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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문

자체사업명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적합성 평가기술사업 추진전략 기획

연구책임자 천 대 성 연구기간 2020.9.24.-2020.12.30. 연구비 천원10,000

자체연구사업 보고서 요약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함에 따라 포화 이후 연계 관리기술 

마련이 시급하며 국가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 , 

종합적인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년부터 년간 억 원 . 2021 9 4,300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이 과‘ · ’

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부처 참여로 추진될 , , 

예정이다 이 기획 사업은 다부처 사업에 대응하여 중점과제 중 하나인 처분. ‘

시설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개발사업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 , 

요한 요소기술의 도출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부지선정 및 부지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사례와 연구개. ·

발 동향을 분석하였고 다부처 공동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된 기획보고서를 검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부처 사업 내 유관기관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 . 

연구원이 참여 가능한 사업 분야를 검토하였다 이 중 주도적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는 부지적합성 평가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방향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 및 단계별 부지. 

적합성 조사 평가인자와 부지선정 및 부지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검·

토를 통해 조사 평가 기준과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 

지층처분단의 기본사업과 다부처 사업의 기술개발로드맵을 분석하여 연계 연구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기획보고서는 부지적합성 평가기술개발 사. 

업 참여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색 인 어
개 이내(5 )

한  글 고준위방사성페기물 사용후핵연료 부지적합성 부지 평가 모델링3D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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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적합성 평가기술사업 추진전략 추진. : Ⅰ

기획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목적  ○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중 부지적합성 평가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 위한 

의 역할 및 대응방안 제시KIGAM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단계 분야별 요소기술 도출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

필요성  ○ 

다부처 사업인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사업 이 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21」

다부처 사업 내 중점과제인 처분시설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개발사업 참여를     •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내 의 역할 정립 및 처분기술 개발을 위한 대    KIGAM•

응방안 모색 필요

기획 내용 및 범위III. 

○ 관리 및 조사단계 분야별 조사절차 정립을 위한 요소기술 도출/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한 평가인자 및 분석절차 파악    ·•

조사기준 및 품질관리 방안 모색      •

처분부지 안전성 실증기반 구축방안 모색    •

각 단계 분야 목적별 요구되는 요소기술 도출    / /•

○ 국가 수주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시R&D 

예비타당성 보고서 분석    •

국내 외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 분석    ·•

국가 연구단 상세기획 방향 및 내용 분석    R&D •

향후 국가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로드맵 제시    R&D•



기획 결과IV. 

국내 외 부지선정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 

    국외 부지선정 사례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국내 부지선정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분석  ○ 

    예비 타당성 기획보고서 검토 및 분석•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중점사업 분석•

    예비 타당성 사업 내 유관기관 역할 및 관계 분석•

    참여가능 과제검토 및 추진방향 제시•

중점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 방안 제시  ○ 

    분야 및 단계별 요소기술 평가인자 제시/•

    부지선정 및 부지적합성 관련 규제요건 검토 •

    조사 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방안 제시·•

    기본사업과 예비 타당성 사업 연계방안 제시•

기획결과의 활용계획V. 

부지적합성 평가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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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1

제 절 사업 개요1

사업명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부처가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 , ◦

저장 처분 규제 사업, , 

년 간 총 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약 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 억 원9 , 4,300 ( ( 1,733 ), ( 2,133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약 억 원( 426 ))

예비 타당성 사업은 그림 과 같은 추진 체계로 구성1-1◦

사업목표에 따라 개 전략과제 개 중점과제 개 세부과제로 세분 그림 3 , 7 , 25 ( 1-2)◦

그림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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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3) 중점과제(7) 세부과제(25) 부처



사용후핵연료 

저장 안전성 

실증 

기술확보

사용후핵연료 및 1-1. 

저장시스템 안전성 

실증 기술 개발

인수기준 개발 및 기계적 건전성 평가1. SNF 산업부

장기저장을 고려한 열화 관리기술2. 산업부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3. SNF 산업부

원형규모 열안전성 입증시험 기술4. 과기부

구조안전성 평가 신뢰성 향상 기술5.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1-2. 

전주기 안전정보 목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전주기 관리 항목 및 표준목록 개발1. SNF 산업부

안전정보 시스템 표준화 설계 및 운영기반 구축2.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 

기반구축

사용후핵연료 2-1.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 

개발

규제요건을 반영한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체계 1. 

개발 및 현장적용성 실증
산업부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기술2. 3D 산업부

개념단계 2-2. 

종합안전성 입증 기술 

개발

종합안전성 입증 체계 구축 및 평가 체계 개발1. 산업부

프로세스 기반 종합성능평가 체계 검증2. 과기부

처분 자연유사 평가기술 개발3. 과기부

심층처분시스템 2-3. 

성능 실증 기반 기술 

개발

공학적방벽 장기 건전성 평가 기술1. 과기부

천연방벽 성능 장기진화 평가 기술2. 과기부

처분환경 핵종거동 실증 기반기술3.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시스템 

안전규제 

기반구축

심층처분시스템 3-1. 

세부규제요건 개발

처분시스템 개발단계별 규제요건 처분시스템 1. / 

규제요건별 부합성기준 개발
원안위

심층처분시스템 3-2. 

안전성 검증체계 개발

처분시스템 안전요소별 검증방법론 처분시스템 2. / 

안전성검증시스템 구축
원안위

그림 예비 타당성 사업 구성[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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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업 필요성 및 목표2

배경 및 필요성1. 

가 배경.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이후 연계 관리기술 마련 시급◦

해외 선도국은 년 말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1970◦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산◦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 종합적인 기술개발 추진필요◦

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별 기술 확보 필요◦

관리단계는 원전 내 저장 중간저장 영구처분 단계로 구분   - , ,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이행을 위한 적기 기술 확보 필요◦

해외 선도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안정성과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입

심층처분 안전성 입증을 위한 기술 실증과 데이터 축적 등을 위해 년 이상 소요 예상   - 30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필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

국가에너지 정책 실행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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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핵심 솔루션 개발 및 관리기반 구축·◦

저장분야 처분분야 규제분야로 세분하여 목표 설정, , ◦

저장분야는 종합적 사용후핵연료 저장안정성 기반 확보 목표◦

처분분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실증기반기술 확보 목표◦

규제분야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규제기반 확립◦

사업 종료 시점에서 저장과 처분분야 관련 필요기술의 이상 확보 달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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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중점과제 3

목표1.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중점과제는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2◦

세부과제 규제요건을 반영한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체계개발 및 현장적용실증   - ( 2-1-1) 

세부과제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기술   - ( 2-1-2) 3D 

세부과제 의 목표2-1-1◦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 에 기반한 심층처분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규모 기반   - 「 」

의 지질안정성의 환경 분포특성 분석 및 정량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심층처분 개념을 반영한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해 부지조사 단계별로 고려해야할 부지의    - 

지질학적 적합성 조사 평가 및 인자 기준에 관한 지침 개발을 목표로 함· , 

부지조사단계에 요구되는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구과학적 환경특성 조사 및 분석 현   - , 

장 적용성 기반의 실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세부과제 의 목표2-1-2◦

심층처분의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모사 모델 구축 기술을 개   - 3D 

발 목표 

처분장의 안전한 성능유지를 위한 장기적 지질학적 진화과정의 이해와 부지모사 모델   - 3D 

의 구축 후 다중방벽설계 정보와 연계한 종합 해석을 통해 부지특성 정량적 평가가 목표

주요 내용과 성과물2. 

가 주요 내용. 

세부과제 의 주요 내용2-1-1◦

지질안정성 평가요소 선정 및 데이터 분석 절차 품질체계 개발   - /

품질체계를 반영한 한반도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요소 자료 분석   -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특성 종합 평가   - /

심층처분에 대한 지질학적 인자 설정 및 부지선정 단계별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검토   - ·

기본조사 단계에서의 지질학적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기준 개발   - ·

심층조사 단계에서의 지질학적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기준 개발   - ·

심층처분의 개념을 고려한 부지 지질학적 적합성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기준 설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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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체계 구축

부지조사단계에서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최적 지구과학적 환경 조사 기법 정립 및 인   - 

자의 민감도 분석

부지조사단계에서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구과학적 환경 조사절차 및 분석 방법 정립   - 

품질보증체계를 반영한 지구과학적 환경 현장조사 분석방법 개발   - 

부지조사단계 부지적합성 조사방법 현장 실증 및 불확도 평가   - 

세부과제 의 주요 내용2-1-2◦

기본조사에서 부지모사 모델 개념 설정   - 3D 

기본조사에서 부지모사 모델 개발   - 3D 

규모별 부지 모델 연계 및 심층조사에서 부지 모사 모델 개념 설정   - 3D 

심층조사에서 최적 부지모사 모델 구축 기술 개발   - 3D 

부지모사 모델 검증 및 부지   - 3D  진화 예측

나 성과물. 

세부과제 의 주요 성과물2-1-1◦

품질보증을 거친 한반도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요소 공간분포 특성화 매뉴얼 및    - DB

심층처분을 위한 지질안정성 요소별 특성 평가 매뉴얼 및    - DB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지침보고서   - ·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에 관한 품질보증 지침보고서   - ·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지구과학적 조사 체계 및 분석 절차   -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분석방법 및 현장 실증 불확도 평가   - ,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현장수행 프로그램   - 

세부과제 의 주요 성과물2-1-1◦

부지규모별 부지모사 모델 구축 및 연계 설계 매뉴얼   - 3D , 

단계별 부지모사 모델링 방법론 해석 매뉴얼 보고서   - 3D 

부지   - 3D  진화 예측 평가 매뉴얼 보고서

예타 보고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내용 성과물 등은 상세, , ◦  기획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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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술기획 자체연구사업2

제 절 기술기획 목표 및 내용1

가 목표. 

배경 및 방향 기술기획 자체연구사업은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중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 ◦

중점과제 분야의 사업 참여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적합성 평가기술에 대한 세부 주제검토, 

전략 수립과 예비 타당성 사업 내 의 역할정립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함KIGAM

목표: ◦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한 단계 분야별 요소기술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

제시

나 내용. 

 관리 및 조사단계 분야별 조사절차 정립을 위한 요소기술 도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평가인자 및 분석절차 파악   - 

조사기준 및 품질관리 방안 모색     - 

처분부지 안전성 실증기반 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 구축방안 모색   - ( , , , ) 

각 단계 분야 목적별 요구되는 요소기술 도출   - / /

국가 수주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시 R&D ◦

예비타당성 보고서 분석   - 

국내외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 분석   - 

국가 연구단 상세기획 방향 및 내용 분석   - R&D 

향후 국가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로드맵 제시   - R&D

제 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2

가 추진전략.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부지적합성 평가 연구 ◦

연구원 내부 다분야 구조지질 암반공학 물리탐사 수리화학 수리지질 전문가를    - KIGAM ( , , , , )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여 부지적합성 평가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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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국규모 지질조사 평가인자 선정 등 관련 연구에 경험 있는 인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하   - , 

여 신뢰성과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연심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지질연구본부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 이외 지질환경연구   - 

본부 심지층연구센터의 연구진 참여

국가 사업기획 및 유관기관 전문가 활용R&D ◦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기획참여 전문가 활   - ·「 」

용을 통한 국가 사업 기획방향 및 목표 등 자문R&D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사업 기획의 방향 내용   - , 

의 적합성 검토 및 의견 수렴

처분관련 규제 지침 등 정책적 제도적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지   - , , 

평가 관련 안전성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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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부지선정 및 연구개발 동향3 ·

제 절 국외 부지선정 및 연구개발 동향1

가 처분시설 부지선정 추진 현황. 

는 최종부지 선정 프로세스를 그림 과 같이 권고하였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IAEA 3-1 , ◦

의 권고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선정절차를 수립하였음IAEA

그림 가 권고한 최종부지 선정 프로세스[ 3-1. IAEA ]

◦ 위의 가지 단계 중 심층처분 후보 부지 선정 조사 및 타당성 평가는 인 4 , Stage 2 Area 

에서 이루어짐survey

해외 선진국의 부지선정과정은 단계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다음은 주요국이 제시한 간략한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 및 관리 추진현황임◦

핀란드1) 

년 핀란드 지질조사소 에서 결정질암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함- 1978 ~ 1982 (GTK)

년 정부 주도로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에 대한 처분목표와 프로그램을 결정함- 1983

년 광역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부지선정 조사를 실시함- 1983 ~ 1999 , , 

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을 결정하였고 년 원칙결정 을 통해- 1983 , 2001 (Decision-in- Principle)

서 를 처분부지로 승인함Olkiluoto

년부터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고 있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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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2) 

년 에서 광역조사 기본조사를 실시함- 1975 ~ 1992 Prav-SKB , 

년 부지선정을 위해 일반연구 타당성연구 부지- 1993 ~ 2009 (General study), (Feasibility study), 

특성조사 상세조사 의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Site investigation), (Detailed characterization) 4

실시하였고 단계로 선정을 진행함, 2

년 월에 지역을 최종 처분부지로 확정하였고 년 월 사용후핵연료 영구- 2009 6 Forsmark , 2011 3

처분시설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시작할 예정, 2025

스위스 3) 

년 에서 심부 시추공 조사 탄성파 조사 조사- 1972 ~ 2007 NAGRA , (Seismic investigation), URL 

를 실시함

년 시작된 부지선정 과정은 약 년 동안 진행됨- 2008 15 . SFOE(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가 부지선정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계로 추진하고 있음3

년 고준위 처분장 후보 부지로 곳- 2008 3 ( 을 승인하Jura Ost, N rdlich L gern, Z rich Nordost)ö ä ü

였으며 곳 모두 점토질 암반임 , 3

년 여론조사 실시 후 정부의 승인 취득 년 와 를 상세 조사- 2011 , 2015 Z rich Nordost Jura Ostü

를 위한 부지로 제안하고 지역민 의견 수렴 년부터 후보부지에 대한 상세조사가 실시, 2019

됨 년에는 부지에 개의 시추공 약 시추가 완료됨. 2020 Jura Ost 2 ( 1000m) 

년 는 최적의 처분장 후보 부지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임- 2022 NAGRA

일본4) 

년 처분연구를 시작하였고 년 가 설립되어 년부터 부지선정을 위- 1976 ~ 1999 , 2000 NUMO 2002

한 조사를 실시함

년 년 을 운영하고 있으며 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 2003 Mizunami, 2005 Horonobe URL , 2015

분에 관한 새로운 기본 정책을 채택함 이때 일본 전역 부지의 특성 파악이 포함됨. 

년 월 일본정부는 처분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 지도 를 발표하였음- 2017 7 ‘ ’

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수립함- 2025 2035

그림 는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절차를 비교한 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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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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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현황. 

처분장의 부지적합성 평가는 모암의 특성과 공간 범위 수리적 방벽 효과 지구화학적 조건, , , ◦

유출경로 등과 함께 장기지질안정성을 위한 지질학적 구조적 안정성 침식 광상 위치 암석 / , , , 

특성화 장기적 변화 예측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지선정과정은 단계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계마다 분야, ◦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물리탐사 암석역학 지열 등 별 적합성을 평가해야함( , , , , , )

해외 선도국 중 ◦ 스웨덴과 핀란드 등은 선형구조 등의 자료를 활용한 단계별 부지선정 접근  

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후보부지에 대한 평가 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은 핀란드가 적용한 단계별 접근방법의 개념을 제시한 것임3-3◦

부지 내 소위   - “block mosaic structure”로 구분된 모암은 선형구조와 큰 파쇄대로 나뉘 

어져 있어 선형구조나 큰 파쇄대는 유용한 평가인자로 해석할 수 있음, 

핀란드는 선형구조를 그 길이와 두께로 등급  - 화하고 등급별 선형구조의 경계로 블록 단위 

로 부지를 나누어 분석함

그림 핀란드의 단계별 접근 방법을 이용한 부지조사 개념[ 3-3. (Seppo and Timo, 2017)] 



- 13 -

국가에 따른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단계 및 특성1) 

- 핀란드

조사단계 특성

단계1

Site identification survey
부지선정을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음

단계2

Preliminary site characterization

년부터 년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앞서 단계 1986 1992 , 1

결과로부터 선정된 복수의 잠재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

행하였음 암반의 구조와 지하수 유동 시스템 영향을 주로 평가하. 

였음 특히 지하수 유동 시스템 영향 평가에서는 암반의 수리전도. 

도 측정 일반적인 단열대와 단층을 기반으로 기하학적 수리적 투, 

과력 측정 지화학적 환경의 분석이 주를 이룸, 

단계3

Detailed site characterization

년부터 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앞서 단계로부터 도출한 1993 2000 , 2

후보부지 중 소수으 잠재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이 단계를 통해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함 이미 수행한 부지조. 

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후보, 

부지 배제 기준의 정당성을 확인함 그리고 후보부지 조사의 범위. 

를 확장시켜서 일반적인 암반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수, 

리화학과 단열 특성에 대한 안정성 평가 시 중요한 암반 특성 데

이터를 추가 확보함.

-  스웨덴

조사단계 특성

단계1

General study

스웨덴은 크게 지질 암석역학 역학적 안정성 열적 특성 수리지, ( ), , 

질 지화학 핵종이동 지연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자를 고려함, , 

먼저 지질은 지형 토층 암질 구조지질로 구분하여 (SKB, 1998). , , , 

인자를 제시함 암석역학 역학적 안정성 은 지질학적 분절 단열의 . ( ) , 

역학적 특성 무결암의 역학적 특성 암반의 역학적 특성 열적 특, , , 

성에 대해 구분하여 인자를 제시함 수리지질은 지질학적 모델을 . 

보기위한 기하학 정보 투수계수 공극률 저류계수 염분 온도 경, , , , , , 

계요소 지하수위 지하수압 함양배출 지역 등에 대한 인자를 제, , , /

안함 지화학은 지하수의 . Eh, pH, SO4
2-, Cl-, NO2

-, HS-, HCO3
- 등  

지하수 지화학 변수와 안정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박테리아 용, , , 

존가스 등에 대한 지하수 지화학 인자를 처분심도 지역 지하수 유, 

동로 부지규모로 구분하여 제안함 핵종이동 지연 특성은 단열의 , . 

간격 및 기하학 정보 지하수의 유동로 흡착분배계수 확산계수, , , , 

공극률 최대 침투 심도 등에 대해 인자로 제시함, 

단계2

Feasibility study

단계3

Site investigation

단계4

Detailed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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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조사단계 특성

단계1

Selection of 

geological siting regions

기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후보부지를 선정하며 공간 계

획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 

제공하는 단계

단계2

selection of at least 2 potential 

sites

처분후보부지의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개발하는 단계로 잠정적인 

안전 분석을 수행하며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 

동들을 정의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임 그리고 처분 후보부지를 평. 

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최소 개의 후보부지input 2

를 제안하는 성격을 가짐
단계3

site selection start of 

general licence procedure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일반 라이센스를 얻기 , 

위한 후보부지를 선정하는 단계

후보부지 평가 요소

스위스는 안전과 기술 타당성 관점에서 후보부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 그룹으로 구분함 첫 4 . 

번째는 폐기물 고립을 위한 모암의 특성 그룹으로 공간 범위 수리적 방벽 효과 지구화학적 조건, , , 

유출 경로임 두 번째는 장기 안정성 그룹으로 지질학적 구조적 안정성 침식 처분시설로부터 유도. , , 

되는 효과 자원 갈등임 세 번째는 지질 정보의 신뢰성 그룹으로 암석 특성화 능력 공간 조건의 , . , 

탐사성 장기적 변화의 예측성이 있음 네 번째는 공학적 안정성 그룹으로 암석역학적 특성과 조건, . , 

심부 접근과 지하수의 관리가 있음

-  일본

조사단계 특성

단계1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지진과 단층 화산활. , 

동 융기 침강 등 자연현상에 의한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 , 

해 수행하는 단계

단계2

Selection of 

detailed investigation areas

시추공조사와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는 단계로 처분후보부지를 

평가하기 위해 주변 지역이 안정한지 방해요소를 조사하고 잠재

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단계3

Selection of a repository site

상세 지표탐사와 심부 측정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로 물리적 화학, 

적 특성에 기반하여 처분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

후보부지 평가 요소

일본은 후보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요소를 크게 와 nation evaluation factors(NEF) site-specific 

두 가지로 구분함 는 화산활동과 활성단층 관련한 분야로 구성되어 evaluation factors(SSEF) . NEF

있으며 는 화산활동 암석변형과 지진활동도 융기와 침강 미고결 퇴적층 광물자원으로 구, SSEF , , , , 

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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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특성모델 개발 현황. 

해외 선도국은 처분 부지에 대한 지질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부지특성모델◦

을 구축하고 모델링을 분석을 수행함

스웨덴은 부지특성 통합모델◦ 로 Site Descriptive Model (SDM)을 제안 현장조사에 대한 자료 .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자료에 대한 특성과 도출된 형태에 대한 개별적인 지구과학모델, 

을 구축함 지구과학모델은 지질모델 수리지질모델 지화학모델 암반(Geo-scientific Model) . , , , 

역학모델 열특성 모델 용질이동 모델 등의 개별 모델이 구성되어 통합적 모델, , 을 이룸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을 제시하고 POSIVA GSM(Geological site-descriptive model)◦

있음 새롭게 수집 또는 분석된 정보를 피드백 받아 지속적으로 모델을 갱신하는 구조임. 

스위스 는 시추공과 물리탐사의 현장자료의 해석을 통해 개념모델을 구축한 후 개NAGRA , ◦

념모델 구현을 위한 수치모델 등을 통해 독자적 부지특성 통합모델 방법론을 개발함 각각 . 

단계는 반복에 의해 갱신됨

일본 역시 가 기반으로 지구통합 모델링 흐름도 를 JAEA URL (Geo-synthetic flow diagram)◦

제시함 흐름도는 현장조사 자료 자료해석 자료군집화 개념화 모델링 모사 등으로 구성되. , , / , / /

어 있으며 이들은 특성화되어야하는 필수 인자들과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음 , 

그림 의 제작 단계 및 작업 흐름도[ 3-4. POSIVA GSM (Laht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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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지특성화 및 특성모델의 반복과정과 흐름도[ 3-5. NA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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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기반의 지구통합 모델링 흐름도 [ 3-6. JAEA URL (JA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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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심층처분◦

분야 기술 선도국인 스웨덴의 을 예로 SDM(Site Descriptive Modelling) 제시함

 년 가 제시한 은 그림 과 같이 열 암석  - 2003 SKB(Swedish Nuclear Fuel Company) SDM 3-7 , 

역학 지하수 등 각 분야별 정보를 분석하여 부지모사에 반영한 것으로 분야 간 지속적인 , 

피드백을 통해 정보 품질을 높임 수집된 자료는 그림처럼 평가를 거쳐 차원 모델링과 . 3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에 사용됨

 

그림 구축 절차[ 3-7. SDM (SSM, 2012)]

지역의 제작은 표 과 같은 과정을 거쳐 년 버   - Forsmark SDM(SDM-Site Forsmark) 3-1 2007

전 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림 과 같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됨2.3 , 3-8 . 

이러한 초기 데이터베이스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정확성과 해상도가 낮으며 각 분야별    - 

데이터의 일관성 정합성 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조사와 시공 중 조사 등을 통해 ( ) ,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

개발된 심부지질 환경 특성 평가기술과 차원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은 지하연구시3◦

설을 이용하여 실증되고 있음

한 예로 스위스의 경우 는 심도 약 는 , Mont Terri rock laboratory 300 m, Grimsel Test Site◦

심도 약 에 구축되어서 여러 실험터널450 m 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활발한 국제공 , 

동연구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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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자료 고정일자

(data freeze)
관련 보고서

Forsmark SDM Version 0 2002 SKB R-02-32 (SKB, 2002)

Forsmark SDM Version 1.1 - -

Forsmark SDM Version 1.2 31 July 2004 SKB R-05-18 (SKB, 2005a)

Forsmark Model 2.1 29 July 2005 SKB R-05-17 (SKB, 2005b)

Forsmark SDM-Site 

30 September 2006 

(Forsmark 2.2)

30 March 2007 (Forsmark 2.3)

SKB TR-08-05 (SKB, 2008)

표 3-1. 제작 이력 SDM-Site Forsmark (BGS, 2011)

 

그림 제작 관련 보고서 목록[ 3-8. SDM-Site Forsmark (SS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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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부지선정 및 연구개발 동향2

가 부지선정절차 관련 정책동향. 

년 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됨 권2015 6 . ◦

고안에 따르면 처분시설부지를 년까지 선정해야하는 등 처분장 확보 체제를 갖추기 위2020

한 조사절차 또는 분석방법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년 월 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기본2016 5 25 [ ] , ◦

계획에는 최종 처분 부지선정은 단계 년에 걸쳐서 선정하게 되어있음 그림 3 12 ( 3-9)

그림 년 정부가 발표한 관리 기본계획과 부지선정 절차 안[ 3-9. 2016 ( )]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적인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부지평가기술과 현장실증 등의 ◦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년 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기본계획 안 이 발표2018 5 [ R&D ( )]◦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및 처분연계 표준 운반 저장 방식 개발 등 에너지 전환 정 - ·

책에 따른 심층처분 기술개발 추진

한국형 심층처분 시스템 개발 운반 저장방식 표준화 실증 지하연구시설 확보 등   - , · , (URL) 

의 분야가 포함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년 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로드맵, 2015 10 ‘ ’ ◦

내 안전과 신뢰기반의 부지평가 기술개발 필요성을 시사 이후 제 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5

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 제시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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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림 3-10◦ 과 과 같은 사업계획 3-11

을 작성함

그림 관리단계별 확보 필요기술 및 확보 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 3-10. ( , 2020)]

그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 중 공동 다부처 예타 사업의 위치 산업통상자원부[ 3-11. ( ) ( , 2020)]

나 부지선정 및 부지적합성 관련 연구개발 동향.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는 크게 운반 저장 처분으로 구분됨, , .◦

처분분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기술 개발과 관련◦

된 기초 및 기반연구가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년부터 . 1997 2006

년까지 화강암을 대상으로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준 처분시스템을 개발함. 또한 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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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소규모 지하연구터널 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확보하여 심층처분 개념 연(KURT)

구 및 장기지질 기초 를 확보함 DB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하연구시설 부지의 수리 지화학 특성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연구·◦

를 수행하고 지질환경 조사 및 해석과 관련한 연구 등도 수행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년부터 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을 위한 지질환경 정2010 2015◦

량적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또한 처분 부지선정에 필요한 한반도의 지질 인문사회. · ·

대표 암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차원 지질환경정보시스템인 를 구축, 3 KOINS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년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후보부지 선정 관련 연10◦

구를 통해 부지평가와 관련된 지질요소들 중 단계 전국규모 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종 암1 8 (

상 광상 선형구조 단층 지진 융기 침강 지하수 지열 을 선정하여 년 전국규모의 지, , , , , / , , ) 2019

질환경 정보도를 작성함

작성된 지질환경 정보도를 바탕으로 를 구축 그림 하고 년 기술이전GIVES ( 3-12, 3-13) , 2020◦

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와 연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KOIN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는 년부터 심부지질 환경 특성과 관련하여 심부 수2015◦

리특성 암반응력 장기 파괴거동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 중,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 중심으로 지체구조별 암종별 심부 특성 ◦

규명 연구를 수행 중 이를 위해 급 시추공을 시추하고 화강암 퇴적암 화산암 등 국. 750 m , 

내 대표 암종에 대한 지질 지화학 수리지질 물리검층 암석역학 및 지질공학 분야의 특성 , , , , 

규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지질환경정보도 구성 체계 좌 와 발간물 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12. ( ) ( )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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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질환경정보도 중 선형구조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13. ( , 2019)]

국내 사용후핵연료 정보는 의 성격에 근거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폐기물 DB , ‘◦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용후핵연료 지식관리시스템(WACID)’, ‘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용후핵연료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으로 구분하여 운영(KOINS)’, ‘ ’

되고 있음 그림 ( 3-14)

그림 국내 사용후핵연료 정보 웹 화면 좌 구성 체계 우[ 3-14. DB. WACID ( ), KOI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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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의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70% , ◦

국내 심층처분 개념개발기술은 이하의 원천기술 확보 수준임 그림 TRL 3 ( 3-15)

그림 사용후핵연료 처분분야 수준 격차 산업통상자원부[ 3-15. TRL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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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사업 참여방안4

제 절 중점과제 검토 1

가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중점사업.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선·◦

정 중에 있으며 사업단 운영 이사진을 구성 중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 연구원 , . 

의 이승렬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을 지질분야 이사로 추천

사업단장 및 이사진 구성 후 년 상반기에 세부기획이 진행되어 년 하반기에 사업2021 2021◦

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

중점과제명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 개발 사업으로 ‘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약 억 원의 예산이 배정403

중점과제의 목적은 국내 심층환경을 반영한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지침 방법 및 현장실증· , ◦

기술 확보를 통해 부지 조사단계별 투명하고 과학적인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 등의 종합 

솔루션 개발과 심층처분 부합성 및 장기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축 향후 심층처분 DB , 

안전성 성능기간을 고려한 지형변화 예측모델 부지모사 예측모델 개발에 있음, 3D 

중점과제 수행 범위 및 내용◦

  규제요건을 반영한 지질안정성 특성화 및 정량화 기술 품질체계를 반영한 한반도 전국 - ( ) 

규모 지질안정성 요소 자료 분석 및 화 수행DB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지침 개발 기본조사 심층조사 단계에서의 지질학적 인자에 대한    - ( · ) /

조사 평가 및 기준 개발 지질학적 적합성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기준 설정 수행· , ·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 기법 및 현장실증 기술 품질체계를 반영한 지구과학적 환경 현   - ( ) 

장조사 분석방법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위한 검증 수행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기술 개발 품질체계를 반영한 지형 변화 예측 모델 개   - (3D ) 

발 지형변화 예측모델 불확실성 평가 및 검증체계 구축 부지조사 단계별 조사 부지, , 3D 

모사 모델 개발 부지모사 모델 검증 수행, 3D 

과제 내 세부기술에 대한 수행내용과 일정은 그림 4-◦ 1와 같음

수행내용과 일정은 상세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특히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지침 개발의 경우 년부터 수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 , , 2021 ,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기술의 세부일정은 상세기획 과정에서 년부터 3D 2022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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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젝트 년2021 년2022 년2023 년2024 년2025 년2026 년2027 년2028 년2029

규제요건을 
반영한 

지질안정성 
특성화 및 

정량화

국내외 규제요건을 
고려한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특성화 평가 
지질안정성 요소별 
특성 정량화 평가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
지침 개발

부지확보 단계별 
지질학적 인자 

조사 평가 기준 개발/ , 
부지 지질학적 
적합성 인자에 
대한 조사 평가/ , 

기준 설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 기법 및 
현장실증 기술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체계 개발/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방법론 평가/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방법론 /
현장 보증 평가

부지모사 3D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기술

단계별 부지모사 3D 
모델링 방법론 개발

단계별 부지모사 모델링3D  
방법론 평가 및 보증

부지진화 예측 평가 3D 
기술 개발

그림 부지적합성 중점과제의 세부 내용별 개발 일정[ 4-1. ]

나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분석. 

1) 국내 관련기관 및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내 역할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과 관련된 국내 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 ,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 

이 있음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의 기획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며 각각 산업통상자원(KORAD), (KAERI), (KINS) ,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업방향 내용 예산 등에 관여함,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방사성2009 , ◦

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및 폐, , , , , 

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 , 

수행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으로 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원자로 핵1959 . ◦

연료주기 연구개발 및 원자력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 

물 관련 연구는 핵주기환경연구소 내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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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과 방사선 등 원자력 관련 안전 및 규제 기관으로 1990◦

년 설립됨 방사선안전본부 내 처분규제실을 중심으로 .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업무를 수

행

우리 연구원은 지질자원 종합연구기관으로 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방사성폐기물 처1948 . ◦

분장 부지선정 관련 지질환경정보 종합 연구와 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 건설을 위한 , URL 

심지층 환경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는 방사성폐기물지층처, 

분연구단을 중심으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 ◦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안전성 실증 기술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 기반

구축 분야를 담당함 성과물은 성능 검증 및 개선에 해당하는 단계로 가상 환경에서 . TRL 6

개념모델 성능검증과 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제고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 기◦

반구축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사용후핵연료 및 저장시스템 , 의 안전성 실증기술 개발 분야 

를 담당 성과물은 실규모 개념설계에 해당하는 단계로 단위요소가 조합된 실규모의 . TRL 5 , 

형상구현과 실제 현상에 구현하기 위한 최적화 모델링에 해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실, ◦

증처분시스템 안전규제 기반 구축을 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

당 영역과 분리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과제와 중점과제 분류에서는 같은 분야에 해◦

당하나 세부과제에서는 구분되어 있으며 성과물이 과 단계로 요구되는 결과물, TRL 6 TRL 5

이 상이

다부처의 수행분야와 관련 해당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 ·◦

사업은 그림 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4-2



- 28 -

그림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협력체계[ 4-2. · ]

예비 타당성 기획보고서 분석2) 

예비 타당성 보고서 중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중점과제의 내용을 분석한 의견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함

중점과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평가기술 개발과제는 개의 2-1 4◦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구내용의 밀접 연계와 연구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세부과, 

제 규제요건을 반영한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체계 개발 및 현장 적용성 실증 과제2-1-1 

로 통합됨

규제요건을 반영한 지질안정성 특성화 및 정량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화가 필요◦

기획보고서상◦ 시추조사 등을 통한 신규자료의 획득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자료의  , 

분석과 화DB 및 이를 통한 지질안정성 특성 종합 평가만을 계획함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질조건은 제한적이므로 전국규모보다 ◦ 특정 연구지역을 

설정해서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간이나 효율성이란 명분. 

으로 전국규모 검토를 생략하고 인문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먼저 배제하자는 주장이  

현 원자력계의 주장으로, 일부 일리는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부지선정을 추진한 국가는 

없음

◦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지침의 주요 연구내용 으로 심층처분에 대한 지질학적 인자 설정 

및 단계별 인자에 대한 평가 검토를 수행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구, 

분 및 각 단계에서의 역할 등이 계획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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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내용인 지질학적 적합성 인자 도출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개발 과 이의 성과물인 ‘ ’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에 관한 품질보증 지침보고서‘ / ’를 어떻게 연계시 

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 기법 및 현장실증 기술의 세부 활동의 경우 부지의 조사 단계별 , ◦

고심도까지의 차원 지반특성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3

부지모사 모델은 물리탐사 자료에 의한 모델 시추자료에 의한 모델 등 다양할 수 있으3D , ◦

며 암종 지질구조 단열 지하수 등 구현대상과 스케일에 따라 기술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 , , , 

므로 세부과제의 부지모델 및 예측모델에 대한 스펙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

위가 제시되어야 함

구현대상과 스케일 부지모델과 예측모델에 따라 기술 수준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향, ◦

후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범위의 제시가 필요함

보고서 상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 지질조건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 , ◦

지질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미비하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 

전혀 없음

처분 심도에 해당하는 지질조건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추조사연구가 필수이나DB , ◦ 예비 

타당성 사업은 시추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연구원 기본 

사업을 통해 시추공을 확보하고, 년 예타 과제 동안에 이 시추공에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 9

여 심부 지질조건에 대한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DB

핀란드와 스웨덴은 결정질암을 처분암종으로 결정하여 심층처분개념을 개발하였으며 스위, ◦

스는 결정질암과 퇴적암 모두에 을 건설하여 처분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최URL

종적으로 퇴적암을 처분암종으로 결정하였음 결정질암과 퇴적암이 모두 분포하는 국내 지. 

질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야함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지선정 문제에 ◦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지 못하며 심부 암반 지질조건이나 데이터 축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함

부지선정을 위해 가장 기초자료인 심부 암반 지질조건에 대한 를 구축해야 하며 광범위DB , ◦

한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배제조건과 선호조건을 결정해야 부지선정에 활용할 수 DB

있음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선도국의 사례에 따르면 심부 지질환경 는 구축에 매우 오랜 시DB◦

간이 걸리며 최소 공 이상의 시추50 공을 통한 시추조사가 수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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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가능 과제 검토 및 추진 방향 . 

다부처의 사업 분야 우리 연구원의 임무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표 과 같이 세부과제, , 4-1◦

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가능 과제[ 4-1. ]

전략과제(3) 중점과제(7) 세부과제(25) 부처



사용후핵연료 

저장 안전성 

실증 

기술확보

사용후핵연료 및 1-1. 

저장시스템 안전성 

실증 기술 개발

인수기준 개발 및 기계적 건전성 평가1. SNF 산업부

장기저장을 고려한 열화 관리기술2. 산업부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3. SNF 산업부

원형규모 열안전성 입증시험 기술4. 과기부

구조안전성 평가 신뢰성 향상 기술5.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1-2. 

전주기 안전정보 목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전주기 관리 항목 및 표준목록 개발1. SNF 산업부

안전정보 시스템 표준화 설계 및 운영기반 구축2.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 

기반구축

사용후핵연료 2-1.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 

개발

약 억( 403 )

규제요건을 반영한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체계 1. 

개발 및 현장적용성 실증 약 억( 187 )
산업부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기술2. 3D 

약 억( 216 )
산업부

개념단계 2-2. 

종합안전성 입증 기술 

개발

종합안전성 입증 체계 구축 및 평가 체계 개발1. 

약 억( 808 )
산업부

프로세스 기반 종합성능평가 체계 검증2. 과기부

처분 자연유사 평가기술 개발3. 과기부

심층처분시스템 2-3. 

성능 실증 기반 기술 

개발

공학적방벽 장기 건전성 평가 기술1. 과기부

천연방벽 성능 장기진화 평가 기술2. 과기부

처분환경 핵종거동 실증 기반기술3.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시스템 

안전규제 

기반구축

심층처분시스템 3-1. 

세부규제요건 개발

약 억( 162 )

처분시스템 개발단계별 규제요건 처분시스템 1. / 

규제요건별 부합성기준 개발
원안위

심층처분시스템 3-2. 

안전성 검증체계 개발

약 억( 243 )

처분시스템 안전요소별 검증방법론 처분시스템 2. / 

안전성검증시스템 구축
원안위

방폐단 주관추진 방폐단 참여추진 연구원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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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중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지질연구본부 내 방사성폐기물지◦

층처분연구단을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종합안전성 입증 체계 구축 및 평가 체계 개발 관련 세부과제는 처분 자연유사 천연방벽, , ◦

처분환경 핵종거동 등에 대한 기술 등을 포함한 단계 개발TRL 6  과제로 한국원자력환경공, 

단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이 참여기관으로 ,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점과제 과제 일부와 과제는 지질과학 분야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내용들이며 국가적 2-2 2-3◦ 

차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 연구원이 주요한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 

다부처 공동 사업의 구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 협력적 관계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안전규제 기반구축분야는 세부 규제요건 개발과 검증체계로 구성되며 한국원자력안전, ◦ 기술

원의 사업설명에 따르면 그림 과 같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4-3

안전규제 기반구축 분야와 관련된 전략과제 참여◦  시, 전략과제  2(저장 처분 기술과제· )의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연구자가 참여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분야와 규제분야를 조. R&D 

직적으로 분리 하여 참여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그림 안전규제 기반구축분야 공동연구체계 예시[ 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21)]

부지선정과 부지적합성 평가를 고려한 연구방향 1) 

분야별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 인자 도출 필요 평가 인자 도출 시 처분대상의 종류 및 , . ◦

처분량 국내 지질특성 처분시스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등의 고려가 필요, , , · ·

세부적으로 아래의 항목들이 예비 타당성 사업 중 수행되거나 고려되어야 함◦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 규모 지질환경 정보도 작성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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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방식 처분터널 수직 심부처분공 수평 심부처분공 에 따른 처분장 부지 적합성 평가 기( , , )◦

술 개발 

부지 배제 요건에 대한 설정 및 평가 기술 개발  ◦

처분장으로서의 최소 요건 설정 및 평◦ 가 기술 개발 

등 여러 여건과 함께 처분장의 규모를 고려한 부지 적합성 평multi-layer, pyro-processing ◦

가 기술 

Performance Assessment (PA)◦ 을 고려한 부지 특성 평가가 필요 

부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적용QA(Quality Assurance) ◦

유사한 처분 단계 처분시스템을 가진 인접 국가 중국 일본 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다양, ( , )◦

한 지질환경에서의 처분장 부지 특성 평가 기술 확보

해외 처분장 부지선정 단계에서 ◦ 생산된 원자료의 확보 및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

국가 장기 계획을 고려한 시추공 규모 실증기술 개발 ◦

부지 선정을 위한 지질 특성 조사 기술 개발URL ◦

실험실 현장실험 컴퓨터 해석 기술의 연계  , , ◦

기법Big data, AI ◦ 등 최신 기술 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부지특성 평가 

기술 개발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후 관리기간 감시기간, , , ◦ 등 을 고려한 부지특성 평가

참여가능 과제 수행방향2) 

우리 연구원의 기본사업 주요사업 에서 시추공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에서 필( ) R&D ◦

요한 시험을 추가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기존 부지에 추가적 DB . 

시험공 또는 관측공 시추를 통한 자료 축적 추진 

장기모니터링을 위해 기본사업에서 매년 확보하는 두개의 시추공을 이용하여 단기 시험용◦

과 장기 모니터링용 활용 고려

구축 시 기존 자료와 우리 연구원의 추가 자료DB ◦ 를 동시 검증하여 메타정보를 확인 하고 

신뢰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음 활성단층지도를 반영한 와 지질환경 정보도 갱신 필요. DB

우리 연구원의 자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연계와 함께 심층 지질정보도 GIVES KOINS ◦

의 추가 구축을 통한 심층 정보 연계 (D-GIVES)

분야별 인자 단계별 인자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구분 각 단계의 역할은 기존 연구원이 , , , ◦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갱신 필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각종 시험  . , 

경험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인자의 제시 필요 사업 수행 중 규제기관과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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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규제요건을 반영한 국내 활용 가능 조사방법과 절차서 확립 필요 

모델링 부분은 인원 충원을 통한 방법과 함께 원내 모델링 가능한 인력 광물자원본부 석유( , ◦

해저본부 지오플랫폼본부 지질환경본부 을 최대한 참여시, , ) 키되 방사성폐기물지충처분연구

단이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결정질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와 달리 결정질암과 퇴적암이 모두 분포하◦

는 우리나라는 스위스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부 세부과제◦ 의 통합 및 연구기간이 조정 가능성 , 우리 연구원 기본사업 일정과 심부 지질

자료가 축적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부과제의 연구기간이 당겨진 부분에 대 , 

해서는 수행 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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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수행 내용 및 방안 검토2

과제 참여시 수행해야 할 내용을 크게 분야별 및 단계별 요소기술 조사기준 및 품질관리방, ◦

안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데 대한 개략적 내용을 제시함. 

분야 및 단계별 요소기술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단계에 따라 화에 필요한 자료를 표로 DB◦

제시하고 조사 및 분석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 조사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서는 규제, . 

요건 검토와 국내 조사 평가 방법의 현황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 , 항목

을 제시함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수준 등은 상세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수정 보완 갱신되어야 , , , ◦

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요소기술은 각 국가마다 지질환경 그 중에, ◦

서도 심부 지질환경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해외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림 는 대부분 결정질암으로 구성된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질환경과 다양한 암종이 존4-4◦

재하는 스위스의 지질환경을 대비한 것임

그림 는 국내 지질환경을 제시한 것으로 결정질암 이외 퇴적암 화산암 등 다양한 암종4-5 , ◦

이 분포하여 스웨덴이나 핀란드보다 스위스와 지질환경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스웨덴과 핀란드 스위스의 지질환경[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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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 지질환경과 암종분포 현황[ 4-5. ]

가 분야 및 단계별 요소기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시 , 부지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을 규명하

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하에서 기술안전성 입증해 국민수용성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 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단계별 부지 선정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지역의 수를 단계별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년 월 , 2016 5 25

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을 통해 단계별 부지 선정과정을 발표[ ]

단계별 부지선정◦ 시 , 천연방벽의 장기안정성을 지질환경정보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해야함 

우리 연구원◦ 은 년 2019 부지선정을 위해 요구되는 지질환경정보를  개 평가항목17 에 결쳐 제

안함

개 평가항목17◦ 은 암종 광상 선형구조 단층 지진 화산 융기 침강 수리지질 지열 지구화 , , , , , , / , , , 

학 핵종거동 미생물 토층 단열 무결암 암반 재해, , , , , , , 이며 각 항목을 구성하는 , 평가인자는 

총 개가 제시됨103

평가항목◦ 과 그에 따른 평가인자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 분석 / 기술 개발이 필수 

적으로 요구됨

본 절◦ 에서 제시된 단계는 문헌조사 단계는 기본조사 단계는 심층조사로 구분되어 있으1 , 2 , 3

며, 이는 예비 타당성 사업의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단계에 해당함 요소기술은 각 평가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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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하는 기술에 해당하며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물리탐사 암석역학 등 지질환경 분, , , , , 

야로 구분하여 제시함

지질1) 

표 암종 광상 선형구조 단층 지진 화산 융기침강에 대한 [ 4-2. , , , , , , / 심HLW 층처분 부지 평가인자]

* Not available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Rock type

Distribution (1:50k) Distribution (1:25k)

Mineral composition Mineral composition

Diversity Diversity

Homogeneity Homogeneity

Volume
(depth, surface area)

Volume
(depth, surface area)

Ore deposit

Location (1:50k) Location (1:25k)

Underground map Underground map

Ore type Ore type

Respect distances Respect distances

Lineament

Distribution map (1:50k) Distribution map (1:25k)

Length Length

Linkage Linkage

Overlap Overlap

Fault

Distribution map (1:50k) Distribution map (1:25k)

Length Length

Fault type
(strike-slip/dip-slip)

Fault type
(strike-slip/dip-slip)

Identification of 
active faults

Identification of 
active faulting

Range of fault damage zones Range of fault damage zones

Respect distances Respect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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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암종 광상 선형구조 단층 지진 화산 융기침강에 대한 [ 4-2. , , , , , , / 심HLW 층처분 부지 평가인자 계속( )]

국내 지질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암종◦ 에 대한 지질 지질구조 조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

구방법 내지 분석방법의 적용 필요

절대연령측정 선형구조에 대한 조사 및 분석방법 길이 폭 연결성 중첩성 이격거리 등, ( , , , , ), ◦

단층에 대한 조사 및 분석방법 활성단층 단층 발달특성 단층손상대 이격거리 등 그림 ( , , , , 

참조 들에 대한 최신 연구방법 적용 필요4-6 )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예정인 활성단층지도 및 관련 사업의 성과 방법과 연계 필요, ◦

그림 단층의 발달특성과 손상영역에 대한 개략도 [ 4-6. (Choi et al., 2016)]

지화학2) 

국외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선정한 수리화학 부문의 주요 평가인자는 표 과 같음4-3◦

지화학 분야는 부지조사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처분장 방벽들의 성능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Earthquake

Magnitude of the maximum possible 
earthquake N.A.*

Frequency N.A.*

Volcano N.A.* N.A.*

Uplift/Subsidence

Uplift/Subsidence rate Uplift/Subsidence rate

Sea-level change rate Sea-level change rate

GNSS vertical displacement values GNSS vertical displacement values

Sedimentation/Erosion rate Sedimentation/Ero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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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핵종거동 수리화학 광물학으로 세분할 수 있음, , , 

◦ 지화학 분야의 조사와 분석은 표준 조사 및 분석 절차서의 지침대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해 점검과 검증이 필요, 

심부지하수 채◦ 수법의 경우 수질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류작업, 을 수행하고 통계 , 

적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함

부지 조사 및 평가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진행과정 중 개발된 신기술을 반영하여 초◦

기 자료에 대한 재평가와 분류 작업 등이 수행되어야 함

표 지화학 분야에 대한 [ 4-3. 심HLW 층처분 부지 평가인자]

수리지질3) 

선진국인 스웨덴 핀란드 미국과 현재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스위스 독일 영, , , , ◦

국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처분장 부지선정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중요하, , 

게 평가되고 있는 인자와 국내 외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설 , ·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Geochemistry

Chemical components of host rock Chemical components of host rock

Chemical component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Chemical component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Groundwater components Groundwater components

Hydrogeochemical variables
(DO, Eh, EC, pH, etc.)

Hydrogeochemical variables
(DO, Eh, EC, pH, etc.)

Stable isotopes Stable isotopes

Radioactive isotopes Radioactive isotopes

Dissolved gases Dissolved gases

TDS TDS

DOC DOC

Colloids Colloids

Humus Humus

Radionuclide 
behaviors

Flow pathways Flow pathways

Dispersion coefficient Dispersion coefficient

Diffusion coefficient Diffusion coefficient

Distribu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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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수리지질 분야에 대한 세부 인자를 단계별로 표 

4-4와 같이 선정함 

수리지질분야에서 핵심적인 인자들 지하수위 지하수 유동 유속 유량 수리전도도 저류계( , ( , ), , ◦

수 투수량 계수 등 은 대부분 시추공 조사를 통해 수행되므로 시추공 확보와 시추공에서 , ) , 

사용되는 목적 지향형 장비 등의 구축이 필요

다양한 암종과 이에 따른 단층 절리 파쇄대 등의 분포 특성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 , , ◦

적합한 수리시험장치의 활용과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검증 작업의 수행 필요, 

장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공과 함께 장비의 구축이 필수적◦

임

표 수리지질 분야[ 4-4. 에 대한 심층처분 부지 평HLW 가인자 제안]

* Not available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Hydrogeology

Groundwater table Groundwater table

Groundwater flow
(velocity, direction)

Groundwater flow
(velocity, direction)

Hydraulic conductivity Hydraulic conductivity

Groundwater properties
(density, viscosity, temperature, etc.)

Groundwater properties
(density, viscosity, temperature, etc.)

Storage coefficient Storage coefficient

Transmissivity Transmissivity

Flow pathways and distance Flow pathways and distance

Recharge/Discharge area Recharge/Discharge area

Precipitation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Evapotranspiration

Seepage velocity Seepage velocity

Discharge distance Discharge distance

Regional boundary conditions Regional boundary conditions

N.A.* Hydraulic connectivity of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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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4) 

토양 및 기반암 특성평가에 대한 항공 및 지표물리탐사방법이 있음 항공물리탐사는 주로 . ◦

항공자력탐사 항공전자탐사 항공방사능탐사 등이 수행되어 광역적 구조를 파악가능, ,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자력탐사와 전자탐사가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 수행된 , ◦

바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짧은 측선의 정밀 물리탐사 방법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 

음

심부 기반암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추공을 이용한 탐사법이 활용되며 물리검층 시추공 , ◦

레이다 탐사 시추공 탄성파탐사 시추공 카메라 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는 물리탐사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단계별 부지 평가인자를 제안한 것이며 표 은 4-5 ( ) , 4-6◦

표 와 4-5 관련된 지구물리학적 조사 및 자료를 정리한 것임

표 [ 4-5. 지구물리분야에  대한 심층처분 부지HLW 평가인자 제안 ]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Geophysics

Natural Gamma Natural Gamma

Density Density

Conductivity Conductivity

Resistivity Resistivity

Televiewer Televiewer

Seismic Velocity Seismic Velocity

Temperature Temperature

Caliper Cal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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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계별 조사 내용과 요구되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및 자료[ 4-6. ]

단계2 단계3
기본조사단계 심층조사단계

조사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지표지질조사 및 일부 시￭ 

추조사 지구물리탐사, 

배제조건 및 선호조건 적용 개념￭ 

시추조사는 최소 수량의 시추공을 이용한 ￭ 

조사 실시

시추공별 시추심도는 굴진 코어 회수1km ( )￭ 

복수의 단계 조사 후보부지 제안3￭ 

현장 정밀조사를 통한 지표지질조사 시추, ￭ 

조사 정밀 지구물리탐사, 

배제조건 및 선호조건 적용 개념￭ 

시추조사는 적정 수량의 시추공을 이용한 ￭ 

조사 실시

시추공별 시추심도는 또는 필요시 그 1km ￭ 

이상 굴진

최종 후보부지 제안 단수 또는 복수( )￭ 

지구물리학적 

조사 또는 자료

후보부지 상세 지구물리탐사￭ 

대상 부지 및 주변 고해상도 중자력 전기 - / , 

비저항탐사 등의 지구물리탐사, CSAMT 

후보부지 심부 지구물리탐사 ￭ 

처분시설의 깊이 약 이상 를 고려하 - ( 500m )

여 가탐심도 까지 상세 지질구조 영상1km

화가 가능한 물리탐사 기법 선정 및 개발

심부지층 정밀 영상화를 위한 복합물리탐 - 

사기술 개발 고도화 및 최적화, 

심부시추공 물리탐사 및 물리검층  - 

후보부지 정밀 지구물리탐사 ￭ 

대상 부지 고해상도 중자력 전기비저항 - / , 

탐사 탐사 등의 지구물리탐, IP , CSAMT 

사 자료

후보부지 심부 지구물리탐사￭ 

대심도 전기비저항 - MT, TEM, CSAMT, 

탐사 심부 탄성파탐사 등 , 

지하구조의 영상화 기술과 함께 지반의 역￭ 

학적 성질 변형계수 지반강도 등 에 대한 ( , )

평가 필요

심부시추자료와 지구물리학적지질구조 자/￭ 

료와의 지구통계학적 복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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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역학5) 

표 에 제시한 개의 평가인자는 암석 암반 조사 및 평가에서 고려되는 가장 기본적인 4-7 33 /◦

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부지조사에서부터 처분장 건설까지, 

의 전 과정에서 활용됨

표 단열 무결암 암반에 대한 심층처분 부지 평가인자 제안[ 4-7. , , HLW ]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Fracture

Density Density

Magnitude Magnitude

Orientation Orientation

Aperture Aperture

Stiffness

(shear/normal)

Stiffness

(shear/normal)
Friction angle

(peak/residual)

Friction angle

(peak/residual)

Cohesion Cohesion

Dilation angle Dilation angle

Joint roughness Joint roughness

Joint compressive strength Joint compressive strength

Intact rock

Water content Water content

Specific gravity Specific gravity

Porosity Porosity

Seismic velocity Seismic velocity

UCS UCS

Young’s modulus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ngth

c, phi c, phi

Creep constants Creep constants

Crack stress

(initiation/

damage)

Crack stress

(initiation/

damage)

Fracture toughness Fracture toughness

Permeability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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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열 무결암 암반에 대한 심층처분 부지 평가인자 제안 계속[ 4-7. , , HLW ( )]

대부분의 실내시험은 국제암반공학회에서 제안한 시험법 이나 미국 (ISRM suggested method)◦

기준으로 수행되며 한국암반공학회에서 제시한 시험법으로 수행되기도 함 다만 고ASTM . , 

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분야의 품질관리 기준을 고려할 때 한국암반공학회에서 제시한 시험

법은 부분적으로 갱신할 필요성이 있음

결정질암과 퇴적암 등 암종에 따른 장 단기 거동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내 지질환경 조·◦

건을 고려한 시험법 또는 표준 시험 절차서 등의 작성이 필요 결정질암의 경우 취성파괴. 

스폴링 또는 슬래빙 등 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반해 퇴적암 등은 팽창파괴나 구조적 파괴 ( )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 관점의 암석역학적 변화를 위한 암석과 절리의 장기 거동시험에 대한 절차 마련과 ◦

함께 원위치 응력 산정의 다양한 방법 적용을 통한 대푯값 산정 등에 대한 방안마련 등도 

필요

열 수리 역학 화학 파괴 연계해석을 위한 실내 및 현장 실험 시험장치의 구축과 장 단기 - - - - , , ◦

결과해석과 이를 반영한 모델링 기법 구축 등도 해결해야할 세부 항목임

부지모사 모델링6) 3D 

장기진화를 고려한 부지모사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평가인자가 조사된 후 자료분◦

석 해석 개념모델 정립 모/ , , 델링 및 모사 과정 등을 수행 스웨덴 핀란드 등 역시 부지모사 . , 

모델링을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

부지모사 모델링을 위해 데이터 흐름체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지모사 규모결정 지형 및 , , , ◦

지표면 선구조 모델링 부지영역 모델링 블록이나 터널 자료 모델링 등으로 진행 가능, , 

분야별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분야 모델링과 이를 연계한 통합 모델링 과정으로 진행 필요◦

Item
2nd stage 3rd stage
Parameter Parameter

Rock mass

Strength

(compressive, 

tensile, shear)

Strength

(compressive, 

tensile, shear)
Deformation 

modulus

Deformation 

modulus

Poisson’s ratio Poisson’s ratio

Rock mass 

classification

Rock mass 

classification

In-situ stresses In-situ stresses

Anisotropy

Heterogeneity

Anisotropy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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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분야 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품질 상향이 필수( 4-7 4-8). 

그림 핀란드 부지모사 모델링 구성 및 분야별 모델[ 4-7. 링 예(Siren, 2018)]

그림 스웨덴 부지모사모델링 구성 정보 [ 4-8. (SSM, 2012)]



- 45 -

부지특성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시 참고할 프로토타입으로 사례를 들 수 있(SDM) SKB ◦

음 성과지표를 부지평가 모델 개발률 로 설정할 시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국외 . ‘3D ’ , 

사례를 모사했을 때 결과를 재현해내는 정도로 성능 평가 가능

사업 추진 전 상세기획 등의 방향을 고려하여 과업 범위◦ 의 명확화가 필요 한 예로 예측 . ‘

모델 기술 개발 은 모델 구축 벤치마킹에 의한 검증 매뉴얼 작성 등으로 한정해야 할 것’ , , 

으로 판단됨 안전성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까지 주어질 경우는 목적 및 기대성과를 초기에 . 

명확히 해야 함

분야별 모델링을 위해 구성 체계 구축과 함께 분야별간 연동 및 통합 모델링과 연동을 위◦

한 구성 체계를 사전에 구성하고 개발과정에서 보완 수정과정 등으로 갱신이 필요 , 

부지특성 모델링과 이를 활용한 예측모델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형식 ◦

및 내용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분야 연구진의 참여가 필수적임  

암반 가시화나 부지특성화 자료군 스웨덴의 경우 각각 와 등 부지특성 모델링 ( RVS SICADA) ◦

제작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 하며 소프트웨어 간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수시로 , 

갱신되는 정보 이력을 오류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제안되어야 함

그림 는 국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구상 중인 부지모사 모델링의 개략적 구4-9◦

성 및 흐름도 안( ) 

그림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구성 방안[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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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요건을 반영한 조사기준 및 품질관리방안. 

규제요건 검토 및 조사기준1)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성에 대한 규제요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2017-74 )◦

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지조사 및 평가 기술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국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은 광의의 개념에서 정[ ]◦

성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세부항목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의 제 조 제 조 제 조에 부지와 지질학적 안정성( 2017-74 ) 9 , 10 , 12 , ◦

천연방벽에 대한 기술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표 ( 4-8)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처분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요건과 조사기

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함 

◦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2017-58 (

기준 와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보고서  2013-31 (

작성지침 의 제 조의 내용을 근거로 부지선정의 조건을 검토가능) 4

특히 항목 의 지하수 항목 의 지질 및 지진 항목, 7 , 8◦ 은 부지선정에 대한 평가인자 및 기준 

을 수립하는 데 참고 가능함 첨부 첨부 ( 1, 2)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에서는 처분시설 부지의 적합성 평,  [ ]◦

가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과정을 거, 쳤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토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시 적용된 사례를 참고 가능함 첨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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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목 내용

제 조9 부지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 지표면의 상태, , ①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분포 생태학적 특징 등 자연환경과 인문사, 

회적 특성이 처분시설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어

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미래에 지하자원의 탐사나 지하개발 고, ② 

고학적 발굴과 같은 굴착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에 위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인수저장시설은 사용③ 

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조10
지질학적 

안정성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으로서 해당 처① 

분시스템의 성능기간에 걸쳐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활동성단층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②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아야 하며 성능기, 

간에 걸쳐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성능기간에 걸쳐 지각의 융기나 침강 ③ 

등 지각변동과 지열에너지의 방출이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제 조12 천연방벽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처분고는 석회암이나 이방성이 큰 불안정① 

한 암종이 분포하지 않은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처분고는 미래에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지표② 

면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 인간침입의 가능성과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천연방벽은 역학적 수리지질학적 지화학적으· ·③ 

로 안정된 매질로서 해당 방사성폐기물에 함유된 장반감기 방사

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방사성물질이 생태계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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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요건을 토대로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에서 NRC (2018)◦

제안한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관련 고려항목을 반영하여 조사기준의 수립이 가능함

   - 수리지질학적 조건

모암의 수평 및 수직 수리전도도는 작은지 확인   •

모암 및 인접 수리지질학적 매질 내 수리경사는 하향 또는 수평방향인지 확인   •

모암 및 인접 수리지질학적 매질 사이의 수리전도도와 수리경사는 작은지 확인   •

   -  지구화학적 조건

방사성핵종의 침전 또는 수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

방사성핵종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미립자 콜로이드 그리고 무기 및 유기 합성물의 형성   , •

을 저해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

미립자 콜로이드 및 합성물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운반이 저해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   , •

예상되는 열 하중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은 광물 핵종 이동을 방해하는 능   , •

력을 갖게 되는 광물 그 능력을 증대시키는 광물 집합체로 변하는 광물집합체가 존재하, 

는지 확인

   - 처분심도 선정 시 지표면은 교란된 지역 상부 지표 중 가장 낮은 지점의 고도를 가정하

여 정해야함

인구   -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질환경과 폐쇄 후 관리 구역 내 낮은 인구밀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

   - 처분심도에서 최인접 누출지점까지의 지하수 이동시간은 실제적으로 년을 초과하는1,000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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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방안 2) 

지질안정성 특성화 조사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조사결·◦

과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조사 평가의 품질관리방안에는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절차 품질활동계획 품질증빙 등이 · , , , ◦

포함되어야 함

품질관리에 포함될 세부항목으로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이력 품질방침 품질보증계획서 등, , ◦

이 있음 품질보증계획서 포함항목에는 조직 품질보증계획 현장관리 서류관리 조사 지시. , , , , 

서 절차서 및 도면 활용 기자재 및 용역 관리 특수작업관리 검사 시험관리 측정 및 시, , , , , , 

험장치의 관리 검사 및 시험 불일치결과의 관리 시정조치 품질보증기록 품질보증감사 , , , , , 

등이 있음 또한 품질등급 운영방안과 관련 용어의 정의가 포함될 수 있음. 

요소기술 관련 인자 및 단계별 평가인자는 표준 조사 및 분석 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

거하여 측정 분석 등이 수행되어야 함, 

표준 조사 절차서는 각국의 공신력이 높은 기관의 표준분석법 예로 미국 ( , EPA, USGS, ◦

환경부 공정시험법 등 이나 국제 학회에서 제시한 표준법 예로 ASTM, ) ( ISRM  suggested 

등 을 참고하여 국내 지질환경과 산업 현실에 적합한 절차서를 작성해야 함method )

부지조사 및 부지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지질환경분야의 경우 학문분야의 특성상 조사 분, ◦

석 평가 방법 등이 정량화 내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국내 학회 또는 유관관련기관을 주축으로 표준 조사 및 분석 절차서를 작성하고, , ◦

이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수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검증 등이 

요구됨

표준 조사 및 분석 절차에는 사용 장비와 사양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자 등에 대한 검토, , ◦

가 필요

표준 조사 절차서는 각 조사방법의 목적과 범위 참고문헌 중요성과 활용성 사용 기자재, , , , ◦

조사 절차 결과 계산 또는 분석 보고서 등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그림 4-10◦ 은 암석역학 분야의 평가인자 중 하나인 절리분포에 대한 조사절차서와 결과보고

서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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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0. 조사 절차서 예시 절리분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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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4-11◦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사에 해당하는 품질지침서의 한 예로 , 

조사 및 결과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임

그림 [ 4-11. 검 사에 관한 품질지침서 예시 수리시험]–

부지적합성 조사 및 평가에 있어 각 분야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불확도(uncertainity)◦

는 주로 부지나 조사에 사용된 시료의 공간적 가변성 시료의 불균질성 등에 기인함 ,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 한 예로 무결암의 역학적 특성의 불확. ◦

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19)

시료 및 시료 채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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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설 및 시험 방법   - 

측정에서의 불확도   - 

개념모델의 불확도   - 

시료 크기의 영향   - 

불확도는 일반적으로 신뢰구간에 대해 정량화하95% ◦ 여 사용하며 그림 는 암, 4-12 석의 인

장강도에 대한 불확도 산출의 예를 제시한 것임

부지적합성 평가인자를 조사 평가할 때 불확도를 반영하여 품질을 관리해야 함, ◦

그림 [ 4-12. 불확도 추정 예시 암석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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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본사업과 예비 타당성 사업 연계방안3

그림◦ 은 부 4-13 지적합성 평가기술사업의 세부기술 연도별 성과로드맵을 제시한 것임

세부 프로젝트 년2021 년2022 년2023 년2024 년2025 년2026 년2027 년2028 년2029

규제요건을 
반영한 

지질안정성 
특성화 및 

정량화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특성화 

매뉴얼 및 DB 
지질안정성 요소별 

특성 정량화 
매뉴얼 및 DB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
지침 개발

부지확보 단계별 
지질학적 인자 

조사 평가 및 기준 /
등 지침보고서

부지선정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에 관한 /
품질보증 

지침보고서

단계별 
부지적합성 

평가 기법 및 
현장실증 기술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체계 보고서/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매뉴얼 보고서/

단계별 부지적합성 
조사 평가 /

방법론 보증 
불확도평가 보고서

부지모사 3D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 
기술

단계별 부지모사3D 
모델링 설계 매뉴얼

단계별 부지모사 모델링3D  
방법론 해석 매뉴얼 보고서

부지진화 예측 평가 3D 
매뉴얼 보고서

그림 부지적합성 평가기술사업의 세부기술 연도별 성과로드맵[ 4-13. ]

그림 와 그림 는 방4-14 4-15◦ 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에서 기본사업으로 수행 중인 ‘HLW 

심층처분을 위한 지체구조별 암종 심부 특성 연구 의 기술로드맵과 성과지표를 연도별로 ’

제시한 것임

예비 타당성 사업은 시추공 굴진이 없는 상태에서 심층처분에 대한 지질안정성 특성화 평◦

가 및 매뉴얼 개발 그리고 를 구축해야 하므로 기존 심부 시추공이나 시추중인 시추공, DB

을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임

기본사업의 경우 심부 시추공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야별 심부 암종 특성을 평가하◦

고 를 구축함 따라서 기본사업에서 심부 시추공의 확보를 중점으로 수행하고 예비 타DB . , 

당성 사업에서는 확보된 우리 연구원 시추공을 이용하여 분야별 단계별 그리고 단기 장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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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기술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임

예비 타당성 사업 내 전국규모 지질안정성 특성화 매뉴얼과 화는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DB◦

연구단이 년까지 수행한 2019 ‘ 지층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규모 지질환경정HLW 

보도 작성 사업의 성과물과 우리 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중 활성단층지도와 융기’

율 등의 자료의 갱신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예비 타당성 사업의 요소별 특성 정량화 매뉴얼 및 조사 평가 및 기준 등 지침보고서DB, /◦

의 경우 기본사업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나 성과창출시기가 년 빠른 만큼 , 1

기본사업 수행 시 이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기본사업에서 도출될 암종별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 안 에 추가 항목과 연구를 통해 예비 · ( )◦

타당성 사업의 품질보증 지침보고서와 조사 평 체계 매뉴얼 보고서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 ,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의 중 장기 계획에 따르면 년까지 기본사업에서 획득된 · 2024◦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암종별 표준 지질모델 구축이나 부지 통합 모델링 기술 확보하는 것

은 예비 타당성 사업의 부지모사 모델링 및 예측모델 개발과 상응함 3D 

다만 예비 타당성 사업의 시작과 성과도출 시기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으므로 부지모사 모, ◦

델링 및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부지특성 모델링과 이를 활용한 예측모델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 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내 모델링 가능 인력과 분야별 연구진의 참여가 필수

적임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 참여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은 지질자원 종합연구를 담당하는 우◦

리 연구원의 역할 및 위상 제고와 매우 관련 있음

추후 부지선정 및 지하연구실험실 사업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

됨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의 연구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우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 

사업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규모와 위상에 맞춰 우리 연구원 내 방사성폐, 

기물지층처분단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할 것임

국가 중요 이슈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방사◦

성폐기물지층연구단 중심의 기획 및 사업 수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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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기 중 장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30/2036

전국규모 
지질환경정보도

종 작성8
종 암종 광상 선형구조8 : , , , 

단층 지진 융기율 지하수, , , , 
지열

암종 평가인자 개발
선행사업에서 도출된

부지선정 평가인자 여개를 100
암종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분류

암종별 심부특성 구축 DB 
중요도가 높은 평가인자 중심으로 심부 특성 구축DB 

부지 통합 모델링
기술 확보

지질 역학 지하수 지화학, , , 
지구물리 모델링 기술 확보화강암 이암 편마암 화산암

암종별 심부특성 조사 분석 기술 검증 및 정립·
평가인자에 대한 조사 분석 기술 검증을 통한 표준절차 정립·

부지 조사 분석 ·
기술 확보

표준절차에 따른 
조사 분석 기법 개발 확보·화강암 이암 편마암 화산암

지질환경정보
검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INS
시스템과 정보 공유

급NX 750m 
심부 시추조사 기획

시추 정밀 계획서 작성
시추조사 시방서 작성

암종별 핵심 평가인자 선정 및 분포범위 산정
구축한 분석을 통해 암종별 핵심 평가인자를 선정하고 핵심 평가인자의 분포범위 산정DB , 

지체구조별 암종별
표준 지질모델 구축

모델링을 위한 대표 
연구지역과 표준 지질모델화강암 이암 편마암 화산암

 급 연구용 시추공 확보NX 750m 
처분심도 에서 깊이까지 영향 평가 가능한 연구용 시추공 확보500m 250m 

대구경 시추공 /
급 시추공 1km 
확보

양수시험과 처분심도 
배까지 영향 평가 가능2

화강암 공2 이암 공2 편마암 공2 화산암 공2 추가 공2

↓ ↓ ↓ ↓

전국규모
지질환경정보도

종8

암종 평가인자 리스트
중요도와 분야별로 분류

화강암 평가인자 DB 이암 평가인자 DB 편마암 평가인자 DB 화산암 평가인자 DB 통합 모델링 기술

화강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

이암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

편마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

화산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

부지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

지질환경정보
검증시스템
(GIVES)

급NX 750m 
심부 시추 정밀 계획서

화강암 핵심 평가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이암 핵심 평가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편마암 핵심 평가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화산암 핵심 평가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지체구조별 암종별
표준 지질모델

화강암 급750m 
시추공 공2

이암 급750m 
시추공 공2

편마암 급750m 
시추공 공2

화산암 급750m 
시추공 공2

추가 급750m 
시추공 공2

대구경 시추공 /
급 시추공1km 

그림 [ 4-14.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 주요사업 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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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목표

2020 2021 2022 2023 2024

HLW 
심층처분을 

위한 
지체구조별 
암종 심부 
특성 연구

암종별 심부 
지질환경 

평가인자 DB 
구축 암종 평가인자 리스트 작성

부지선정 평가인자 여개를100
암종별로 중요성에 따라서 작성
참고문헌 등을 통한 근거제시

화강암 평가인자 구축DB 
선정된 평가인자에

대해서 화강암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통해서 구축DB 
처분재료 부식특성 분석

이암 평가인자 구축DB 
선정된 평가인자에

대해서 이암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통해서 구축DB 

설계D-GIVES 
처분재료 부식특성 분석

편마암 평가인자 구축DB 
선정된 평가인자에

대해서 편마암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통해서 구축DB 

구축D-GIVES 
처분재료 부식특성 분석

화산암 평가인자 구축DB 
선정된 평가인자에

대해서 화산암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통해서 구축DB 

보완 및 서비스D-GIVES 
처분재료 부식특성 분석

암종별 
심부특성 
조사 분석 ·
기술 검증 및 

정립

화강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안 작성( ) 
평가인자에 대한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에 대한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안( )

이암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안 작성( ) 
평가인자에 대한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에 대한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안( )

편마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안 작성( ) 
평가인자에 대한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에 대한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안( )

화산암 조사 분석 ·
표준절차서안 작성( ) 
평가인자에 대한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에 대한 조사 분석·

표준절차서안( )

암종별 핵심 
평가인자 선정 
및 분포범위 

산정

급 심부NX 750m 
시추 조사 계획서 작성·

다학제적 현장실험의
효율성을 위한 작성time table 

화강암 핵심 평가인자 선정
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분석을 통한 핵심 평가인자DB 
선정 및 평가인자 분포범위 산정

이암 핵심 평가인자 선정
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분석을 통한 핵심 평가인자DB 
선정 및 평가인자 분포범위 산정

편마암 핵심 평가인자 선정 
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분석을 통한 핵심 평가인자DB 
선정 및 평가인자 분포범위 산정

화산암 핵심 평가인자 선정
인자 분포범위 기술보고서

분석을 통한 핵심 평가인자DB 
선정 및 평가인자 분포범위 산정

급NX 750m 
연구용 시추공 

확보

화강암 급 공 확보750m 2
화강암 시추위치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화강암 급 공 시추750m 2

이암 급 공 확보750m 2
이암 시추위치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이암 급 공 시추750m 2

편마암 급 공 확보750m 2
편마암 시추위치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편마암 급 공 시추 750m 2

화산암 급 공 확보750m 2
화산암 시추위치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화산암 급 공 시추750m 2

추가 급 공 확보750m 2
추가 시추위치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추가 급 공 시추750m 2

그림 [ 4-15. 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연구단 주요사업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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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5

제 절 기대성과1

국가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R&D ◦

본 자체사업에서 도출된 요소기술 및 중장기 로드맵의 국가 사업에 적용가능 하며- R&D , 

수주 후 연구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 가능

국내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력 제고◦

  통합적인 연구전략 수립을 통한 기술개발 시나리오 설정 및 구체적 방안이 확보 가능하며- , 

구체적 로드맵을 통한 연구 방향성 및 연구 기술기반 수립 가능

보다 엄격한 부지조사 방법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한 국내 기술력 제고- /

조사자료 및 품질보증 절차에 대한 요소기술 도출을 통한 심층 지질환경 특성 평가 및 처- 

분 타당성 규명에 기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효율적 체계적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한 대형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기대됨- , R&D 

필수 요소기술과 중장기적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한 추가 연구과제 확보와 이를 통한 경- 

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해외기술 도입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본 자체사업의 연구 결과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기대- 

국내 산학연 기술력 제고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가능- 

제 절 활용방안2

다부처 예비 타당성 사업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KIGAM ◦

다부처 국가 사업 수행 시 연구 추진을 위한 전략적 근거 및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 R&D , 

인으로 활용 가능함

국가 상세 기획 시 기반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R&D , 

수행 관련 주요사업 연계KIGAM ◦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주요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 

의 방사성폐기물 사업의 향후 추진전략 및 기획 자료로 활용 가능-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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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조항 제목 내용

제 조2 인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① 

제 조3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8km① 

여서는 아니 된다.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 ② 

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 , , , , , ③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④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

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조6 자연현상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 ① 

인한 영향

해일 회오리 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 , , ②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제 조7 하천범람

하천범람의 영향요건은 중간저장시설이 저수위 또는 댐의 유실 및 빗 

물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 범람시 예상 최대홍수위보

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조8
수문학적 

특성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①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 ② 

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 평가하·③ 

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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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세부작성지침 제 조 관련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지하수 자료조사 지하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ㅇ

수 특성을 기술한다

저장시설부지에서의 대수층 상태 지하수 이용형태 현ㅇ

재 및 미래의 지하수 취수 감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기술한다

지하수위의 계절적 변동과 형태 등을 규명한다ㅇ

저장시설부지의 지하수위와 해수작용 홍수 단층 작ㅇ

용 등 자연현상과의 상호관계를 기술한다

지하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기술한다ㅇ

지하수 특성 저장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로 유ㅇ

출될 경우 이동시간 거리 및 지하수를 음료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주민의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대수성 시험에 대한 시험절차 방법 및 결과를 분석ㅇ

기술한다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위치 고도 관측정 간격 현재 ㅇ

및 미래의 관측정 이용상태를 기술한다

저류계수 투수량계수 수리전도도 공극율 유효투수ㅇ

계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기술한다

저장시설부지에서의 수리지질도 단면도 지하수위 등ㅇ

을 기술하여야 한다

저장시설부지 투수성지층 및 불투수성지층의 분포 두ㅇ

께 지하수 유동방향 및 속도 등을 조사평가한다
분석방법 지하수의 특성을 조사 평가하는데 사용된 자료 참고ㅇ

문헌을 제시 분석 및 평가한다

지질 및 지진 광역 지질 반

경 이㎞ 

내

지형 지리 구조지질 층서 지사 암석학 등 일반적인 ㅇ

지질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지리도 지형도 지질도 및 주요 층서단면도 지질구조ㅇ

도 항공사진 영상자료 등을 첨부한다

지체구조구 구분근거 및 지체구조구 특성을 기술한다ㅇ

단층작용 카르스트지형 확산 및 조산작용의 특성을 기ㅇ

술한다

광역 지질과 부지 지질과의 상호 구조적 관련성을 기ㅇ

술한다

동하중하의 지반사고 액화현상 지진동 쓰나미 잔류ㅇ

용력과 같은 지진양상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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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부지 지질

반경 이내㎞ 

저장시설 주요 구조물의 배치를 나타낸 지질도 및 지ㅇ

형도를 기술한다

지형 주조지질 지사 층서 암석학적 특성과 광역지ㅇ

질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지형도 지질도 지질구조도 층서단면도 등을 기술한ㅇ

다

사태 부등침하 침강 융기현상 카르스트지형 동굴 ㅇ

등 지질현상 등을 기술한다

주지지질구조와 광역지질구조와의 상호 연관성을 비ㅇ

교 평가한다

저장시설 주요 구조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ㅇ

지지질 구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지질단면도 및 지질주상도를 첨ㅇ

부한다

지하수 상태변화 채수 또는 광물추출로 야기된 침강 ㅇ

이나 붕괴 유체의 주입 또는 채수 등을 기술한다

지표수 및 지하수의 일반적 현황을 기술한다ㅇ

국부단층과 광역단층 특히 활동성 단층과의 구조적 ㅇ

관계 및 역사지진과의 관련성을 기술한다

단층운동의 잠재성 및 기초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기ㅇ

술한다

내압지층 및 기반암의 특성을 기술한다ㅇ

지진활동 반경 이내의 규모 이상 또는 진도ㅇ ㎞ Ⅳ 

이상의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에 관한 다음 자료를 기

술한다

진앙의 진도값 또는 최대 진도값․

부지구역에서의 진도․

등지진도․

진앙의 위치와 진원의 위치․

지지 발생시각․

규모․

여지진도․

부지구역에서의 지진동․

지진 지체구조구도는 지체구조구의 평가에 도움이 되․

는 기타 자료

지진으로 인한 액화현상 붕괴 사태와 같은 지질학적 ․

위험

부지반경 이내의 계기지진자료의 목록 및 자료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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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출처를 제시한다
지진지체구

조 특성

반경 이내에 속하는 모든 지진지체구조를 구분ㅇ ㎞ 

하고 각 지진지체구조구 특성을 기술한다

지진활동과  

지질구조

반경 이내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지질구조 ㅇ ㎞ 

또는 지진지체구조와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지진활동 및 진앙지가 특성지질구조와의 연관성 여부ㅇ

에 대하여 기술한다

최대잠재 

지진

부지에 대한 지진잠재성을 결정하는데 관련되는 활성  ㅇ

단층에 대해서는 이 구조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최대잠재지진이 결정되어야 하며 다

음 사항을 조사 평가하여 기술한다

활성단층의 연장․

변위량과 방향․

활성단층과 관련된 최대지진․

지진의 빈도․

지진의 재발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ㅇ

중요한 지진에 대하여는 지진도를 기술한다ㅇ

중요한 지진에 대하여는 지질특성 및 감쇄모델 등 적ㅇ

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지진동을 평가한다

부지에서 가장 큰 지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ㅇ

잠재지진을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와 관련하여 기술

한다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 

특성

지하물질에 대한 지진압축과 전단파 밀도 탄성률ㅇ

지하수위 등 모든 물리적 특성을 기술한다

지반구성물질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사용된 방법 정확ㅇ

도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최대지진동을 일으키는 지진파 형태 주파수에 관한 ㅇ

사항을 기술한다

중요한 주파수별로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특성 및 ㅇ

그 영향 가능성을 평가한다
설계기준 

지진

지표수면에서 가속도 유효주파수 범위 각 최대잠재 ㅇ

지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지진이 지질구조와 관련되는 경우 가속도는 규모 단ㅇ

층길이 지진역사 지질학적 자료 단층과의 거리 등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기술한다

지진이 지체구조구와 관련되는 경우 가속도는 진앙지 ㅇ

진도 및 거리 감쇄모델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기술

한다

최대잠재지진에 대해서는 지진동 시간이력 지진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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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전달 특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최대가속도와 관련된 우세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시간  ㅇ

이력 지진현상 피해정도 기록현상 지진파 전달특

성을 기술한다

수평 수직 가속도에 대한 설계반응 스펙트럼을 작성ㅇ

한다
지표 단층

작용

부진 및 그 주변지역의 지표면에 대한 단층현상 및 ㅇ

이동의 지질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주향 경사 위치 범위 이동연대 등의 단층특성을 기ㅇ

술한다

설계기준지진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활동성 단ㅇ

층의 최소 연장은 표 에 의거 조사 평가하여 기술한

다

지표단층작용 정밀조사 및 그 범위는 표 에 의거 조ㅇ

사 평가하여 기술한다
활성 단층

조사

저장시설 반경 이내에 저장시설의 내진설계기ㅇ ㎞ 

준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층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방법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최근의 단층 이동시대 및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ㅇ

술한다
활성단층과  

진앙지와의  

상호 

연관성

부지내 단층과 광역지질구조와의 구조적 성인적 관련ㅇ

성을 기술한다

수행된 모든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기술ㅇ

한다
활성단층의  

기술

반경 이내의 이상의 모든 활성단층을 기술ㅇ ㎞ 

한다

활성단층과 광역지체구조 등과의 관련성 유무를 기술ㅇ

한다

활성단층의 특성을 기술한다ㅇ

지질양상 다음과 같은 지질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기술한다ㅇ

실제 및 잠재적 지표 혹은 지하침강 융기 붕괴 및    ․

영향 가능성

퇴적 및 침식양상 지하수위 등과 같은 부하에 영향   ․

을 주는 사항

단층 습곡 절리 파쇄대 등 구조적약대 분포사항․

기반암내 작용응력․

기반암 고화도 함수량 용해성 등 시설물에 영향을 줄 ․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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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지반구성물

질의 특성

저장시설 지반구성물질에 대한 정적 동적 및 공학적 ㅇ

특성을 평가한다

토양 및 암반의 분류와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기술ㅇ

한다

지반구성물질에 대한 물리적 정적 동적 및 화학적 성ㅇ

질을 평가한다

수행된 모든 탐사방법 범위 목적 및 결과 등을 기술ㅇ

한다
탐사 시추위치 트렌치 피트 기타 탐사위치 피에조미터ㅇ

우물 지질단면도 굴착요구한도 및 범위를 기술한다

저장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착도 관련지질도 및 단면ㅇ

도를 첨부한다

기초 지반 및 토양의 산출상태 및 특성평가를 위하여 ㅇ

수행된 압축파 전단파 등 모든 자료 등을 제시한다

이 밖에 수행된 지구물리 탐사자료 방법 및 결과를 평ㅇ

가한다
지하수상태 부지 지하수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ㅇ

주요시설물의 안전성에 관련된 지하수 상태․

지하수위 집수 및 침윤조절에 대한 설계기준 사항․

건설기간동안 배수시비조건과 수행될 배수방법 등․

설계시 실제 지하수 상태․

현장 및 실험내 투수시험 자료․

지하수 유동방향 동수구배 유속 등 특성․

건설중 및 건설후 지하수 감시계획․

액화가능성 부지구역에서 액화 가능한 지층의 범위와 분포를 규ㅇ

명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평가되어야 한다

액화가능한 토양의 입도분포 밀도 정적 또는 동적비․

배수전단 강도 응력 퇴적물의 연대 지하수위

토양의 관입저항․

토양의 전단파 속도․

과거 액화의 증거․

사면의 

안전성

사면과 관련된 부지특성을 기술한다ㅇ

사면과 주요 시설물 위치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ㅇ

사면안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ㅇ

탐사계획 목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ㅇ

지하수 침윤현상 단층 절리 등  모든 사면 안전성 ㅇ

관련 요소 등을 제시한다

분석시료 채취방법 및 사면과 관련된 토양 암반에 대ㅇ

한 정적 동적 특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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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활동성 단층의 최소연장

부지로부터 거리 최소 길이

표 지표단층작용 정밀조사 및 범위

지진의 규모 지표단층작용 정밀조사지대
이하

이상

조사폭
조사폭
조사폭
조사폭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현장조사 실내 시험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술ㅇ

한다
시추조사 사면 및 기초 지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추조사ㅇ

피트 트렌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시추도는 고도 깊이 토양 및 암석분류 지하수위 탐ㅇ

사방법 시료채취방법 및 회수 표준관입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성토 및 

뒷채움

사면 수로 방파재에 관한 성토 뒷채움물질의 특성을 ㅇ

기술한다

사면구축절차 및 토목작업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술ㅇ

한다

사면구축 및 구축 후의 품질관리기술과 구비사항을 기ㅇ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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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적합성 평가기준

부지안전성 평가기준 

제척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제척기준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고 광범위한 연약대 및 석회암
이 존재하는 곳

제척기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경우로서 공학적 방벽설치로
안전성확보가 어려운 조건

권고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권고 
기준 

표면배수가 잘 되고 내부투수가 어려운 곳인지 여부

권고 
기준 

천층처분의 경우 기후의 변화 또는 침식작용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표
토의 심한 변화나 그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지층 또는 균질 기반암 내
에 처분장이 위치할 수 있는지 여부

권고 
기준 

풍화 침식 산사태 및 화산 등과 같은 지표면의 변동 등으로 인해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방사성핵종에 대한 흡착력의 정도 및 특히 장반감기의 방사성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천연방벽의 발달 여부

권고 
기준 

동굴처분 시 구조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암에 위치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해저동굴처분 시 저탁류에 의한 침식이나 해저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인지 
여부

권고 
기준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
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가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 
및 계절적인 변동에 따라 변하는 정도가 작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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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가  기  준 

권고 
기준 

천층처분의 경우 처분장 주위의 최고 지하수위가 처분 트렌치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이 가능한 낮은지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계통 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이 그 
핵종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긴지
에 대한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 주위의 대수층이 지하수 유동계통상 가능한 한 다른 대수층과 연
결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 인접지역의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는지 여부

권고 
기준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가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이 표층수
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

권고 
기준 

홍수 댐의 파손 해수의 작용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의 
범람 시 예측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강우 및 강설 등으로 인한 안전운영 영향 여부

권고 
기준 

태풍 돌풍 쓰나미 해일 등으로 인한 안전운영 영향 여부

권고 
기준 

가능한 한 굴착작업 및 이에 관련된 시추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다만 동 경우 시 충분한 공간을 설정하여 처분장의 지형변화 가능
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

권고 
기준 

지표수 관리체계의 통합 예상 밖의 방사성핵종 이동현상에 대한 대비 방
사성핵종의 이동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

권고 
기준 

군사 활동으로 인하여 처분장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나 그로 
인한 방사성핵종 이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권고 
기준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에 적합한 교통조건을 갖춘 지역인지 여부

권고 
기준 

비행장이 있거나 고압전송 통신선 및 가스와 석유수송로 등이 지나는 
장소에 위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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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여건 평가기준 

제척 기준  

 상대적 평가기준

평가
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수송
용이성

해상수송 기존항만 활용여부 신 증설 용이성 수송거리 등

육상수송 기존도로 활용여부 신 증설 용이성 수송거리 등

자연 및 
사회
환경

자연환경
생태 자연도 등급 면적 점유정도

법적 보호동물 존재 가능성 상수원 보호구역 영향정도 

사회 경제 
환경

용수 전력 확보 용이성 등의 건설 및 운영 용이성

부지주변 인구분포 이주대상 주민수 등의 사회환경

부지
조건

토지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도상의 이용계획과 중복 여부 등

시설수용
용이성

예상부지내 토지소유 현황에 따른 부지확보 용이성

처분시설 면적확보 용이성

법적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동 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