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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공학과

1. 서론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해 대체 

에너지(풍력, 지열, 태양광, 수소, biomass 등)의 활용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화석연료, 수력,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화석연료의 경우 국가적 

편중성, 온실가스의 발생 및 고갈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수력의 경우 부지선정에 제약이 따르고 환경문

제의 발생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

술이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원자력

에 대한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로의 가동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 결과로 발생

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의 

마련은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

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따

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분류하고 있다. 함유된 방사

선 핵종량이 적고 취급시 특별한 방사선 방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며, 중준위 방

사성폐기물은 취급시 방사선 방호를 요하지만 고준위폐

기물 보다 낮은 방사능을 가지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고

준위 폐기물에는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시 발생하는 폐

액과 고화체가 포함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IAEA 분류기

준을 참고하여 자국의 특성에 맞도록 방사성폐기물을 분

류하고 있다. 영국은 방사능 범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폐기물로 나누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시 잔류 폐액

과 고화체)과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폐기물과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기준에서의 고준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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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2012년 3월 현재)

단 계 총 수 국가수 주요국가(기수)

운전중 436 31
미국(104), 프랑스(58), 일본(50), 러시아(33), 대한민국(21), 인도(20), 영국(18), 

캐나다(18), 중국(16), 우크라이나(15), 독일(9)

건설중 63 15 중국(26), 러시아(10), 대한민국(7), 인도(6)

계획중 128 19 중국(51), 인도(17), 러시아(14), 일본(10), 미국(7), 대한민국(4)

표 2.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종류(Han et al., 1995)

Type Characteristics Examples

Simple near-surface 

facilities

∙ simple trench concept

∙ low permeable clay layer and/or low precipitation rate 

∙ located at or within a few tens of meters from the surface

Barnwell(USA)

Vaalputs(South Africa)

Engineered 

near-surface 

disposal facilities

∙ engineered vaults

∙ located at or within a few tens of meters from the surface

Drigg(UK)

Centre de la Manche&  l'Aube(France)

El Cabril(Spain)

Trombay(India)

Rokkasho(Japan)

Sergiev Posad(Russia)

Mined cavities
∙ near-surface facilities constructed inside mines and caverns

∙ <100 m depth

Richard II mine(Czech )

SFR(Sweden)

Olkiluoto(Finland) 

Geological repositories
∙ several hunderd meter deep

∙ stable geological formation 

Morsleben & Konrad(Germany)

NIREX(UK)

물이란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 4000Bq/g, 열방생량 2kW/m
3
 이상인 방사

성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 중 사용후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 ․저준위 폐기물

로 분류된다. 

 

2. 국외 방폐물 처분 현황

세계 원자력발전은 1954년 구 소련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2012년 3월 현재 31

개국에서 총 43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표 1). 이

중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는 전력 소요량의 25% 이상

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리투아

니아는 75%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100개 이상의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이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중저준위 처분장의 개

념과 심도에 따라 4종류(단순천층시설, 공학적 천층시설, 

천층동굴, 심층동굴)로 분류할 수 있다(표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영구처분을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ice sheet, sea, sub seabed, outer space, 

rock-melting, subduction zone, deep borehole, deep 

geological repository) 중 지하심부에 구조물을 만들고 

방사성폐기물을 지질적으로 처분하는 심지층처분(deep 

geological repository)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



K
T
A

기 술 강 좌

지하 방사성폐기물 처분

34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표 3. 세계 각국에서 운영중인 지하연구시설(updated from NEA, 2001)

Type URL Country Rock Depth (m) Operation period

Generic URL

(Type 1)

Asse mine Germany Salt 490, 800, 950 1965-1997

Tono Japan Sed. rock 200 Since 1986

Kamaishi Japan Granite 260 1988-1998

Stripa mine Sweden Granite 360-410 1976-1992

Grimsel test site Switzerland Granite 450 Since 1983

Mont Terri Switzerland Clay 400 Since 1995

Olkiluoto tunnel Finland Granite 60-100 Since 1993

Climax USA Granite 420 1978-1983

G-tunnel USA Tuff >300 1979-1990

Amelie France Salt 1986-1992

Fanay-Augeres France Granite 1980-1990

Tournemire France Shale 250 Since 1990

Generic URL

(Type 2)

HADES-URF Belgium Clay 230 Since 1980

Whiteshell URL Canada Granite 240-420 Since 1984

Mizunami URL Japan Granite 1000 Construction stage

Horonobe URL Japan Sed. rock  500 Construction stage

Aspo Sweden Granite 200-450 Since 1990

Busted Butte USA Tuff 100 Since 1998

KURT Korea Granite 100 Since 2006

Site specific

URL

ONKALO Finland Granite 500 Construction stage

MHM URL France Clay 450-500 Since 2007

Gorleben Germany Salt >900 1985-1990

Konrad Germany Limestone 800 Since 1980

Morsleben Germany Salt >525 1981-1998

Mecsek Mountain Hungary Clay 1000 1995-1999

WIPP USA Salt 655
URL 1982-1999

Operation since 1999

ESF (Yucca Mountain) USA Tuff 300 1993-2010

지고 있다. 심지층처분에서는 주방식(Room and Pillar) 

개념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캐나다 등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심지층 처분 방안은 비용, 안전성, 현재 기술로의 실현 가

능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Yucca 

Mountain 프로젝트의 중단 이후, deep borehole 처분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Deep borehole 처분이

란 지하 수 km 길이의 처분공을 천공한 후 사용후핵연료

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개념이다. 견고한 금

속 용기에 밀봉된 고준위폐기물은 처분공 바닥 1~2km 

에 내려지며 나머지 처분공 공간은 점토, 시멘트, 파쇄암

이나 아스팔트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고준위

폐기물을 인간환경으로부터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해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밀봉재, 암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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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분장 개념도 (b) BURE 지하연구시설

그림 1. 프랑스의 처분장 개념도 및 BURE 지하연구시설(from ANDRA)

한 다중방벽개념(Multi-barrier concept)이 처분개념의 

기본골격으로 채택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

요선진국에서는 처분장을 지하심지층에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처분장 운영 방안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 

ratory, URL)을 운영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지하연구시설은 (a) 처분장이 실제 위치하게 될 환경

에서 예상되는 현상들을 검증 (b) 지하수 유동 및 핵종이

동 모델을 실제 스케일에서 실증 (c) 처분장 건설 및 폐기

물 취급에 관련된 기술 습득 (d) 심지층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에 관련된 다양한 주요기술의 확보 및 검증 (e) 부

지특성 파악 기술 확보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신뢰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하연구시설은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부지조사, 현장시험기술개발, 

실증 등의 순서로 수행되며 실제 규모의 URL 건설, 운영

에는 통상 20년 정도의 기간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지하

연구시설의 건설에 1억불, 운영비로 년간 5백만불~천만

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은 세계 각국에

서 보유하고 있는 URL의 특성을보여준다. 표에서 부지종

속적(site specific) 이란 잠정적인 처분장 부지 또는 그 

부근에 건설한 시설로 부지특성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목

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실험시 주위환경 및 기

반암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반해 부지독립적인(generic) 지하실증시설의 경우 실

제 처분장 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부지에 직접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반암의 손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부지독립적 URL 에는 기존의 도로터널이나 광산을 

활용하는 경우(type 1)나 신규로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

는 경우(type 2) 가 있다(NEA, 2001). 국내에는 고준위폐

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위해 2006년 원자력연구원 내에 

건설된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가 있다(Kwon et al., 2006).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주민투표로 처분장 용지를 확보

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2020∼2025년에 처분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랑스

5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중 ․저준위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를 하고 있다. 재처리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화한 후 재처리



K
T
A

기 술 강 좌

지하 방사성폐기물 처분

3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a) SFR (b) CLAB 

그림 2. 스웨덴 중저준위 지하처분장 SFR과 집중식 중간저장시설 CLAB(from SKB) 

그림 3. KBS-3 처분개념(from SKB)

시설 부지에 임시보관 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확보

되면 그 곳으로 옮겨 처분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처분방

식은 천층처분으로서 라망쉬 처분시설은 운영종료 (1969~ 

1994) 되었으며 로브 처분시설은 1992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관리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지층처분(geologic disposal), 군분리/소멸(sep-

aration/transmutation), 장기저장(longterm storage)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심지층처분의 

경우, 처분 부지가 확보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식에 

따라 지하 400~1,000m의 암반지층에 처분하게 된다. 그

림 1은 프랑스의 고준위 처분장 개념도와 Bure 지하연구

시설을 보여준다. 

나.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1972년에 설립된 SKB는 

1988년부터 포스마크 처분시설(SFR)에 중 ․저준위폐기물

을 처분하고 있다(그림 2.a). SFR은 발틱해 아래 50m 지

하의 결정질 암반에 위치하며 4개의 길이 160m 인 공동

과 직경 30m 높이 50m 인 1개의 콘크리트 사일로로 구성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인 클랩

(CLAB)에서 중간저장되고 있다(그림 2.b). SKB는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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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웨덴 고준위 처분연구를 위한 ASPO HRL(from SKB)

(a) MIU in crystalline rock  (b) Horonobe in sedimentary rock

그림 5. 결정질암과 퇴적암에 건설되는 일본의 URL(from JAEA)

결정질 암반에 다중방벽개념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

분하는 KBS-3 개념(그림 3)을 1984년 도출하였다. 2009

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경 

지하 500m의 암반 지층에 직접 처분할 계획이다. 결정질 

암반에서의 심지층 처분개념을 운영 측면에서 보다 더 실

제적인 공학적 변수 도출 및 최적화를 위하여 지하 450m 

깊이, 총 터널 길이 3,600m의 Aspo HRL(Hard Rock La-

boratory)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그림 4). Aspo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비로만 1억 SEK(1SEK = 150원)이 소요되

었고 순수 공사비로 2.8억 SEK가 투입되었다. 

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미

국에서는 3개의 중저준위 천층 처분시설(반웰, 클리브, 

리치랜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처분장을 건설 중에 

있다. 장수명 초우라늄 폐기물(TRU)은 뉴멕시코주 지하 

655m의 암염층에 건설된 WIPP 시설에 1999년부터 처분

하고 있다. 1977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하였으

며 1987년 직접처분을 위한 여러 후보 부지 중에서 네바

타주 유카산을 처분장 후보지 선정하였다. 유카산 부지특

성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후, 2008년 DOE 

는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9년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취소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블루리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라. 일본

55기의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체 전력의 30%를 충당하

고 있는 일본은 현재 로카쇼무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을 위한 천층시설을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설과 사용후핵연로 재처리 시설도 갖추고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를 위한 2개의 심부 지

하연구시설(MIU 와 Horonobe URL)을 건설하고 있다(그

림 5). 화강암반에 건설되는 MIU 는 2003년 7월 건설이 

착수되었으며 퇴적암층에 위치하는 Horonobe URL 은 

2005년 11월 착공되었다. 

마. 핀란드

4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인 핀란드에서는 각 원전 부지

(올킬루토, 로비사)의 지하 100m 암반에 건설된 중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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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nlako UCRF 및 처분장(from Posiva)

위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세계 최초의 고준

위폐기물 처분장이 2020년 운영을 목표로 Olkiluoto에 

건설되고 있다. 현재 지하연구시설(UCRF)을 건설하고 부

지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Onkalo 프로젝트가 수행되

고 있다(그림 6). UCRF 는 10% 하향경사, 5.5x6.3m 크

기로 굴착되는 5.5km의 진입터널과 직경 6m의 수직갱

도, 그리고 420m와 520m에 위치한 조사구간을 포함하여 

총 8.3km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장은 발파기법으

로 지하 약 400m 심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바. 독일

9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독일에서는 당초 사용후핵연료

의 재활용정책에 따라 추진되던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중

단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위탁 재처리를 하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원자력법에서는 기존의 재처리 우선정

책을 변경하여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모두를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 사실상 재처리 정책을 포기하였다. 방사성폐

기물의 처분시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 책임

을 Bfs(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ortection)에 이

전하였으며 1979년에 처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DBE

사를 설립했다. Bfs는 1976년~1982년 사이에 처분장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북부 독일에 200개 이

상 존재하는 암염돔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적합한 암반으

로 제안하였다.

사. 벨기에

벨기에에는 7기의 PWR(가압경수로) 원자로가 가동되

고 있으며 1998년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에서 재처

리되었다. 1972년부터 전 국토에 걸쳐 처분장 부지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점토층이나 세일층이 처분부지로 적합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용후핵연료/유리화 폐기물을 점

토층에 처분하는 개념에 대해 1984년 이후 Boom clay 층

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인 HADES(High Activity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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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nt Terri (b) Grimsel

그림 7. Two URLs in Switzerland(from NAGRA)

Experimental Site)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 스페인

현재 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1999년 다음과 같은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국가정책을 

세웠다. 

(1) 2010년 까지는 최종처분개념에 대한 선택 결정을 

하지 않는다. 

(2) 2010년 까지는 추가적인 부지선정 활동을 하지 않

는다. 

(3) 2010년 까지 심지층처분 연구와 병행하여 핵변환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여러 국가의 지하실증 시험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점토를 사용한 국제공

동 연구인 FEBEX(Full-scale High Level Waste 

Engineered Barriers Experiment) 프로젝트를 ENRESA

가 주관으로 스위스 Grimsel URL에서 수행하였다. 

자. 스위스

스위스에는 상용 원자로 4기가 운영되고 있다. 1972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들은 폐기물 최종처분을 담당하는 

NAGRA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30여년 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심지층 처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 TRU 및 사용후핵연료를 화강암층 또는 점토층에 

처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rimsel 

URL(화강암)과 Mont Terri URL(점토)을 이용한 연구 및 

자연유사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7). 

3.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3.1 폐기물

원자력 발전 뿐 아니라 병원, 비파괴검사, 연구소에서

도 발생하는 처분 대상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에 대한 예

측과 이들의 물리, 화학, 방사선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처분 프로그램에서 핵심 요소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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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핀란드 처분용기 모형(from Posiva) (b) 한국 처분용기 개념도(Kim et al., 2007)

그림 8. 처분용기

같은 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성 물

질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준위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방

사성붕괴열은 원자로의 종류와 냉각기간, 재처리 여부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의 경우, PWR(경수로) 과 

CANDU(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

료가 처분대상이 되며 PWR의 경우 burnup이 45,000 

MWd/tHM 인 사용후핵연료가 기준 대상 으로 고려되고 

있다.

3.2 처분용기

고준위폐기물은 높은 열과 많은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

문에 고준위폐기물을 넣어 보관하는 처분용기는 그 재료

의 선택과 제작, 취급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준위폐

기물 처분용기는 장기간(보통 10,000년 동안) 안전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 수백미터의 암반

에 고준위폐기물을 장기 보관해야하는 처분용기는 부식

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며 지하수압과 벤토나이트 완충재

의 팽윤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만약에 발생 가능

한 모든 하중조합을 고려한 처분용기 설계가 되지 않으면 

심지층에 위험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에 처분용기에 소

성변형이나 균열 또 좌굴같은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지층에 처분용기를 처분 시에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해석 및 열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

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을 대상으로하는 한국 처분개념에서 

고려되는 처분용기의 직경은 1.02m, 길이는 4.8m이다

(그림 8(b)).

3.3 완충재

처분용기를 감싸는 완충재는 처분장의 운영기간 뿐 아

니라 폐쇄 후 수 만년에서 수 십만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

안 방사선적, 열적, 역학적, 수리적 측면에서 공학적 방벽

으로 역할을 해야한다. 완충재의 장기적 성능 여하에 따

라 폐기물에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입되

는 양과 시점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처분장의 안전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하 심부 환경에서 물리, 

화학, 수리, 역학적으로 장기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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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폐기물 

특성과 처분 개념을 고려한 완충재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

며 대부분의 경우 투수계수가 낮고 팽윤성과이온교환 능

력이 뛰어난 벤토나이트를 고밀도로 압축한 압축 벤토나

이트를 완충재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벤토나이트의 주구

성광물인 몬모리노나이트가 물과 접촉하면 물분자가 몬

모리노나이트의 층 사이로 들어가면서 팽윤현상이 발생

한다. 처분공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수 MPa의 팽윤압

이 발생하면 벤토나이트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스

나 용해물질의 이동을 차단하는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 

또한 팽윤된 완충재가 처분공 주변에 존재하는 암반 내 

균열을 채움으로써 차수 및 핵종저지 역할을 하기도 한

다. 이와 함께 팽윤압은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에 압력

을 가해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한 팽윤 특성을 가진 완충재의 설계는 처분 시스템 선정

에서 중요하다. 

 

3.4 뒷채움재

처분공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후 뒷채움재의 설치없이 

터널을 폐쇄하는 경우, 지하 심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의

한 암반의 역학적 손상으로 지하수 유동로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심지층 처분 시스템에서는 뒷채움재를 설치

한 후 처분터널을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웨덴과 

캐나다의 기본처분개념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공

동에 처분한 후 처분터널은 벤토나이트와 모래의 혼합물 

등으로 뒷채움한다. 이러한 뒷채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Chapman and McKinley, 1987). 

- 지하수가 폐기물로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 

- 지하수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킨다.

-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 방사능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전달제로서의 역

할을 한다.

- 현지응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뒷채움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적당한 뒷채움재는 (1) 터널

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2) 처분용기 주위의 팽창하는 

완충재를 유지하고 (3) 지하수의 터널, 처분공 주위로의 

유동을 방지하고 (4) 완충재와 지하수의 성질을 변화시키

지 않으며 (5) 장기간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라 할 수 

있다(SKB, 1998). 균열이 많은 결정질 암반에 설치되는 

처분시설의 경우 팽창성이 있는 벤토나이트와 파쇄암을 

혼합하여 뒷채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암

염에 설치되는 처분시설에서는 암염분말이 가장 적합한 

뒷채움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3.5 밀봉재

뒷채움 작업 후 각 터널과 수직갱은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sealing)된다. 밀봉재의 역할을 (1) 밀폐된 공간내의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장기간 가두어 두고 (2) 밀폐된 공

간으로 부터의 지하수 유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밀봉재는 장기적 견고성, 낮은 투수도, 적당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밀봉재는 250,000년간 밀봉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멘트 그라우

트의 경우 장기적인 견고성이 확증되어 있지 않기(Gyenge, 

1980)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밀봉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점토질 암반에 위

치한 프랑스 Tournemire URL 에서는 수평원형 터널에

서의 sealing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SEALEX 프로젝트

를 수행되었으며 화강암반에 위치한 캐나다 URL 에서는 

수직갱을 low-heat high performance 콘크리트로 sealing 

하는 TSX(Tunneling Sealing Experiment)와 ESP(Enhanced 

Sealing Project)가 수행된 바 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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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LEX project (from ANDRA) (b) TSX (from AECL)

그림 9. In situ experiments for investigating sealing performance

표 4.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host rocks

Rock type Advantage Disadvantage Countries

Rock salt

∙ Self sealing

∙ Easy mining

∙ High thermal conductivity

∙ Low water content

∙ Very low permeability

∙ Abundant availability

∙ High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High solubility

∙ Corrosiveness of brines

∙ Low sorptive capacity

∙ Creep closure of openings

Germany, 

USA, France

Granite

∙ Very strong

∙ Low permeability

∙ Low solubility

∙ Low corrosion potential

∙ Difficult to excavate

∙ Complex geology

∙ Complex hydrology

∙ Higher thermal stress

Swizerland,Korea, 

Japan,Canada

Finland, Sweden, 

Czech republic, China, UK,

Clay

∙ Self sealing

∙ Low permeability

∙ High sorptive power

∙ Low strength

∙ Difficult to maintain opening stability

France, China, 

Hungary,Belgium,

Swizerland, Spain

Tuff

∙ High strength

∙ Zeolity tuff is highly sorptive

∙ Ver low water flow in arid regions

∙ Present in heavy thickness above the water 

table

∙ Strata difficult to model

∙ Aquifers in arid regions may be attractive to future 

generations

∙ Unsaturated zone hydrology not well understood

∙ Seismic activity may be high

USA

3.6 암반

표 4는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암석의 장단점

을 보여주고 있다. Clay는 낮은 투수도, 뛰어난 흡착성으

로 안전하게 핵종을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역학적으로는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시 구조적으로 안

전한 모암으로 여겨진다(Sumerling and Thompson, 1987). 

암염은 뛰어난 불투수성, 높은 열전도성, 연성, 불포화 암

반 등의 특성으로 인해 최적의 처분장 모암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강암/화강편마암은 단단한 결정질 암반으로서 높

은 강도, 풍화에 대한 저항성, 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흡

착 능력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처분장의 모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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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고

려했었던 Yucca Mountain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회암

(tuff)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7 자연유사(Natural analogue)

자연유사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a) 핵종 이동과 지연

과 같은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동일한 자연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처분 시스템에서 장기간에 일어날 현상을 

이해하고 (b) 단기간에 얻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처분시스

템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신뢰성을 높이

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층처분의 가능성을 보

여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봉의 오클로 광상의 경우 

20억년 전에 형성된 우라늄 광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

던 핵분열에 의한 수 톤에 달하는 핵분열 잔류물들이 대

부분 지질환경 내에 남아있음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밝

혀졌다. 그 외에도 호주의 쿤가라, 캐나다 시거레이크, 브

라질의 Osamu Utasumi, 일본의 토노 우라늄광산에서도 

자연유사현상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라

늄과 토륨등 방사성 물질들이 지질환경내에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지하 처분장의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 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 NUMO(Nuclear Waste Manage-

ment Organization)는 처분장 설계시 다음과 같은 설계

인자들을 고려하도록 제시하였다(Miyamoto et al., 2006).

- 장기안전성(Long-term safety)

- 운영중 안전성(Operational safety)

- 공학적 타당성(Engineering feasibility)

- 공학적 신뢰도(Engineering reliability)

- 부지 특성 조사 및 모니터링(Site characterization 

and monitoring)

- 회수성(Retribility)

-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사회-경제적 측면(Socio-economic aspects)

이러한 인자들을 고려한 처분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

며 따라서 국가 원자력 계획과 폐기물 관리 정책, 처분 기

술 개발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공동의 설계는 공동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동의 안정성은 암반의 물성, 초기응력, 터널

형상, 굴착법, 지보, 완충재, 열 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의 크기는 구조적 안전성과 지하에서 사용될 처분용

기 취급 및 거치공정과 해당 기계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폐기물의 특성과 지질 조건 등을 고려하

여 그림 10과 같은 수직 처분 방식 또는 수평 처분 방식이 

채택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운영기간은 40-50년 

정도이며 회수기간이 약 50-100년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

에 처분장이 장기간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장 설계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는 암종, 심도, 현지응력, 지열의 증가정도, 암반의 균열 

정도, 균열대의 존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빙하

기, 암반의 거동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대량의 방사성 핵종이 지표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하수의 유입과 처분용기의 부식을 최소화 하

는 것이 처분장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

다. 처분공의 직경과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과 지질, 응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폐기물 주위

에 설치하게 하는데 완충재가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완충재의 적정한 두께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충재

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낮은 완충재의 열전도도 때

문에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이 완충재에 축적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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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처분 개념 (b) 수평처분 개념(from ANDRA)

그림 10. 수직 및 수평 처분개념

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 수백미터 암반에 처분하는 심지층 처분의 경우, 

처분장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 기준들이 

만족되어져야 한다.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터널 사

이의 암반에서의 응력이 강도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처분공과 처분터널을 설계하여야 한다. 지하처분장과 지

표면 사이에 위치하는 70% 의 암반에서 암석강도에 대한 

응력의 비가 1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Scott, 1983). 

또한 공동에서부터 1.5m에 위치하는 암반에서는 응력이 

암석강도의 절반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암주(Pillar)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주에서도 응력이 암석

강도의 절반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의 굴착 

후 발생하는 지반의 수직변위는 지하수의 유동을 변화시

킬 뿐만 아니라 지표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암반은 팽창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표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지반 침하는 공동 굴착 후 암반에서의 

온도가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공동의 설계 시 환기시스템은 지열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캐나다, 스웨덴이나 미국의 개념설계에 따르면 처분공동

의 구배를 일정 정도 (1% 내외) 두도록 함으로써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거치와 처분터

널의 굴착이 동시에 진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작업기계의 효율적 사용과 원활한 작업을 고려하여 

굴착기법, 굴착순서, 수직갱의 수, 터널의 길이 및 진행방

향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 터널의 크

기, 처분장 심도, 지보, 작업 간격, 작업기계, 현장 측정

기기들의 설치 등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준위 처분장은 지하 심부에 위치하고 따

라서 높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의존적인 변

형거동을 보이게 된다. 시간의존적인 변형은 지하구조물

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한 수리전도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변

위속도가 클 경우 공동의 안전성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주요 터널의 경우 변위속도가 1mm/year를 넘지 않

도록 하고 기타 처분터널을 비롯한 기타 터널의 경우 변

위속도가 3mm/year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Hardy and 

Bauer, 1993).

벤토나이트에 함유된 smectite는 100
o
C 부근에서 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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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상변화가 일어나 완충재의 팽윤성능이 낮아질 수 있

기 때문에 처분용기 거치 후 완충재의 온도가 100
o
C이하

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처분장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처분장 설계 관련 연구

5.1 처분심도

지하심부에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낮은 유속과 핵종

에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지하심부에서의 높은 응력으로 인해 처분

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 공동의 

굴착후 응력의 재분포 과정에서 응력이 암반의 강도를 초

과하는 경우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암반의 기계적 

물성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암반의 수리전도도를 증가시

킴으로써 핵종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적정 심도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세계 각국

에서는 지하 300-1,000m 사이의 심도에 고준위 처분장

을 건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5.2 부지조사

처분장 부지는 장기적 안전성, 처분장 운영 시스템의 

안전성, 처분 시스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환경적인 고

려, 사회적인 수용, 비용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며 이들 

요소들에 대한 최적화과정을 거쳐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

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해당 국가의 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

며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처분장 부지 선정절

차와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IAEA, 1994). 고준위폐기물

의 심지층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부

지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지조사는 프로

젝트의 진행상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스웨덴에

서는 3단계 부지 조사(예비조사, 지표조사, 시추조사)를 

통해 적합한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였다(Almen et al., 1986).

 

5.3 처분장 암반 특성 평가

5.3.1 암반의 열적 특성

고준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폐기물 처분 직후부

터 수 백년 동안 증가하다가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서서

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발생열에 의해 

지하 처분장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고 이는 역학적 물성변

화와 열팽창을 가져온다. 암반에 열이 가해질 경우 팽창

에 의해 처분장 주위에서 발생하는 열 응력은 20-30MPa 

정도로서 암석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며, 이에 따라 암석

의 강도, 탄성계수 등의 역학적 특성은 저하되고, 투수계

수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열의 발생은 물의 점성도를 낮

추어 수리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화학적 물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처분용

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완충재나 암반의 물성변화, 

완충재의 습윤팽창에 의한 처분용기나 암반의 응력변화, 

암반의 변형에 따른 완충제의 물성 변화 등을 기술할 수 

있는 기법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암반거동, 수리유동, 열

전달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효응력, 열팽창과 같은 직접적 

상호작용과 물성변화를 통한 간접적 상호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5.3.2 암반의 수리 특성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핵종의 이동은 불연속면을 

따른 지하수의 이동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단단한 결정질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은 주로 균열망을 통해서 발생

하기 때문에 지하 암반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을 따른 지하

수의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 공동으로의 

유체유입 정도는 수리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수리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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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HMC 복합 거동 연구를 위한 현장시험

 Test name (Site,Country) Rock type Depth (m) Scale (size) Coupling Year Heating Condition 

Cryst
-allin
e rock 

Electric heater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30

Borehole
(Ф=324mm) THM 1978 Casks with 5kw&3.6kw

Buffer mass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40

Test pit
(Ф=750mm) THM 1980-1985 1.8kw(6 holes)

Engineered 
barrier experiment

(Kamaishi mine, Japan)
Granodiorite 260

Test pit
(Ф1.7m) THM 1988-1998 130w/m

2

FEBEX
(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

Drift scale
(Ф2.27m) THM 1994- 2 of Ф=0.9m, 2kw heater

THE (URL, Canada) Granite 420
Borehole

(Ф=96mm) TH 1995-1998 0.5kw

Heated Failure test
(URL, Canada) Granite 420 Borehole TM 1993-1996 85℃

Buffer/container experiment
(URL, Canada) Granite 240 Test pit (Ф1.24m) THM 1991-1993 1.2kw

APSE (Aspo, Sweden) Granite 450 Test pit (Ф1.75m) TM 2002-2006
4 heaters

(0~400w each)

TBT (Aspo, Sweden) Granite 420 Test pit (Ф1.8) TM 2003- 1.5kw

SFT 
(Nevada test site, USA)

Quartz 
monzonite

420 Drift scale
(6.1m×4.6m)

TM 1980-1982 Total 20kw
(2kw×6+0.4kw×20)

In site heater test
(NSTF,USA) Basalt 46

Test pit 
(Ф=900mm) THM 1980-1983 9kw

Heater test
(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

Borehole
(Ф=300mm) TM 1986-1987 4kw/m (2 heaters)

Tuff\

SHT
(Yucca Mountain, USA) Tuff 250

Borehole
(Ф=75mm) THMC 1996-1998 5m long 4kw heater

DST
(Yucca Mountain, USA) Tuff 250

Drift scale
(5m drift) THMC 1997-2005 210kw from 50 wing heaters)

LBT
(Yucca Mountain, USA) Tuff 0

Large block
(3×3×4.5m) THMC 1997-1998

2.44m long 5 heater holes. 
Total 2.25kw

PEBSFT
(G-tunnel,USA) Tuff 420

Borehole
(Ф= 30.5cm) THM 1988-1989 3m long 3.3kw

Salt

TSI
(WIPP,USA) Rock salt 650

Drift scale
(5.5m) TM 1984-1988 18w/m

2

TSDE
(Asse salt mine,Germany) Rock salt 800

Drift scale
(3.5m×4.5m) THM 1990-1999 3 casks with 6.4kw each

Clay

HE-D test
(Mont Terri, Switzerland) Clay 300

Borehole
(Ф=300mm) THM 2004-2005 1.95kw

TER (Meuse, France), Claystone 490
Borehole

(Ф=101mm) THM 2005-2006 0.57kw

BACCHUS
(Hades URF/Swiszerland) Clay 223

Borehole
(Ф= 60mm) TM 1988-1990 0.5kw

ATLAS
(Hades URF/Swiszerland) Clay 223

Borehole
(Ф=190mm) THM 1990-1997 0.9kw

CERBERUS
(Hades URF/Swiszerland) Clay 223 Borehole THMR 1989-1995

60
Co source

CACTUS
(Hades URF/Swiszerland) Clay 223

Borehole
(Ф=500mm) THM 1990-1995 3.8m long 4kw 

PRACLAY(Hades 
URF/Swiszerland)

Clay 223 Drift scale
(Ф=2.5m)

THMC 2009-201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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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현지응력에 의해 불연속면의 간

극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5.3.3 암반의 역학적 특성

지하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처분장의 장기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암반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

은 필수적이다. 암석의 강도와 변형계수, 암반의 물성, 절

리분포 및 암석의 파괴특성, 동적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

구된다. 또한 현지 응력의 방향과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실 실험과 함께 시추공

을 이용한 현장시추공 시험을 포함한 현장시험이 실시한

다. 특히 발파 충격이나 응력재분포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암반손상대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열,수리,역학적, 화

학적 장기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의 크기와 형상, 암반의 종류, 발파기법, 굴진방향 등에 

따른 손상대의 규모 및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5.4 처분장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 

심부 암반에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지하 수백 미

터에 대규모 지하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때 천연 방

벽인 심부 지하 환경의 교란 즉 모암, 처분장 주변의 지질

환경 및 지하수계통에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 즉, 지하 구

조물의 굴착에 따라 초기의 응력이 재분포 되면서 역학적 

변형이나 수리적 체계에 교란이 발생한다. 또한 고준위폐

기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붕괴열 의한 암반 및 유체의 

물성 변화, 암반의 열팽창에 의한 변형 및 열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심부암반에서의 

거동을 위해 역학적해석, 열해석, 수리해석 및 이들 상호

간의 coupling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표 5와 같은 현장시

험이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었다. 국내에서는 KURT 에서 

시추공 규모의 히터시험이 소규모로 실시된 바 있다(권상

기 등, 2011).

처분장에서 열부하가 주어지면 THM coupling이 일어

나고 이런 조건 하에서 처분장의 성능은 각 공정을 개별

적으로 생각해서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

니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DECOVALEX (DEvelopment of Coupled models and their 

VALidation against EXperiments in nuclear waste 

isola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THM에 대한 모델개발 

및 코드 검증, 실험과 같은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Hudson et al., 2001). 한국은 2008년부터 착수된 DECOVALEX 

-2011에 이어 2012년 부터는 DECOVALEX-2015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권상기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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