 $0.00546/kWh로 비순환

주기가 순환주기에 비해 약간 유리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vard 대학 연구 [16]에서는 순환주기 비용은 $0.022/kWh, 비순환주기 비용

은 $0.005/kWh로 비순환주기가 순환주기에 비해 4배 이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순환주기 옵션이 비순환주기 옵션에 비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우라늄 정광가

격이 $370/kgU 이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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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AREVA사가 미국의 BCG에 의뢰한 Boston Consulting Group 연구

[17]에서는 순환주기 비용은 $520/kgHM, 비순환주기 비용은 $500/kgH으로, 순환주

기와 비순환주기의 경제성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Keystone Center 연구 [18]에서는 이전 Harvard 대학 연구 [16]를 최근 상황에

맞게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재평가한 것으로 이전 보고서에 비해 두 옵션 사이의 경

제성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순환주기 비용은

$0.034/kWh, 비순환주기 비용은 $0.014/kWh으로, 비순환주기가 순환주기에 비해 2

배 이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평 가 연 도
평 가  결 과

순 환 주 기 (A ) 비 순 환 주 기 (B ) 비 율 (A /B )

O EC D /N EA 1994 $ 0 .00 6 23 /kW h $0 .00 5 46 /kW h 1 .1 4

H a rv a rd  대 학 2003 $0 .0 2 2 /kW h $0 .0 0 5 /kW h 4 .4 0
B o s to n  C o n su lt in g  

G ro u p
20 06 $5 2 0 /k g H M $500 /k g H M 1 .0 4

K ey s to n e  C en te r 2 0 07 $0 .0 3 4 /kW h $0 .0 1 4 /kW h 2 .4 3

표 8.11. 순환주기 및 비순환주기 관련 기존 연구결과 [19]

시카고대학 보고서 [20]에서는, 영구처분의 비용을 영구저장 시점까지 부지내

저장비용과 영구처분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 8.12와

같이, 이런 방식의 후행핵주기 비용은 $1.10/MWh로 추정되는데, 원전 전체 생애주

기비용의 대략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핵연료주기 비용에서 여하한 차이는

원전 경제성의 주요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처 분  방 식 비 용

임 시  부 지 내 저 장 0 .0 9

영 구 처 분 (유 카 산  사 례 ) 1 .0 0

합 계 1 .0 9

표 8.12. 시카고대학 보고서의 처분비용 (2003년 달러/MWh)

나. 유카산 영구처분 사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역사가 길며 사용후핵연료의 지층처분에 대해 가장

먼저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국가이다. 1985년에 개정된 저준위 핵폐기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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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법에서는 주정부가 아니라 에너지부가 3등급을 넘어서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1991년에 에너지부는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3단계의 전략을 수립하였

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에 에너지부가 소유한 시설에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는 중

앙집중적인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별도의 처분시설을

만들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에너지부에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을 설치해 민간 핵폐기물과 관련된 사

안을 조정하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의 장기간 관리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

며 비용 사용의 적정성 평가와 비용적립 및 기금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향후 유카산에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분이 이루어지기까

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유카산 처분시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저장수조가 포화되고 있거나 저장수조를 폐

쇄하고자 하는 전력회사들은 대신 원전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고자 할 것

이고, 더 많은 원자로가 폐쇄되면 될수록 더 많은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

인데,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 처

분시설이 만들어진다면 핵폐기물은 트럭이나 기차 혹은 배로 운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송이 사고나 사보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수송경로를 끼고 있는 지역사회의 반

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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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유카산 처분장 위치

그림 8.11. 유카산 처분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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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2. 유카산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 시스템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은, 표 8.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5월 미국의 사

용후핵연료와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련된 전체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여기서

는 전생애비용을 사용하였다. 전생애비용 추정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투여

된 비용과 함께 2133년 유카산 처분장의 폐쇄 시까지의 예측 비용을 고려하였다.

이전 2001년에도 2000년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결과를 갱신하였다. 1983년부터 2133년까지 150년

동안의 전생애비용은 2007년 명목가격 기준으로 961.8억달러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2000년 명목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793.4억달러에 비해 상당 부분 증가한 상태이며,

이러한 비용 차이는 표 8.14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비용 평가에서 향후 발생할 상업용 및 국방용 사용후핵

연료와 핵폐기물의 물량은 122,100MTHM(metric ton heavy metal)이고, 이 가운데

상업용에 해당되는 물량은 109,300MTHM로 추정된다. 따라서 MTU당 전생애비용

단가는 2000년 명목가격 기준으로 0.650달러, 2007년 명목가격 기준으로 0.788달러

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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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항 목
역 사 적  비 용

(198 3∼ 2006 )

미 래  비 용

(20 0 7∼ 2133 )

전 체  비 용

(19 8 3∼ 2006 )
처 분 장 8 ,17 0 4 5 ,22 0 5 3 ,39 0

수 송 640 16 ,07 0 1 6 ,71 0

프 로 그 램  운 영 2 ,36 0 6 ,88 0 9 ,24 0

합 계 11 ,17 0 8 2 ,64 0 7 9 ,34 0

표 8.13. 2000년 명목가격 기준 2007년도 전생애비용 (단위: 백만달러)

비 용  항 목
역 사 적  비 용

(198 3∼ 2006 )

미 래  비 용

(20 0 7∼ 2133 )

전 체  비 용

(19 8 3∼ 2006 )
처 분 장 9 ,91 0 5 4 ,82 0 6 4 ,73 0

수 송 780 19 ,48 0 2 0 ,25 0

프 로 그 램  운 영 2 ,86 0 8 ,34 0 1 1 ,20 0

합 계 13 ,54 0 8 2 ,64 0 9 6 ,18 0

표 8.14. 2007년 명목가격 기준 2007년도 전생애비용 (단위: 백만달러)

미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과 관련해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원전에

서 발전된 전력 1 kWh에 대해 0.1센트의 부과금을 발전회사로부터 징수하며,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핵폐기물기금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다. 그림

8.21은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의 예산 요청에 대해 실제 의회의 승인된 금액과 연

간 부과금 및 이자발생분을 함께 보여준다.

그림 8.13. 미국 핵폐기물기금 예산 요청 및 승인액

다. 재처리 경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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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우라늄 가격과 혼합산화물핵연료

제조비용의 불확실성이 크다. 우라늄은 국제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혼합산화물핵연료 제조의 경우 현재 대규모 상용시설이 불충분

하여 전문가들에 따라 비용단가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8.15는 이들 항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라늄 비용이 증가할수록, 혼합산화물핵연료

제조비용이 감소할수록 플루토늄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혼 합 산 화 물  핵 연 료  

제 조 비

우 라 늄  비 용

500

$/kgHM

750

$/kgHM

1,000

$/kgHM

1 ,250

$/kgHM

1 ,500

$/kgHM

1 ,750

$/kgHM

50$/kgU 22 .2 16 .8 11 .4 6 .0 0 .5 -4 .9

75$/kgU 27 .3 21 .9 16 .4 11 .0 5 .5 -0 .9

100$/kgU 32 .3 26 .8 21 .4 16 .0 10 .6 0 .5

125$/kgU 37 .3 31 .9 26 .4 21 .0 15 .6 10 .1

표 8.15. 플루토늄 가치 민감도 분석 (단위: 조원) [4]

플루토늄 가치의 계산방법은 몇 가지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다. 우선 Pu를 생산

하는데 드는 비용 즉, 재처리 비용은 실제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재처리는

화학공정이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며 그 규모는 대략

80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우가 상용재처리 공장의 규모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경

수로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합쳐야 연 800톤 규모에 이르지만 중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경수로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한다는 원칙

을 오래 동안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롯카쇼무라에 건설한 재처리 공장의 경제성

평가를 미뤄오다 2004년에 비로소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는 직접처분에 비해서 경

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투자한 규모가 워낙 커서

재처리를 포기할 경우, 정책전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재처리를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하버드 대학 보고서 역시 우라늄 가격이 당시 가격의 열배 정도 되어야

재처리가 경제적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라늄 가격은 2007년 초반, 2004년에

비해 4배 정도(kg당 약 200달러) 오른 값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인도의

원전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는 재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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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포함하여 원자력의 전체 생애주기비용과 처분비용 등을 고려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별 경제성 분석 요약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 추정의 불확실성, 평가 대상기간

의 장기성, 적용 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계산결과의 변동성 등 다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상이할 뿐 아니라 정량적인 결과치 또한 큰 편차를 보

인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비순환주기 옵션(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이 순환주기 옵션

(재처리/재활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비순환주기 비용산정의 표준이 되고 있는 미국 유카산 처

분장의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후행핵연료주기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라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순환주기의 경제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2월 미국이 지금까지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직접처분 정책에서 재처리/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

자로 한 ‘국제원자력협력체제(GNEP)’ 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은 향후 순환주기와 비

순환주기 옵션의 경제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순환주기 대안으로서 중간저장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개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습식저장에 비해 건식저장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습식저장 : $396/kgHM(대략 $0.00115/kWh)

- 건식저장 : $238/kgHM(대략 $0.00070/kWh)

기존의 공개된 연구에서는 비용 평가를 위한 전제조건과 평가방식에 따라 크게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추정치 보다는 실제로

공급사가 제시한 단가가 관련 정보가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국 공급사가 제시하는 건식저장 비용의 단가는 (최근의 비용 상승분을 감안하

더라도) 80∼120달러/kgHM로 추정되고, 특정 부지나 저장 조건에 따라 비용은 상

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간저장 방식별로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비용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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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추정치 보다는 훨씬 좁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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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진국의 재원조달 및 관리7)

1. 해외 사례

가. 미국

핵폐기물정책법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비용은 폐기물을 발생

시킨 세대에서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소유자와 발생자에게 부

과되는 적립기금은 계약을 통해 명시되어 있으며, 핵폐기물기금은 미국 재무부의

별도회계에 적립되며 에너지부가 관리 행정을 맡는다. 그러나 에너지부 방폐물관리

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만 기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전체 기금은 현재

의 경비가 아닌 미래의 장기 처분비용을 충당을 위해 미국 재무부의 보호아래 전략

적으로 관리된다.

수정 핵폐기물정책법(1987)에 따라 민간 폐기물과 군수부문 폐기물이 동일 시설

에 처분될 것이므로 두 부문은 각각의 폐기물 발생비중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처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민간 원전사업자들이 지불해야할 핵폐기물 기금은

0.1센트/kWh이며, 매년 적립되는 기금과 투자수익의 합계는 연평균 미화 10억 달러

수준이며, 지난 1983년 기금 적립을 개시한 이후 2003년 말까지 적립총액은 미화

210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약 60억 달러가 지출되어 약 150억 달러가 적립되어 있

다. 최근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이 적립금은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이 산정한 처분

소요비용 미화 960억 달러를 충당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캐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포함한 캐나다의 모든 원자력 사후처리비용은 핵안전위원

회(CNSC)가 각 원전사업자들이 적절히 지불하거나 지불을 보장하도록 규제하고 있

다. 원전사업자들의 사후처리비용 지불에 대한 핵안전위원회의 이 같은 규제권한은

핵안전 및 통제법(NSCA 1997)에 구체적으로 규정(NSCA, Section 24)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핵안전위원회는 각 원전사업자들의 발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

설의 인허가조건으로서 사후처리예산을 재정적으로 보증한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핵안전위원회가 규제하는 원전사업자들의 사후처리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한다. 우선 핵연료폐기물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원전사업자들은 매년 지정된 신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4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4]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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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관에 핵연료폐기물기금을 지불해야 하며, 둘째 모든 원전사업자들은 해당 주정

부와 기금협약을 체결하고 자사회계와 분리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폐로기금을 조

성하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원전사업자들은 주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제3의 신탁

기관에게 적립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각 원전사업자들은

핵안전위원회의 요구하는 기금적립 수준과 각 사업자들의 사외기금 및 핵연료폐기

물기금 합계 사이의 금전적 차이에 대한 충당을 보증하도록 주정부와 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 이러한 보증규모는 각 사외기금 및 신탁기금이 실제로 적립됨에 따라

감축된다. 표 8.16은 캐나다 사후처리기금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폐 기 물  발 생 기 관 기 금  명 목 적 립  액 수 연 간 적 립

온 타 리 오  전 력

온 타 리 오  핵 기 금 (O N FA ) 5 2 .96 4 .00

온 타 리 오 주  보 증 15 .1 -

핵 연 료 폐 기 물  신 탁 기 금 (N FW A ) 8 .0 7 1 .00

하 이 드 로  퀘 벡  전 력

주 정 부  보 증  : 폐 로 2 .0 5 -

주 정 부  보 증  : 핵 연 료 처 분 3 .2 0 -

핵 연 료 폐 기 물 기 금 (N FW A ) 0 .2 8 0 .04

뉴 브 런 즈 윅  전 력

폐 로 기 금 0 .7 6 -

사 용 후 핵 연 료 기 금 1 .0 5 -

핵 연 료 폐 기 물 기 금 (N FW A ) 0 .2 8 0 .04

캐 나 다 원 자 력 공 사
연 방 정 부  보 증 완 료 -

핵 연 료 폐 기 물 기 금 (N FW A ) 0 .1 5 0 .02

표 8.16. 캐나다의 원자력 사후처리기금 내역 (2005.1. 기준, 억달러) 

NWMO는 캐나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및 폐로 처분책무의 90%에 대

해 책임이 있는 OPG가 부담할 처리비용을 2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비용을 현재

가치로 산정할 때 85억 달러이며, 2005년 9월 현재 온타리오전력이 원전사후처리기

금(Ontario Nuclear Funds)으로 적립한 금액은 66억 달러에 달한다. 매년 약 5억

달러 (ONFA 4억달러, 핵연료폐기물기금 1억 달러)의 현금이 적립되는 상황을 감안

할 때 향후 3년내 기금적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도 과거에는 이 같은 원전사후처리예산을 원전사업자의 내부회계로 관리

했으나 지난 1999년 OPG와 온타리오주정부간의 핵연료기금협약(ONFA)을 필두로

기금화되기 시작하였다. 기금의 관리는 천연자원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며 오직

NWMO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 같은 제도적

개혁과 안정적 예산의 확보를 통해 원전사후처리비용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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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신뢰를 구축하였다.

다. 영국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같이 국영 원전기업의 내부회계

로 원전사후처리예산을 운영해온 사례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중앙전력공사(CEGB)가 사후처리예산을 내부회계로

운영하다가 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예산의 과소산정과 납세자들의 이중부담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영국의 전기소비자들은 영국중앙전력공사의 민영화 이전인 지난 1989년까지 충

당금형태로 이미 약 76억 파운드(당시 금액 38억 파운드)를 표 8.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불한 상황이었으나 이 충당금은 민영화과정에서 공중분해되었다. 민영화과

정에서 투자자들이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과거 국영체제하에서의 산정

수준보다 기관에 따라 3~10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CEGB는 이러한 부채를

해소할 여력이 없었고, 이 부채를 승계할 투자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장부상의

충당금은 공중분해되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사후처리비용으로 원전구매를 꺼리자

영국정부는 1990~1998년 기간 동안 사후처리 충당금을 복구하기 위해 전기소비자들

에게 전기요금의 10% 수준에 달하는 화석연료세를 부과하여 약 80억 파운드를 적

립하였다.

영국의 사례는 원전사업자가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원전사후처리예산

을 회계장부상으로만 관리하게 될 경우 인수합병, 도산, 원전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

하게 되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또한 기금화하더라도 BE사처럼 원자력사업자가 중

도에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에 기금적립을 완료하게 만

드는 것이 납세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 간 금 액 명 목 관 련  수 혜 기 업

~ 1989 7 6억  파 운 드 8 ) L ia b ility  In te rn a l A c co un t C EG B , S S E B 9 )

1 99 0~ ’98 8 0억  파 운 드 Fo ss il F u e l L e v y N u c le a r E le c tr ic

20 0 4 4 0억  파 운 드 BE  R e s tru c tu r in g  A id B r it ish  En e rg y

표 8.17. 영국 납세자들의 원전사후처리예산 중복지불내역

8) 1989년 당시 충당금의 명목가치는 38억 파운드이지만, 지난 16년간 이자율 등을 감안할 경우 하더라도 현재

의 가치는 76억 파운드 정도임(Thomas, 2004)

9) 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on Board, SSEB: Southern Scottish Electrici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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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국내 한수원과 유사하게 지금까지 원전사후처리예산을 충당금으로 운영하는 프

랑스전력공사(EdF)는 이 예산의 대부분을 해외 원전매수 등 경영활동에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dF는 그동안 국가독점 전기사업자라는 안정적 지위를 누리면서 원

전사후처리예산을 이처럼 자유롭게 운용해왔으나, 최근 EdF의 부분민영화가 추진되

는 과정에서 원전사후책무의 부담과 관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동안 EdF가 충당금 형식으로 사후처리예산을 운영해온 결과 원전사후책무와 그 책

무에 대한 EdF의 지불 능력간 격차는 무려 230억 유로(약 26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되어, 최근 프랑스 감사원은 EdF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관리에 대해 회계관리의 투

명성 결여, 원전설계수명의 임의적 변경, 국가 책무의 불분명한 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감사원은 현재의 예산관리방식으로 과연 EdF가 미래에 발

생할 원전사후처리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강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프랑스 감사원의 이 같은 우려는 EdF 경영진의 태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

황이다. 실제로 EdF 경영진은 BE사가 영국정부로부터 40억 파운드의 원전사후처리

기금 결손분을 지원받은 사례를 근거로 EdF의 (부분) 민영화시 원전사후처리예산의

책임을 정부에게 이월시킬 방침이다. EdF는 경쟁적인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업을 원

활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사후처리책무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원전사업자가 원전사후처리예산을 충당금형

식으로 기업내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력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게 이의 기금화를 촉구하였다. 유럽의회는 관련예산이 기업의 충당금 형식

으로 관리될 경우,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원전사업자, 천

연가스발전 등 처분시 별도비용이 필요 없는 전기사업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경제

적 이익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마. 스웨덴

스웨덴은 원자력법(Nuclear Activities Act)외에도 별도로 사용후핵연료재정법

(Financing for Spent Nuclear Fuel Act)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규정하고 있

다. 이 법에서 관리처분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금융법에 따라 핵폐기물기금위원회

(Board of Nuclear Waste Fund)가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은 지

난 1981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 폐로, 전담기구의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 핵폐기물기금을 조성해왔다. 안전규제기관인 SKI는 매년 SKB가 제출하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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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평가한 후 다음해 원전사업자가 지불해야할 처분요금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

다.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동 기금은 스웨덴 국공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국채관리

소(National Debt Office)에 적립하였으며, 지난 2002년 이후부터 동기금은 모두 일

반 국공채의 성격으로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다. 정부감독기구인 스웨덴 핵폐기물

기금위원회는 모든 기금의 자산이 장기간동안 적절한 투자보수율과 적절한 유동성

을 유지해야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2003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의 규모는 약 326억

스웨덴 크라운으로 보고되었다.

바. 스위스

스위스 법에 따라 원전사업자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중간저장, 전담기구

의 연구개발 비용을 원전 운영예산으로 지불하나, 원전의 설계수명 종료뒤 발생하

는 원전 해체철거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모든 방폐물의 관리처분 비용은 각

각 별도의 폐로기금과 방폐물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스위스 환경․교통․에

너지․통신부가 임명한 방폐물관리위원회는 이들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스위스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방폐물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관

리10) 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처분 예상비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며, 지난 2001년

평가결과는 중저준위,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을 위한 비용으로 총 120억

스위스 프랑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 말까지 원전사업자들이 납부

한 방폐물 처분기금은 이미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필요기금의 50%수준인

약 63억 스위스 프랑이다.

사. 일본

일본은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

금)을 조성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재정자원으로 적립하고 있다.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RWMC)는 동 기금을 원전사업자의 도산이나 과도

한 부채로부터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업자로부터 분리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동 기금의 적립을 위해 원전사업자들이 매년 기금을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 및 에너지 자문위원회의 산정에 따르면 미래에 총

40,000 처분용기의 고준위방폐물을 처분하는 데에 약 3조엔(0.13엔/kWh 해당)이 소

요될 전망이다.

10) 한편 원전해체철거(폐로)예산의 경우 지난 1984년 별도로 조성된 폐로기금에 의해 2000년 현재까지 총 예상

비용의 50% 수준인 약 9.4억 스위스 프랑이 적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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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RWMC)가 원전사업자로부터 납부받

아 적립해 온 방폐물 최종 처분 기금규모는 표 8.18에 요약된 바와 같이 2006년 말

기준 약 5,048억엔 수준이다.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매년 적립되는 기금규모는 약

7백억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적립금의 50%는 중앙정부 공채, 20%는 지방정

부 공채 등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받고 있다. 또한 원자력환경정비촉

진자금관리센터는 매년 핵폐기물관리기구에 처분관련 연구개발 및 부지선정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밖에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립은 2005년말 현재 약 1조

384억엔에 이른다.

구 분 2004 20 0 5 2 0 06 (추 정 )

적 립 금 365 ,2 4 8 4 32 ,5 1 1 5 04 ,8 3 2

핵폐기물관리

기구 지불
-1 8 ,30 2 -2 3 ,01 0 -3 0 ,37 3

이 자  등 + 9 ,6 17 + 14 ,08 9 + 19 ,50 3

합 계 356 ,5 6 3 4 23 ,5 9 1 4 93 ,9 6 3

표 8.18. 최종처분기금 적립추세 (단위: 백만엔) 

2. 선진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 및 재원관리의 시사점

주요 선진국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와 재원의 조달 및 관리체제를 살펴보

면 표 8.19에 요약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의 경우에서 관리체제가 법제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부터 최종처분까지 법

제화되어 있으며, 둘째 재처리를 추진해오던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전담기구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수립되어 있다. 셋째 프랑스를 제

외하고 대부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외부에 기금을

적립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의 수립과정에서 미국, 스웨덴 등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규

제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기존의 원자력통제이사회(AECB)를 독립규제기관인 핵안전위원

회 (NSCS)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의 국민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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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를 보장하는 조치로 보인다.

국 가 법 제 화 전 담 기 관 예 산

미 국 핵 폐 기 물 정 책 법 (N W P A  1 9 82 ) O C R W M

기 금

(사 외 적 립 )

캐 나 다 핵 연 료 폐 기 물 법 (N FW A  2 0 02 ) N W M O

영 국
방 사 성 물 질 법 (199 3 ), M an ag in g  N u c le a r 

Le g ac y (2 00 3 )
N D A

스 웨 덴 원 자 력 법 (198 4 ) , 핵 폐 기 물 금 융 법 (199 2 ) SK B

스 위 스 원 자 력 법 (’0 3  개 편 ), 폐 기 물 기 금 법 (’00 ) N A G R A

일 본 특 정 방 폐 물  최 종 처 분 법  (20 0 0 ) N U M O

프 랑 스 환 경 법 (En v iro n m en t C o d e  1 99 1 ) A N D R A 충 당 금

(사 내 보 유 )한 국 원 자 력 법 (처 분 규 정  부 재 ) 부 재

표 8.19. 주요 원전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제도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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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의 비용 평가

I. 미국

1. 배경

원자력 폐기물 정책 법(NWPA)의 개정안에서는 2차 처분장의 운영 전에 1차

처분장(즉, 유카 마운틴 처분장)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으로 법정 상한선 70,000MTHM을 제시하고 있다. 행

정부는 현재 법정 상한선을 없애는 법률제정을 제안하고 있고, 2차 처분장의 필요

성에 대한 권고사항을 2008년에 공고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차 처분장에 관

한 비용 정보, 설계, 또는 위임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21]. 그림 A.1에 미국

유카 마운틴에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수용 용량이

제시되어 있다 [22].

그림 A.1. 방사성폐기물의 수용량 산정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 프로그램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따

라 단위 MWh 당 1$(즉, 1mill/kWh)씩 적립하는 핵폐기물기금(NW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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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Fund)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 기금을 20년 이

상 동안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유카 마운틴 처

분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처분장 프로그램 예산으로 54,450만 달러가 신청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 내역은 핵폐기물기금에서 15,640만 달러와 국방 원자력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에서 38,810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산 가운데 유카 마

운틴 비용은 35,540만 달러, 수송 프로그램 비용은 6,760만 달러, 프로그램 관리와

종합/프로그램 감독비용은 12,100만 달러로 할당되어 있다. 2007년도에는 사용후핵

연료 재활용 비용은 처분장 프로그램 비용과는 별도로 미 에너지성 원자력 프로그

램 비용에서 지출된다. 참고로 2006년에는 처분장 프로그램 예산으로 49,500만$가

지출되었다. 이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비용으로 4,950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처분장 비용으로 나머지 45,000만$ 정도만 지출되었다 [23].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OCRWM)이 보고한 FY2009 ～ FY2023년까지 초기투

자 예산 예측이 그림 A.2에 보인다 [24]. 여기서 비용 요소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처분장 비용,

2) 프로그램 종합 및 광고 비용,

3) 국가 수송 비용,

4) 네바다 수송 기반시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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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회계연도(FY)별 초기투자 비용 예측 프로파일

예산 예측치를 요약하면, 2009 ～ 2023년까지 초기투자(즉, 운영 시설 및 수송

기반시설) 비용은 185억 달러, 2016 ～ 2023년까지 운영 비용은 84억 달러이므로,

2009 ～ 2023년까지 전체 비용은 269억 달러이다. 그림 A.3에는 초기투자 비용의

상세 내역별 예산 예측치가 도시되었다 [24]. 이들 예산 예측 수치는 전과정 비용

평가를 갱신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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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회계연도(FY)별 초기투자 비용 예측 프로파일

2. 전생애비용 평가

2007년 5월에 수행된 전생애비용 분석의 결과가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에 의

해 보고되었다. 여기서 고려된 방사성폐기물은 국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이다 [21].

비용 평가의 활용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전과정비용 분석 결과를 통해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NWPA)의 개정안 제302조에서 요청된 것과 같은 핵폐기물기금 수

수료의 적합성이 평가될 수 있으며, 정부 소유/관리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분 비용의 정부 분담금 비율이 계산될 수 있다.

전과정비용 평가와 관련하여, 우선 2007년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상세 항목이 소개된다. 그 다음에 2001년 평가 결과가 주어지고, 각 상세 항목이 서

술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평가가 비교된다.

가. 2007년 전생애비용 평가

여기에서 전생애비용은 처분장 비용, 수송 비용, 주변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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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우선 2007년도에 수행된 전생애비용 평가 결과가 소개된다. 다음에 각

비용 요소의 평가 결과가 간략하게 서술된다. 수송 단계, 유카 마운틴 처분장의 건

설 단계에서부터 폐로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는 전생애비용 평가에는 과거

비용과 예측 비용 모두가 포함된다. 이 평가에서는 2001년도에 발표된 최근 전생애

비용 평가 결과를 갱신하고 있다 [21]. 이 평가에서 사용된 일정으로 2017년 3월의

수납 날짜가 가정되었다. 미래 비용 평가에서 이들 일정은 갱신되어 반영될 예정이

다. 전생애비용 평가에서는 평가기간으로 1983년부터 2133년 밀봉시기까지 가정되

고 있다. 전생애비용 평가에서는 현재 예측된 모든 민간 및 군용 폐기물을 유카 마

운틴 처분장으로 수용하고 수송하며 영구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체 중량은 122,100MTHM이다. 이 가

운데 민간 사용후핵연료는 109,300MTHM 이다.

이 값은 2007년 1월 현재 미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인정한 47개 원자로가 방

출하는 폐기물의 예측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규 원자로의 방출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되는 신규 원자로의 방출 예측으로 증가할 폐기물 중량은 미

래 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또한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실 프로그램이 12,800MTHM

정도의 정부 소유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고량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표 A.1에 2007년 전생애비용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6)
미래 비용

(2007 ～ 2133)
전체 비용

(1983 ～ 2133)

처분장 9,910 54,820 64,730

수송 780 19,480 20,250

주변 프로그램 2,860 8,340 11,200

합계 13,540 82,640 96,180

표 A.1. 2007년 전생애비용 평가 (단위: 2007년도 [백만 달러], 반올림)

전생애비용은 2007년 고정 달러 기준으로 961억 8천만$로 예측되었다. 이 값은

2000년 고정 달러 기준으로 793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들 비용의 차액 168억

4천만 달러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다음에는 전생애비

용을 구성하고 있는 처분장 비용, 수송 비용, 주변 프로그램 비용 등과 같은 비용

요소별 평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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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 처분장 비용 평가

처분장 비용 견적에서 주요 비용 인자는 지상 시설 건설 비용, 처분장 시설 운

영 비용, drip shields 비용, 폐기물 포장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 견적에

포함되는 처분장의 주요 지상 시설은 참고문헌에서 나타나 있다 [21.

처분장 비용 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폐기물 시설이 가정되고 있다.

1) 초기 취급 시설: 해군용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 수령

및 폐기물 포장 하역/밀봉,

2) 습 폐기물 취급 시설: 용기에 들어있지 않은 상업용 사용후핵연료 수령 및

TAD(수송, 저장, 처분) 용기 하역/밀봉,

3) 처분용기 수령 및 밀봉 시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미 에너지성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TAD 용기 수령 및 폐기물 포장 하역/밀봉,

4) 처분용기 수령 및 밀봉 시설 2: TAD 용기 수령 및 폐기물 포장 하역/밀봉,

5) 처분용기 수령 및 밀봉 시설 3: TAD 용기 수령 및 폐기물 포장 하역/밀봉,

6) 수령 시설: TAD 용기 또는 DPC가 든 철도 수송 용기 수령 및 노화 패드

또는 다른 폐기물 취급 시설로의 전달.

이러한 시설에 추가하여 또한 부지 기반시설 비용과 주변 설비 시설 비용이 견

적에 포함된다. 즉, 부지외 접근 도로, 부지내/부지외 공공설비, 장비 정비 시설, 중

앙 통제 센터 및 행정 건물, 보안과 비상(예: 화재, 구조, 의료) 시설 및 시스템, 배

치 이전 폐기물 냉각을 허용하는 노화 패드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처분장 견적에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하 배치 비용이 포함된다. 전생애비

용 견적에서 처분장 비용은 총 사업 기간(1983 ～ 2133년)에 걸쳐 시간적으로 분류

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에 대한 비용을 종합한다.

1) 개발 및 평가 단계(1983 ～ 2002),

2) 공학, 조달, 건설 단계(2003 ～ 2053),

3) 배치 및 운영 단계(2017 ～ 2073),

4) 감시 단계(2074 ～ 2123),

5) 밀봉 단계(2124 ～ 2133).

이러한 처분장 비용이 다섯 단계별로 표 A.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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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거 비용

(1983 ～ 2006)
미래 비용

(2007 ～ 2133)
전체 비용

(1983 ～ 2133)

개발 및 평가 단계 (1983 ～ 2002) 8,330 0 8,330

공학, 조달, 건설 단계 (2003 ～ 2053) 1,580 16,550 18,130

배치 및 운영 단계 (2017 ～ 2073) 0 26,730 26,730

감시 단계 (2074 ～ 2123) 0 10,150 10,150

밀봉 단계 (2124 ～ 2133) 0 1,390 1,390

합계 9,910 54,820 64,730

표 A.2. 단계별 처분장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 달러], 반올림)

(1) 개발 및 평가 단계

1980년대에 처분장의 개발 및 평가 비용은 여러 개의 지리적 처분장 후보 부지

의 평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초래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카 마운틴 처분장 부지 권

고에 대한 2002년 국회 승인을 위한 개념 설계 및 부지 특성화 활동으로 지출되었

다.

1980년대에 이 프로그램은 태평양 북서부의 현무암 구조에 있는 부지 및 서부

와 남부의 암염 돔 구조에 있는 부지를 포함하면서, 처분장 부지 적합성에 대하여

6개 주의 9개 부지를 평가하였다. 이 기간의 활동에는 기술적 평가를 지휘하는 현

장 사무소의 설립, 현장 작업의 지휘, 샘플 채취를 위한 테스트 천공의 굴착, 처분

장 개념 설계의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의회는 유카 마운틴에 중점을 두도록 연방 정부를 규제하는 1982년 핵폐기물정

책법의 1987년 개정안 통과에 따라, 1990년대에 해당 부서는 지리적 처분장으로 유

카 마운틴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카 마운틴의 부지 특성화 심층 활동을 수

행하였다. 이 작업에는 탐색연구시설(ESF; Exploratory Studies Facility)의 굴착, 유

카 마운틴을 통과하는 5mile 터널 등이 포함되었다. 이때 처분장 환경의 장기적인

성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다.

처분장 심도의 바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1.7mile의 추가 터널이 뚫렸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포장 및 물방울 차폐(drip shields)에 대한 설계 개념 및 재료

검사 등이 포함되었다. 개발 및 평가 단계는 지리적 처분장 부지로 유카 마운틴을

대통령이 권고하고 2002년 의회가 이러한 권고를 승인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 A.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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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2)

유카 마운틴에서의 개발 및 평가 6,270

다른 처분장의 개발 및 평가 2,060

합 계 8,330

표 A.3. 처분장 개발 및 평가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비고: 다른 처분장의 개발 및 평가는 첫째 및 둘째 처분장 부지를 포함.

(2)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단계

대통령의 부지 권고에 대한 의회의 승인에 이어 2003년에 공학, 조달, 건설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

카 마운틴에 있는 지리적 처분장의 설계, 인허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허가 활동(인허가 신청서 준비, 원자력규제위원회와의 상호

작용), 지표면 시설 건설(기반시설, 폐기물 취급 건물, 주변시설), 천층 건설 등이 주

요 비용 범주에 속한다. 처분 폐기물 포장 또는 TAD 처분 외포장의 조달과 관련하

여, 초기 조달 비용만이 EPC 견적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주로 처분장 운영 견적의

일부로 포함된다. 표 A.4에 EPC 단계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비용 요소
과거 비용

(2003 ～ 2006)
미래 비용

(2007 ～ 2053)
전체 비용

(2003 ～ 2053)

면허 670 1,660 2,340

지표면 & 천층 시설 880 14,670 15,550

폐기물 포장 및 물방울 차폐 제작 20 220 240

성능 확인 0 0 0

규제, 기반시설 및 관리 지원 0 0 0

합 계 1,580 16,550 18,130

표 A.4. 처분장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3) 배치 및 운영 단계

배치 및 운영은 207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기간에 산출되는 주

요 비용 인자는 지표면 시설의 운영 비용과 약 17,450개의 폐기물 포장의 제작 비

용 등이다. 지표면 시설에서의 활동에는 폐기물 수령과 하역, 처분 외포장에 폐기물

처분용기의 배치, 제한된 지표면 노후 활동 등이 고려될 것이다. 성능 확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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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전조치와 보안 활동도 또한 이 기간에 수행된다. 표 A.5에는 배치 및 운영

단계의 비용 내역이 나타나 있다.

비용 요소
미래 비용

(2017 ～ 2073)

인허가 0

지표면 & 천층 시설 9,580

폐기물 포장 및 물방울 차폐 제작 12,580

성능 확인 1,680

규제, 기반시설 및 관리 지원 2,890

합 계 26,730

표 A.5. 처분장 운영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기준, 반올림)

(4) 감시 단계

처분장 감시 단계는 2074 ～ 2123년까지의 기간으로 가정된다. 여기에는 처분장

성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활동과 시설에 대한 성능 유지 활동이 포함된

다. 또한 직원, 예비 부품, 소모품, 공공설비, 처분장의 통풍 등에 필요한 비용도 포

함된다. 물방울 차폐는 이 단계에서 마지막 10년 동안에 배치되고 있다. 표 A.6에는

감시 단계에 드는 비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비용 요소
미래 비용

(2074 ～ 2123)

인허가 0

지표면 & 천층 시설 1,030

폐기물 포장 및 물방울 차폐 제작 7,630

성능 확인 1,040

규제, 기반시설 및 관리 지원 440

합 계 10,150

표 A.6. 처분장 감시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5) 밀봉 단계

처분장 밀봉 단계는 처분장 운영의 마지막 10년간을 포함하며, 2124 ～ 2133년

까지 가정된다. 이것에는 지표면 시설의 제염 비용 및 폐로 비용, 수직갱과 진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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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의 뒷채움 비용, 처분장의 영구적 봉인 비용, 기념건조물 건설 비용 등이 포함

된다. 표 A.7에는 2124 ～ 2133년에 걸친 밀봉 단계에 드는 비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비용 요소
미래 비용

(2124 ～ 2133)

인허가 0

지표면 & 천층 시설 970

폐기물 포장 및 물방울 차폐 제작 0

성능 확인 300

규제, 기반시설 및 관리 지원 120

합 계 1,390

표 A.7. 처분장 밀봉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다. 2007년 수송 비용 평가

수송 비용 견적에서 단계별 주요 비용 요소는 1) 개발 및 평가(1983 ～ 2002),

2) 국가 수송 프로젝트(2003 ～ 2073), 3) 네바다 철도 기반시설 프로젝트(2003 ～

2017) 등이다. 표 A.8에는 수송 비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네바다 철도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미래 비용은 2017년까지 연장되어 있다.

단계
과거 비용

(1983 ～ 2006)
미래 비용

(2007 ～ 2073)
전체 비용

(1983 ～ 2073)

개발 및 평가 (1983 ～ 2002) 640 0 640

국가 수송 (2003 ～ 2073) 100 16,830 16,930

네바다 철도 기반시설 (2003 ～ 2017) 40 2,650 2,690

수송 비용의 합계 780 19,480 20,250

표 A.8. 수송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라. 2007년 기타 프로그램 평가

주변 프로그램 비용 견적에서 단계별 주요 비용 요소는

1) 개발 및 평가(1983 ～ 2002),

2) 품질 보증(2003 ～ 2133),

3) 폐기물 관리(2003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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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관리(2003 ～ 2133),

5) 편익, 세금 지불, 원조 및 광고(2003 ～ 2133),

6) 기타 대리행위(2003 ～ 2133) 등이다.

표 A.9에는 주변 프로그램 비용이 요약되어 있다.

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6)

미래 비용 (2007
～ 2133)

전체 비용 (1983
～ 2133)

개발 및 평가 (1983 ～ 2002) 2,300 0 2,300

품질 보증 (2003 ～ 2133) 60 670 730

폐기물 관리 (2003 ～ 2133) 30 330 360

프로그램 관리 (2003 ～ 2133) 270 3,020 3,280

편익, PETT, 원조 및 광고
(2003 ～ 2133)

0 3,150 3,150

기타 대리행위 (2003 ～ 2133) 200 1,170 1,370

합계 2,860 8,340 11,200

표 A.9. 주변 프로그램 비용 (단위: 2007년도 [백만달러], 반올림)

개발 및 평가 요소는 과거 비용(1983 ～ 2002)만으로, 나머지 요소들은 과거 비

용(2003 ～ 2006)과 미래 비용(2007 ～ 2133)으로 주어진다. 주변 프로그램 비용 견

적에서 주요 비용 인자는 편익, PETT, 원조 및 광고(2003 ～ 2133) 비용이다.

마. 2001년 전생애 비용 평가

2001년 도출된 전생애비용이 표 A.10에 요약되어 있다. 표 A.11에 2007년도 고

정 달러 기준으로 2001년 비용 평가치가 요약되었다. 과거 비용은 개발 및 평가 비

용으로 가정된다.

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2)
미래 비용

(2003 ～ 2119)
전체 비용

(1983 ～ 2119)

처분장 6,740 36,140 42,880

수송 480 6,680 7,160

주변 프로그램 1,860 5,620 7,480

합계 9,080 48,440 57,520

표 A.10. 2001년 전생애비용 평가 (단위: 2000년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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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2)
미래 비용

(2003 ～ 2119)
전체 비용

(1983 ～ 2119)

처분장 8,170 43,810 51,980

수송 580 8,100 8,680

주변 프로그램 2,250 6,810 9,070

합계 11,000 58,720 69,730

표 A.11. 2001년 전생애비용 평가 (단위: 2007년도 [백만 달러], 반올림) 

전체 기간(1983 ～ 2119년)에 걸쳐서 전체 시스템 전생애비용이 평가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1983년에 개발 및 평가 단계를 시작으로 하여 2119년에 잠재적인 처

분장의 밀봉 및 폐로 단계가 가정되었다. 전체 비용 평가치는 2000년도 고정 달러

기준으로 575억 2천만 달러이다.

바. 2001년 및 2007년 전생애비용 비교

2001년 평가는 2000년 고정 달러로 보고된 반면에, 2007년 평가는 2007년 고정

달러로 보고되었다. 이들 평가가 서로 비교되려면, 동일한 단위(즉, 2000년 달러 기

준 또는 2007년 달러 기준)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 A.12와 표 A.13에 2007년 및

2001년 전생애비용 평가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6)
미래 비용

(2007 ～ 2133)
전체 비용

(1983 ～ 2133)

처분장 8,170 45,220 53,390

수송 640 16,070 16,710

주변 프로그램 2,360 6,880 9,240

합계 11,170 68,170 79,340

표 A.12. 2007년 전생애비용 평가 (단위: 2000년도 [백만 달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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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소
과거 비용

(1983 ～ 2002)
미래 비용

(2003 ～ 2119)
전체 비용

(1983 ～ 2119)

처분장 6,740 36,140 42,880

수송 480 6,680 7,160

주변 프로그램 1,860 5,620 7,480

합계 9,080 48,440 57,520

표 A.13. 2001년 전생애비용 평가 (단위: 2000년도 [백만 달러]) 

주: 과거 비용은 개발 및 평가 비용으로 가정

표 A.14와 표 A.15에 각각 2007년 톤당 종합생애 단위 비용 평가와 전과정

2001년 톤당 종합생애 단위 비용 평가 결과가 요약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인플레이

션을 배제하면, 처분시 톤당 단위 비용은 2000년도 달러 단위로 2001년 평가치(즉,

593,000$/MTHM)와 2007년 평가치(즉, 650,000$/MTHM) 사이에 10% 정도 증가하

고 있다.

2007 전생애비용 $79,340
2007 전생애비용 폐기물 중량

122,100MHTM

2007 전생애비용

톤당 단위 비용
0.650$/MHTM

표 A.14. 2007년 톤당 종합생애 단위 비용 평가(단위: 2000년도 [백만 달러])

2001 전생애비용 $57,520
2001 전생애비용 소요 폐기물

중량 97,000MHTM

2001 전생애비용
톤당 단위 비용

0.593$/MTHM

표 A.15. 2001년 톤당 종합생애 단위 비용 평가(단위: 2000년도 [백만 달러])

2007년 전생애비용 평가 [21]에서는 2001년 전생애비용 평가 [DOE 2001]에 비

해 고정 달러 기준으로 비용이 38%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의 이유는 다

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폐기물 중량이 2001 회계년도 97,000MTHM에서

2007 회계년도 122,100MTHM으로 26% 증가하고 있다; 2) 2001년 평가 이래 시스

템 설계의 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 중량의 증가는 다른 주요 요소의 기간 및 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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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용 증가로 이끈다. 예컨대, 수송 기간은 16년만큼, 배치 기간은 25년만큼 연

장되고, 폐기물 포장은 18% 증가하면서 수송 선적량은 35% 증가한다.

1) 2001년 철도 노선 평가에서는 다중 노선의 평균을 고려했지만, 그 후에 2007

년 평가에서 2개의 회랑지대에 있는 철도 노선(즉, Caliente, Mina)만이 연구

되었다. 예산 예측을 위해 Caliente 회랑지대와 관련된 비용에 바탕을 둔 세

부 비용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는 Caliente 회랑지대에 대한 예측 비용이

Mina 회랑지대에 대한 예측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2) 2001년에 비해 2007년 평가에서 지표면 시설의 공학 설계는 더욱 세부적으

로 가능하다. 지표면 시설의 설계와 운영 요건을 단순화하는 처분용기 시스

템 설계가 2005년에 수행되었다. 이 유형의 시스템은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절약하지만 추가적 용기 구입 비용이 이를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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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

1. 배경

일본에서는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은 최종 처분 시행 기관인 핵폐기물관리기구(NUMO)에 의해 전력 사업자

로부터 징수되고 있다. 징수된 자금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산하의 재단법인인

원자력환경정비촉진 자금관리센터(RWMC)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다 [25].

일본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정책은 우선 핵연료 주기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

핵연료 주기 정책으로 일회용 핵주기 정책 또는 재활용/재처리 핵주기 정책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직접 처분 방안 또는 재처리 방안으로 결

정된다. 2005년 11월, 일본 원자력 위원회(JAEC)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이후에 “원자력 정책 골격”으로 개칭됨)에 대한 숙의(deliberation)

과정을 마쳤다. 여기서 핵연료 재활용 정책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들의 경제성이 검토되었다.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처분장 일장은 다음과 같다 [26].

1) 처분 개시 시점 : 이행 조직 설립 후 35년

2) 처분장 완료 시점 : 처분 개시 후 100년

3) 완료 후 감시 기간 : 처분 부지 밀봉 후 300년 동안.

심지층 처분 방안을 사용한 최종 처분장은 지상 시설과 지하 시설 (즉, 인공 방

벽, 천연 방벽)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 시설에는 유리 고화체의 반입 검사,

지하 시설로 반입하기 위한 준비 시설, 유리 고화체의 매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지상 시설의 부지 면적은 약 1km2 인 것으로 가정된

다. 지하 시설에는 유리 고화체를 매설할 처분 갱도, 지상 시설과 갱도를 연결하는

진입 갱도, 그리고 연락 갱도 등이 있다. 지하 시설의 면적은 약 4만개의 유리 고화

체를 매설할 수 있는 6km2 정도로, 갱도의 전체 길이는 약 270km, 전체 굴삭량은

약 690만m3 등인 것으로 가정된다. 굴삭 단계에서 발생하는 돌과 토사는 지상으로

운반되어 최종 처분 이후에 갱도 폐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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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평가

가. 2006년 국제핵분열성물질패널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나리오별 비용 평가

국제핵분열성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이 지원

한 2006년 연구 보고서에서는 일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시나리오들의 비용 비교 평가를 소개하였다.

1) 완전 재처리 시나리오,

2) 부분 재처리 시나리오,

3) 직접 처분 시나리오,

4) 임시 저장 시나리오.

일본원자력위원회가 고려한 평가 시나리오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완전 재처리 시나리오에서는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100% 재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롯카쇼 재처리 시설의 수용량을 넘어서는 초과량은 중간

저장을 거쳐 앞으로 제 2 재처리 시설에서 재처리되며, 재활용을 위해 앞으

로 고속로의 도입이 가정된다.

2) 부분 재처리 시나리오에서는 롯카쇼 재처리 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

연료 저장 용량만 재처리하고, 재처리될 수 없는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를 중

간 저장에서 냉각시킨 후에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직접 처분 시나리오에서는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롯카쇼 재처리 시설은 포기한다.

4) 임시 저장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 중

간 저장한 후에 재처리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인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일본의 사업 환경에서 고려되고 있는 핵연료 주기 사업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롯카쇼 재처리 시설의 건설비는 0.2￥/kWh로 가정한다.

3) 제 2 재처리 시설의 비용은 롯카쇼 재처리 시설의 비용(즉, 0.42￥/kWh)의

50%로 가정된다. 다시 말해, 제2 재처리 시설의 재처리 비용은 0.21￥/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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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2004년 일본원자력위원회에서 평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들에 따른 경

제성 평가 결과는 표 A.16에 요약되어 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 가운데의 하나

인 이러한 경제성의 지표로는 발전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핵연료 주기 비용이 사용

된다.

시나리오 1

완전 재처리

시나리오 2

부분 재처리

시나리오 3

직접 처분

시나리오 4

임시 저장

핵연료 주기 비용 1.6 1.4~1.5 0.9~1.1 1.1~1.2

발전 비용 5.2 5.0~5.1 4.5~4.7 4.7~4.8

정책 변경 비용 0.0 0.0 0.9~1.5

전체 비용 5.2 5.0~5.1 5.4~6.2 5.6~6.3

표 A.16. 일본원자력위원회에서 평가된 시나리오별 비용 (단위: [￥/kWh])

여기서 수치는 단위 전기 에너지 kWh 당 ￥으로 표시된다. 정책 변경이란 사

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으로 인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고 화석연료 발

전소로 교체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비용에는 기회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27].

표에 따르면, 직접 처분 시나리오나 임시 저장 시나리오가 재처리(예: 완전, 부

분) 시나리오에 비해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특수적인 사업 환경인

롯카쇼 재처리 시설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기회 손실 비용(정책 변경 비용)

을 고려하면, 재처리가 직접 처분이나 임시 저장에 비해 유리하다. 구체적인 단계별

핵연료 주기 비용 결과는 표 A.17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별로 요약되어 있

다 [26].



- 363 -

시나리오 1

완전 재처리

시나리오 2

부분 재처리

시나리오 3

직접 처분

시나리오 4

임시 저장

선행

주기

우라늄 연료 0.57 0.57 0.61 0.61

혼합산화물핵연료 0.07 0.05 - 0.00

후행

주기

재처리 0.63 0.42 - 0.1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수송, 처분
0.16 0.10 - 0.06

초우라늄계열 원소 저장,

수송, 처분
0.11 0.07 - 0.03

중간 저장 0.04 0.06 0.14 0.13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 0.12~0.21 0.19~0.32 0.09~0.16

핵연료 주기 전체 비용 1.6 1.4~1.5 0.9~1.1 1.1~1.2

표 A.17. 일본원자력위원회 평가 시나리오별 핵연료 주기 비용 (단위: [￥/kWh])

여기서 단위는 ￥/kWh로 주어진다. 이러한 비용의 산출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

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용 불확실성의 실제 범위는 여기서 주어진 것보

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상기 표에 의거하면, 핵연료 주기 비용은 직접 처분 시

나리오나 임시 저장 시나리오가 완전, 부분 재처리 시나리오에 비해 유리하다.

나. 2004년 경제산업성 롯카쇼 재활용 시나리오의 비용 평가

2004년도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 “핵연료주기에 대한 연구 그룹 보고서”에 따

르면, 40년 수명 기간 동안에 롯카쇼 프로젝트의 예측 비용은 표 A.18과 같이 요약

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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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비용

재처리 롯카쇼 재처리(800톤 * 40년), 롯카쇼 폐로($130억) 91.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수송
유럽으로부터의 회송 8.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유리화 폐기물만 처분 21.3

초우라늄계열 원소

처분
유럽 및 롯카쇼 모두로부터의 회송 6.8

혼합산화물 핵연료

제조
  9.9

전체 비용 138.5

표 A.18. 롯카쇼 프로젝트의 비용 평가 (40년 수명 비용, 단위: [10억$])

다. 2003년 NIT 후행 핵주기 비용 평가

후행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비용 요소별로 비용 평가치가 그림 A.4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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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후행 핵연료 주기의 비용 평가 (단위: [10억￥])

그림 A.4와 같은 내용이 표 A.19에서는 세부 요소별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단위는 1,000억￥이고, 이는 10억US$ 정도에 해당한다. 전체 비용 계산에서 운영

기간은 2006년도부터 40년 동안, 해체 기간은 32년 동안으로 가정된다. 이를 요약하

면, 후행 핵연료 주기의 전체 비용 약 19조￥(18조8천억￥) 가운데에서 재처리 비용

은 11조￥(즉 60%)로 추산된다. 롯카쇼 재처리 시설에서 건설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2조 1400억￥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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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 비용

재처리 시설

운영(주요 건물 건설/운영) 70.6

110.0

운영(유리화 폐기물 관리) 4.7

운영(유리화 폐기물 저장) 7.4

운영(저준위 관리 및 저장) 7.8

폐기물 수송 및 운영 처분 4.0

폐로 15.5

회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송 0.2

3.0폐기물 저장 2.7

폐로 0.1

회송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송 1.4

5.7

폐기물 저장 3.5

처분 부지로의 폐기물 수송 0.3

폐기물 처분 0.2

폐로 0.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수송 1.9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25.5 25.5

초우라늄계열 폐기물 지층

처분
초우라늄계열 폐기물 지층 처분 8.1 8.1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수송 9.2 9.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10.1 10.1

혼합산화물핵연료 제조

운영 11.2

11.9폐기물 수송 및 운영 처분 0.1

폐로 0.7

우라늄 농축 시설 후행

폐기물 운영 처리 1.7

2.4폐기물 수송 및 운영 처분 0.4

폐로 0.4

전체 비용 188

표 A.19. 일본 후행 핵주기의 요소별 비용 (단위: [1,000억￥])

라. 2004년 경제산업성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 비용이 신원자력정책계획위원회사무국(New

Nuclear Policy-Planning Council Secretariat)에 의해 추산되었다.

처분장은 지질학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연암과 경반 모두가 고려되고 있다. 처

분 깊이 변수 값은 인간 환경의 격리, 지질 환경의 환원성, 공동의 역학적 안정성

확보, 토목 기술의 시공능력 등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다. 이는 연암과 경암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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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0m와 1000m로 설정되었다 [25]. 처분 비용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값

이 표 A.20에 정리되어 있다.

변수 변수 값

전체 처분 중량 32,000톤 (800톤/년 × 40년)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 45,000MWd/t

처분 용기 19cm 두께 탄소강

컨테이너 당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개수 4-집합체 또는 2-집합체 (가압경수로 기준)

처분 깊이
연암 500m (지지대 포함)

경암 1000m (지지대 제외)

벤토나이트 두께 70cm

처분 용기 표면 온도 ≤ 90℃

지표면 온도 15℃

지표면 온도 상승률 +3℃/100m

표 A.20. 주요 변수

여기서는 용기를 수직으로 처분하는 방식과 수평으로 처분하는 방식 모두에 대

한 비용이 평가된다. 수직 처분 방식의 경우에, 연암과 경암 암반 각각에서 시나리

오별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결과가 표 A.2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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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소

연암 암반 경암 암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 집합체 4 집합체 2집합체,2부지 2 집합체 2집합체,2부지

기술 개발 214.3 214.3 214.3 213.8 213.8

조사, 부지 획득 240.3 224.7 284.8 247.9 299.3

설계 및 건설 3,499.1 2,500.8 4,054.6 1,556.2 2,192.-

지상 시설 134.9 111.1 156.5 99.8 118.9

지하 시설 2,730.3 1,813.1 2,983.8 589.6 668.1

지상 장비 453.3 417.7 623.2 504.3 728.1

지하 장비 137.8 116.1 212.8 319.6 598.4

기타 42.9 42.9 78.4 42.9 78.4

운영 1,966.7 1,486.2 2,247.2 1,803.7 2,257.9

밀봉 및 철거 215.6 243.- 365.4 241.2 360.-

감시 119.- 119.- 237.9 119.- 237.9

프로젝트 관리 1,176.2 979.9 1,653.4 919.4 1,469.7

소비세 333.1 257.9 405.- 227.6 312.8

소계 7,800.4 6,025.9 9,462.8 5,328.7 7,343.5

사용후핵연료

취급세
761.6 761.6 761.6 761.6 761.6

전체 비용 8,562.- 6,787.5 10,224.4 6,090.3 8,101.1

표 A.21. 수직 처분 방식의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10억￥])

처분용기 당 2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또는 4개의 집합체가 수납된다. 2004년

도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경암 심지층 처분 2 집합체 시나리오, 즉, 시나

리오 1의 전체 비용은 취급세 제외시 약 5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된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수직 처분 방식에서 두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연암과 경암 암반 각각에서

처분 비용의 평가 결과가 표 A.2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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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암  암 반 경 암  암 반

2  집 합 체 , 2개  부 지 2  집 합 체

처 분 장  부 지  면 적  (km 2 ) 1 8 .8 11 .5

주 요  갱 도 의  총  길 이  (km ) 8 8 .- 43 .-

처 분 장  갱 도 의  총  길 이  (km ) 29 0 .- 2 16 .-

전 체  비 용  (10억 ￥ ) 취 급 세  제 외 : 9 ,46 2 .8 취 급 세  제 외 : 5 ,3 28 .7

전 체  비 용 , 2%  할 인 율   (10억 ￥ ) 7 ,50 7 .5 4 ,2 26 .8

단 위  비 용 , 2%  할 인 율  (1 0억 ￥ /톤 ) 33 6 .- 1 89 .-

표 A.22. 수직 처분식 처분장 부지 면적 및 처분장 비용

수평 처분 방식의 경우에, 시나리오별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결과가 표 A.23에

제시되어 있다. 경암 심지층 처분 2 집합체 시나리오(즉, 보충 시나리오 1)의 전체

비용은 취급세 제외시 약 4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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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요 소

연 암  암 반 경 암  암 반

보 충  시 나 리 오  1 보 충  시 나 리 오  2 보 충  시 나 리 오  1

2  집 합 체 , 수 평 처 분 4  집 합 체 , 수 평 처 분 2  집 합 체 , 수 평 처 분

기 술  개 발 214 .3 21 4 .3 21 3 .8

조 사 , 부 지  획 득 199 .6 22 4 .- 24 4 .6

설 계  및  건 설 1 ,11 4 .9 1 ,0 4 1 .8 1 ,1 4 8 .3

지 상  시 설 74 .9 7 3 .3 7 3 .8

지 하  시 설 325 .9 32 0 .9 12 0 .7

지 상  장 비 435 .8 40 7 .1 48 6 .3

지 하  장 비 235 .4 19 7 .6 42 4 .6

기 타 42 .9 4 2 .9 4 2 .9

운 영 1 ,38 5 .8 1 ,1 5 0 .5 1 ,5 5 5 .9

밀 봉  및  철 거 201 .7 20 3 .8 21 9 .3

감 시 119 .- 11 9 .- 11 9 .-

프 로 젝 트  관 리 672 .9 71 5 .8 84 8 .7

소 비 세 180 .3 16 6 .2 19 3 .6

소 계 4,088 .6 3 ,83 5 .4 4 ,54 3 .-

사 용 후 핵 연 료  취 급 세  

등
761 .6 76 1 .6 76 1 .6

전 체  비 용 4 ,85 0 .2 4 .59 7 .- 5 ,30 4 .6

표 A.23. 수평 처분 방식의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 [10억￥])

이들 처분 방식을 비교하면, 수평 방식이 수직 방식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마. 2002년 경제산업성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는 2020년까지 유리 고화체로

환산하면 약 4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2002년도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료

에 따르면, 심지층 처분 시나리오의 전체 비용은 평균 약 3조￥ 정도로 추정된다

[25]. 처분장의 지질학적 암반 유형에 따른 비용 요소별 비용은 표 A.2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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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암  (퇴 적 암 ) 경 암  (화 강 암 ) 평 균

기 술  개 발 1 ,08 4 1 ,08 4 1 ,08 4

조 사 , 부 지  획 득 2 ,14 1 2 ,39 2 2 ,26 6

설 계  및  건 설 10 ,29 6 8 ,57 5 9 ,43 5

운 영 6 ,74 2 7 ,65 2 7 ,19 7

해 체  및  폐 로 798 87 7 83 8

감 시 1 ,21 6 1 ,21 6 1 ,21 6

프 로 젝 트  관 리 6 ,05 3 5 ,35 4 5 ,70 4

소 비 세 1 ,09 0 1 ,06 9 1 ,07 9

전 체  비 용 29 ,42 0 28 ,21 9 28 ,81 9

표 A.24.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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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웨덴

1. 배경

1992년 스웨덴 재정법령(Swedish Financing Act)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한 원자력업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8].

이러한 책임 때문에 원자력업자는 다른 원자력업자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및 방

사성폐기물의 관리/처분에 드는 비용을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비용, 해체

비용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회

사(SKB사;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 이하 SKB)

가 원자력업자를 대표하여 관련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 비용은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SKB사의 현재 실행 계획표에 바탕을 두고 산정된다. 또한 원자력업자는 이

러한 비용 데이터를 규제 기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비용 데이터는 다음해

발전 비용 안에 부과시킬 연간 수수료와 재무적 보증금의 계산에 사용된다. 여기서

재무적 보증금은 연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하고 있다.

SKB사가 검토하는 관련 비용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용후핵연료의 밀봉포장

비용,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장 건설 비용, 장수명 저준위/중준위 폐기물 처분

장 건설 비용,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수명 방사성 운영 폐기물 최종 처분장(즉,

SFR 1 처분장) 건설 비용, 폐로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즉,

SFR 3 처분장) 건설 비용 등을 포함한다 [29]. 여기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가운데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과 관련된 밀봉포장 공장과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에 대하여 소개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심지층 처분장에 최종 처분되기 전에 밀봉포장 공장에서 처분

용기 안에 수납된다. 이 공장은 오스카샴 지역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식 중

간 저장 시설인 CLAB 근처에 신규 건설될 계획이다. 처분용기는 기계적 강도를 위

한 주철 삽입물과 부식 방지를 위한 구리 외피로 만들어진다. 이 처분용기에는 12

개의 비등형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또는 4개의 가압경수로 핵연료 집합체가 삽입된

다. 이 공장의 처분용기 생산의 설계 용량은 연간 200개이지만, 장기적인 처분용기

생산율은 핵연료 투입율에 의해 제한된다. 이 투입율은 다시 적합한 방사성붕괴열

준위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CLAB내 최소 저장 시기에 의해 제한된다. 원자로 운

영 기간 40년 동안에 처분용기의 평균 연 생산율은 160~170개이다. 요약하면, 밀봉

포장 공장에서는 전체 4,500개의 처분용기가 사용후핵연료로 충전되고 밀봉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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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된다 [30]. 일자리와 관련하여, 심지층 처분장의 건설 단계에 400~600명, 초

기 운영 단계에 150명, 정상 운영 단계에 220명 등으로 예상된다 [31].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장은 지표면 아래로 약 500m 깊이에 위치하는 것

으로 예정된다. 그림 A.5의 좌측에 스웨덴 심지층 처분장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

다 [31]. 이 그림 우측에는 심지층 처분장의 기하학적 규모가 표시되어 있다 [32].

설계 수용량은 9300톤 우라늄과, 처분장 면적은 2~4km2, 전체 부피는 1.7Mm3에 해

당한다.

그림 A.5. SKB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

그림 A.6에 배치 유형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31]. 그림 상부는 수직 배치, 하

부는 수평 배치를 보인다.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구리 처분용기가 수평으로 배치되

는 경우에, 처분용기는 처분 터널 바닥의 수평 처분공에 배치되고, 두꺼운 벤토나이

트 층으로 둘러싸인다. 수직으로 배치되는 경우, 처분용기는 처분 터널 바닥의 수직

처분공에 배치되고, 두꺼운 벤토나이트 층으로 둘러싸인다. 수평 배치에서 처분 터

널은 불필요하고 추출되는 암석의 양도 수직 배치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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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처분용기 배치 개념도

2. 비용 평가

기준 비용이란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시나리오 상에 설정된 사업 수행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 시나리오는 원자력 사업자의 현행 운영 계획(보통

40년 운영 기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 비용에서

는 재무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시설의 비용을 전형적인 결정론적인 기법으로

산정한다.

기준 비용에 포함된 비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산정될 수 있다.

1) 수량화 가능 비용,

2) 비수량화 비용,

3) 이차 비용.

수량화 가능 관련 비용은 단위 비용의 지식과 설계 사양서로부터 산정될 수 있

는 일반 비용(예: 콘크리트 캐스팅, 암반 발파, 운영 요원 등)이다. 수량 관련 비용

평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중앙집중식 중간 저장 시설 CLAB, SFR 1 처분장 등의

건설 경험에서 얻은 단가와 수량의 지식을 사용한다.

비수량화 비용은 도면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비용 요소에 대한 특정 비용이다.

비수량 관련 비용 평가에서는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한

다.

이차 비용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리, 설계, 구매, 검사뿐만 아니라

임시 건물, 기기, 사무실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차 비용 평가에서는 건설



- 375 -

단계에서 알려진 용역 요구사항을 사용한다. 그림 A.7에 폐기물 유형별 부피가 나

타나 있다 [32]. 여기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약 20,000m3로 예상된다.

그림 A.7.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예상 부피

가. 2008년 SKB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60년 운영 기간 동안에 처분되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이 정해진다. 비등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기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25,100m3로 예상된다 [33].

비등형경수로에서 발생할 집합체 개수는 38,910개로 예상되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크기는 140/140/4383mm이다.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할 집합체 개수는 5,030개로 예상

되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크기는 210/210/4103mm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

분과 관련하여, 2010년에 시작하는 밀봉포장 공장과 심지층 처분장에 대한 비용 요

소별 비용이 표 A.25에 정리되어 있다 [34]. 이들 비용 요소와 연계된 연구/개발 비

용 및 부지 조사비용은 다른 곳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비용은 2008년 1월

가치 기준이며, 단위는 백만 스웨덴 크로나(MSE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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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비용 요소 비용 합계

밀봉포장 공장

투자 2,840

9,740운영 및 유지 6,700

폐로 200

최종 처분 시설

부지외 시설 투자 및 운영 420

19,770

부지 선정 부지 조사 100

지상 시설

투자 3,120

7,690운영 및 유지 4,430

폐로 140

지하 시설

투자 6,790

11,560운영 및 유지 1,280

폐로 및 뒷채움 3,490

전체 비용 29,510

표 A.25. 스웨덴 시설 미래 비용 (단위: [MSEK])

요약하면, 2008년 1월 가치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밀봉포장 비용을 제외한

심지층 처분 비용은 197억 7000만 크로나(Kr), 밀봉포장 비용을 포함한 심지층 처

분 비용은 295억 1000만 Kr로 추산된다. 즉, 심지층 처분 전체 비용 가운데 밀봉포

장은 33%, 처분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 시설은 76억 9000만 Kr, 사용후핵연

료 지하 시설은 115억 6000만 Kr에 달한다.

나. 2007년 SKB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60년 운영 기간 동안에 처분되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이 정해진다. 비등형경수로, 가압경수로 및 기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25,200m
3
로 예상된다 [34]. 요약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밀봉

포장 비용을 제외한 심지층 처분 비용은 210억 2000만 크로나(Kr), 밀봉포장 비용

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 비용은 331억 5000만 Kr로 추산된다. 즉, 심지층 처분 전체

비용 가운데 밀봉포장은 37%, 처분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 시설은 79억

9000만 Kr, 사용후핵연료 지하 처분 시설은 121억 3000만 Kr에 달한다.

다. 2003년 SKB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40년 운영 기간 동안에 처분되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이 정해진다. 표 A.26에 유형별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예상량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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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심지층 처분장에 처분될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약 19,100m3로 예상되

고 있다.

폐 기 물  유 형 단 위 규 격  [m m ] 개 수 최 종  저 장 량  [m 3 ] 최 종  처 분

비 등 형 경 수 로  

사 용 후 핵 연 료
집 합 체 140 /1 40 /4 38 3 3 9 ,73 0

19 ,1 0 0
심 지 층  

처 분 장

가 압 경 수 로  

사 용 후 핵 연 료
집 합 체 210 /2 10 /4 10 3 4 ,90 0

기 타  사 용 후 핵 연 료 다 양 - 640

표 A.26. 처분용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상량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에 시작하는 밀봉포장 공장과

심지층 처분장에 대한 비용 요소별 비용이 표 A.27에 정리되어 있다 [29].

시 설 비 용  요 소 비 용 부 분  합 계  

밀 봉 포 장  공 장

투 자 2 ,1 50

7 ,9 20운 영  및  유 지 5 ,6 00

폐 로 170

심 지 층  처 분 장

부 지 외  시 설 투 자  및  운 영 250

14 ,86 0

부 지  선 정  부 지  조 사 1 ,0 40

지 상  시 설  

투 자 1 ,8 70

5 ,4 20운 영  및  유 지 3 ,4 40

폐 로 110

지 하  시 설   

투 자 4 ,5 80

8 ,1 50운 영  및  유 지 1 ,1 70

폐 로  및  뒷 채 움 2 ,4 00

전 체  비 용 22 ,78 0

표 A.27. 스웨덴 시설 요소별 비용 (단위: [MSEK])

이들 비용 요소와 연계된 연구/개발 비용 및 부지 조사 비용은 다른 곳에 반영

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비용은 2003년 1월 가치 기준이며, 단위는 MSEK이다. 요약

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밀봉포장 비용을 제외한 심지층 처분 비용은 148억 6000만

크로나(Kr), 밀봉포장 비용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 비용은 227억 8000만 Kr로 추산



- 378 -

된다. 즉, 심지층 처분 전체 비용 가운데 밀봉포장은 35%, 처분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 시설은 54억 2000만 Kr, 사용후핵연료 지하 시설은 81억 5000만 Kr에

달한다.

라. 2004년 CORWM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영국 CORWM에서는 2004년에 세계적으로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처

분하는 5개 심지층 처분 시설의 비용을 비교하였다. 표 A.28에는 스웨덴 SKB 처분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비용은 백만 크로나(MSEK) 화폐

단위로부터 백만 영국 파운드(MGBP) 화폐 단위로 환산되어 있고, 200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상승 기법을 통해 가격수정 이 되어 있다 [30].

요약하면, 2004년 8월 가치 기준으로 스웨덴 SKB에서 추산한 사용후핵연료

4,500 처분용기에 대한 처분 전체 비용은 17억 4500만 영국 파운드(₤)이다. 즉, 사용

후핵연료의 단위 처분 처분용기 당 처분 비용은 39만₤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밀봉

포장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비 용  요 소 사 용 후 핵 연 료  처 분  비 용

밀 봉 포 장  공 장  (전 체  비 용 ) 607

건 설 494

운 영 353

폐 로  및  밀 봉 192

부 지  선 정  및  부 지  조 사  99

안 전 성  평 가  및  관 리 -

전 체  비 용 1 ,7 4 5

처 분 용 기  개 수 4 ,5 00

처 분 용 기  당  비 용 0 .3 9

표 A.28. CORWM이 평가한 스웨덴 SKB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 [MGBP])

표 A.29에는 2003년 1월 가치 기준과 2004년 8월 가치 기준으로 스웨덴 SKB

처분 시설의 기준 연도별 처분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2003년 1월 기준으로 1 영국

파운드는 13.45 스웨덴 크로나와 같다고 가정된다. 또한 2004년 8월 가치는 2003년

1월 가치에 비해 상승 인자가 1.0303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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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용  요 소 스 웨 덴  사 용 후 핵 연 료  처 분 장

기 준  연 도

화 폐  단 위

2003년  1월

[1 00만 SEK ]

2 0 03년  1월

[1 0 0만 G BP ]

2 0 04년  8월

[1 0 0만 G BP ]

밀 봉 포 장  시 설 7920 5 8 9 6 0 7

처 분 장  건 설 6450 4 8 0 4 9 4

처 분 장  운 영  비 용 4610 3 4 3 3 5 3

처 분 장  폐 로  및  밀 봉  251 0 1 8 7 1 9 2

부 지  선 정  단 계 의  부 지  조 사

 +  부 지 외  시 설
1290 9 6 9 9

안 전 성  평 가  및  관 리 - - -

전 체  비 용 22780 1694 1745

환 율  (=  크 로 나 /파 운 드 ) 　 13 .4 5 　

상 승  인 자 　 　 1 .03 0 3

처 분 용 기  개 수 4 ,5 0 0 　 　

처 분 용 기  당  비 용 　 　 0 .3 9

표 A.29. CORWM이 평가한 기준 연도별 스웨덴 SKB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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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평가

1. 배경

핀란드에서는 매년 전력 소비량이 85TWh 정도이며, 원자력이 전체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상업용 원전은 1977년에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현재 4기의

원전이 운전중, 1기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다. 2009년말 5기의 원전이 운전될 예정이

다.

핀란드는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핀란드에 영구 처분해야 하고,

핀란드 바깥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핀란드에 영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핀란드 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실증된 기술에 따라 안전하게 영구 처분되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재정을 운용

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은 원자력 발전 비용에 포함되고 있다. 이를 통

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가용한 재무 자원이 보증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004년 말 전체 채무 규모는 약 1억 4000€ 이다. 이는 국채나 증권

으로 부담한다.

핀란드는 1993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 선정을 통해

1999년에 올킬루오토 지역에 처분 부지 예정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업

자는 최종 처분장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 시행 계획서와 비용 평가서를 제출하고,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매년 사용 수수료를 불입한다. 이 기금은 국가 예

산과는 별도로 특수 용도 기금이고 무역산업부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금의 목표액

은 2010년까지 16억€이다 [35].

사용후핵연료는 밀봉포장 시설에서 처분용기에 수납된 후 밀봉된다. 이런 처분

용기는 승강기틀 통해 하강하여 최종 처분장 지하 시설로 이동된다. 핀란드에서 처

분용기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철 내부 용기와 구리 외피로 되어

있다.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처분용기의 설계뿐만 아니라 다중 방벽의 개념

도 스웨덴의 것과 유사하다 [36].

2. 비용 평가

처분장은 지하 시설과 지상 시설로 이뤄져 있다. 지하 시설은 지표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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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가 넘는 깊이에 굴착된 처분장 수평 터널, 이 터널에 연결된 수평 중앙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하 시설은 처분용기 이송용 수직갱, 직원용 수직갱, 작업용 수

직갱 등을 통해 지상 시설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A.8에 Posiva 사용후핵연료 심지

층 처분장의 개략도가 나타나 있다 [30].

그림 A.8. 핀란드 심지층 처분장

가. 2009년 POSIVA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핀란드에 가동 중인 기존 원자로에서 50~60년, 신규 원자로 OL3에서 60년 운영

기간이 가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는 전체 5,500우라늄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응하여, 심지층 최종 처분의 전체 비용은 3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 가

운데서 투자 비용은 6억 5000만€, 2120년 까지 운영 비용은 21억€, 폐로 및 밀봉

비용은 2억 50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37]. 이러한 최종 처분 비용은 이미 원

자력 발전 가격에 고려되고 있다.

최종 처분장의 건설 작업으로 100명 이상이 고용될 것이다. 처분장 운영 단계에

서 100명 이상이 운영, 서비스, 감시 작업 등에 고용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으로 매

년 세입은 3500만€에 달할 것이다.

나. 2004년 CORWM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표 A.30에는 CORWM이 계상한 핀란드 Posiva 처분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비용은 백만 유로(MEUR) 화폐 단위로부터 백만 영국 파운

드(MGBP) 화폐 단위로 환산되어 있고, 200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상승되어 있다

[CORWM681, 2004]. 요약하면, 2004년 8월 가치 기준으로 핀란드 Posiva에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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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후핵연료 1,500 처분용기에 대한 처분 전체 비용은 6억 2700만 영국 파운드

(₤)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처분 처분용기 당 처분 비용은 42만₤에 해당한다. 여

기서는 밀봉포장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비 용  요 소 사 용 후 핵 연 료  처 분  비 용

밀 봉 포 장  공 장  (전 체  비 용 ) 23 2

건 설 93

운 영 271

폐 로  및  밀 봉 31

부 지  선 정  및  부 지  조 사 -

안 전 성  평 가  및  관 리 -

전 체  비 용 627

처 분 용 기  개 수 1 ,5 0 0

처 분 용 기  당  비 용 0 .4 2

표 A.30. CORWM이 평가한 핀란드 Posiva의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비용

(단위: [100만₤])

표 A.31에는 2003년 1월 가치 기준과 2004년 8월 가치 기준으로 핀란드 Posiva

처분 시설의 연도별 처분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2003년 1월 기준으로 1 영국 파운

드는 1.41 유로와 같다고 가정된다. 또한 2004년 8월 가치는 2003년 1월 가치에 비

해 상승 인자가 1.0465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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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용  요 소 사 용 후 핵 연 료  처 분  비 용

　 기 준  연 도

화 폐  단 위

2003년  1월

[M EU R ]

20 0 3년  1월

[M G BP ]

2 00 4년  8월

[M G B P ]

밀 봉 포 장  시 설 313 222 2 3 2

처 분 장  건 설 125 89 9 3

처 분 장  운 영  비 용 365 259 2 7 1

처 분 장  폐 로  및  밀 봉  42 30 3 1

부 지  선 정  및  부 지  조 사

 +  부 지 외  시 설

　 　 　

안 전 성  평 가  및  관 리 　 　 　

전 체  비 용 845 599 627

 환 율  (=  유 로 /파 운 드 ) 　 1 .41 　

상 승  인 자 　 　 1 .04 6 5

처 분 용 기  개 수 1 ,5 0 0 　 　

처 분 용 기  당  비 용 　 　 0.42

표 A.31. CORWM이 평가한 연도별 핀란드 Posiva의 심지층 처분 비용

다. 2002년 POSIVA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심지층 처분장에 배치될 사용후핵연료는 2,600톤에 달한다. 이는 1,500개가 넘는

처분용기에 밀봉되어 배치될 예정이다. 최종 처분장의 처분 비용은 43억 핀란드 마

르크(FIM; Finnish Marks), 건설 비용은 10억FI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A.32에 상세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비용은 2002년 가치 기준이고 단위는 100만 유

로(MEUR; Million Euros)로 표시되었다 [30]. 표 A.33에 시설별로 예상 비용이 요

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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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비 용  요 소 비 용

건 설
밀 봉 포 장  시 설 105

처 분 장 125

운 영

처 분 용 기 230

밀 봉 포 장  시 설 200

처 분 장 135

폐 로
밀 봉 포 장  시 설 8

처 분 장 42

전 체  비 용 845

표 A.32. 최종 처분장의 단계별 비용 (단위: [100만€])

시 설 단 계 비 용 부 분  합 계

밀 봉 포 장  시 설

건 설 105

313운 영 200

폐 로 8

처 분 용 기 운 영 230 230

처 분 장  

건 설 125

30 2운 영 135

폐 로 42

전 체  비 용 845

표 A.33. 최종 처분장 시설별 비용 (단위: [100만€])

라. 2003년 POSIVA 수행 한국 심지층 처분 비용 평가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은 지하 연구 실험실 건설 단계, 처분장 건설 단계, 밀

봉 단계로 구분되어 계산된다. ONKALO는 처음에는 핀란드의 심지층 실증시설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처분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은 모

두 8 단계로 구분되어 산출된다. POSIVA가 한국 처분 비용 산출을 수행한 이 연

구에서 처분장 건설 비용은 여섯 개의 건설 단계로 나누어 산출된다. 각 단계는 다

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38]:

1) 심지층 실증시설 단계: 수직갱 건설, 연결 터널 완성, 2개의 보통 panel 터널

과 1개의 막장 터널로 구성된 1개 panel 터널 고리 건설, 2개 처분 터널

15% 완성, 설비실의 2/3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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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단계: 갱도 건설, 3개의 처분 터널 90% 완성, 설비실의 1/3 완성;

3) 2 단계: 2개의 보통 터널과 1개의 막장 터널 완성, 3개의 처분터널 완성;

4) 3 단계: 1개의 보통 panel 터널과 1개의 end panel 터널 완성, 처분 터널의 2

개 완성;

5) 4 단계: 1개의 보통 터널과 1개의 막장l 터널 완성, 처분 터널의 2개 완성;

6) 5 단계: 1개의 보통 터널과 1개의 막장 터널 완성, 처분장 터널의 2개 완성;

7) 6 단계: 3개의 보통 터널과 3개의 막장 터널 완성, 처분장 터널의 2개 완성;

8) 밀봉 단계: 밀봉포장 공장의 폐쇄와 처분장의 뒷채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약 10년이 걸린다. 4년 동안의 폐로 기간 중에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제거/포장되어 지하 동굴로 운반된다. 6년의 처분장 밀봉 기간에 걸쳐 모든 터널,

설비실, 수직갱 등은 뒷채움이 이루어지고, 20m 두께 콘크리트 마개가 모든 수직갱

에 구축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이 지하 비용이

나 지상 비용에 속하는지를 정의해야 한다. 전과정 비용 평가 결과, Posiva 처분장

시설 비용 평가의 예를 볼 때, 전체 비용 중 약 2/3는 지상 시설에서 운영되는 비용

이고 약 1/3은 지하 시설에서 운영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비용 배분은 지상 비용

및 지하 비용을 정의하는 범주에 따라 바뀐다. Posiva의 경우 지상 비용 및 지하

비용의 견적은 각각 다른 조직에 의해 산출된다. 지하 시설 및 지상 시설의 분류에

서 기술적인 요인은 고려되지 않는다.

비용은 투자 비용, 운영비용, 폐로 비용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비용 산출에는

불확실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용 불확실성이란 대상이 정확히 설계되어 있지

만, 구입하지 않는 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불특정 비용에 대한 부

대 비용(contingency)이란 아직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한 예비 비용

이다. 투자 비용 및 운영비용에 불특정 비용에 대한 부속비용은 전체 비용의 20%로

예측된다. 표 A.34에 단계별 비용과 전체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비용은 2002년도

가치 기준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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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요 소
단 계 별  비 용

전 과 정  

비 용
심 지 층 실

증 시 설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5단 계 6단 계 밀 봉

투 자 162.59 279 .40 215 .26 146 .79 138 .87 138 .87 157 .25 1 .92 1 ,2 40 .94

운 영 53.07 105 .00 374 .63 264 .82 264 .82 264 .82 254 .92 245 .56 1 ,8 27 .65

전 체  비 용 215 .67 384 .4 0 589 .8 9 411 .6 1 403 .69 403 .69 412 .17 247 .48 3 ,0 68 .5 9

표 A.34. 단계별 전체 비용 (단위: [100만€], 2002년도 기준)

지하 시설의 전체 비용인 30억 6900만€ 가운데에서 투자 비용은 40%인 12억

4100만€이며, 운영비용은 60%인 18억 2800만€이다. 투자 비용에는 건설 비용 11

억 2900만€와 장비/시스템 비용 1억 1200만€가 포함되어 있다. 장비/시스템 비용

은 건설 비용의 약 10%를 차지한다. 처분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당 지하 시설

의 비용은 21,500€/처분용기이다.

건설 비용은 심지층 실증시설 건설과 처분장 건설에 대하여 산출되었다. 처분장

건설 비용은 여섯 건설 단계로 나누어 산출된다. ONKALO의 심지층 실증시설 건

설 비용 데이터는 Saanio et al.(2001): Cost estimate of the ONKALO 자료에서 얻

어진다. ONKALO의 건설은 2004년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의 정확성은

장비/시스템 비용에 대해 +15% 및 +25% 로 산출된다. 표 A.35에 투자 비용 가운데

에서 한 요소인 건설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건설 비용의 15%로 가정된 소유자 비

용(owner's cost)에는 개발 비용, 설계비용, 프로젝트 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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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요 소
단 계 별  비 용

전 과 정  

비 용
심 지 층 실

증 시 설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5단 계 6단 계 밀 봉

지 상  공 간 10 .00 10 .0 0 20 .00

수 직 갱  굴 착 22 .86 4 .6 8 27 .54

터 널  굴 착 49 .92 44 .1 2 56 .56 37 .05 37 .0 5 37 .05 46 .55 308 .30

처 분 공  83 .7 0 61 .45 40 .96 40 .9 6 40 .96 40 .96 308 .99

건 설  작 업 18 .52 25 .0 2 22 .73 14 .89 14 .8 9 14 .89 18 .71 129 .65

조 사 5 .38 5 .07 3 .38 3 .3 8 3 .38 3 .38 23 .97

소 유 자  비 용 15 .20 25 .9 4 21 .87 14 .44 14 .4 4 14 .44 16 .44 0 .0 0 122 .77

소 계 116 .5 0 198 .84 1 67 .68 110 .7 2 110 .72 1 10 .72 126 .0 4 0 .0 0 941 .22

부 속 비 용  (20% ) 23 .30 39 .7 7 33 .54 22 .14 22 .1 4 22 .14 25 .21 0 .0 0 188 .24

전 체  비 용 139 .8 0 238 .61 2 01 .22 132 .8 7 132 .87 1 32 .87 151 .2 5 0 .0 0 1 .12 9 .46

표 A.35. 단계별 건설 비용 (단위: [100만€], 2002년도 기준)

장비/시스템 비용 산출에서는 필요한 재투자가 고려되고 있다. 소유자 비용은

장비/시스템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표 A.36에 투자 비용 가운데에서 한 요소인 장

비 비용 및 시스템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A.37에 운영 비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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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요 소
단 계 별  비 용

전 생 애  

비 용
심 지 층 실

증 시 설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5단 계 6단 계 밀 봉

암 석  승 강  시 스 템 6.00 0 .50 0 .50 7 .00

비 통 제 용  직 원 승 강 기 0.50 0 .10 0 .10 0 .70

통 제 용  직 원 승 강 기 0.50 0 .10 0 .10 0 .70

처 분 용 기  승 강 기 8.00 1 .00 9 .00

처 분 용 기  승 강 기 구 5.00 1 .00 6 .00

중 수 로  취 급 틀 4.00 4 .00

가 압 경 수 로  취 급 틀 4.00 4 .00

벤 토 나 이 트  취 급 장 비 3.00 1 .00 4 .00

뒷 채 움  혼 합 장 2.00 2 .00 4 .00

기 타  수 송 장 비 1.00 2 .00 2 .50 2 .00 1 .5 0 1 .5 0 1 .5 0 12 .00

전 력  시 스 템 2.50 2 .50 1 .00 1 .00 1 .0 0 1 .0 0 1 .0 0 10 .00

통 제  및  감 시  시 스 템 1.00 1 .00 1 .00 0 .40 3 .40

환 기  및  가 열  시 스 템 5.00 5 .00 1 .00 1 .00 1 .0 0 1 .0 0 1 .0 0 15 .00

물  시 스 템 1.00 0 .50 0 .50 0 .50 0 .5 0 0 .5 0 0 .5 0 4 .00

소 방  시 스 템 1.00 0 .50 0 .50 0 .50 0 .5 0 0 .5 0 0 .5 0 4 .00

기 타  시 스 템 0.50 0 .50 0 .50 0 .50 0 .5 0 0 .5 0 0 .5 0 1 .6 0 5 .10

소 계 19 .00 34 .00 11 .7 0 11 .6 0 5 .00 5 .00 5 .00 1 .60 9 2 .90

부 속 비 용  (20% ) 3 .80 6 .80 2 .34 2 .32 1 .0 0 1 .0 0 1 .0 0 0 .3 2 18 .58

전 체  비 용 22 .80 40 .80 14 .0 4 13 .9 2 6 .00 6 .00 6 .00 1 .92 111 .4 8

표 A.36. 단계별 장비 비용 및 시스템 비용 (단위: [100만€], 2002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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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요 소

단 계 별  비 용
전 과 정  

비 용
심 지 층 실

증

시 설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5단 계 6단 계 밀 봉

터 널 /수 직 갱  뒤 채 움 42 .28 63 .42 63 .42 63 .4 2 63 .42 117 .6 0 413 .5 6

벤 토 나 이 트  블 럭 51 .66 50 .20 50 .20 50 .2 0 50 .20 252 .4 6

터 널  콘 크 리 트 마 개 7.60 11 .40 11 .40 11 .4 0 11 .40 53 .2 0

인 건 비 22 .0 0 44 .00 110 .00 49 .50 49 .50 49 .5 0 41 .25 33 .0 0 398 .7 5

에 너 지  비 용 5 .10 15 .29 30 .58 11 .47 11 .47 11 .4 7 11 .47 5 .1 0 101 .9 4

물  및  물  처 리 1 .2 3 1 .23 2 .46 0 .92 0 .92 0 .9 2 0 .92 1 .2 3 9 .8 6

유 지  및  배 상 2 .65 8 .14 13 .83 5 .19 5 .19 5 .1 9 5 .19 6 .9 2 52 .2 9

보 험 3 .25 8 .84 26 .29 9 .86 9 .86 9 .8 6 9 .86 13 .1 5 90 .9 7

조 사  준 비 10 .0 0 10 .00 20 .00 7 .50 7 .50 7 .5 0 7 .50 10 .0 0 80 .0 0

소 유 자  비 용 7.48 11 .22 11 .22 11 .2 2 11 .22 17 .6 4 70 .0 1

소 계 44 .2 3 87 .50 3 12 .18 220 .68 220 .6 8 220 .61 212 .4 3 2 04 .64 1 ,52 3 .04

예 비 비  (20% ) 8 .8 5 17 .50 62 .44 44 .14 44 .14 44 .1 4 42 .49 40 .9 3 304 .6 1

전 체  비 용 53 .0 8 105 .0 0 3 74 .62 264 .82 264 .8 2 264 .82 254 .9 2 2 45 .56 1 ,82 7 .65

표 A.37. 단계별 운영 비용 (단위: [100만€], 2002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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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MRS의 규모에 따른 경제성 분석

1. MRS 비용의 산정

미국에서 MRS 시설에 대한 가장 최신의 완성된 비용 산정은 유타주 Skull

Valley 에 있는 Private Fuel Service Facility (PFSF)에 대한 것이었다 (39). 많은

기대되는 비용 정보로는 PFS에서 1999년도에 작성한 “Private Fuel Storage

License Application"이 사용되었다. PSF는 위스콘신주 La Crosse에 본부를 둔 회

사로 미국 8개 전기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006년 2월 21일 NRC는 PFS

에 40,000 MTHM (4,000개 저장용기와 500개 패드 포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발급해 주었다. 여기에서 각 저장용기에는 10

MTHM이 담겨있고 대략 360 헥트알 부지중에 40헥트알의 저장지역 내에 100 m2에

세워져 있다. (그림 B.1 참조)

그림 B.1. PFS 시설의 개략 도면

여기서는 첫번째로 40년 단위의 가정 하에 연간 자금 흐름과 2111년부터 2222

년까지 등급화된 비용이 계산된다. 두 번째로 MRS에 대하여 예상되는 규격화 된

비용으로 규모에 따른 경제성이 조사되었다.

2. PFS 시설과 같은 MRS 시설의 전체 및 등급화된 비용

이 절에서는 PFS에 의하여 제안된 처분 시설과 유사한 MRS 시설의 비용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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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소개된다. 여기에는 수송비, 기술 개발비, 시설 건설비, 저장용기 제작 및 취

급비용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비용과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가. 저장 용량과 수송비의 흐름

일련의 저장 시설 (혹은 지하 처분장)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40,000 MTHM

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다루어지고 있다.

(1) 10년동안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는 2041년부터 저장시설에 연간 4,000

MTHM 로 운반되기 시작하여 2050년 말까지 저장시설은 전부 채우게 된

다.

(2)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시설에 도착한 다음 40년 후에 이 저장 시설로부터 새

로운 저장 시설 (혹은 최종 처분장)로 옮겨지게 되어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2090년까지 첫 번째 저장시설을 떠나게 된다.

(3) 매 40년마다 새로운 저장시설이 개발되고, 건설되고, 사용후핵연료로 채워지

고, 감시되고, 다시 비워지고 제염된다.

(4) 등급화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MTHM는 3% 할인율로 2010년까지 할

인된다. 따라서 2040년도부터 감시하게 되는 40,000 MTHM의 “할인가”

(discounted value)는 14,057 MTHM이다. 이것은 오늘날 중앙 집중식 저장

이 지금부터 30년 후 이 값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3% 실제 상환율

로 신탁자금에서 모든 미래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현재가를

계산하는 데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이 양은 처분 시까지 동일한 40,000

MTHM로 남기 때문에 이것의 할인가는 이들 폐기물이 한 시설에서 다음

시설로 옮겨질 때마다 매번 증가되지 않는다.

(5) 저장 시설로의 운송비는 1 MTHM 당 5,000불이다. 그러나 한 저장시설로부

터 다른 저장시설까지의 운송비는 이 값의 4분의 1이다. 왜냐하면 한 저장

시설에서 다른 저장시설로 운송하는 것은 여러 장소에서 옮겨오는 것이 아

니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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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 할인된 운송비, 4,000 MTHM/year

한 저장시설에서 다른 저장시설로의 총 운송비는 40,000 MTHM에 대하여 2111

년도까지는 2,500백만 불이고 2222년까지는 4,000 백만 불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2040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가격은 그림 A.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111년까지 단지 757 백만 불이고 2222년까지는 단지 3%만큼 많아진

다. 등급화된 운송비용은 메트릭 톤으로 계량된 heavy metal의 할인 수량으로 나

누어진 수송 서비스 비용이다. 즉 2111년까지 757 백만 불/14 백만 kgHM = 54 불

/kgHM이다.

나. 공영 그리고 사설 개발비

“4단계에는 상세설계 및 입찰 명세서 준비사항뿐만 아니라 NRC 인허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4단계에 대한 예산은 대략 10 백만 불이고 거기에는 임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PFS는 4 단계가 2.5년 걸린다고 가정하고 있다. 혹은 년간

4백만 불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 다른 옵션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

은 개발 비용은 2015년에서 2038년까지 23년동안 매년 4백만 불씩 계속될 것이고,

다시 2071년에서 2080년까지 그리고 2111년에서 2120년까지 등등 동일한 투자가 계

속될 것이다. 그림 B.3에는 공익 및 사설 개발 비용이 나타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1) 년간 2백만 불의 공익 기금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해부터 마지막 저장시설

의 제염 및 원자로 폐로 시까지 필요하다.

(2) 년간 4백만 불의 사설 기금은 2015년 (그래서 저장시설의 오너에 의한 믿을

만한 주문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2020년 이후 발주될 때 준비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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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저장시설의 건설이 시작되는 2038년도까지 필요하다.

(3) 40 백만 불의 사설 기금은 다음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림 B.3. 할인된 사설 및 공익 개발 비용 

이 관리 및 개발 기금의 현재 가치는 2111년까지 공익 기금이 63 백만 불이고,

사설 기금이 70 백만 불이며, 이들 기금은 2222년까지 공익 기금이 67 백만 불, 사

설 기금이 72 백만 불로 증가하게 된다.

다. 높은 등급의 보안 시스템과 물리적인 보호 설비가 갖춰진 저장 시설 건설

비용

다음으로 5단계는 PFSF의 건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단계의 예산은 100 백

만 불이고 여기에는 건설 부지의 준비, 접근로의 건설, 행정 건물, 방문자 센터, 보

안과 보건물리 건물, 운전 및 보수 유지 건물, 저장 용기 전환 건물 그리고 저장

대, 저장용기의 전환 및 수송 장비의 구매, 그리고 운송 통로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

다.

5단계 예산 역시 임시 예산액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건비, 인허가 비용, 그리고

주최측이 갖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1999년 달러로 100 백만불은 GDP 디플레이터

1.267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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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4.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할인된 건설 및 제염/폐기 비용

그림 B.5.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할인된 건설 및 제염/폐기 

비용

그림 B.4와 II.5에는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저장시설의 건설비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다음을 가정하고 있다.

(1) 저장시설의 건설비는 127백만 불이고 3년 이상 걸린다. 즉 2038년에서 2040

년 그리고 다시 2078년에서 2080년까지 등등.

(2) 높은 보안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 건설비는 800백만 불이고 3년 이상 걸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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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시설의 제염 및 폐기 비용은 건설비의 15%이며 이 작업은 사용후핵연

료가 제거되면서 2078년에서 2080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저장시설의 건설 및 제염/폐기에 대한 현재

비용은 78 백만 불이고 2111년까지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출 경우 이 값은 570 백

만 불로 증가하고 2222년까지 현재 비용은 10% 증가하게 된다.

높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벙커 [38, 39] 를 설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건설비에서 차이가 난다. 즉 높은 보안시스템을 위한 페리메터의 추가 설치비

용은 24.5 백만 불이고 지중 벙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더 많이 소요

되는 건설비용은 1,592 백만 불이다. 따라서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저장시설 비

용은 2009년 INL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 경우의 자본금보다 더 많은 800 백만 불이

다. 그림 B.5는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가진 저장시설의 건설과 제염 및 폐기를 위한

연간 비용이 나타나있다.

라. 저장용기와 관련된 자본금과 운전 및 보수 유지비용

그림 B.6은 heavy metal 관리와 관련있는 두 가지 형식의 비용이 나타나 있다.

(1) 저장용기의 자본비용

(2) 저장용기가 저장시설에 운송된 후 저장용기의 취급비용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다음의 세 가지 가정 하에 PFS의 비용을 예측하게

된다.

(1) 저장용기의 제작비는 MTHM 당 약 18,000불

(2) 저장용기의 제염 및 폐기비용은 제작비용의 15% 즉 MTHM 당 2,700불

(3) 저장용기의 취급비는 2041년과 2050년 사이에 저장시설로 반입되어서

2080년과 2090년 사이에 저장시설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이와 같은 반입

및 반출되는 패턴이 40년마다 되풀이되는 사용후핵연료 1 MTHM 당

12,700불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저장용기의 제작 및 폐기에 필요한 현재 가격은 379 백만

불이다. 그리고 이들 저장용기의 취급에 필요한 현재 가격은 2111년까지 287 백만

불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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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6. 할인된 저장용기 제작비용 및 취급비용

(1) 저장용기와 관련된 자본금

가정 1에 따르면, 6단계 즉 PFSF의 운전 단계에서도 서비스 협약에 의하여 역

시 기금이 지원될 것이다. 이 단계의 특기할만한 비용에는 캐니스터 (432 백만 불)

및 저장용기 (134 백만 불)의 구매와 제작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부품은 사용후핵

연료가 PFSF로 이동되는 스케쥴에 맞도록 필요할 때마다 확보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장용기 비용은 40,000 MTHM에 대하여 비 할인된 566 백만 불 혹은 약 14 불

/kgHM로 가정된다. 이 비용은 1,267을 곱해줌으로써 2010년 달러로 새로이 계산될

수 있다. 새로 계산된 비용은 18 불/kgHM이다.

어떤 분석에서 자본금은 시설 비용에 더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기, PFS의

자본금은 1999년 달러로 666 백만 불 혹은 2010 달러로 840 백만 불에 달하게 된

다. 이것은 2007 달러로 680 백만 불 [43]과 INL의 796 백만 불 혹은 2010년 달러

로 830 백만 불과 예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비용은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비슷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얻어진 예상 값과 거의 일

치하고 있다.

(2) 저장용기와 관련된 운전 및 보수/유지비용

가정 3에 대하여, 캐니스터와 저장용기 사이에 사용후핵연료 취급과 관련된 운

전 및 보수 유지비용은 다음 문장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년간 운전 및 보수 유

지비용은 운전 수명이 20년인 시설에 대하여 49 백만 불이고 40년 수명 시설에 대

해서는 31 백만 불로 예상된다.” 이것은 20년 시설 수명에 대하여 총 그리고 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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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전 및 보수 유지비용이 약 1,000 백만 불이고 40년 운전 수명인 시설에 대해

서는 1,200 백만 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년간 저정율 4,000 MTHM인 20년 수명

의 시설에 대하여 이와 같은 heavy metal의 양은 저장시설로 들어오도록 처리하거

나 저장시설 밖으로 나가도록 취급 처리된다. 또 연간 저장율 4,000 MTHM인 40

년 수명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heavy metal의 양은 저장시설의 수명 중 처

음 10년 동안과 시설 수명의 마지막 10년 동안은 취급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두

기간 사이 20년 동안은 heavy metal에 대한 어떠한 처리나 취급을 하지 않는다.

저장 시설의 처음과 마지막 두 번의 10년 (사용후핵연료의 장전 및 인출) 동안

에만 취급 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0년 동안은 운전이나 보수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20년 수명의 저장시설과 40년 수명의 저장시설 사이의 운전 및 보

수 유지비용의 차이 200 백만 불은 연간 10 백만 불씩 행정 및 보안을 위하여 지불

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취급을 하게 되는 20년 동안 행정 및 보안을 위

하여 지불되는 년간 10 백만 불을 제하고 나면 20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취급을 위

한 운전 및 보수 유지를 위하여 800 백만 불 즉 연간 40 백만 불이 필요하다는 결

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년간 4,0000 MTHM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반

입 및 반출시 kg당 10,0000 불의 경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장 초기 10년과 마지막

10년 동안 총 경비는 년간 50 백만 불 (혹은 20년 동안 1,000 백만 불) 이다. 사용

후핵연료를 취급하지 않는 중간 20년 동안 총 경비는 연간 10 백만 불 (20년 동안

200 백만 불), 나아가 40년 총 경비는 1,200 백만 불이 소요된다.

마. MRS와 관련된 운전 및 보수 유지 고정비용

그림 B.7은 두 가지 형태의 운전 및 보수 유지 고정비용 즉 어떤 heavy metal

이 부지 안에 있건 간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나타나 있다. 처음 것은 이전 절에

서 확인된 행정 및 보안 비용이다. 즉 10 백만 불 혹은 2010년도 달러로는 약 13

백만 불이다. 이 비용은 2040년부터 최종 제염 및 폐기 시까지 매년 발생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커브는 “지방세를 대신하여 저장시설 근처의 지역사회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내주고 있다 [12]. 즉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체 수익은 만일

모든 4,000개의 저장용기가 실제로 부지에 설치되었다면 연간 13.5 백만 불에 이르

게 된다. 이것은 2010년 달러로 업데이트된다. 즉 2038년에 제작이 시작되어 제염

및 폐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17 백만 불이 소요된다. 2111년까지, 행정 및 보안

운전과 제염/폐기 비용의 현재 가치는 158 백만 불이고 지방세를 대신하여 지불되

는 비용의 현재 가격은 228 백만 불이다. 2222년까지 행정 및 보안 운전과 보안 운

전 및 보수유지비용의 현재 가치는 12.7% 증가되고 지방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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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현재 가치는 12.3%만큼 증가한다.

그림 B.7. 할인된 기타 비용

바. 전체 비용의 자금 흐름 및 등급화된 비용

그림 B.8에는 전체 할인된 자금 흐름이 나타나있다. 이 40,000 MTHM 저장시

설의 비 할인 전체 비용은 2111년까지 높은 보안 시스템 없는 경우 8,500 백만 불

이고 높은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10,300 백만 불이 소요된다. 할인된

전체 비용은 높은 보안 시스템이 없는 경우 2,020 백만 불이고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경우 2,500 백만 불이다. 14,057 MTHM의 할인된 처리량과 비교했을 때 등급

화된 비용은 40,000 MTHM 저장시설에 대하여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kg당 144 불이고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췄을 때는 kg당 179 불이다. 이 값은

2222년까지 8.6%씩 증가된다. 2011년 이후에 할인된 비용이 2111년 전의 할인 비용

에 비해 적기 때문에 저장사설 규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단지 2111년까지 등급별

비용에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한 세기 동안 처분을 가정한 것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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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8. 할인된 연간 비용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대한 자금 흐름) 

3. 저장시설 규모에 따른 경제성

이 절에서는 PSFS와 같은 MRS에 대하여 앞에서 제안된 비용 모델에서 저장

시설의 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조사하게 된다. 비용은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MTHM 단위로 저장시설의 최대 용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익성 관리비용

과 사설 개발비용 (maxMT) : PFSF에 대하여 maxMT = 40,000 MTHM.

이 비용은 프로젝트의 준비기간과 수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 MTHM 단위로 저장시설의 연간 최대 처리량에 따라 주로 변하게 되는 저

장시설의 건설비용 (maxHM) : PFSF에서 연간 maxHM = 4,000 MTHM

(3) 최대 저장 면적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높은 보안 시스템/벙커와 같은 물리

적 보호시설의 건설비용 : 역시 전체 부지의 크기는 최대 저장면적의 함수

다.

(4) 저장시설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저장용기의 제작

및 취급비용 (여기서 암묵적인 가정은 수송용기에 대한 하청 계약자가 있다

는 것이다; 이 가정의 의미는 본 임시보고서의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

석 조사하게 된다.) 이 두 종류의 비용에는 캐니스터에서 저장용기

(canister-to-cask, C2C)로 옮기는 작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

어 있다.

(5) 보안, 보건물리, 행정 및 수송용기를 제외한 설비의 운전과 보수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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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저장시설의 크기가 증가되면

이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저장시설의 크기는 자체가 최대 저장용량의 함

수인 부지의 크기로 측정하게 된다.

다음은 자본금 (저장시설과 벙커의 건설비용)과 저장용기를 제외한 설비의 인건

비에 대한 비용과 규모에 대한 가능한 함수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의 구조

PFS 시설은 네 개의 주요 건물과 그밖에 기간 시설로 되어 있다.

(1) C2C 전환 건물 (강화 콘크리트, 길이 80m, 너비 60m, 그리고 높이 27m 및

작업장 면적 129,600m2)에는 MTHM 캐니스터를 운송용기로부터 3개의 방

사선 차폐된 수송 셀 중의 하나에서 저장용기로 옮기기 위한 크레인이 설치

되어 있다.

(2) 보안 및 보건물리 건물 (콘크리트 벽돌, 37m x 23m; 4,681m3)은 사무실과

실험실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안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물리

담당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3) 운전 및 보수 유지 건물 (강철 구조, 61m x 24m ; 11,712m3)에는 보수 유지

를 위한 작업장, 예비 부품들, 바퀴달린 운송장비, 그리고 기타 설비가 들어

있다.

(4) 행정 건물 (강철 구조, 46m x 24m; 5,520m3)에는 사무실과 회의장, 긴급 응

답센터, 그리고 식당/매점이 들어 있다.

C2C 건물의 크기가 모든 건물의 전체 크기의 대략 85%라고 한다면, C2C 전환

건물 비용을 100 백만 불이라 하고 그 밖의 건물 비용은 대략 17 백만 불 그리고

부지의 기타 기반사설에 대한 비용이 10 백만 불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전체 건설비용은 127 백만 불에 이르게 된다.

연간 4,000 MTHM의 최대 처리량 (C2C 전환 건물의 크기를 정해주는)을 갖고

있다면, 각 방사선 차폐된 전환 셀은 연간 1,333 MTHM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일 건물 비용의 40% (40 백만 불)가 비 방사선 차폐

셀로, 20% (각각 20 백만 불)가 각 방사선 차폐 셀로 나눌 수 있다면, 1,333

MTHM의 처리량을 갖고 있는 캐니스타 전환 건물의 비용은 60 백만 불이 된다.

또 2,667 MTHM의 처리량을 갖고 있는 경우는 80 백만 불, 4,000 MTHM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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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해서는 100 백만 불 그리고 5,333 MTHM의 처리량을 갖고 있는 전환 건물

비용은 120 백만 불 등등이 된다. 따라서 전체 건설 자본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TCIClow = $67M + $5,000 maxHM (1)

예를 들면, 연간 4,000 MTHM 최고 처리량에 대하여, TCIC = $127M이다.

나. 높은 보안 시스템과 물리적 보호시설의 건설비용

높은 보안 시스템과 물리적 보호시설 (예컨대 벙커)의 비용은 저장시설 부지의

대지 면적의 함수다. PFSF의 부지는 330 헥타르다. 그 중 40 헥타르는 저장대가 설

치되어 있는 제한구역에 들어있다. 1 헥타르가 10,000m2이고 최대 저장 용량이

40,000 MTHM인 점을 감안, 사용후핵연료 1 MTHM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지

역 내 10 m2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그림 B.9에서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만일 부지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사용후핵연료 양이 10 MTHM 이라면 접근 제한

지역은 약 160 헥타르로 줄어들지만 그림 B.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접근 제한

울타리로부터 제한지역까지는 아직도 거의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B.9. 10 MTHM 시설의 개략 도면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역의 넓이 (10m
2
x maxMT)가 늘어나면,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넓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증가한다.

LAND = (10m2 · maxMT) + 4 · 400,000m2 + 4 · [ (400,000 m2)½ ·

(10m2 · maxMT)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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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 건설비용 800 백만 불을 가정하면,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지역

은 그림 1에 나타난 PSFS의 붉은 선으로 표시된 지역의 크기를 결정지어 준다.

그럼으로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약 2,000 백만 불이고

TCIChigh = TCIClow + $2,000/m2 · (10m2 · maxMT) (3)

이다.

예를 들면, 최고 저장용량 40,000 MTHM인 저장시설에서 물리적인 보호시설로

인한 비용은 약 800 백만 불이다. 연간 4,000 MTHM의 최대 처리량에 대하여

TCIChigh (수송용기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는 927 백만 불이 된다.

다. 캐니스터에 관련이 없는 인건비의 비용 구조

한 부지 내 비 C2C 전환 건물 종사자의 최소 숫자는 160 헥타르 부지 크기에

대하여 대략 80명인 것 같다. 한편, 만일 한사람의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80,000 불

의 임금을 받고, 연간 운전 및 보수 유지 예산이 약 13 백만 불이라면, 약 160명의

종사자 (그들의 소모성 그리고 교체성 비품에 대한 비용을 더하여)가 PFSF에서 일

할 수 있다 [44].

만일 캐니스터와 관계없는 종사자의 수가 저장시설의 대지크기의 함수라면 (보

수 유지를 위한 시설보다 더 많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임금 계산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M = $80,000 x {80 + 0.4[(LAND/10,000) – 160]} (4)

예를 들면, 3,600,000m2의 대지 크기를 가진 시설에서, 운전 및 보수 유지비용은

13 백만 불이 된다. 혹은 대지 크기 1,625,400m2 (10 MTHM을 위한)을 가진 시설에

서 운전 및 보수 유지를 위한 예산은 약 6.5 백만 불이다.

4. 함축적인 의미로 저장시설의 규모에 따른 경제성

비용 모델은 2111년까지 저장시설의 용량을 바꾸어주면서 heavy metal의 kg당

등급별 비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그림 B.10에 나타나 있다. 최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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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규모라는 것은 비용이 기대되는 최소 근사적인 비용의 10% 이내에 있는 규

모를 말한다. 즉 가장 크게 그럴듯한 저장시설의 비용을 말한다.

그림 B.10. MRS에서 최소 효율적인 규모 (MES)

낯은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 MES는 50,000 MTHM이다. 높은 보안 시

스템을 갖춘 경우에, MES는 두 배의 값인 110,000 MTHM이다. 표 B.1은 등급화된

비용이 나타나 있다.

이들 값은 역시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 용량의 관점에서 등급화된 비용의 탄력

성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파라메타 예측치는 4차 최소 자승 회귀법에 의하

여 계산되었다.

(1) 여기서 독립 변수는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등급화

된 비용의 자연 대수값이다. 그리고

(2) 여기서 독립 변수는 최대 MTHM의 log 값이거나, 최대 MTHM의 log 값이

고 동시에 최대 MTHM의 log 값의 제곱 값이다. 이 나중의 특성은 규격에

따른 경제성이 동질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즉 그것들이 최대 저장 용량 범

위에서 같거나 다르더라도 시험을 한다. 일반적인 최소 자승법 (OLS)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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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LC_low) = 9.61 - 0.42ln(maxMT) (5a)

ln(LC_low) = 19.16 - 2.44ln(maxMT) + 0.10 [ln(maxMT)] (5b)

ln(LC_high) = 11.95 - 0.61ln(maxMT) (6a)

ln(LC_high) = 19.98 - 2.31ln(maxMT) + 0.09 [ln(maxMT)]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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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등급화된 비용 및 예상되는 등급화된 비용

표 B.1에는 매 회귀 마다 저장시설 크기가 달라질 때 계산된 비용이 나타나 있

다. 사람들은 저장시설의 규모에 따른 경제성은 시설의 크기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

는다는 가설을 무시할 수 있다. 즉 규모에 따른 저장시설의 경제성은 부록 II.2절과

II.3절에 있는 가정 하에서는 변하게 된다. 식 (5b)로부터 얻어지는 등급화 된 비용

(표 B.1의 4번째 열)은 식 (5a)로부터 얻어지는 등급화 된 경제성 (3번째 열)보다

LC_low의 모델 예상치 (2번째 열)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식 6b로부터 얻어지는

등급화된 경제성 (7번째 열)은 식 6a로부터 얻어지는 등급화 된 경제성 (6번째 열)

보다 LC_high의 모델 예상치 (5번째 열)에 훨씬 더 가깝다. 4차 항을 갖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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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방정식은 기본적인 평균 비용함수에 의한 표현보다 더 정확하다.

규모에 따른 경제성은 저장시설의 크기에 대한 등급화된 비용의 탄력성으로 측

정된다. 예를 들면, 저장시설의 크기에 관한 비용의 탄력성이 -0.5라면, 10%의 저장

시설의 크기 증가는 5%의 등급화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비용의 탄력성은 대수

값으로 표현된 비용을 저장시설의 크기 (여기서는 maxMT로 표현됨)의 대수값으로

미분한 값과 같다. 따라서 식 (5a)에 나타난 탄력성 값은 -0.42이고 식 (6a)에 나타

난 탄력성 값은 -0.61이다. 따라서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저장시설의 등급화된

비용은 낯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보다 저장시설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훨씬 더 빨리 감소한다. 그러나 이 식들은 식 (5b)와 (6b)의 선호도에 밀려 거부되

어 왔다. 식 (5b)와 식 (6b)로부터 얻어지는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C_low)/∂ln(maxMT) = −2.44 + 0.21 ln(maxMT) (7a)

∂ln(C_high)/∂ln(maxMT) = −2.31 + 0.18 ln(maxMT) (7b)

표 B.1의 마지막 두 열에는 저장시설의 크기 1,000 MTHM에서 160,000

MTHM까지 저장시설에 대한 저장시설의 규모에 따른 탄력성 값들이 나타나 있다.

낯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MRS에 대하여, 작은 저장시설을 크게 키웠을 때

규모에 따른 경제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120,000 MTHM 이상에서는 이런 경향은

없어진다. 한편 높은 보안성을 가진 MRS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경제성은 작은

시설을 크게 했을 때 매우 높고 또 160,000 MTHM 이상에서도 충분히 높게 유지

된다. 실제로 식 (7b)에 0을 넣고 저장사설의 크기에 대하여 풀면 거의 500,000

MTHM에 가까운 값을 얻게 된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크기 범

위에서 아주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시설은 규모에 따른 포지티브 경제성을 보이

게 된다.

이런 현상은 높은 보안 시스템의 저장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등급화된 비용이 가

장 큰 중앙 집중 저장시설에서, 예컨대, 원자로 부지에 설치된 낯은 보안 시스템의

저장시설과 비교하여 항상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43]. 이것은 한 공급

자가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하는 것

보다 항상 더 싸게 제안할 수 있는 자연적인 독점 상황이다. [45]. 그러나, 미래의

국제 시장 구조를 보면 다른 선택사항이 가능할 때까지 높은 품질, 저비용 핵연료

관리 서비스에 대한 확실히 낯은 가격을 보장하는 시장 규율을 제공하게 될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USG는, 예컨대, 피폭 핵연료봉에 관한

자유무역의 비확산 방지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국제 heavy metal 관리 서비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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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인지 아닌지 결정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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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그램 ENVI 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부터, 소내 저

장소를 이용한 임시 저장, 소내외 중간 저장, 최종 처분 및 미래에 수행될 개연성이

높은 핵비확산성 재활용 및 해외 위탁 재처리와 이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

기물 및 고준위 폐기물 처분 옵션을 이해하고 각 사업의 도입 시기와 규모를 선정

하고 관련 비용을 평가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체 핵연료 주기 개념

이 정립되었으면 이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우선 1차년도에는 모델 개발을 분석하고 2

차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모델 개발 작업에 착수하도록 RFP가 설정되었으

나 향후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를 이끌어야하는 지경부 등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에 가속도를 내어 1차년도에 일정부분 실질적인 모델 개발이 완료

되도록 하였다.

실제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재

정 분석을 위해서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oldsim[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Goldsim을 이용해 핵연료주기 분석을 위해 먼

저 그림 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del Data 컨테이너와 Logistic Model을 개발하

였다. Top-level 컨테이너란 일반적인 Fortran 프로그램인 경우 주프로그램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각 컨테이너 내부에는 데이터 입력 방안과 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팀은 금번 개발된 프로그램을 ENVI(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option with Vision and Innovation)라 명명하였다. 2008년도 상반

기에 개발된 버전은 1.0이다. ENVI는 원전 운영, 비용, 중간 저장, 위탁재처리, 재활

용, 처분 시설 운영 방안 시기 규모와 이들을 조합하는 정책적 판단 입력 자료들을

크게 Dashboard와 excel spread sheet를 통해 읽는다. Dashboard란 인터넷으로 자

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8.1에 도시된 Dashboard

를 화면에서 클릭하게 되면 주요 인자에 대한 입력치를 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직

접 실행시켜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평가자가 직접 프로그램 내부

에서 세부 입력 사항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입력인자는 관련 엑셀

spreadsheet와 연계되어 있다. 그림 9.1은 프로그램 초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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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ENVI 프로그램 초기 화면

그림 9.1의 초기 화면 중 Logistic model을 클릭하면 그림 9.2의 화면이 뜨게 된

다. 이 그림은 개념적으로 선후행핵연료주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아

직 선행핵연료 쪽인 Fuel Acquisition 컨테이너는 미개발 되었으며 국내외 재활용/

재처리 부분도 물동량 계산은 가능하나 비용 평가를 위한 코드 개발은 착수되지 못

하였다. 또한 월성 저준위 처분장 컨테이너도 아직 작동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태

에서라도 원전 운영 및 이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는 향후 정부의 원전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40여기까지 원전 수와 도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 되었다.

그림 9.2. Logistic Model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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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은 Model Data 컨테이너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도시되었듯이 이

컨테이너는 엑셀(SS)과 연계되어 상당량의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또한 기존, 신규원

전별 도입 시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SS로부터 입력되어 다른 컨테이너 안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

그림 9.3. Model Data 모델 내부 구조

그림 9.4는 그림 9.2에 도시된 Logistic 모델 내부 사항 중 ReactorInOperation

을 클릭한 모습이다.

그림 9.4. ReactorInOperation 내부

이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원전부지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소외(개

념적으로 프로그램 상 소외, 소내 저장은 규모만 다를 뿐 같은 방식이다) 중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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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이송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을 위해서는 표 9.1에 요약된(일

부 자료는 삭제함) 입력 자료를 SS를 통해 받게 된다.

Reactor name Kori1 Kori2 Kori3 Kori4

Start of power production 1978-04-29 1983-07-25 1985-09-30 1986-04-29

Lifetime, yr 40 40 40 40

Total fuel load, MTU

Pool capacity, MTU

Is this a PWR reactor (1)? 1 1 1 1

Gross Capacity, Mwe 587 650 950 950

Pool code 1 1 1 1

Thermal efficiency 32.0% 32.0% 32.0% 32.0%

표 9.1. ModelData와 연계된 SS 내 입력 자료 일부

이와 같은 발생량과 중간 저장 시설 규모와 도입 시기가 결정되면 현가화된 비

용이 그림 9.5, 9.6에서와 같이 도시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표 9.2에

요약된(일부 자료 삭제) 입력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9.5. ENVI 내 저장 비용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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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ENVI 내 상세 중간저장 비용 평가 모델

Case 2

Site Name Kori Wolsong Ulchin

Total, MTU

1st Phase, MTU

Wet Land Cost [BKRW]

MVDS Land Cost [BKRW]

NUHOMS Land Cost [BKRW]

VSC-24 Land Cost [BKRW]

CASTOR V/21A Land Cost [BKRW]

MACSTOR/KN-400 Land Cost [BKRW]

Net Wet Land Cost [BKRW]

Net MVDS Land Cost [BKRW]

Net NUHOMS Land Cost [BKRW]

Net VSC-24 Land Cost [BKRW]

Net CASTOR V/21A Land Cost [BKRW]

Net MACSTOR/KN-400 Land Cost [BKRW]

Wet Land Area [m
2
]

MVDS Land Cost [m2]

NUHOMS Land Area [m
2
]

VSC-24 Land Area [m2]

CASTOR V/21A Land Area [m
2
]

MACSTOR/KN-400 Land Area [m2]

Net Wet Land Area [m
2
]

Net MVDS Land Area [m2]

Net NUHOMS Land Area [m
2
]

Net VSC-24 Land Area [m2]

Net CASTOR V/21A Land Area [m
2
]

Net MACSTOR/KN-400 Land Area [m2]

VSC-24 Container Cost [BKRW]

Nuhoms-24P Container Cost [BKRW]

TN-24 Container Cost [BKRW]

TN-40 Container Cost [BKRW]

NAC-128 Container Cost [BKRW]

Castor V21 Container Cost [BKRW]

MACSTOR/KN-400 Container Cost [BKRW]

표 9.2. 비용 평가를 위한 입력 자료 형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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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우리나라 CASE 연구

제 1 절 집중저장과 분산 저장의 장단점 비교

1. 개요

집중저장의 장점은 물리적 방호에 유리하고 저장 및 향후 관리에 적합한 최적

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가장 큰 단점은 부지 선정의 어려

움과 수송 비용 및 리스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소내 저장의 장점은 별도 부지의 확보가 불필요하고, 기존의 원전시설과 부지를

사용함으로서 수송비 등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

원전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소내 장기 저장시 원전 해체와의 간섭 사항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전 폐쇄시 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대책 필요하다. 또한 월성 원전의 경우는 경주시에서 중저

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

간저장시설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견해와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용

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유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련 시설을 기보유한 지역이

궁극적으로 유사 시설의 안전성과 재정 지원책의 유효성 등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자신들의 주도로 만든 유사시설 유치 금지 법안을 철폐를 통해 새로운 시설을 추가

적으로 유치할 동인이 충분하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표 10.1. 소내 저장과 소외저장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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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는 소내저장이나 소외저장의 채택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소외 저

장의 경우는 수송기술과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동해안에 위치할 경우 영광

원전으로부터 수송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영광 원전에서는 원전 건설시 임시적으

로 이용했던 접안 시설을 기반으로 별도의 3천톤 급 정도의 수송 선박 접안 시설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동해안에 소외 중간 저장 시설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나라 국도가 100 여톤 무게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용기 이송 하중을 견디기 어

려움으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소내 저장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저장

시설 증설에 따른 인허가는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

로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교하여 소외 저장의 경우는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소

외 저장을 위한 신규 부지 매수, 항만 건설과 전용수송선박 건조 및 운영을 피할

수 있는 소내 저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건식저장방법은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단기간 저장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PWR 핵연료의 건식저장 경험은 실험실 규

모에서(hot cell 실험) 약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장기저장시의 핵연료 건전성 및 시

설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핵연료 열화거동, 자연 대류냉각계통

신뢰도, 저장구조물의 내구성, 장수명 밀봉 seal재 개발 등의 기술 향상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핵연료의 고연소화 추세에 있으므로 고연소도 핵연

료의 장기 저장 영향 규명, 장기 저장시 핵연료의 산화거동에 대한 연구 및 장기

저장후 핵연료 회수(retrievability)에 미치는 영향 규명 등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소도 효과를 고려한 저

장시스템 개발 및 핵종별 임계도 평가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건식저장 환경에

서 사용후핵연료의 거동 규명, 저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의 설계와 안전성평가를 위한 요소기술

인 차폐, 열, 구조, 내진, 방사선방어 및 격납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

2.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분산저장 방법

이전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소외 저장시설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해서

국내 환경단체는 분산 저장을 주장하여 왔다. 그 동안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



- 419 -

의 접근방식에 있어 수용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비슷한 경험을 한 해외

의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을 포함한 최종관리 방안 결정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해결책이 현재로선 수용성 결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

장에서는 지층처분에 대한 정책 결정 시기를 단기간에 예상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는 2016년 이후 당면할 원전 내 임시저장 능력 부족에 대비하여 월성 원전의

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로 MACSTOR/KN400을 증설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고리, 영광, 울진 원전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분산 건식저장시설을 별도로

도입하기에 앞서 신규 원전의 저장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며 이

와 병행하여 저장 방법, 시기, 시설 위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경주시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유치 과정에서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부각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 원전 내 사용

후핵연료 장기 저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예상된다. 국내 중저준위폐

기물 처분장 유치 경험과 일본 무츠시의 저장시설 유치의 사례를 고려하면, 사용후

핵연료 소내 저장시설이 위치할 지자체 및 주민과 사전 대화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후핵연료 저장기간을 한정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과의 차이점을 분

명히 하며, 지역 지원방안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별 분산 저장은 장기 저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이전에 30년 이내의 한시적으로 시간을 벌어줄 신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2009년 1월 1일 시행예

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

업범위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국가 정책이 원전 외 중간저장으로 결정될 경우 부지

선정 및 건설업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의 방법 또는 대안으

로 원전 별 분산저장이 결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관리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한수원과의 업무분담 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과정에서도 한수원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업무 분

장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본 절에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중간 저장 방식을

크게 기존 원전 내 저장하는 소내 분산 저장 방식과 소외 집중 저장 방식으로 구분

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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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내 분산 저장 방안들로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방안 별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파악하고 이러한 Case 별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는 엔지니어링 작업이 대부분 요구되므로 본 절에서 사용한 대부

분의 자료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인 한수원 측에서 제공한 자료

로서 각 데이터 값들은 정확한 값들이 아니라 사전 예비 평가를 위한 추정치에 불

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한 대상 원전 호기 수로

는 2020년까지 건설될 28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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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간 저장 방안 검토

1. Case 산정

본 절에서 고려한 저장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각 원전들을 지역적 인접성 등을

고려해 그룹별로 묶어 다섯 가지 Case로 구분하였다. 또한 어느 특정 원전 부지가

모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내 집

중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기존의 소외 집중저장 개념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소내 분산저장 : 각 원전 부지별로 중간저장시설 건설

○ Case 1 : 고리, 신고리, 영광, 울진, 신울진, 신월성, 월성본부

○ Case 2 : 고리(신고리), 영광, 울진(신울진), 신월성, 월성본부

○ Case 3 : 고리(신고리), 영광, 울진(신울진), 월성(신월성)본부

○ Case 4 : 고리(신고리, 신월성), 영광, 울진(신울진), 월성본부

○ Case 5 : 고리(신고리, 신월성, 월성), 영광, 울진(신울진)본부

(2) 소내 집중저장 : 원전 부지중 부지안전성,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한 곳의 최

적 원전본부에 중간저장시설 건설

(3) 소외 집중저장 : 기존 원전본부 외 별도부지에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 건

설

이와 같은 저장 방안을 전절에서 논의된 저장 방식별로 구분해 시나리오(여기

서 시나리오란 시간적 특성이 없는 옵션과 동일하나 현재 사업 주체인 한수원에서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념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절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함)를 개발한 결과가 표 10.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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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안 저장방식 도출 시나리오

소내

분산저장

Case 1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1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2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3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4

Case 2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5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6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7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8

Case 3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9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10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11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12

Case 4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13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14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15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16

Case 5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17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18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19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20

소내 집중저장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21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22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23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24

소외 집중저장

습식저장 습식저장방식 시나리오 25

건식저장
볼트저장방식 시나리오 26
모듈저장방식 시나리오 27
용기저장방식 시나리오 28

표 10.2. 우리나라에서 고려 중인 중간저장 시나리오

2. 소요 면적 분석

한수원은 이러한 시나리오 중에서 일부 시나리오에 대해 소요 면적 분석을 시

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습식 저장 시설을 도입한다고 하는 경우

소요 면적 산출은 원전 저장조 경험을 통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 표 10.3은 습식저

장시설에 대한 저장조 소요면적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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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압경수로형

습식저장시설

가압중수로형

습식저장시설

저장조 면적

(㎡)
4,480 4,360

단위면적

(㎡/MTU)
0.17 0.28

표 10.3. 습식중간저장시설 저장조 소요면적

그러나 중간저장 소요면적은 단순히 저장조 면적이나 건식 시설 입지 면적뿐

아니라 추가적인 많은 면적을 요구한다. 이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10.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0.1. 저장 시설 소요 면적 개념도

그림 10.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설 소요 면적의 대부분은 시설면적 외부의 면

적이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저장시설면적 :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는 부지의 면적으로 10년 분량의 1단

계 용량과 총 저장용량에 대하여 면적을 산정함

○ 건물면적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면적과 사용후핵연료 수납․저장건물

(습식) 및 수납․관리구역(건식) 등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부지의 면적

○ 시설면적 : 건물면적을 포함하고 미국원자력법 10 CFR 72 Subpart E에 규

정된 사용후핵연료 취급 및 저장시설의 건물 외벽으로부터 최소 100m 거리

의 시설경계구역까지의 부지면적

○ 중간저장시설 부지면적 : 시설면적과 인수건물 등의 주요 설비건물, 경비 및

초소, 홍보실, 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도로, 원형지를 포함하는 부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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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본의 무츠시 연구의 경우 습식 방식과 건식 방식에 따라 총 저장 시설 소요

면적에 많은 차이가 났다. 표 10.4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구 분
습식저장시설 건식저장시설(용기방식)

부지면적(㎡) 비율(%) 부지면적(㎡) 비율(%)

저장시설 면적 2,590 44 10,800 79

부속시설 면적 3,260 56 2,820 21

중간저장시설 총 면적 5,850 100 13,620 100

저장시설에 대한 부속시

설의 비율
126 26

표 10.4. 5,000 MTU 규모 중간저장시설의 부지면적(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저장 면적 비교 검토를 위해 표 10.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로 저장해야 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양을 5,490 톤으로 설정하고

총 용량으로 26,160 톤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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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볼트방식*

(MVDS)

모듈방식

(NUHOMS)

저장용기방식

(VSC-24)

겸용용기 방식

(CASTOR
®

V/21A)

중량

(MTU)

개수

(EA)

중량

(MTU)

개수

(EA)

중량

(MTU)

개수

(EA)

중량

(MTU)

개수

(EA)

저장 단위/집합체 1.7 4 10.13 24 10.13 24 10.13 24

단위저장용량 84.4 200 10.13 1 10.13 1 10.13 1

1단계용량 5,490 64 5,490 542 5,490 542 5,490 542

총 용량 26,160 312 26,160 2,583 26,160 2,583 26,160 2,583

표 10.5.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배치도 작성 자료 

표 10.5의 자료와 표 10.6에 도시된 저장 방식별 단위 저장 부지 소요 면적을

고려하면 표 10.7에 도시된 바와 같이 Case 2에 대해 소내 저장조의 용량을 제외한

신규 건설될 총 저장 용량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부지 면적이 계산된다. 표 10.7에

잘 나타나 있듯이 10CFR72 part E에 의해 계산되는 시설 면적은 습․건식간 차이

가 있으나 부대시설 등 원형지를 포함하는 전체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노형 PWR CANDU

저장

방식

습식저장

방식

볼트저장방

식

(MVDS)

모듈저장

방식

(NUHOMS)

저장전용용

기방식

(VSC-24)

저장/수송

겸용방식

(CASTOR

V/21A)

습식저장

방식

모듈저장

방식

(MACSTOR/K

N-400)

단위면적

(㎡/MTU)
0.17 3.12 3.16 3.38 2.37 0.28 1.19

표 10.6. 저장방식별 단위 저장부지 소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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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장방식
건물면적 시설

면적
중간저장시설
부지면적저장시설 부속시설 소계

CASE 2

고리
(신고리)

습식 930 3,320 4,250 77,690 316,690

건식

MVDS 17,000 2,820 19,820 109,150 348,150

NUHOMS 17,220 2,820 20,040 109,710 348,710

VSC-24 18,420 2,820 21,240 112,710 351,710

CASTOR
V/21A 12,920 2,820 15,740 98,390 337,390

영광

습식 380 2,900 3,280 71,670 310,670

건식

MVDS 6,930 2,820 9,750 80,230 319,230

NUHOMS 7,020 2,820 9,840 80,530 319,530

VSC-24 7,500 2,820 10,320 82,140 321,140

CASTOR
V/21A 5,260 2,820 8,080 74,270 313,270

울진
(신울진)

습식 1,010 3,390 4,400 78,400 317,400

건식

MVDS 18,630 2,820 21,450 113,230 352,230

NUHOMS 18,870 2,820 21,690 113,820 352,820

VSC-24 20,180 2,820 23,000 117,000 356,000

CASTOR
V/21A 14,150 2,820 16,970 101,730 340,730

월성
습식 1,820 3,450 5,270 84,610 323,610

건식
MACSTOR/KN
-400 7,720 2,820 10,540 82,870 321,870

신월성

습식 250 2,800 3,050 69,720 308,720

건식

MVDS 4,590 2,820 7,410 71,690 310,690

NUHOMS 4,650 2,820 7,470 71,930 310,930

VSC-24 4,970 2,820 7,790 73,170 312,170

CASTOR
V/21A 3,480 2,820 6,300 67,080 306,080

표 10.7. 저장용량 초과분 기준 소내 분산저장 부지소요면적

(단위 : ㎡) 

3. 비용 산정

이와 같은 소요 면적 계산 결과를 근거로 1 제곱 평방미터당 일률적인 토지 보

상비값으로 가정된 36,000원을 곱하면 표 10.8에 도시된 부지 가격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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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장방식 건물부지 시설부지
중간저장
시설부지

CASE 2

고리
(신고리)

습식 0.33 28 114

건식

MVDS 6.12 39 125

NUHOMS 6.20 39 126

VSC-24 6.63 41 127

CASTOR V/21A 4.65 35 121

영광

습식 0.14 26 112

건식

MVDS 2.49 29 115

NUHOMS 2.53 29 115

VSC-24 2.70 30 116

CASTOR V/21A 1.89 27 113

울진
(신울진)

습식 0.36 28 114

건식

MVDS 6.71 41 127

NUHOMS 6.79 41 127

VSC-24 7.26 42 128

CASTOR V/21A 5.09 37 123

월성
습식 0.66 30 116

건식 MACSTOR/KN-400 2.78 30 116

신월성

습식 0.09 25 111

건식

MVDS 1.65 26 112

NUHOMS 1.67 26 112

VSC-24 1.79 26 112

CASTOR V/21A 1.25 24 110

표 10.8. 저장용량 초과분 기준 저장방식별 부지매입비용(소내 분산저장) 

(단위 : 억원)

Case에 따라 각 부지별 저장 용량이 달라진다. 이러한 저장 용량 변화는 저장

비용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성 분석시 일반적으로 용량에 따른 비용은 다음

과 같은 지수함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 소개될 ENVI 프로그램 입

력 모델링에서 x 값을 0.6으로 가정하고 용량변화에 따른 원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CR은 용량 SR에 대한 비용이며 C는 구하고자 하는 용량 S에 대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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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이용하면 한수원 평가 시에 사용한 5,000 MTU 용량의 저장단가를

기준으로 한 용량별 저장단가의 변화는 표 10.9와 같다.

용량(MTU) 단가(비율) 용량(MTU) 단가(비율) 용량(MTU) 단가(비율)

3000 1.32 12,000 0.62 21,000 0.46

4000 1.13 13,000 0.59 22,000 0.45

5000 1.00 14,000 0.57 23,000 0.44

6000 0.91 15,000 0.55 24,000 0.43

7000 0.83 16,000 0.53 25,000 0.42

8000 0.77 17,000 0.51 26,000 0.41

9000 0.73 18,000 0.50 27,000 0.40

10,000 0.69 19,000 0.48

11,000 0.65 20,000 0.47

표 10.9. 용량에 따른 습식저장시설 건설비 단가의 변화

Wisconsin PSC는 건식저장에 대한 방식별 비용을 분석하였는데 운전중인 원전

의 소내저장(1995년부터 15년간 저장) 분석결과 199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저장방

식별 중간저장시설 건설비 단가는 표 10.10과 같다. 또한 일본에서도 무츠시 비용

평가를 위해 5,000 톤 규모 중간 저장 시설 비용 산정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표

10.11에 나타나 있다.

방식 VSC-24
NUHOMS

-24P
TN-24 TN-40 NAC-128

Castor
V-21

용기당
단가

$300,000 $380,000 $900,000 $700,000 $1,040,000 $800,000

톤당
단가

$35,000 $38,000 $62,000 $40,000 $68,000 $57,000

표 10.10. 건식저장방식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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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

금액

(억￥, 1998)

달러 환산 금액

(백만$, 1998)1)

습식방식 용기방식 습식방식 용기방식

자본비용

- 건설비

- 용기구입비

- 해체비

1,561

1,328

100

133

1,310

105

1,195

10

1,192

1,014

76

102

1,001

80

913

8

운전비 1,395 238 1,066 182

운반비 41 60 31 46

합 계 2,997 1,608 2,289 1,229

표 10.11. 일본에서의 5,000 MTU 용량의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저장비용

한수원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자료와 국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10.11에 요약된 바와 같이 단위 MTU 당 건식 저장 방식의 건설 단가를 예비 산정

하였으며 이외에도 운영비, 폐쇄비 등 제반 사업 경비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옵션별 경제성 분석용 입력 자료로 사용되기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개략적인 소개로 표 10.12만

도시하기로 한다.

저장방식 볼트 모듈 저장전용용기 운반/저장겸용용기

건설비 단가

(백만원/MTU)
46.3 50.1 46.1 75.1

건설비(억원) 2,540 2,750 2,530 4,120

표 10.12.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방식별 건설단가(용량 5,490 MTU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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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민감도 분석

1. Case 산정

본 절에서 앞 절에서 고려한 여러 가지 Case 중 각 원전 부지에 각각의 중간저

장시설을 건설하는 소내분산저장 (Case 1)과 집중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두가지 Case

들에 대하여 처분시설과 파이로를 이용한 재활용시설을 건설할 경우의 저장용량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ENVI 코드가 이용되었

다.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는 각 시설을 도입할 경우 재활용시설은 2025년에 처분시

설은 2040년에 도입한다고 설정하였다.

그림 10.2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소내분산저장시설 도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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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집중저장시설 도입 경우)

그림 2와 3에서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용량은 약 30,000MTU 규모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분산저장의 경우는 각 발전

부지에 따라 500MTU에서 7,000MTU 규모의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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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소내분산저장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그림 4와 5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량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약 20,000MTU규모의 중간저장시설이 요구된다. 소내분산

저장의 경우 PWR은 500MTU에서 5,000MTU규모, CANDU의 경우 6,000MTU 규

모의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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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집중저장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그림 10.6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소내분산저장시설과

재활용시설 도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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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집중저장시설과 재활용시설

도입 경우)

그림 6과 7에서 도시된 것 같이 재활용시설을 건설할 경우 요구되는 중간저장시

설의 용량은 8,000MTU이나 CANDU 저장용량인 6,000MTU를 제외하면 PWR의 경

우는 2,000MTU 정도의 중간저장시설이 요구된다. 앞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중

간저장시설만 운영한다면 24,000MTU,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장을 건설할 경우

14,000MTU 규모의 저장시설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간저장시설의 용량이 크

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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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소내분산저장시설,

재활용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그림 10.9 중간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집중저장시설,

재활용시설과 처분시설 도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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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9에서는 중간저장시설, 재활용시설 및 처분시설 모두를 운영할 경우 중

간저장시설의 저장량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규모는 처분시설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그림 7 - 8)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간저장의 용

량은 처분시설의 도입시점인 2040년에 이미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그 이후에

는 중잔저장시설의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중간

저장시설의 용량은 줄이지 못하나 저장량이 감소됨에 따라 유지 보수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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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결론

향후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도출 선정하는데 관련된 국내 전문가

들 사이의 이견은, 다른 국책 사업이나 공학적 프로젝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

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 옵션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 내 의견 수렴 뿐 아니라 IAEA MNA와 GNEP 체제에서 논의되었

던 사항들을 토대로 향후 보다 긴밀하게 산업체, 연구계, 학계 및 정부 유관 기관들

의 활발한 의견 제시 및 토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공론화를 통한 수용성 증

진이나 정책 결정 등은 정책추진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최종관리 정책 및 원전의 운영을 감안, 장기적으로 저장시설 확보

는 필연적이며, 현재 발전소내 저장용량의 포화시기를 감안하면 신속한 정책 결정

이 이루어져 부지 확보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저장 시설은 핵연료주기

의 주요 요소이며 계획된 최종관리 방안이 재활용이든 직접처분이든지에 상관없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전의 수명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반드시 필요한 시

설인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현안은 경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개념별로 사업비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의 공급자와 주문자와의 협상력, 시급성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좌

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해 저장 옵

션별 정확한 가격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저장 비용은 크게 부지 매입비, 사용후핵

연료 톤당 저장 시설 단가, 시설 건설비, 운영비, 폐쇄 비용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일부는 저장 용량과 민감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고정비로 일부는 저장 용량과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러한 저장 비용을 정

확하게 산정하는 엔지니어링 작업은 시급히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과 관련된 현안의 하나는 저장 시설 부지 면적이다. 한

수원의 예비 평가에 의하면 저장 시설 부지 면적은 건물 면적과 거의 무관하게 주

변 원형지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저장 개념별 소요 부지 면적은 유사할 것

이다.

또 하나의 현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연구 개발 방향이다. 향후 우리나라

원전은 경제성을 증진시키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

연소도 정책을 추구해 갈 것이다. 이 경우 인허가 등 각종 안전 규제 만족을 위해

서는 고연소도에 따른 저장 시설 소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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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장기 저장 개념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의 30년

저장 시설 인허가 기간을 50년으로 확장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이를

100년 이상 확장하는데 많은 공학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연구개발 항

목 선정 시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성으로 보면, 영구처분장은 원자력 이용의 종착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의 순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부지확보, 실증시험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 추진 로드맵에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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