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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wo types of nuclear reactors in Korea and they are PWR type and CANDU type. The saf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s from these reactors is very important facto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energy supply

with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a reference disposal system for the spent fuels has been developed through a

study on the direct disposal of the PWR and CANDU spent fuel.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demonstration and

the efficiency analyses of the disposal system has been performed to make the disposal system safer and more

economic. PWR spent fuels which include a lot of reusable material can be considered being recycled and a study

on the disposal of HLW from this recycling process is being performed. CANDU spent fuels are considered being

disposed of directly in deep geological formation, since they have little reusable material. In this study, based on the

Korean Reference spent fuel disposal System (KRS) which was to dispose of both PWR type and CANDU type, the

more effective CANDU spent fuel disposal systems were developed. To do this, the disposal canister for CANDU

spent fuels was modified to hold the storage basket for 60 bundles which is used in nuclear power plant. With these

modified disposal canister concepts, the disposal concepts to meet the thermal requirement that the temperature of

the buffer materials should not be over 100oC were developed. These disposal concept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erms of disposal effective factors which were thermal effectiveness, U-density, disposal area, excavation

volume, material volume etc. and the most effective concept wa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wastes disposal system together with the HLW wastes from the PWR spent fuel recycling

process.

Key words :  CANDU spent fuel, Geological disposal concept, Thermal requirement, Multi barrier, Unit disposal

area, Disposal efficiency

요 약

우리나라에서 운 하는 원자력발전소는 PWR형과 CANDU형 2종류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에 의한 지속적

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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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소요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을 시작으

로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으며, 원자로 형

태별로는 PWR형 17기와 CANDU형 4기를 운 하고 있다. 이

들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40 %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계속 그 비중을 올

릴 계획에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

전으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후행핵연료주기는 사용후

핵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상 유용한 물질을 적절한 처리공

정을 거쳐 회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순환주기와 사용후핵

연료를 구적으로 완전 격리하기 위하여 최종 처분하는 비

순환주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력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 경제, 기술 환경에 따라 그 관리정책을 결정하

거나,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고준위폐

기물을 유리화시켜 처분할 계획인 일본은 경암과 연암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건전성 및 완충재 최고온도 요건에 따른 다

양한 처분개념을 도출하여 굴착량 등 분석에 의한 최적 배치

방안을 제안하고 , 보다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는

CARE(CAvern REtrievable Storage)개념의 처분방안을 대안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1].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

하는 정책을 결정한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연

구를 수행하여 가장 처분효율이 높은 방안으로 배치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2, 3], 수평처분 개념을 설정한 캐나다의 경

우 CANDU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에 따라 처분장 온도요

건을 만족시키는 처분터널과 처분용기 간격을 설정하고 처분

장에서의 열하중, 우라늄 도 등 단위 면적당 처분효율을 분

석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4].

우리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형 사용후핵

연료 기준 처분시스템을 개발[5, 6]하 으며, 현재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험실 및 현장 실증 그리고 처분시스템의 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PWR 사용후핵연료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연료로 적

절한 처리공정으로부터 재활용 가능물질을 회수하는 재순환

주기를 고려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이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CANDU 사용후핵연료는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핵연료로 여러 측면에서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가장 안전한 심지층 직접 처분방법

을 고려하여, 기존의 한국형 처분시스템인 KRS를 바탕으로

처분효율을 분석하고 그 향상방안을 도출하 다.  기존에 개

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처분용기 개념에 대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시스템의 열적요건

을 만족시키는 처분개념을 설정하여, 처분면적, 열용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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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현재

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처분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PWR형 사용후핵

연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이들 공정

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PWR형과

CANDU형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직접 처분하는 개념으로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을 바탕으

로 CANDU형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의 처분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개선하여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

용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60 다발(Bundle) 용량의 저장바스켓을 포장·활용하는 개념을 도출하고, 열해석

을 통하여 처분시스템 완충재의 온도가 100oC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처분터널 및 처분공 간격

을 정하여 이들에 대한 처분시스템 개념을 도출하 다. 이렇게 설정된 개념들을 단위면적당 열효율, 우라늄

도(U-density), 처분면적, 굴착량, 완충재 및 폐쇄 물질량 측면에서 분석하여 처분효율이 가장 높은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실제 부지특성자료와 연계하여 PWR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과 함께 복합 처분장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중심단어 : CANDU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 개념, 열적 요건, 다중방벽, 단위처분면적, 처분효율



내부용기와 부식에 강한 구리재료의 외부 쉘로 구성된 이중

용기 개념으로 설정하 다[13, 14].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 및 CANDU 처분용기의 제원은 외경 1.02 m, 전체 길이

는 4.83 m로 동일하게 하 으며, 이는 운반 및 취급을 동일한

장비로 수행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하

기 위함이다. 그림 1은 처분용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재용

량은 PWR 처분용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개,

CANDU 처분용기의 경우 33다발씩 9단인 297다발로 사용후

핵연료를 적재하 을 때의 무게는 약 25 톤 정도 이다. 

처분시스템 공학적 방벽 구성요소인 완충재는 처분용기를

보호하고 방사성 핵종을 격리하며 이들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완충재는 수리전도도와

핵종의 이동성이 암반보다 작아야 하며, 물성변화로 인한 공

학적 방벽으로서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완충재 온도는

100 ℃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전도도가 커야 한다. 이러한 완

충재의 온도요건은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인자가 된다[15, 16].  

또한, 처분터널은 처분용기를 매설하고 난 후 뒷채움재로

폐쇄한다. 뒷채움재의 주요 기능은 지하수 유입과 방사성 핵

종누출 제한, 열전달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로, 이 기능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낮은 수리전도도, 방사성 핵종 저지능, 팽윤

성과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9, 10]. 뒷채움재로는

굴착암을 파쇄한 골재와 칼슘 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사용하

며, 혼합재의 조성은 입자크기 20 mm 정도의 파쇄암반 골재

70 %와 칼슘 벤토나이트 30 %로 구성한다.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은 장기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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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재료량, 굴착량, 완충재량 등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 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는 지속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

결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자국에

적합한 화강암반을 기반으로 하는 심지층처분시스템 개념개

발을 완료하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확정하여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 다[7, 8]. 프랑스와 일본은 경암반(화강암층)

과 연암반(점토층)에 대한 고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

분시스템 개념을 개발하고 지하처분시험시설을 통하여 기술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절차를 수행 중이다

[9, 10, 11].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PWR 사용후

핵연료 및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기준처분시스

템을 개발하고, 현재 처분시스템의 효율향상 및 개발된 기술

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

기물의 방사선적 위험이 소멸될 때까지 인간환경으로부터 격

리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포장하여 지하 수백 미터의 암반에 처분동굴을

굴착하여 처분하는 심지층 처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심지층 처분시스템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처분대상은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현재 운 및

2017년까지 건설 계획 중인 PWR원자력발전소 24기와

CANDU 원자력발전소 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 으며, 발생량 및 그에 따른 집합체 수와 처분용

기의 수는 표1에 나타낸 바와 같다[12]. 이들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 지하에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환경에서의

수압과 부식환경에 강한 재료의 처분용기로 포장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처분용기는 처분심도에서의 수압과 완충재

인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에 견디도록 하기 위한 주철재료의

Alternative Concept to Enhance the Disposal Efficiency for 

Table 1. Estimated total amount of spent nuclear fuel in Korea. 

Fuel Type

PWR

CANDU

Total

Amount (tU)

20,000

16,000

36,000

Number of
Assemblies

45,000

Number of
bundles

842,000

Number of
disposal canisters

11,375

2,835

14,210
Fig. 1. Disposal canister of Korea reference disposal system.



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학적 방벽과 자연방벽은 개별적

또는 조합으로 다중방벽으로서 역할을 하여 처분된 방사성핵

종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 암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 즉, 지하수의 흐름을 억제하거나 폐기물 용기로부터 발생

하는 가스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또한 지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적 인위적 변화들로부터 심부지층을 보호한다. 국내 지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기준 처분시스템의 모암은 화강암

반으로 가정하 다. 자연방벽이 방사성물질을 구히 생태계

로부터 격리시켜 심부지하에 처분한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생태계의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겠지

만, 이러한 자연계는 비균질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보다 확고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학적 방벽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공학적 방벽은 처분대상인 사용후핵연

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구조체,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등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림 2는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연방벽과 공학적 방벽 구성요소들을 조합한 방벽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6].

일반적으로 심지층 처분시스템은 수평 처분터널에 수직 처

분공을 굴착하여 처분용기를 처분하는 수직처분방법과 수평

처분터널에 처분용기를 수평으로 처분하는 방법 2가지로 고

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기준 처분시스템에서 고

려하고 있는 수직처분시스템을 기본으로 하 다.  즉, 사용후

핵연료를 적재한 처분용기는 처분터널 바닥에 규칙적인 정렬

방식으로 굴착된 처분공에 정치시키고,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 사이의 빈 공간은 완충재인 벤토나이트 블록으로 채우며,

처분용기 정치가 완료된 처분터널은 벤토나이트와 파쇄암을

혼합한 뒷채움재를 충진시켜 폐쇄한다(그림 3.).

지하처분장 배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

는 처분장을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 그리고 처분구역으로 나

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통제구역에서는 폐기물이 적재된 처

분용기의 이송, 적재와 같이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이

며, 비통제구역에서는 지하 처분동굴 굴착 등 건설작업이 수

행된다. 또한 처분구역은 처분용기를 정치하는 처분공이 굴

착된 처분터널(Disposal tunnels), 처분터널을 구분하는 파넬

터널(Panel tunnels), 통제구역과 비통제구역을 연결하는 중

앙터널(Central tunnel)로 구성된다. 상기 고려사항을 바탕으

로 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시스템 배치는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표 2는 처분터널의 제원과 규모를 기

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CANDU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처분

용기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처분터널 간

격을 40 m, 처분공 간격을 4 m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하 으며, 국내의 4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인 16,000 tU을 기준으로 할 경

우 배치면적은 약 0.55 km2(1.1 km x 0.5 km)가 된다(그림 4:

CANDU Disposa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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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mension and number of disposal tunnels. 

Item

Dimension of 

Disposal tunnels

Number of

Disposal tunnels

Description

-   Width 5.00 meters, Height   6.15 meters

-   Length 251 meters:

·PWR: 37 pits => 36 x 6 m + 35 m = 251 meters

·CANDU: 55 pits => 54 x 4 m + 35 m = 251 meters

* 35 meters is for operation and concrete plug, etc.

-   PWR: 1.05 x 11,375 = 11,944 pits    : 323 disposal tunnels

-   CANDU: 1.05 x 2,835 = 2,977 pits   :  54 disposal tunnels

-   Total : 377 disposal tunnels

Fig. 2. A multi-barrier concept of spent fuel disposal system.
Fig.  3. A concept of disposal container emplacement in deep
geological repository.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시스템에서는 CANDU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용기와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의 외관 제원을 동일하게 설정하 는데, 이는 지상에서의 포

장공정 및 지하에서의 처분공정의 효율성 및 취급 용이성을

위함이었다. 이때 CANDU 처분용기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33다발을 9단으로 적재하여 총 297다발 용량이었다.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시스템 개발 이후 현재는 PWR 사용

후핵연료의 경우 유용한 자원 재활용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

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

고 재활용 가능성이 희박하여 직접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처분효율 향상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

용 중인 60 다발용 저장 바스켓을 그대로 처분용기에 포장하

는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 다. 그림 5는 처분용기

개선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과 표 3은 바스켓을 적재

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4종류의 개선된 처분용기 및 그에 따

른 사용후핵연료 적재량 및 처분용기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효율 향상을 위한 대안 처분개

념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 바스켓을

그대로 적재하도록 개선한 처분용기를 바탕으로 도출하

다. 즉 저장바스켓 적재용량에 따른 처분용기의 종류에 따

라 4개의 대안개념을 도출하 으며, 각 개념에 있어서 처분

공에 처분되는 처분용기의 수는 각각 1(CANDU-8B),

2(CANDU-4B), 4(CANDU-2B), 8(CANDU-1B)개로 동일한

처분용량인 CANDU 사용후핵연료 480다발을 처분할 수 있

도록 하 다.  각각에 대한 처분터널, 처분공 및 처분용기를

포함하는 개념 및 제원은 그림7 및 표4에 기술한 바와 같으

며, 이들에 대한 열해석을 통하여 열적 요건을 만족하는 처

분터널 간격과 처분공 간격을 결정하여 처분개념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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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Layout concept o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for spent
fuels.

Table 3. Properties of the modified CANDU disposal container.

Disposal Canister

Numbers of
basket/canister
Numbers of 

spent fuel bundles
Dimension of canister
(D x H, unit : m)

CANDU-8B

1

60

1.28 x 0.98

CANDU-8B

2

120

1.28 x 1.54

CANDU-8B

4

240

1.28 x 2.66

CANDU-8B

8

480

1.28 x 4.9

Fig. 6. Modified CANDU container concept.

Fig. 5.  Modified disposal container concept for CANDU spent
fuels.

Table 4. Properties of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for CANDU spent fuels.

Disposal Concept

Canister

Numbers of
canister/Disposal hole

Numbers of
spent fuel bundles/Disposal hole
Dimension of Disposal tunnel

(W x H,   unit : m)
Dimension of Disposal hole

(D x H,   unit : m)

DC-8CAN

CANDU-1B

8

480

5 x 3.78

2.08 x 10.92

DC-4CAN

CANDU-2B

4

480

5 x 4.04

2.08 x 8.9

DC-2CAN

CANDU-B8

2

480

5 x 5.16

2.08 x 7.89

DC-1CAN

CANDU-8B

1

480

5 x 7.4

2.08 x 7.39



고, 각 처분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

안개념을 제시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효율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처

분용기를 고려하여 설정한 대안 처분개념들의 처분시스템

의 열적 요건을 만족하는 처분터널 간격 및 처분공 간격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안 개념들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심부 지하에 처분하기 위한 지하 처분구

역 배치에 있어서 중요한 제한 요건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공학적 방벽을 이루고 있는 완충재의

온도가 10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7,

18]. 이는 처분용기로의 지하수 침수 및 처분한 방사성물질

이 처분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완충재인 벤토

나이트의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8은 바스켓 4개들이 처분용기를 2개 수용하는 처분

시스템인 DC-2CAN 개념에 있어서의 열해석 모델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해석 역은 처

분심도 500 m에 위치한 처분용기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의

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인 상부 500 m(지표)와 하

부 500 m(-1,000 m)로 하고, 처분공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

속적으로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터널과 처분공 간

격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1/4 모델로 설정하 다. 

본 열해석을 위하여 설정한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배치특

성을 지닌 지하 처분시스템의 1/4 열해석 모델에 대하여 대

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의 측면은 단열조건을 설정하

다. 초기조건으로는 지표부분의 지하수온도를 기준으로

지표는 15℃로 하 으며, 심도에 따른 지열구배는 100 m 마

다 3℃의 상승률을 적용하 다. 따라서, 해석모델 범위의 상

부와 하부의 온도는 각각 15℃와 45℃로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한 처분용기가 지하 처분장에 처분

되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나온 붕괴열은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및 암반으로 전달되어 확산하게 된다. 이때, 처분

시스템은 뒷채움재로 폐쇄되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요 전

달방법은 열전도가 되며, 대류 및 복사는 무시될 수 있다. 처

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암반, 완충재, 뒷채움재, 처분용기의

도, 열전도도, 비열은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원은 연소도

8100 MWD/MTU을 기준으로 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를 바탕으로 다음에 보여주는 식 및 표 6과 같다.  

p(t )=C1exp(-A1t )+C2exp(-A2t )+C3exp(-A3t )+y0

여기서, p(t )는 처분용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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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erial properties for the analyses. 

Items

Cast insert

Buffer

Backfill

Rock

Density
(kg/m3)

7,200

1,970

2,270

2,650

Thermal Conductivity
(W/m℃=J/s/m℃)

52

1.0

2

3.2

Specific Heat
(J/kg℃)

504

1,380

1,190

815

Table 6.  Thermal regression constants.

Cooling Time(yr) 

1< t≤100   

100<t<1E+6

C1
251.12 

11.50

A1

0.02442 

5.96E-05 

C2
5431.4 

33.255 

A2

0.71648 

0.00154 

C3
0 

218.60 

A3

0 

0.02183

y0
47.23

0.71 

Fig. 7.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Unit: mm). Fig. 8.  Analyses model: disposal concept DC-2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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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붕괴열로서 단위는 W/tU 이고, t는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의 시간으로 단위는 년(year)이다[19]. 

본 해석을 위하여 유한요소방식을 이용한 상용코드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코드로서 검토되고

검증된 ABAQUS ver. 6.10을 활용하 다[20, 21]. 또한, 분

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처분시스템의 처분터널 간

격은 40 m로 하고 최고온도는 95℃가 되도록 하는 처분공

간격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처분효율 향상을 위하여 도출된 각 처분개념에 있어서 완

충재의 온도에 대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처분터널간격 및

처분공 간격을 도출하기 위하여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그림 9에 각 처분개념에서의 완충재 블록에 대한 온도이력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7에서는 해석 결과에 따른 각 개념

의 처분터널, 처분공 간격, 최대 온도 및 최대 온도에 이르

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및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분터널 간격을 40

m로 최고온도를 95℃로 고정하 을 경우 각 처분개념의 처

분공 간격은 5.3 m, 4.9 m, 4.6 m 및 4.3 m 이고 최고 온도

에 이르는 시간은 각각 19 년, 23 년, 27 년, 33 년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처분시스템 개념의 열해석 결과에 따른 효율을 분

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단위처분면적 개념을 설정하 다.

단위처분면적은 1개의 처분공이 처분시스템의 열적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면적(m2)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Alternative Concept to Enhance the Disposal Efficiency for 

Table 7.  Results of thermal analyses for alternative concepts.

Disposal tunnels spacing 
(unit : m)

Disposal hole spacing 
(unit : m)

Maximum temperature 
(unit ℃)

Year to reach Max. Temp. 
(unit year)

DC-8CAN

40.0

4.3

95

33.5

DC-4CAN

40.0

4.6

95

27.0

DC-2CAN

40.0

4.9

95

23.1

DC-1CAN

40.0

5.3

95

19.1

Fig. 9. Results of thermal analyses for alternativ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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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분터널 간격과 처분공 간격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터널의 개략적인 총 길이는 처분공 간격과

총 처분공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개략적인 처분면적

은 단위처분 면적과 총 처분공 수의 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처분면적을 바탕으로 처분시스템 개념

별 열용량, 우라늄 도(U-density), 처분용기 재료, 완충재

및 뒷채움재의 용량을 비교/분석하 다.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처분구역 단위면적당 수용할 수 있는 우라늄 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처분시스템의 열적요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단위

처분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분시스템의 주

요 제한요소인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단

위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양(우라늄 도)을 극대화하는 방

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처분용기에 소요되

는 구리 및 주철 재료와 완충재 및 뒷채움재의 소요량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대안 개념은 처분공에

동일한 용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되 처분용기 용량에 따

라 그 수를 달리하여 처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 개념별 처분효율과 그에 따른 처분용기 재

료 및 완충재/뒷채움재의 증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안 개념에 대한 단위처분면

적 및 우라늄 도 효율은 각각 212 m2/43.0 tU/m2, 196

m2/46.5 tU/m2, 184 m2/49.6 tU/m2, 172 m2/53.0 tU/m2으로

기존 KRS 개념대비 개선된 개념의 처분효율은 각각 22, 32,

40, 49 % 정도 향상되었으며,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표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분용기 재료인 구리 및 주철

의 소요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념별로 각각 0.27 m3/2.0 m3,

0.36 m3/2.45 m3, 0.54 m3/3.35 m3, 0.9 m3/5.15 m3이며, 완

충재 소요량 및 굴착량은 각각 18.8 m3/221.2 m3, 20.0

m3/153.2 m3, 22.3 m3/123.1 m3, 27.0 m3/118.4 m3 이다.

표 10과 그림 11은 대안개념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DC-1CAN 개념에 대한 DC-2CAN 개념, DC-2CAN 개념에

대한 DC-4CAN 개념, DC-4CAN 개념에 대한 DC-8CAN 개념

사이에 있어서의 단위처분면적, 우라늄 도, 처분 재료 및

굴착량의 증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처분효율은 각 개념 사이

에서 처분단위 면적의 증가량이 클수록, 처분재료의 증가량

이 적을수록, 굴착량의 감소량이 클수록 높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표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안개념 DC-1CAN에

서 DC-2CAN 사이가 타 개념사이의 단위처분면적의 증가와

굴착량의 감소가 크고 처분재료의 증가가 적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DC-2CAN 개념의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이 희박하여

재처리 또는 재활용 공정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직접 처분하

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CANDU형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PWR형 및 CANDU형 사용후핵연료를

Table 8. Efficiency of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Disposal   concepts

Capacity of a canister (bundles)

Unit disposal area (m2)

U-density (kU/m2)

Disposal efficiency

DC-1CAN

480

212.0

43.02

1.22

DC-2CAN

480

196.0

46.53

1.32

DC-4CAN

480

184.0

49.56

1.40

DC-8CAN

480

172.0

53.02

1.49

KRS-1

298 

160

35.26

1

Table 9. Volume of material for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Disposal concepts

Cast Iron (m3)

Copper (m3)

Bento. Vol. (m3)

Backfill (m3)

Excavation Vol. (m3)

DC-1CAN

2.006

0.270

18.779

196.100

221.181

DC-2CAN

2.454

0.362

19.954

126.420

153.216

DC-4CAN

3.352

0.545

22.304

92.920

123.146

DC-8CAN

5.146

0.911

27.003

81.270

118.357

Table 10. Disposal efficiency between alternative concepts.

Disposal   concepts

Increased Unit Disposal Area (m2)

Increased U-Density (kU/m2)

Increased Cast Iron Vol. (m3)

Increased Copper Vol. (m3)

Reduced Bento. Vol. (m3)

Reduced Backfill Vol. (m3) 

Reduced Excavation Vol. (m3)

DC-4CAN   
▼

DC-8CAN

12.0

3.5

1.8

0.4

4.7

11.7

4.8

DC-2CAN   
▼

DC-4CAN

12.0

3.0

0.9

0.2

2.3

33.5

30.1

DC-1CAN   
▼

DC-2CAN

16.0

3.5

0.4

0.1

1.2

69.7

67.9

Fig. 10. A concept of unit dispos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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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처분시스템을 바탕으로,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을 수정/보완하고 처분

효율을 향상시킨 개념을 도출하 다. 또한, 열해석을 수행하

여 주요 설계인자인 열적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처분 개

념별 처분공 간격과 처분터널 간격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

른 처분효율성분석을 수행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다발용 저장바

스켓을 적재할 수 있는 처분용기로 개선하 으며, 바스

켓 적재용량에 따라 4종류의 개념을 도출하 다. 

- 개선된 처분용기를 바탕으로 1개 처분공에 동일한 사용

후핵연료를 처분하는 4개의 처분개념을 설정하고, 각

개념에 대하여 열적요건을 만족하는 처분공/처분공 간

격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위처분구역, 단위우라

늄 용량, 처분용기 재료량 증가량, 완충재 증가량 및 굴

착량 감소량 등을 분석하 다. 

-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처분용기를 2단으로 처분하는 개

Alternative Concept to Enhance the Disposal Efficiency for 

Fig. 11. Disposal efficiency between alternative concepts.

a. Unit disposal area (m2) b. U-density (kU/m2)

c. Copper volume (m3) d. Cast Iron volume (m3)

e. Bentonite volume (m3) f. Excavation volume (m3)



념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처분효

율은 기존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념에 비하여 약 30% 이

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기 향상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처분장 지

역 자료를 활용한 열적/구조적 거동 등에 대한 상세분석 필요

하며, 본 연구 결과는 현재 고려중인 PWR 사용후핵연료 재활

용 공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 및 장

반감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과 함께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합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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