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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의 30~40%를 공급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차 커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적

이며 경제적인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가피하게 방사성폐기물이라는 부산물을 남기고 있다. 미

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

십 년에 걸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주에 건

설중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하여 방사

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고준위 폐기물과 중 · 저준위 폐

기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고준위폐기물 즉, 사용후핵

연료 처리에 대한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어 사용

후핵연료는 발전소 내의 특수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현안은 중 · 저준위

폐기물이다.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은 방사성폐

기물의 농도와 종류, 기상, 환경특성 등에 적합한 방식으

로 결정되는데 크게 단순 또는 공학적 천층처분방식과 동

굴처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층처분방식은 지표면

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그 속에 방사성폐기물을 처

분한 뒤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 복토층

을 만들어 차폐하는 방식이며 동굴처분방식은 지하 암반

층에 저장동굴을 파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그 속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 모두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30년 이상 운영해 온 안전성이 검증된 

처리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주에 계획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대규모 지하공간을 이용한 동굴처분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본 기술기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및 처분장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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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하공간 특성 및 고려사항

그림 2. 지하공간의 분류

해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공

동을 중심으로 터널 및 지하공간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고

려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지하공간 설계 시공 고려사항

도심지 및 산악지에 계획되는 터널과 달리 지하에 계획

되는 대규모 공간은 외부와 차단성, 항온 · 항습, 차음성, 

내진성, 주변 경관과 조화, 에너지 절감, 시설물의 기능적 

다양성 확대 등 환경적요소와 구조적 안정성, 화학적 안

정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규모 터널 및 지하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설분야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은 지하공간 

분야 용도상 처분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건설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대규모 지하공동 및 터널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은 계획, 부지조사 및 평가, 단면해석 및 안정성 평

가, 암반 보강 및 지보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이 있다.

대규모 지하공동의 굴착단면은 보통 300~1,500㎡ 정

도로서 중소규모의 일반터널의 30~100㎡에 비해 10~20

배 정도로 대규모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이라는 구조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으

로 인한 지반이완이나 변형, 붕괴방지 및 숏크리트, 록볼

트, 케이블볼트 등 주지보재에 의한 터널의 안정성 확보

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중 · 소규모 터널에서 적용해 

온 설계 및 시공방법 이외에도 시공 및 안정성 확보의 추

가 고려사항으로 굴착단면의 크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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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하공동의 규모와 암반의 상호관계

  

(a) 버섯형 (b) 탄두형

  

(c) 난형 (d) 원통형(Silo)

그림 4. 대표적인 지하공동형상

대규모 단면의 굴착은 공사기간이 길며 장기간에 걸쳐 

공동 상부로부터 단계별로 굴착되며 굴착 단계마다 공동 

주변 암반에서 응력재분배가 발생되어 굴착이 종료한 후

에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의 안정성은 굴착규모와 

파쇄대, 절리 등 불연속면 특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특

히, 공동의 응력해방 거동으로 인해 불연속면의 방향, 연

속성에 따라 안정성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암반 초기응력, 불연속면 특성분석과 병행하여 응력해방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부지 또는 위치가 결정되면 시추

조사나 물리탐사이외에도 조사갱(Pilot터널)을 굴착하여 

상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파쇄대 등 불연속면 

및 절리 우세방향 등의 정보는 사전 분석이 가능하며 외

력으로 작용하는 초기지압의 크기와 방향도 측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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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버섯형 (b) 탄두형 (c) 난형

그림 5. 지하공동형상별 안정성 검토(예) (Mingtan Pump Storage, Taiwan)

그림 6. 정보화 설계 및 시공관리의 개념

이 일반적이다. 이들의 정보에 따라서 단면의 형상이나 

공동의 축방향이 검토된다.

지하공동의 단면형상은 중소규모의 일반 터널과 달리 

지하에서의 굴착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공으로부터 

세로로 긴 형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측벽부의 안정이 중

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단면형상은 응력재분배를 고려

하여 측벽을 수직으로 적용하는 버섯형(a), 탄두형(b)과 

측벽부를 곡률형태로 적용하여 안정성측면에서 유리한 

난형(c), 그리고 사일로 형태의 원통형(d) 등이 있다.

Mingtan Pump Storage(Taiwan)의 지하공동 단면 형

상에 따른 안정성검토 및 실제 시공적용 사례에 의하면 

버섯형(a), 탄두형(b)에 비해 난형(c) 단면이 응력발생경

향 및 안정성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대상 지반조건, 지압 

등의 원지반 특성에 따른 역학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굴

착 시공성, 공기, 경제성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

두형(b)이 적용되었다.

지하공동 및 터널의 설계시공 주요고려사항은 굴착 대

상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파악한 뒤에 

원지반이 가지는 역학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적절

한 굴착공법과 지보를 적용하는데 있다. 현재의 표준화된 

터널공법에서는 원지반이 가지는 지보기능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터널의 1차지보공을 경험적 방법과 해석적 방

법에 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시공전에 경험과 사례로부터 

적용된 지보패턴 범위 내에서 암반분류에 근거하여 지보

공을 결정하고 시공중 지반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계측

결과와 해석적 검토(역해석)에 의해 지보공을 추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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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인 

계측과 해석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정보화 시공관리의 적

용이 필요하다. 

터널 및 지하공동은 전 구간에 걸쳐 설계를 확정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터널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터널해석은 지반상태의 가정에서부터 해석 Parameter

설정, 재료구성법칙 등 불명확한 조건을 상당수 내재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의 해석과 시공중의 실제 거동이 대부

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는 지반상황에 따라 사

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공법 및 대책을 계획하는 사전단계

이며 실제 터널설계의 평가는 시공단계에서의 계측과 시

공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설계의 타당성 검증 방법에

는 실시설계에서 이용한 해석방법(순해석)을 이용하여 시

공중 계측결과 및 굴착단계를 반영한 역해석에 의한 방법

이 있다.

3.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3.1 방사성폐기물 종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수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하며 IAEA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방사성 이라는 본질은 천연 및 인공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과 법적으로 방사선 방호 관리를 하여야 하는 활동이나 

농도를 말한다.

• 방사성폐기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지도 않을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 최종 방사성폐기물은 현재의 기술과 경제적 여건으로 더 이상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 방사성물질은 필요하다면 처리하여 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3.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 내에서 타고 남은 사용

후핵연료 자체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

하기 위해 재처리할 때 남게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용

후핵연료에는 새로 생긴 연료 등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 

있어 재처리과정을 거치면 95% 이상 재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

고 재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과정을 거치면 재활용연

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도 사용되므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춘다

는 자체가 핵무기 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

까지는 원전 부지내에서 저장 관리하고 처리 · 처분 등 최

종관리 정책은 추후 결정하기로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2004.12.17)에서 의결한 바 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재 상용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

랑스이며, 일본,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이들 나라에 재처리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3.1.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에 오염된 정도가 아

주 낮은 것으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

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할 때 사용했던 장갑, 덧

신, 가운, 걸레 및 각종 교체부품 등과, 작업복을 세탁할 

때 나온 물(세탁수), 발전소 운전 중에 누수된 냉각수, 농

축찌꺼기 등의 액체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중 · 저준

위폐기물은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누어 처리된다.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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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사성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분방식

처 분 방 식 대 상 폐 기 물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개요

천층처분

단순 천층처분 중ㆍ저준위폐기물

공학적 천층처분 중ㆍ저준위폐기물

동굴처분 중ㆍ저준위폐기물

심층처분 심지층처분
고준위폐기물 및 

장수명 핵종함유 폐기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http://www.krmc.or.kr)

하며 일단 밀폐 탱크에 저장한 후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고성능 필터를 거쳐 대기로 내보내게 된다. 사

용된 필터는 고체 방사성폐기물로 포함되어 고체폐기물

의 방식에 따라 함께 처리된다. 액체 방사성폐기물은 원

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로서 저장조에 모았다가 

증발 장치를 이용해 깨끗한 물과 찌꺼기로 분류한 후, 물

은 재사용하고 찌꺼기는 안정된 고화체로 만들어 철제 드

럼에 넣어 밀봉해 저장한다.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작업

복, 장갑, 덧신이나 발전소보수를 위해 교체한 부품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고체폐기물을 말하며 방사선

이 유출되지 않도록 압축하여 철제드럼에 넣어 밀봉한 상

태로 발전소 내 저장고에 저장된다.

3.2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2.1 처분시설 개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고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영구적으

로 처분 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은 방사선을 완벽하

게 차단되어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생태계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정성확보 3대 원칙은 처분시

설의 다중방벽, 정부의 철저한 안전규제, 민간환경감시기

구 운영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외부와 차단되는 지하에 위

치함으로써 외부기후 및 환경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물리적특성을 만족해야하며 , 

처분시설의 성능목표 및 특성과 관련하여 높은 안전성 확

보 및 관리를 요구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은 천층처분과 심층처분

방식이 있으며 천층처분은 일정깊이로 부지를 보조하거

나 천층 지하동굴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이며, 심층처분

은 땅속 수백 m에 동굴을 파고 드럼을 묻는 방식으로 현

재까지 알려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기 자기나라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

택하여 수십 년 전부터 안전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

고 있으며 천층처분이나 심층처분 모두 안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30년 전부터 천층처분방식의 영구처분장을 운영, 관

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2년 말부터 천층처분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화강암으

로 구성된 국토 자체의 지질특성 및 그 나라 국민의 폐기

물에 대한 인식을 존중해 동굴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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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콘크리트 처분고 처분고 복토

그림 7. 천층처분방식 처분절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표 2. 해외 처분시설 운영현황

국 가 처분장 처분방식 대상폐기물
저장용량

(㎥)

포화율

(%)
운영상태

핀란드

Loviisa 동굴처분 원전폐기물 8,740 49.4 운영 (‘98~)

Olkiluto-1 동굴처분 중준위폐기물 6,400 40 운영 (‘92~)

Olkiluto-2 동굴처분 저준위폐기물 9,100 42 운영 (‘92~)

스페인 El Cabril 공학적방, 천층처분 단반감기-중저준위폐기물 100,000 51.2 운영 (‘93~)

일본
Rokkasho-1 공학적방벽,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40,000 88.5 운영 (‘92~)

Rokkasho-2 공학적방,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40,000 74.3 운영 (‘00~)

미국

Barnwell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880,000 87.7 운영 (‘71~)

Richland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1,700,000 22.8 운영 (‘65~)

EnviroCare-1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816,000 53 운영 (‘95~)

EnviroCare-2 천층처분 11e2 byproduct 3,440,000 30 운영 (‘88~)

EnviroCare-3 천층처분 저준위폐기물 4,571,000 32 운영 (‘91~)

스웨덴 Forsmark 해저 동굴처분 중준위폐기물 63,000 44 운영 (‘88~)

프랑스
La Manche 공학적방벽, 천층처분 단반감기-중저준위폐기물 527,000 100 제도적관리 (‘02~)

L'Aube 공학적방벽, 천층처분 단반감기-중저준위폐기물 1,000,000 66 운영 (‘9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www.kins.re.kr) / 2004년 IAEA 보고서 

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질여건 등을 

고려하여 1988년 제2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된 동굴

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2.2 처분방식

(1) 천층처분방식

천층처분방식은 지표면 또는 지하 수십 m 깊이에 방사

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활환경 가까이

에 처분하기 때문에 해양투기, 동굴처분, 심층처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격리정도가 작다. 

영국,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천층처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소련,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천층처분방식은 공학적 처리 여부에 따라 단순천층

처분방식과 공학적 천층처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천층처분은 지표면에서 일정한 깊이에 조성된 트

렌치(Trench)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한 후 그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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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천층(예) 미국반웰처분시설 (b) 공학적 천층처분

그림 8. 천층처분방식(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 수평형 동굴 (b) 수직형 동굴

그림 9. 동굴처분 방식의 개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토양을 덮는 단순한 방식으로 미국의 반웰(1971년), 리치

랜드(1965년) 처분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다른 처분

방식에 비해 건설 및 운영이 용이하지만 처분된 폐기물이 

지하수나 지표수와 쉽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토양의 투수

성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에 적합한 처분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학적 천층처분방식은 지표면 하부에 콘크리트 구조

물로 조성된 처분고(예, Vault)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처

분용기 등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

로, 단순 천층처분방식에 비해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장기

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의 로브(1992년), 

스페인의 엘카브릴(1993년), 일본의 아오모리(1992년) 등

이 공학적 천층처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층처분방식의 안전해석 평가에는 수백 년 경과 후 인

간 활동이 처분된 폐기물이나 처분지에 까지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하게 되며, 적용 폐기물은 중 · 단 반감기의 핵종

을 주로 함유하는 중 · 저준위 폐기물이며 이중에는 장수

명 핵종의 함유량을 낮게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동굴처분방식

동굴처분방식은 폐광이나 산에 동굴을 파고, 동굴 내부 

또는 동굴 내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방사성폐기물

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지하에 위치한 다수의 처분용 동굴 

및 이를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로 구성된다.

처분방식은 처분용 동굴 내에 폐기물을 넣은 후 폐기물

과 동굴벽 사이에 방사성 핵종 흡착능이 좋은 점토 등으

로 충전시키거나 콘크리트를 주입시켜 일체화물을 만들

며 동굴이 포화되면 입구를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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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형 폐기물 운영시의 처분장 모식도(프랑스) (b) 스웨덴 SFR 처분장 사일로 형식 돔부

그림 10. 동굴 처분방식 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처분용 동굴이 포화된 후 연

결 통로 및 진입 통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시켜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 동굴처분은 단순 천층처

분이나 공학적 천층처분에 비해 많은 건설비용이 소요되

지만 적절한 지질구조 내에 처분동굴을 건설할 경우 장기

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고 방사성 핵종의 유출을 

저지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굴처분방식에는 지하공동의 건설 및 운영형태에 따

라 수직형 동굴처분과 수평형 동굴처분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동굴처분은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스웨덴의 포스마크에 위치한 SFR (1개의 

사일로, 4개의 처분동굴),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처분시설 

(2개의 사일로) 및 로비사 처분시설 (3개의 처분동굴) 등

이 대표적인 동굴처분시설이다. 특히 1988년부터 운영중

인 스웨덴의 포스마크처분장은 세계유일의 해저동굴 처

분장이다. 독일은 고어레벤 앗쎄(Asse)라는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암염광산을 이용하여 저준위 수거물을 시험적으

로 처분한 바 있고, 콘라드에 있는 폐철광과 고어레벤에 

있는 암염층에 추가의 심층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다. 국내 

중 ·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지하에 6개의 사일로 (1단

계)가 설치되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3) 심층처분방식 

심층처분방식은 지하 수백 m 깊이의 지층 내에 조성된 

구조물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 ·

저준위폐기물의 처분에 이용되는 천층처분과는 달리 사

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폐기물이나 장수명 방사성 핵

종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분에 고려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사용후연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열과 방사능 그리고 상당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므로 장기간 동안 안정이 확실시되는 지하 500∼

1,000m의 대심도 암반층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현재까지 정립된 심지층처분방식의 기본

개념이다. 

캐나다,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사용후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용후연료의 심지층처분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에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을 제정하여 사용

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추진

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OE)는 2010년 70,00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네바다주 유카산

에 처분시설을 계획한바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심지층 처

분장을 운영한다는 목표아래 부지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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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심층처분방식 (예)

사업일정 계획에 맞춰 처분용기나 사용후연료 취급장비 

등의 설계 및 제작 기술개발, 인공방벽 재료 및 방법개발, 

안전성 평가방법들의 검증 등 관련기술개발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

지 예비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3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 

2010년 1월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이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연구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은 매우 다양하며 처분장

의 지반조건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

분 방법의 개발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지하환경 정보수집, 기술적 실증/타당성 평가 및 

주요 모델의 검증 등을 목적으로 지하 처분연구시설을 건

설하고 이론적 연구와 함께 현장시험을 병행하여 수행하

고 있다. 

3.3.1 미국

(1) Yucca Mountain 프로젝트 

Yucca Mountain(YM)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하기 위한 연구 및 영구처분 후보부지로서 네바다주 라스

베가스에서 약 160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YM 처분장의 개념설계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하기 위한 지하구조물은 2개의 블럭으로 나눠진다. 방사

성폐기물은 100여 개의 처분터널 (Deposition tunnel)에 

거치하게 되는데 처분터널들은 길이가 약 250m-600m이

며 각 처분터널 간격은 22.5m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중

단상태이다.

(2) DUSEL 프로젝트

지하심부 과학기술 연구시설(Deep Underground Science 

and Engineering Laboratory, DUSEL)은 지하에서 각

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암반공학 및 지질과학적 응용을 위주로 건설되던 기존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과 달리 DUSEL은 천체물리, 물리학, 생물학, 지질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며 

심도 또한 2.4km로서 가장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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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uca Mountain(YM) 지상 연구단지 (b) 지하 연구단지 조감도 

그림 12. Yuca Mountain(YM) 처분장 및 연구시설 (미국)

DUSEL 연구시설 조망도 

(Zina Deretsky,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USEL에서 고려중인 암반공학 관련 현지실험의 예 

(Elsworth와 Fairhurst, 2006)

그림 13. DUSEL 프로젝트 (미국) (http://www.dusel.org)

3.3.2 핀란드

올킬루오토 부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하 50~100m

심도로 기반암에 굴착 시공된 두 개의 사일로에 저장된

다. 진입터널 입구에서 실제 폐기물 적치구역인 사일로까

지의 거리는 약 670m이며, 사일로의 크기는 지름 24m, 

높이 34m이다. 저준위용 사일로는 숏크리트로 비교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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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올킬루오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http://www.posiva.fi)

운영시작 1988년

시공기간(굴착) 1983년~1986년

저장용량 63,000m
3

연간 수용용량 1,000m
3
/년

운영인력 20여명

지하시설 4개의 수평동굴 및 1개의 사일로

심도 60m (돔부터 해저까지)

그림 15. SFR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스웨덴) / SKB (http://www.skb.se)

위가 높은 중준위용 사일로는 강화콘크리트로 보강되었

다. 사일로의 덮개는 25cm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두 개의 사일로는 길이 65m의 홀로 연결되어 있다.

3.3.3 스웨덴 

(1) SFR

SFR은 외스트하마르(Östhammar) 코뮨에 위치한 포

쉬마크(Forsmark)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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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본의 심지층 연구시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도노지 과학연구센터 http://www.jaea.go.jp)

(a) Aspo Hard Rock Laboratory 지상 연구단지 (b) 지하 연구단지 조감도

그림 16. Äspö HRL (스웨덴) / SKB (http://www.skb.se)

1980년 첫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총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인 SFR은 발틱해 아래 50m 지하의 결정질 암반

에 위치하며 길이 160m인 4개소의 공동과 직경 30m, 높

이 50m인 1개의 콘크리트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운영중이다.

(2) 에스페 프로젝트

방사능폐기물 지층처분을 목표로 설계된 Äspö HRL은 

스웨덴 Oskarshamn 외곽의 Äspö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이론적인 연구가, 지하에서는 실험적인 연구

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ANDRA (프랑스 방폐물 관리기

관), BMWi (독일정부 경제과학기술부), NWMO (캐나다 

방폐물관리기관), POSIVA (핀란드방폐물관리기관) 등 

해외 유수의 지하공간 연구실에서 공동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3.3.4 일본

55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아오모리

현 로카쇼무라에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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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re URL 지하시설 (b)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개념도

그림 18.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프랑스) (http://www.andra.fr/international)

천층시설을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

설과 사용후핵연로 재처리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있으며, 사용후

연료는 재처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

용후연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하여 재처리하고 있으

며 재처리후에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화 후 심

층처분한다는 기본정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를 위한 2개의 심부 지하연구시설(MIU 와 Horonobe 

URL)을 건설하고 있다.

3.3.5 프랑스

프랑스는 중 · 저준위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사용후핵

연료는 원전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를 하고 있다. 

중·저준위 처분방식은 천층처분으로서 라망쉬(La Manche) 

처분시설은 운영종료 (1969~1994) 되었으며 로브(L’Aube) 

처분시설은 1992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라아그에서 연간 1,600톤을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고준위폐기물은 유리고화하여 재처리시설 부지내 보

관후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가 확보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식에 따라 지하 400~1,000m의 암반지층에 처분

할 계획이다.

3.3.6 경주 방폐장 지하 처분시설

우리나라의 중 · 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총 80만드럼을 처분하기 위

한 시설이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사업으로 10

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동굴처분방식을 적용하

여 건설중에 있다. 나머지 70만 드럼의 처분시설은 향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추이와 경주 방폐장의 지질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단계

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크게 처분시설 건설공

사 및 추후 처분시설 공사를 위한 건설동굴, 방사성폐기

물을 처분고에 운반하기 위한 운영동굴 및 지하 80m~130m

에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으로 처분되는 6개의 처분고로 구

성되어 있다.

건설동굴은 처분장 건설을 위한 터널로 총연장 1,950m

이며, 가로 8m 높이 7.5m의 마제형의 터널로 공사장비 

및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에는 탈출로로 이용

된다. 운영동굴은 총 연장 1,415m로 방사성폐기물을 지

상으로부터 지하처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통로이며, 건

설동굴과 같은 크기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처분용기 수

송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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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처분시설 제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림 19.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설계되어있다.

처분고는 중 · 저준위방사성페기물이 최종 처분되는 곳

으로 해수면 이하 80~130m의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높이 

50m, 직경 30m 크기의 원통형(Silo)의 콘크리트 시설이

며, 이 처분고의 공학적인 방벽은 최소 300년 이상 또는 

이 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자연환경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 고려사항

4.1 처분장 규모결정 및 조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및 규모는 폐기물 처분용

량, 처분용기 취급 및 처리공정과 기계장비의 크기에 주

로 영향을 받으며 지상 또는 지하에 건설되는 조건에 따

라 지반특성, 암반 초기응력, 단면의 형상, 굴착공법 및 

굴착방법, 지보재 등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결정하고 방

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질구조 조

사, 수리특성 조사, 암반 응력측정, 굴착가능성 평가, 변

형 및 안정성 평가,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며 지질

구조 조사와 수리특성 조사, 암반 응력측정 등 부지적정

성 평가를 수행한다.

부지 선정시에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공동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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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입지환경 및 지반조사, 여론조사, 관계법규 조사 등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목적 및 기능, 구

조물의 안전, 시공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공

사중은 물론 유지관리 시에도 환경영향에 대하여 관리하

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수

위 및 수압의 저하와 이로 인한 지반침하, 식생환경의 변

화와 같은 추가적인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조사시에는 지하공동의 단면의 대

형화에 따른 역학적 안정성 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

반조사의 목적은 지하구조물 설치 대상구간의 지반특성

을 파악하여 적절한 굴착공법 및 지보패턴 등을 결정하는 

데 있으며 지하에 건설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지하공

동은 해당부지의 응력조건, 암반 및 불연속면 등의 공학

적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수

행하고 지하구조물 설계시 무지보폭 및 지보재량 산정, 

지보압 평가와 암반의 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적

인 암반분류를 수행하여야 한다. 터널 및 지하공간의 안

정된 설계를 위해서는 광역 물리탐사 방법을 동원하여 양

호한 암반의 분포 및 주된 지질 구조선 등 상세지질정보

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반의 고유 성질, 즉 물리 · 화학적, 

수리적 특성과 강도, 변형 등 구조물과 지반 자체의 안정

성을 좌우하는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4.2 지하공동 굴착 및 지보재

굴착시 공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변암

반을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보재인 록볼트

나 숏크리트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단면의 경우에는 

PS 앵커 및 케이블볼트가 추가의 지보재로 적용된다. 대

규모 지하공동의 시공방법은 천단의 아치부분을 굴착한 

후 본체부분을 다수의 벤치 및 분할 굴착에 의해 단계적

으로 굴착하는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공의 진행과 함

께 단면형상이 변화하므로 이미 굴착이 완료된 영역에 재

접근이 어렵게 되고 필요시 지보공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대폭적인 공기연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굴착 진행시 공동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벤치마다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분석결과

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규

모 지하공동 굴착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4.2.1 굴착방법 및 굴착공법

터널 굴착의 분류는 크게 굴착방법과 굴착공법이 있으

며 터널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굴착방법은 막장의 지반을 

굴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인력굴착, 기계굴착, 파쇄굴착, 

발파굴착 방법 등이 있으며 굴착공법은 막장면 또는 터널

의 길이 방향의 굴착계획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단면굴

착, 분할굴착, 선진도갱굴착공법 등이 있다. 즉 굴착방법

은 굴착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굴착공법은 굴진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규모 지하공동 굴착공법에 대한 기존 사례조사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공동의 암반보강 설계의 기본개념은 암석이 아닌 

불연속면의 부족한 인장강도와 전단강도를 보강하는 것

이다. 지보재는 굴착면 주변 지반의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굴착과 동시에 시공하여 영구지보재가 시공될 

때까지 대규모 지하공동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준지보패턴은 지반조건별로 적합한 지보재의 제원과 

시공순서 및 위치 등을 결정한 터널의 표준화된 지보형식

을 의미하며 설계시 터널의 굴착 심도 및 적용 사례 분석, 

지반이 터널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영역의 분석, 터널

의 역학적 거동 특성, 지상 및 지중 지장물의 영향, 침하

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한다. 지보패턴은 일종의 계

획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공시 터널 암반상태의 국부

적인 변화와 시공구간별 특별한 시공 조건하에서 전문 기

술자가 현장상황에 적합한 지보패턴으로 변경하고 별도

의 보조공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보패턴 적용에 대한 

시공의 유연성 확보가 요구된다.



Vol. 18, No. 1
    45

표 3. 지하 대공간 굴착공법 비교 (한국터널공학회, 2009)

구  분 개요도 적용조건 특  징

연

직

분

할

굴

착

공

법

1벤치

상반

2분할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단면에 적용

∙지반조건이 암반이며 매우 양호한 경

우에 적용

∙작업공간 확보 및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속도 빠름

∙단면이 큰 경우 작업장비 반경을 초

과할 수 있음

1벤치

상반

3분할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단면에 적용

∙지반조건이 암반이며 양호할 경우에 

적용

∙시공사례 다수

∙ 3분할로 작업공간 확보 가능

∙중앙 굴착부에 비하여 좌우굴착시 굴

진장 축소조정 필요

1벤치

상반

5분할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단면에 적용

∙지반조건이 불량할 경우에 적용

∙필요시 하반도 분할 굴착 적용

∙다수 분할로 인하여 작업공간 협소 

및 공정추가로 시공성 저하

∙지반조건에 따라 발파와 기계굴착 병행

링컷

분할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단면에 적용

∙토사 및 연약대 구간에 적용

∙필요시 하반분할굴착 및 인버트 설치

∙막장 안정성 유리

∙코어 설치로 인해 작업공간 협소 및 

시공속도 느림

∙벤치길이가 길 경우 상반 가인버트 

설치

다단

수평분할

굴착공법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단면에 적용

∙막장지반이 불량할 경우 벤치별로 코

어를 두어 지지

∙막장면 안정성 확보 용이

∙벤치길이가 짧을 경우 시공공정 복잡

∙벤치별 작업경사로 필요

선진도갱+

다단분할

굴착공법

∙단면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적용

∙필요시 중앙 선진도갱을 측벽도갱으

로 적용 가능

∙선진도갱으로 전방지질 및 지하수 확

인용이

∙단면의 형상에 따라 선진도갱위치 및 

다단분할수 결정

비  고

(대단면 분할굴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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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굴착공법 사례조사 결과

구  분 단면제원 지반조건 굴착공법

Fuel Storage

(짐바브웨)

∙Dome

  : D=21.5m, H=10m

∙Silo : D=36m

∙RMR = 61~80

∙일축강도

  : 202~497MPa

∙변형계수 : 84~122GPa

∙토피고 : 40m, Ko=1.8

∙Dome 중앙부굴착

  → 주변부 확장

Super 

KAMIOKANDE

(일본)

∙Dome

  : B=40m, H=15.2m

∙ Silo

  : D=40m, H=42.4m

∙전체적으로 신선 견고함

∙일축강도 : 140MPa

∙변형계수 : 22GPa

∙심도 : 1,000m

∙Dome 중앙부 진입후 나

선상의 주회터널 시공

 → 천장부 굴착

 → 중앙부필라 굴착

SFR

(스웨덴)

∙Dome : B=31m

∙Silo : D=30m, 

  H=69m

∙Extremely good rock ∙Dome 중앙부굴착

  → 좌우주변부 굴착

  → 기둥부

  central hole 

  굴착

  → 주변부 굴착

4.2.2 굴착 및 지보재 적용사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하공동의 지보재는 숏크리트, 록

볼트 및 케이블볼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취약구간은 강관

보강그라우팅으로 추가보강이 계획되고 있다. 주요 대규

모 지하공동의 지보재 적용사례에 의하면 각 지하공동의 

지질 및 지반조사를 통한 지질구조모델 및 암반등급별로 

구분하여 지보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반조건이 취약한 

구간에는 지보재량 및 지보재의 길이를 증가시켜 적용하

고 있다.

해외 주요 대규모 지하공동 지보재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대규모 지하공동 지보재 및 지보량 적용사례 검토 

결과 암반조건 및 단면 규모별로 지보량은 차이가 있으나 

주 지보재로 숏크리트는 50mm~200mm, 록볼트 길이 및 

간격은 각각 4~6m, CTC 1~2m, 케이블볼트(또는 앵커)

는 8~15m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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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굴착 및 지보재 적용사례

구  분
Fuel Storage

(짐바브웨)

Super KAMIOKANDE

(일본)

Mingtan Pumped Storage

(타이완)

단면제원
∙Dome : D=21.5m, H=10m

∙Silo : D=36m

∙Dome : B=40m, H=15.2m

∙Silo : D=40m, H=42.4

∙Power cavern

 - B=22m, H=46m

지반조건

∙RMR = 61~80

∙일축강도 : 202~497MPa

∙변형계수 : 84~122GPa

∙토피고 : 40m, K0 = 1.8

∙전체적으로 신선 견고함

∙일축강도 : 140MPa

∙변형계수 : 22GPa

∙심도 : 1,000m

∙Sandstone(RMR:63~75)

∙Bedded sandstone (RMR : 56~60)

지 보 재

적    용

∙숏크리트

 - Dome : t=150mm(강섬유보강)

 - Silo : Local 숏크리트

∙록볼트

 - 천장부 L=6m, CTC=2m

 - Abutment L=6m, 

CTC=1~1.5m

 - Silo 상반 L=4m, 랜덤

 - Silo 하반 L=3.2m, 랜덤

∙숏크리트

 - Dome : t=160mm(강섬유보강)

 - Silo : t=160mm(강섬유보강)

∙록볼트

 - Dome :L=2m, CTC=1m

 - Silo :L=2.35m, CTC=1m

∙케이블볼트

 - Dome : L=8m, CTC=2m

 - Silo : L=8m, CTC=2m

∙숏크리트(강섬유보강

 - 천장부 : t=150mm

 - 벽체부 : 50mm

∙록볼트

 - 천장부 : L=5.0m, CTC=2.0m

 - 벽체부 : L=6.0m, CTC=2.0m

∙케이블앵커

 - 천장부 : L=10.0~12.0m, 

CTC=1.0~2.0m

 - 측벽부 : L=10.0~15.0m

5. 결 언

대규모 터널 및 지하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설분야 및 용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

폐장)은 지하공간 분야 용도상 처분시설에 해당한다.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시에는 폐기물 처분형식, 처분용

량과 처리공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지상 또는 지하에 건

설되는 조건에 따라 지반특성, 암반 초기응력, 단면의 형

상, 굴착공법 및 굴착방법, 지보재 등 안정성과 관련된 요

소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규모 지하공동 

및 터널 설계과정에서 충실한 조사 및 다양한 종류의 역

학 시험을 통하여 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지반의 거동을 이해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유연성과 타

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계획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공동과 같은 터널 및 지하공간

은 물리역학적 영향, 지하수 환경영향, 민원의 영향을 받

는 범위가 큰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한 충분

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체계적

이고 상세한 부지조사 및 지반조사와 이를 이용한 수치해

석 등의 안정성 분석과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설계

지하공동주변의 암반거동은 주로 불연속면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강설계의 기본개념은 암석이 아닌 불연속면

의 인장강도와 전단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암반을 

보강하는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공간에 건설

되는 구조물 종류, 목적 및 기능, 구조적 안정성, 시공의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현황과 지반조건에 적합

한 지보 및 보강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안정성 평가

설계 및 시공단계의 안정성평가는 터널 및 지하공간 계

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시공단계별 안정성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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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안정성 확보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

제적이고 안전한 설계와 지하공간 시공과정의 위험도

(Risk)를 포함한 역학적거동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시공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

하공동은 공사의 안정성과 시공성, 공법의 적용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반조건, 주변환경, 시공장비, 

부대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동의 굴착공법은 지하구

조물의 안정성, 경제성, 공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므로 단면 크기, 막장의 자립성, 원지반의 지보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화 설

계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한다.

본 기술기사 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방사성폐기

물의 종류, 처분방식과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공동과 관

련한 터널 및 지하공간의 설계와 시공에 대해 기술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 연구시설 등 대규모 지하공간 

사례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관련 전문 기술자

들이 터널 및 지하공간 설계, 시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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