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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등원자력선진국들은고준

위폐기물처분기술개발을위해30년이상전부터기초연

구및응용연구그리고현장실험등의단계별연구를많

은노력과자금을들여추진하여왔으며, 이러한연구를

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방안을정부차원에서수립하

다. 미국의경우, 1950년대부터처분연구를수행하여왔

으며, 1982년에핵폐기물관리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을 제정하여처분관련연구를적극추진하기

시작하 다. 

1987년개정된NWPAA 에따라 Yucca Mountain 프

로젝트가본격착수되었으며1994~1997년부지특성연구

를 위한 7.5m 크기의 지하연구터널인 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y)를건설하 다. 광범위한부지조사작업

을 거쳐 2002년에 Yucca Mountain을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장 부지로 선정하 으며 2017년에 상용처분장

운 을목표로하고있다. 

2. 추진배경

미국에서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는 103개로이들발전

소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는년간약1,800톤~2,200

톤이다.현재까지약48,000톤의사용후핵연료가발생된

것으로집계되고있다. 모든원자로가 40년동안의인허

가기간동안운 된다면 2040년까지는약 108,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발생될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연구용

원자로, 핵잠수함 등에서도 2,500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다. 이들 사용후 핵연료와 핵무기의 제조시

발생하는고준위폐기물및3억8천만 liter에달하는액체

폐기물과같은고준위폐기물은현재 39개주 125개부지

에서임시저장되고있다. 

1956년 National Academy of Science(NAS)는 고준

위폐기물의처분은심층처분이적당하며, 심층처분을위

하여암염층을포함하여여러지질암층에대해서조사할

것을 권고하 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미국원자력위

원회(AEC)는 미시간 주와 오하이오 주의 근처에 있는

Salina Basin의 암염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작하 으

권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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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의반대로조사가중단되었다. 그후1970년

대초 원자력위원회는 캔사스주 Lyons 암염층에 고준위

폐기물처분장건설을제시하 으나, 캔사스주의지질학

자들에의해그지방에과거석유및가스탐사를위한많

은굴착공들이있음이밝혀지면서계획이취소되었다. 

Department of Energy(DOE)는 1983년에 잠재적으

로6개주에서9곳의후보부지를선정하 는데, 이중7곳

이암염층이며 2곳이화성암층이었다. 1984년에 제시된

DOE의최종부지선정기준및절차에따라 1986년에 9

개의후보부지를 5개로압축하고, 이어 네바다주(Yucca

Mountain, 응회암), 텍사스주(Deaf Smith, 암염), 및워

싱턴주(Hanford, 현무암)에위치한3개부지로압축하

다. 하지만 부지특성조사의 지연과 비용 과다를 이유로

미행정부는부지확보조사작업의연기를포함한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 고, 1987년 말 미 의회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 법인 NWPAA(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를 통과시켰다. NWPAA에서는

Yucca Mountain 에서만 부지조사 작업을 하도록 하

으며이에따라본격적인프로젝트가착수되어현재에이

르고있다. 광범위한부지조사와함께1998년부지타당성

평가를마치고2002년미의회는Yucca Mountain 을고

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로승인했으며현재인허가신청

을위한준비작업이진행중에있다. DOE 는2017년에처

분장운 목표를세우고추진되고있는데, 그주요일정

은다음과같다. 

1997년: ESF 건설완료 및 터널 규모 히터 시험

(Drift scale heater test) 시작

1998년: 부지적합성/타당성평가(viability assess-

ment) 완료

2000년: 최종환경 향평가

2002년: 미의회에의해고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

로선정

2007년: 인허가신청을위한설계완료

2011년: NRC 건설허가

2016년: 초기운 을위한건설완료

2017년: 처분장운 시작

Yucca Mountain 프로젝트와관련된연구개발을위해

DOE 는이미 80억불을지출하 으며이프로젝트가완

료될때까지총500억불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림1은1995년이후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위해

사용된 예산을 보여준다. 연간 2.5억~4억불의 예산이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폐기물기금

(Nuclear Waste Fund)에서지원되며이기금은사용원

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폐기물 발생자들이 KWh 당 0.1

cent 씩적립함으로써충당될것이다. 

3. Yucca Mountain 개요

Yucca Mountain은네바다주남부에위치하며라스베

가스에서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곳에있다. 이곳은

연방정부소유로800회이상의핵실험이실시된Nevada

test site 인근에위치한다. Yucca 산은과거수백만년

전에여러번의화산작용에의해분출된화산재등이압

축되어만들어진응회암(tuff) 층으로서주위에7개의화

산이13~43 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며다수의단

그림 1.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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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대가인접지역에위치하고있다. 사막지역에위치하고

있는Yucca Mountain의연간강수량은15cm 정도로매

우낮으며이중대부분은자연증발되고있다.

Yucca Mountain 처분장이운 되면상업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톤, DOE 사용후핵연료

2,333톤, 핵무기 관련 군사시설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

물 4,027톤과기타상업용시설에서발생된고준위폐기

물640톤이처분될것이다. 

이들고준위폐기물은약 12,000개에달하는처분용기

(길이 5m, 직경 2m)에담겨지하처분장으로옮겨질것

이다. 처분용기외벽과내벽은Ni 합금과스텐레스스틸로

제작되며 천정에서 떨어지는 지하수에 의한 용기손상을

방지하기위해티타늄재질의drip shield 가처분용기주

변에설치된다. 

처분장은지하 200~300m 심도에 위치하게된다. 하

지만이지역의지하수위는처분장심도보다100~300m

하부에위치하기때문에처분장주변은불포화암반으로

가정된다. 터널길이 1km에달하는 50~90개의수평처

분터널은직경5.5m의TBM 으로굴착되며낙반에의한

피해를방지하기위해강지보, 록볼트, 와이어메쉬가사

용되고터널바닥에는60cm 두께의콘트리트포장이설

치될 것이다. 환기를 위한 320~380m 길이의 shaft 는

raise boring 또는발파기법에의해굴착될예정이다. 폐

기물거치작업은처분터널건설작업과병행해서독립된

구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평터널 처분방식(in-

drift 방식)으로이루어지는거치작업은작업자가처분터

널에직접들어가지않고로봇혹은원격조절구동장치를

이용하여수행된다. 처분시스템의설계시폐기물의거치

후최소100년까지회수가가능하도록고려하고있다. 그

림2~4는YM 처분장의지상설비와지하처분장및처분

개념도를보여준다. 

그림 2. Yucca Mountain처분장 지상시설(North Portal) 

그림 3. Yucca Mountain 지하 처분장 개요도

그림 4. 처분터널 및 처분 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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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ucca Mountain 건설

Yucca Mountain에서는 부지특성 조사를 위해 ESF

(Exploratory Studies Facility)를 건설하 다. TBM을

이용한굴착을위해우선1993년조절발파공법을사용하

여입구에서직경 9m, 길이 60m의마제형터널을굴착

하 다. 1994년부터직경 7.5m, 무게약 780톤의 TBM

을이용하여굴착을시작하여1997년4월총길이는8km

에달하는ESF 건설을완료하 다. 

ESF 건설에사용된 TBM에는유체에의한암반초기

조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엄격한 hydarulic

system과굴착직후geology mapping에필요한공간이

갖추어져있었다. North portal에서진입하는터널의경

사는-2.15%, South ramp 의경사는-2.62% 이며일3

교대 작업으로 하루 평균 33m를 굴진하 다. 바닥에는

철로를깔았으며터널벽면에는버력처리를위한컨베이

어벨트와utility line 들이설치되어있고천정부에는환

기용덕트가설치되어있다. 

ESF 는향후처분장운 시주진입터널로사용될예정

이다. ESF 에서는암반자료분석, 매질시료분석, 그리고

지하수유동에관한지표조사와심부지질환경등을포함

한지하시험, 그리고암반과유체및기체시료등지하

에서 얻어진 여러 시료를 지하 실험실에서의 분석 등이

실시되었으며실제터널규모의현장히터시험을포함한

대규모 현장 시험들이 수행되었다. 연구용터널(Alcove,

Niche)의굴착은발파또는로드헤드(AM75) 를사용해서

이루어졌다. 

처분장이위치할암반의특성연구를위해1998년 5m

직경의 TBM을 사용하여 길이 2.7km의 cross-

drift(ECRB, Enhanced Characterization Repository

Block)를굴착하 다. Cross-drift의시작지점은발파기

법을사용하여길이는26.4m, 높이10.5m 의마제형으로

굴착되었다. Cross-drift 에서는 geologic mapping,

systemmatic sampling, 수리물성 및 지구화학적 물성

분석, 수리 측정 등이 실시되었으며 현장시험을 위한

alcove 와 niche 가설치되어처분장이위치할암반에서

의유동, 침투특성, 열적 향에관한연구가실시되었다. 

그림 5는 ESF, ECRB 와 연구터널을 보여준다. 암반

지보는 강지보, 록볼트, 용접철망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암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합이 사용되었다. Q 값이

6~10 사이인암반의경우, 록볼트는1m 간격으로설치되

었으며 10 이상의 암반에서는 1.5m 간격으로 록볼트가

설치되었다. 

원형철제배기관을터널의천정부에설치하여공기를

불어넣는개념이아니라흡입함으로써공기중의분진발

생을억제하는방법을사용하 다. 터널내에서의조명은

터널의측면부에설치된조명시스템에의존하고있으며

조명등은운행에지장이없도록바닥에서4~5미터높이

에설치하 다. 

그림 5. 부지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 터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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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널 진입 구간의 정비 (1993.3)  (b) 발파기법에 의한 진입구간 굴착(1993.9)

(c) 7.5m 직경 TBM (1994.7) (d) 굴착된 ESF (1995.10)

(e) South Portal 로 빠져나온 TBM(1997.4) 

그림 6.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 과정

(f) ECRB 굴착용 5m 직경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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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ucca Mountain 에서의주요현장실험

가. 지반조사

1970년~1990년대 초까지는 지표에서 굴착된 시추공

에서의 시험이 Yucca Mountain 에서의 주된 현장연구

다. Yucca Mountain 과 주변 지역에서의 지하수위,

수리적특성파악및지하수의이동속도관측을위한지질

조사를위해450여개의시추공을천공하 다. 굴착을진

행하면서Detailed line survey를실시하여길이 1m 이

상의불연속면을기록하 으며 RMR 과 Q 시스템을이

용한암반분류작업이5m 간격으로수행되었다. 

나. Single heater test(그림 7.a)

Single Heater Test 시험에서는구리로감싼전기히

터를 10cm 직경의시추공에넣어주변암석을 100℃이

상까지가열하고히터주변에설치된 200개의온도센서

를 사용하여 암반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 으며 역학

적 거동을 측정을 위해 MPBX (multiple-point-

borehole extensometers), tape extensometers 와

surface-mounted wire extensometers, 록볼트축력계

(g) 연구용터널 굴착에 사용된 로드헤드 (h) North Portal 현재 모습

(i) South Portal 현재 모습 (j) 터널내 지보,환기,조명 시스템

그림 6.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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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hole 히터 시험 (b) Large block 히터 시험

(c) 실험실 규모 축소 히터 시험 (d) 터널 현장 히터 시험에 사용된 히터

(e) 터널 히터시험

그림 7.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주요 시험

(f) 히터 시험 터널 주변 관측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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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NX borehole jack 등이사용되었다. 

다. Large block heater test(그림 7.b)

Yucca Mountain 인근에노출되어있는Fran Ridge

에서는 near-field에서의 열-수리-역학-화학적 연성

거동에대한연구를위해 large block 시험이실시되었

다. 실험에서는 10×10×15 ft 크기의 블록내에 히트를

장착하 다. 

라. Pilot scale 히터시험(그림 7.c)

Pilot Scale Test Facility (Atlas facility)에서수행된

자연대류시험을위해실제터널규모의25%와44% 규모

로제작된2개의pilot-scale test 셀이사용되었다. 

마. 터널규모히터시험(그림 7.d~7.f)

터널규모히터시험에서는48미터길이의시험터널에9

개의full-scale 히터를설치하여폐기물에서의발생열을

모사하 다. 인접처분터널에서발생하는열의 향을고

려하기위해양쪽벽면에는50개의wing 히터를10m 길

이로설치하 다. 1997년 12월 187kw 의전력으로히터

들을 가열하기 시작하 으며 4년 동안의 가열기간이 지

난2002년 1월 14일부터는4년동안의냉각기간에들어

갔다. 암반의온도는28개시추공에RTD 온도센서를그

라우팅한뒤측정하 으며열적, 수리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측정하기위해 147개의시추공을천공하 다. 이

들관측공의총길이는3,300미터에달한다. 

바. 현지응력측정

부지조사 연구를 위해 Yucca Mountain 아래로 약

250m 지점에작용하는현지응력을수압파쇄시험으로측

정하 다. 

사. Busted Butte 에서의실험

1998년 Yucca Mountain 의 주능선남쪽에위치하고

있는 작은 언덕인 Busted Butte에 92m 길이의 소규모

터널을굴착하고암반을따른핵종과지하수의이동에관

한추적자실험을포함한다양한실험이지하70m 에위

치하고있는25m 길이의test alcove에서수행되었다. 

아. Alcove3 과 Alcove 4, Alcove 7 에서의시험

수직시추공에설치된heat dissipation probe을사용

해서 수분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지하수의 potential

gradient를결정하고자하 다. 2000년4월연구가시작

되었으며모든센서가안정화됨으로써더이상의정보가

획득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2002년3월측정이중단되

었다. Alcove 7 에서는 thermistor, pressure transdu-

cer, thermocouple, psychrometer 과 같은 22개의 센

서를설치하여온도, 공기압, 공기중습도를측정하 다.

자. Alcove 8, Niche 3, Niche 5 에서의시험

Cross-drift 에 있는 Alcove 8에서물과추적자를주

입하고ESF 에있는Niche 3에서회수하는시험이실시

되었다. 2001년3월Alcove 8에나타난단층을따라서물

을주입하기시작하 으며 2002년 2월까지계속하 다.

암반의잠재적인유동로를따라천공된10개의관측공을

통해암반의포화정도와water potential 의변화를측정

했으며회수된물의부피와속도를결정하고추적자를분

석하는작업이실시되었다. Cross-drift 에 위치하고있

는Niche 5 에서는air permeability test 와침투시험이

실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