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0100969

KAERI/RR-2107/2000

A Study on Future Nuclear Reactor Technology

and

Development Strategy

5 2 / 48

삐
삐
 
뼈
 

”””” 
A1l 

삐
삐
 
때
 

삐
삐
 

k 

KAERI/RR-21 07/20{애 

| 최종보고서 ] 

미래 원자력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정책 수립 

A Study 00 Future Nuclear Reactor Techoology 

and 

Development Strategy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부 

홉훌 X 웰뿔 



PLEASE BE AWARE THAT
ALL OF THE MISSING PAGES IN THIS DOCUMENT

WERE ORIGINALLY BLANK

PLEASE BE AWARE THAT 
ALL OF THE MISSING PAGES IN THIS DOCUMENT 

WERE ORIGINALLY BLANK 



7]

2000^ 12J

tiV

제출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는 “미래 원자력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정책 수립”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총괄연구책엄자 

연구참여자 

한국원자력연구소 

김 성년 

김 시환 

손 동성 

석 수동 

지 성균 

양 맹호 

김 현준 

박 원석 



I.
1

II.

o

o ^

O

0

«?!

HI. xfl-g- ^

o>; ^

OECD/NEA, ¥

workshop-!:

o

IAEA,

- i -

1. 제 

1 

..Q.. -. 

요약문 

미래 원자력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정책 수립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O 원자력은 21세기에서도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O 따라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의 제고， 가스발전과 경 

쟁할 수 있는 경제성， 방사성폐기물을 적게 생산하고 핵비확산성으로 사 

회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빈약한 에너지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함. 

O 특히， 21세기에 들어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씨 

예상됨으로 이를 대비하여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O 그러나 원자력기술개발은 하나의 국가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기는 기술적 

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움. 

O 때문에 외국의 원자력국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의 방 

향과 추진내용을 파악 ·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 원자력기술을 효율석 

으로 개발 • 축적할 수 있는 개발방향의 제시 및 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합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세계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문 

제의 본질을 분석하여 원자력이 우리 나라 에너지정책으로서 가지는 떡 

할의 정리. 

O 우리 나라에서 중 · 장기연구과제로 추진중인 원자로 및 핵연료기술개벨 

현황 정리. 

O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들과 유럽연합， lAEA, 

OECD이EA， 등 국제기구에서 미래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기술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workshop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O 우리 나라 미래 원자로와 핵연료기술의 개발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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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O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정리하고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 

점과 한계， 대체 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용의 필요성 정리. 

o 2000년 5월과 10월에 국내 원자로의 개량 및 미래 원자로/핵연료개발에 

대한 workshop을 통하여 기존 원자력발전 극대화 연구 내용 정리. 

o 2000 1건 11월 국제 원자력 및 핵연료기술개발 workshop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향상， 가스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방사성폐기물을 

적게 생산하고 핵비확산성이 커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원자로 및 

핵연료기술개발 현황 정리 

O 미국이 주관하여 200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Generation-IV Intema

tional Forum의 내용과 방향， 2000년 11월에 제안되어 추진될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INPRO"사업의 추진계획， 유럽연합 원자력담당 위원회에 

서 추진하는 연구 및 계획 조사 · 분석. 

o 21세기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국내 · 외 원자력기술개발현황을 바탕 

으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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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future Nuclear Reactor Technology and Development

Strategy

II. Objectives and Impotance of the Study

o Nuclear power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one of energy resources

in the 21st century.

o Development of nuclear reactor and fuel cycle technology for future is

essential to meet the current issues such as enhancement of nuclear

power reactor safety, economically competitive with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less production of radioactive waste,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cycle, and public acceptance in consideration of lack of energy

resources in the nuclear countries worldwide as well as in Korea.

o Keen competitions to secure energy resources among countries are

especially anticipated in the 21st century so that futuristic nuclear

technology in nuclear power reactors and fuel cycles should be

developed for secure supply of energy.

o Due to technical as well as political barrier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one single country to develop nuclear technologies especially to

meet the current issues.

o It is thus necessary to review directions of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works in advanced nuclear countries in order to reflect

them to the long term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programs in Korea.

III. Project Contents and Scope

o Review the world energy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 and analyse

nature of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set-up nuclear policy

in Korea.

o Recapitulate the current long term nuclear RD&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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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T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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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actor safety, economically competitive with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less production of radioactive waste, proliferation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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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n the nuclear countries worldwide as well as in Korea. 

o Keen competitions to secure energy resources among countries are 

especially anticipated in the 21st century so that futuristic nuc1ear 

technology in nuc1ear power reactors and fuel cyc1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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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Project Contents and Scope 

o Review the world energy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 and analyse 

nature of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set-up nuc1ear policy 

in Korea. 

o Recapitulate the current long term nuclear RD&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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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view nuclear RD&D activities and programs of U.S.A, Japan,

France, Rus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AEA, OECD/NEA.

o Recommend development directions of nuclear reactors and fuels.

IV. Research Results
o Review and summarize the world and Korea's energy demand and

supply in the 21st century and analyse limitations of utilization of

fossil fuels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development,

o Review and summarize RD&D activities and programs of nuclear

reactor and fuel development in Korea, in the nuclear advanced

countries, an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 Recommendations on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based on the study of GIF and INPRO.

o Directions to develop nuclear technologies 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are proposed based up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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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펼요성 

20세기에 제 3의 불로 태어난 원자력발전은 화석연료발전과 더불어 산업발 

달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원자력이용기술은 

에너지생산뿐 아니라 과학기술발달에 기여하여 왔고 의학 농학 및 산업분야 

에 이용되어 우리 생활 속에 폭 넓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 왔 

다. 그러나 원자력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원자력사고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에 대한 양면성，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등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지고 있다. 

한편，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1962년과 1972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TRIGA 

Mk-II와 TRIGA Mk-III 연구용 원자로를 각각 임계가 되어 원자력이용 관 

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국내 기술로 설계 · 건설하 

여 원자력이용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 부존자 

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도 원자력발전을 1970년 초 고리 1호기를 발주하여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 건설이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4기가 건설중이고 2015년 

까지 871 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원자력발전기술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형 표준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 · 건설하여 운전중이고 

한국형 표준원전 271 를 북한에 건설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 원자로의 안 

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되는 차세대원자로개발을 착수하여 2001년까지 기술개 

발을 완료하고 차세대 원자로 1호기를 2010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중 · 장기 연구사업을 통하여 고유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의 핵연료주기， 초우라늄을 연소하는 특성을 갖는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고 있 

다. 원자로계통을 단순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특정을 갖 

으며 열 및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중 · 소형 원자로도 개발 중이다. 이러판 

일련의 연구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21세기에 들어 에너지의 안정된 확보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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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원자력이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도 이에 대하여 준 

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 사용 후 핵연료의 축적에 따른 저장 및 관리 

의 문제점， 원자력에 대한 사회로부터 수용성， 가스발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성， 핵비확산성 등의 현안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원자로 및 핵연료를 설계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운전을 통한 

경험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의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위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개발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원 

자로기술을 축적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을 조사 · 검토하여 21세기에 원자력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었다. 

제 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원자력 선진국들과 국제기구에서도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 원자로개발을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부터 시작한 Generation - IV Intemational 
ForumCGIF)ll과 2000년 11월에 lAEA가 주관하는 “INPRO"2l가 있으며 

OCED!IEA가 제안하여 1999년부터 시작한 “The Three Agency Study，， 3l가 

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상용 원자로 이후 획기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사용 후 핵연 

료의 발생도 줄일 수 있는 미 래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European Commission의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성연구에 대 

한 program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유럽연합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연구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원국의 원자력산업체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자원 

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들 뿐 아니라 원자력 선진 

국인 일본， 프랑스 등도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원자로개발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숙된 경수로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성과 경제 

성을 높이려는 연구 및 기술개발내용을 비롯하여 현안사항들을 가능한 만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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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츄 

진하고 있는 연구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우리의 연구와 기술개발방 

향과 비교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기술개발방향을 찾아 보는데 있다. 

연구내용으로서는 기존 원자로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자로의 수명 

연장，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성과 경제성의 제고， 장주기 핵연료개발， 원자로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 현황을 조사한다. 미래형 원자로 및 이와 관련되눈 

핵연료주기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를 연소시키는 고속원자로， 미임계로(ADS 

Accelerator Driven System)의 개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 ‘ 

소형 원자로개발 현황과 계획 등을 조사 · 분석하였다. 

제 2장에서는 21세기의 에너지 수급과 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문제 

의 본질을 에너지 수요증가와 부존자원이 갖고 있는 한계성 및 지역적 편뚱 

성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에너지정책으로서 현안사항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현재의 원자력역할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전망하였다.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력을 세계 원자력국가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리하 

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점검하는 차원 

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기존 원자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 

는 연구 및 기술개발과 중 •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중 • 소형 

원자로인 일체형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를 줄일 수 있는 액체금속로의 개 

발현황 등을 요약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IAEA, NEA, EC가 각 국제기구 

의 원자력회원국틀의 원자력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하 

여 수행하고 있는 미래 원자로개발에 대한 조사내용을 주요 원자력선진국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원자로 개발현황과 같이 제 3장에 정리하였다. 

미래형원자로는 핵연료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또는 핵연료주기에 대 

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의 방향이 정해진다. 특히， 핵 

연료주기를 완성하겠다는 일본의 경우는 우라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곧 우라늄-238을 핵분열물질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는 의지로 고속증식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경 • 중수로 핵 

연료개발을 성공한 우리 나라에서 연소효율을 높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 

앙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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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핵연료의 개발현황과 해외의 핵연료주기기술 개발현황 등을 조 

사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 외 원자로기술개발현황을 조사 ·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원자력기 

술개발방향을 종합적으로 제 5장에 정리하였으며， 제 6장에는 본 연구의 결 

론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였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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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에너지전망 

에너지는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와 에너지 생산기술의 현상유지를 가 

정한다면 세계의 에너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금의 형태는 지속가능하지 못 

하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서 배출되는 온실 gas와 공기를 오염시키 

는 gas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소비에 걸쳐 

효율의 향상이 요구된다. 현재 전세계의 주요 에너지자원인 석유는 채굴 가 

능 매장량이 1조배럴로 앞으로 4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량에 불과하다. 천 

연가스의 가채 매장량도 144조m3로서 가채년수는 약 63년， 석탄은 가채 매장 

량이 1조톤으로 약 23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우라늄도 가채 매장량이 

436만톤으로 현재 사용하는 수준으로는 약 7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4) 

에너지자원의 한계성과 더불어 21세기에 들어 식량 및 물의 부족으로 인하 

여 에너지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5년 1 인당 독물재 

배면적은 0.12 ha로서 1950년 0.24 ha의 절반에 불과하고 21세기에는 기후변 

화로 인한 식량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도 

매년 약 600만 ha가 사막화되고 약 2，000만 ha의 토지가 메말라 농경지로서 

기능을 잃고 있다. 우리 생활에 공기와 같이 필수적인 마실 물도 OECD보고 

에 의하면 현재 80개국에서 전세계인구의 40%가 식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1 인당 필요한 물 1 ，700m3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도 ‘90년에는 207~ 
국이었고 ’95년에는 44개국에서 2025년에는 59개국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5)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6)을 위한 대체자원을 개발하고 또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는 21세기에 들어 상당한 부분이 개발도상국가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개발도상국가들은 세계인구의 약 3/4을 차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전체 소비량의 1/4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DOE 자료에 의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15년까지 세계의 에너지수요가 54%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증가분의 약 절반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생 아시아 경제국 

가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 증가분들이 화력발전으로 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단할 것이고 인근 국가인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에너지 수 

급에 대한 예측과 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문제의 본질 등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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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우리 나라 에너지정책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제 1절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1. 세계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가. 1차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약 2%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97년 대비 

57%가 증가한 137억 TOE에 도달될 것으로 그림 2.1에서와 같이 전망되며， 

또한 석유 수요가 전체 수요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석 

유가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7) 

ιi 

60“” 
S앙。。 

400。

옳 3당앙” 

20(’성 

100산 

상 

X 앙70 19BO i 양양o 200‘§ 2010 Xf}2‘) 

(출처 : OECDαEA， World Energy Outlook 2000) 

그림 2.1.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실적 및 전망(2001년 -2020년) 

석유는 연평균 1.9%의 수요증가를 보여 2020년에는 115만 배럴/일의 수요에 

이를 전망인데， 주요 수요증가의 원인으로는 OECD국가들의 수송용 에너지 

소비증가와 비 OECD국가들의 수송， 가정/상업， 산업， 발전부문의 소비 증가 

를 들 수 있다. 석유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 중심의 OPEC 

에서 석유 생산 증가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 OPEC 산유국에 

서의 석유공급은 성숙단계에 이르러 2010년 이후 큰 증가가 없을 것으로 전 

망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2.7%씩 수요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 

고 있고， 2020년에는 총 1차 에너지수요의 약 2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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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연가스의 수요증가는 비OECD 지역이 연평균 3.5%로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0년은 천연가스 소비의 56%를 비 OPEC 국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 OECD 아시아 지역은 높은 소비증가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며， 복합가스터빈(CCGT)기술의 개발로 전력부문의 천연가스 소비 

의 급증도 예상된다. 천연가스 공급은 전환경제권， 아프리카， 중동이 

지로 남을 전망이다. 

= τL~ 

석탄은 그 수요가 연평균 1.7%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2020년에는 1차 

에너지 수요의 24%를 점유할 전망이다. 환경규제 강화로 전력부문에서 석탄 

사용의 확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부문에서의 석탄 

대체 진전과 천연가스와 경쟁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석탄수요는 줄어들 가한 

성이 있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1차 에너지소비 중 약 7%를 점유하고 있으나， 2020년에 

는 5%로 줄어 들 전망이다. 수력발전의 경우를 보면， 현재 1차 에너지 소비 

의 3% 점유에서 2020년은 2%로 줄어들 전망이고， 신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연평균 2.8% 증가하여 2020년은 1차 에너지 소비 중 3%에 이를 전망이다. 

나. 에너지원별 전망과 주요 이슈8) 

(1) 석유 

국제유가는 '98년 12월 월평균 배럴당 9.39달러 수준에서 2000년 1월에는 25 
달러로 상승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99년 선진국에서의 강력한 석 

유소비 증가와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의 석유수요 

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가장 큰 소비점유율은r 

차지하고 있는 석유는 2020년까지 그 같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총 에너지 소비에서의 석유비중은 '97년 39%에서 2020년 38% 수준으 
로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의 석유소비 증가의 대부분판 

아직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수송부문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뜬 

소비증가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석유소비 증가의 42%를 수송 

이외의 부문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1999년 3월 이후 OPEC 등 산유국의 감산전략에 따른 급등사태 
가 2001년까지 해소된 이후 202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OPEC의 감산정책은 2000년 3월을 시작으로 점차 완화되어 갈 전 

망이며 따라서 국제유가는 1998년 불변가격으로 배럴당 $22-$23를 피크료 

이후 2020년까지 그림 2.2에서와 같이 연평균 0.4%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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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석유시장은 비 OPEC 산유국 일부 유전의 고갈로 인한 생산량 둔화에도 불구 

하고 장기적으로 카스피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신규 유전들의 개발이 촉진되 

어 OPEC과 비 OPEC 사이에 경쟁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해유 

전은 2004~2005년을 피크로 산유량이 점차 감소될 것이지만 카스피해 지역 

의 석유생산은 2005년에 약 250만배럴/일의 생산과 이후 연평균 7.1%의 생 

산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심해저 유전개발 기술의 진전으로 서부아 

프리카 연안지역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ìJ 꽉 ·ι웠3\갔 갓·씻꽉전f썩 ~i~ } 
flj 

, 
ι ...... 
... : ~i.:; ‘ ’-: .... ‘-

( 출처 : USDOE!EIA, Intemational Energy Out1ook 2000) 

그림 2.2. 세계 석유가격 실적과 전망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OPEC은 향후 20년 동안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약 70%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OPEC의 석유공급 점유율 

전망을 보면， 2010년에 44.6% , 2020년에는 49.6%로 거의 절반에 이를 것이 

다. 이들 OPEC 산유국들은 배럴당 20달러 미만의 저유가 상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동 OPEC의 경우， 원유 1배럴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생산비용이 $1.50이고 생산능력 1배럴 추가에 소요되 

는 투자비용은 $5,00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OPEC 회원국의 경우에도 

생산능력 1배럴 추가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10.000을 조금 초과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비로는 저유가 하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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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은 2020년까지 석유의 가장 중요한 소비부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 

할 것이다. 즉， 뚜렷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석유가 지속적으로 수송용 연료 

의 주종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수송은 수송부문 내에서도 가 

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개인의 수입이 증 

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가용 소유 증가로 2020년까지는 개발도상국 

의 수송용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는 에너지 

원이다. 2020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167조 ft3로 1997년의 거의 2배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총 에너지 소비에 대한 천연가스의 점유율은 '97년 22%에서 

2020년 29%로 증가할 것이다. 전망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부문의 천연가스 

역할은 중동 및 아프리차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대될 것이다. 석유수요 

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되며 세계 천연가스 소비 실적과 전망은 그림 2.3과 같다. 

{ ~'~~. :.~~ ’ ‘찢:! lëì 

‘97';: .gJ상;(l "1. 정싣깐 19￥씬 t깐씬? 2f;깐.~~_ .2:전H)l沙;원 얀낀2(~ 

(출처 : USDOE!EIA, Intemational Energy Outlook 2000) 

그림 2.3. 세계 천연가스 소비 실적과 전망 

발전용 연료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97년 29%에서 2020년 33% 
로 높아질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석유나 석탄보다 SOx, NOx 및 분진등 오 

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환경적 매력과 가스복합 화력발전의 효율 

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부문의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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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 
세계 석탄소비는 '97년 약 53억 톤(이하 short톤)에서 2020년에는 약 76억 

톤으로 44%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라서 2020년의 

수요가 최소 증가분 0.06%인 56억 톤， 최대 72%로서 91 억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석탄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과 더불어 소비점유율이 '97년에는 24% 
수준으로， 2020년에는 22% 수준으로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석탄 
소비는 '97년에 9.15억 TOE에서 2020년에는 10.13억 TOE로 11% 정도 증가 
할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석탄 대소비국에서의 

대규모 에너지수요 증가가 예견되기 때문에 아시아 개도국만 고려해도 '97-
2020년 사이에 24억 톤이 늘어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에너지소비 증 

가분의 33%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석탄소비 증가분의 97%를 차지한다. 

석유와 원자력에 의하여 석탄의 소비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전력부문에서는 여전히 핵심적인 주종 에너지원의 역할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의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 연료로서의 증가이며， 대규모 석탄매장량과 다 

른 에너지원으로의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석탄이 주종 에너지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원자력 
2020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2.5%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 

자력이 계속해서 세계 전력소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IE02000의 기준안 전망에서， 전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은 

2010년의 368GW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2020년 303GW로 낮아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확대하려는 극동지역의 강력한 

계획에 의하여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증가하겠지만， 미 

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에서의 노후된 원자력발전로의 폐쇄로 인하여 전체 

적으로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2020년 

까지 30GW의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같 

은 기간동안 64GW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에 대한 전망은 원자력기술에 대한 미래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준안”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이고"저 성장” 시나리오는 

2020년 원전설비용량을 193GW로 현재보다 45% 줄어드는 것이며"고 성장”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매년 2.6GW씩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핵 재처 

리 시설인 토카이무라에서의 심각한 핵물질 누출사고가 있었던 '9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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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는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이 지역에의 적극적 원자력발전 전략에 대하여 대중적 우려가 야기될 수 있 

다는 것도 원자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가 발효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5) 수력 및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 화석연료가 전체 예측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신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커다란 제약조건이다. 교 

토의정서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저감토록 하려는 세계적 

으로 강력한 환경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신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이용증가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다. 신 재생에너지가 총 1차에너 

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약 8% 이를 전망이다.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에서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된 대규모 수력발전사업으로 영향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력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농촌이나 산간 등 교외지역 거주자들에 의하여 신 재생이1 

너지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풍력발전이 가장 높은 성장 

세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 풍력에너지협회 (AWEA)와 유럽 풍력에너지협회 

(EWEA)에 따르면， 현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스템이 전세계적으 

로 이미 10,000 MW를 넘어서서 풍력발전의 대규모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가. 1차 에너지 수급 

1990년 이후 우리 나라는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 

나라의 경제가 점점 세계화되면 될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슴 

을 체험하게 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존재하였고， 사상 초 

유의 전력수요 감소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우리 나라의 경제 

에서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1999년에 1차 에너지 수요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00년 

에는 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2005년까지는 표 2.1에서와 

같이 연평균 4.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l 이러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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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2000-2005)

(€§)
3-B-

LNG
(€^)

(GWh)
^ } ^
(GWh)

(̂ TOE)

(̂ TOE)

2000
65,416
(10.6)
760,215
(5.6)
15,612
(20.5)
5,599
(-7.7)
109,288
(6.0)
1,977
(9.5)

195,863
(8.0)

2001
67,140
(2.6)

812,661
(6.9)
18,388
(17.8)
4,567
(-18.4)
105,672
(-3.3)
2,517
(27.3)
207,464
(5.9)

2002
70,692
(5.3)

848,726
(4.4)
19,685
(7.1)
5,446
(19.2)
111,694
(5.7)
2,802
(11.3)
218.092
(5.3)

2003
71,903
(1.7)

882,755
(4.0)
20,543
(4.4)
5,571
(2.3)

122,602
(9.8)
3,111
(10.8)
228,092
(4.4)

2004
73,730
(2.5)

915,548
(3.7)
22,635
(10.2)
6,157
(10.5)
125,514
(2.4)
3,448
(10.8)
237,878
(4.3)

2005
76,149
(3.3)

942,556
(2.9)
24,638
(8.8)
4,724
(-23.3)
130,888
(4.3)
3,778
(9.6)

247,027
(3.8)

KEEI, CEO Energy Briefs *fl2000-93:, 2000.9

3.1%^

2005^4^1 4.4%^ ^ 7 } ^ ^ :

l ; 7}

LNG^

44 ^s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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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둔화된 것으로서 에너 

지 수요의 증가추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 국내 1차 에 너 지 수요 전 망(2000-2005) 

2000 2001 2002 2003 
석탄 65,416 67,140 70,692 71 ,903 
(천톤) (10.6) (2.6) (5.3) (1 .7) 
~셔7 주 ”L 760.215 812,661 848,726 882,755 

(천배럴) (5.6) (6.9) (4.4) 
LNG 15,612 18,388 19,685 
(천톤) (20.5) (17.8) (7.1) 
각，二려 -, 5.599 4,567 5,446 

(GWh) (‘7.7) (-18.4) (19.2) 
원자력 109,288 105,672 111,694 
(GWh) (6.0) (-3.3) (5.7) 
기타 1,977 2,517 2,802 

(천TOE) (9.5) (27.3) (11.3) 
1차에너지 195,863 207,464 218.092 
(천TOE) (8.0) (5.9) (5.3) 

(주) : ( )내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냐타낸 것임. 

출처 : KEEI, CEO Energy Briefs 저1120C깨-9호， 2000.9 

(4.0) 
20,543 
(4.4) 
5,G71 
(2.3) 

122,602 
(9.8) 
3,1 11 
(10.8) 

228,092 
(4.4) 

2004 
73,730 
(2.5) 

915.548 
(3.7) 

22,635 
(10.2) 
6,157 
(10.5) 

125.514 
(2.4) 
3.448 
(10.8) 

237,878 
(4.3) 

2005 
76,149 
(3.3) 

942,556 
(2.9) 

24,638 
(8.8) 
4,724 

( -23.3) 
130,888 

(4.3) 
3,778 
(9.6) 

247,027 
(3.8) 

석탄의 경우 외환위기시 단기적으로 늘어났던 무연탄 소비가 경제회복과 함 

께 다시 위축되는 한편， 유연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까지 연 

평균 3.1%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는 외환위기를 가 

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최근의 고유가로 인하여 2000년에 

는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석유가격의 안정화를 전제할 

경우 2005년까지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LNG의 경 

우는 계속 수요가 확대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의 연평균 수요증가율 전망치는 9.6%로서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2배 이 

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2005년까지 연평균 3.7%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LNG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석유 비중은 하락하여 2005년에는 1980 

년대와 유사한 수준인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석유의존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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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 나라 에너지수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2005년의 전망기간 동안의 총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4.8%로서 경 

제성장률의 전제치인 6.1%를 믿돌고 있다. 이는 2005년까지 국내 경제가 과 

거의 고도 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시기로 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성 

장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산업부문의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환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1998년 이후의 에너지 수요는 단 

기적인 충격과 이에 대한 회복으로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최종 에 

너지 소비자의 개별 소비형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부문 

별로 회복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가격구조 

의 비합리성과 국제 석유가격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원간 대체현상이 나타났 

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2005년까지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LNG의 확대와 석유 비중의 축소이다. 환경 측면과 편의성에서 이점 

을 가진 LNG는 1999년 9.3%에서 2005년 13.0%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 

이나， 석유는 1999년 53.6%에서 2005년 51.9%로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 

에 에너지 소비의 석유의존도는 1980년대 수준으로 비교적 완화될 전망이다. 

넷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는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하락과 수송부분의 증가， 

가정 · 상업 • 공공부분에서의 안정화를 특정으로 들 수 있다. 산업부문의 감 

소는 높은 에너지소비 산업의 성장둔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확대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의 확대는 산업수송보다는 승용차의 보급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종에너지의 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와 유연탄의 비중축소와 도시가스 

및 전력의 비중확대로 대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유 비중은 2000년 

63.5%에서 2005년에 62.2%로 감소하고 유연탄은 1 1.6%에서 10.0%로 축소되 

는 반면， 도시가스는 같은 기간동안 8.5%에서 10.2%로 증가하고 전력도 

13.6%에서 14.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과 도시가스 

의 비중확대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편의성 위주의 에너지 선호에 따른 현상 

으로 판단된다. 

나. 장기 전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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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전력수요는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의 여파로 1998년에는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99년 이후는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더불어 전력수요도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입 

지 확보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환경의식의 향상과 과도한 보상요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인 

허가의 지연 등으로 전력설비 확충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의 환경규제 기준 

이 선진국 수준으르 강화되어야 할 형편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 1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 

획은 발전 자회사 민영화 시까지는 현행체제 유지를 전제로 수립하고， 구조 

개편 이후에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계획수립 체계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본 방향으로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 전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환경 친 

화적 전력사업의 추진， 합리적 계획의 수립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 전 

력량은 연평균 4.1% 증가하여 2015년에는 1998년의 2배 수준인 3，818억 

kWh가 될 전망이며， 최대수요는 연평균 4.3% 증가하여 2015년에는 1998년 
의 2배 수준인 6，751만 kW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정부는 수요관리와 공급관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 

다. 수요관리에서는 부하관리와 효율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고， 수요관리 

요금제도의 개선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급관리에서는 발전설비의 적기 설치 

와 공급신뢰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발전원별 설비특성， 경제성， 환경영 

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료조달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전원비를 구성하고 

입지확보， 재원조달 및 건설 불확실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다. 

한편，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용화 여건 등을 계속 고려해 나가기로 하며， 청정석 

탄 발전방식 (CCT) 등 신 전원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발전용 및 분산형 전원개발 확대를 위하여 부하중심지에 분산 

형 전원(10만 kW) 271 건설을 추진하고， 개인 발전용 설비로부터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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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및 열병합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꾸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 총 10671 4，513만 kW의 발 

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중 현재 건설중인 것이 52기 1 ，934만 

kW이며， 신규 건설분이 54기 2，579만 kW이다. 

계획기간 중 14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은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에 

서 유리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 환경측면에서 우수하므로 안전성과 국 

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간 중 22기의 석탄발 

전소는 경제성과 연료공급의 안정성이 우수하므로 환경대책 등을 고려하면 

서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무연탄발전소는 계획기간 중 2기를 애 

정하고 있으며 경제성에서는 불리하나 국내 자원의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 

무연탄 수급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한， 22기의 LNG발전소는 운전 특성， 건설 기간， 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경제성을 제고하면서 건설하고 15기의 석유발전소는 국내 중질유 수급 측면， 

운전 특성 및 신 발전연료인 오리멀전 사용 가능성과 연계하여 건설한다. 

1271 의 양수발전은 계통 운영 측면과 부하율 개선을 고려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도 전원구성을 보면 총 4，698만 kW의 설비용량에서 원자력이 29.2%, 

석 탄 27.8%, LNG 26.3%, 석 유 10.0%, 수 력 6.7%로 구성 되 며 , 이 것 이 2015년 

에는 총 7，906만 kW의 설비용량에서 원자력 33.0%, 석탄 26.8%, LNG 
23.8%, 석유 7.6%, 수력 8.8로 구성될 전망이다. 

제 2절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문제의 본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이용과 수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에너지수요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 것이라눈 

점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자원의 고갈이 21세기 중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이다. 세 번째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21세 

기에 들어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뚱 

요한 사항이다. 

1. 에너지 수요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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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인구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약 1 억 명씩 증가하고 있으 

며， 21세기 중반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 약 100억명선이 훨씬 넘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통계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억명의 생명에 피해 

를 입힐 지구적 규모의 파멸적 전염병이 만연되지 않는 한 이런 인구 증가 

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11l 이러한 인구증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용 
의 절대량의 증가를 유발한다. 세계의 저소득 국가들이 저에너지 사용12)으로 

질적으로 낮은 생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미래에는 이들 국가들이 좀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많은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 

로는 아직 에너지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매우 적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21세기 중엽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1,000 E;I3) 이 될 것이며， 이것은 현 소비량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디1- 01 14) 
1효 '-í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볼 때 인류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는 필연적이고 또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향후 세계 인류를 

위한 에너지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는 물론 세계 각국의 생존과 번영의 가장 기본적인 힘을 가지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세계 전 인류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2. 화석연료의 부존 한계와 지역적 편중성 

현재 세계의 에너지 획득 추세를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서 얻는 화학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15) 에너 
지 전문가들이 화석연료 이용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고갈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반세기 동안 그 신장분 만큼 

의 화석연료 자원 정도는 매장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에너지 부존자원의 가채량 이외 향후는 자원탐사기술이 발달된다 하 

여도 필요한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고， 특히 화석연료나 우라 

늄광석 물량은 도저히 그 추정치 조차 제대로 알아 맞추기가 힘든 형편이다. 

그리고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소비에 대해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에너지 공급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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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다른 에너지원을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의 세계 에너지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를 고 

려하고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 국가에서는 이들 자원의 가채 

년수가 더욱 낮아져 석유의 경우 약 15년， 천연가스 약 14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에너지문제는 21세기에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화석연료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면 21세기 초 

반부터 에너지 안정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30여년 동안 장작이나 석탄 또는 석유와 같은 모든 에너지원의 이용 

추세는 똑같은 양상을 거쳐왔다. 즉， 어떤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그것이 일단 

상업화에 들어서면 그 사용량이 급속도로 계속 늘어나다가 시장 점유율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엔 점차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형태를 그리게 된다. 

석탄과 석유의 시장 점유율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편리한 에너지를 

추구하게 되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주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그 매장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과대한 이용은 오히려 인류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 

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들로는 재생에너지원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이에는 태양， 풍력， 수력， 지열， 조력， 바이오매스 등등이 대상이 되는 

데， 이중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재생에너지원이 수력이다. 그 

러나 모든 수력 발전소 지점을 다 개발한다고 해도 총 수력발전량은 현재의 

2배 정도에 불과하여， 미래에너지 수요량의 2% 정도만이 수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매스 같은 생물에너지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 

우 미미하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농업 

부산물과 산림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화학비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기여도가 현재의 몇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미래 에너지 수요량의 12% 
정도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11) 이외의 풍력， 태양력 등은 그 
상업화를 위하여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엽화 단계 

- 17 -



3.

OECD/IEA^l

4

4.

127}

^ 2% ^-^ s
7 1 ] ^ S | ^ ^ , ^ ^ ^-7]) ^ ^ ^ V ^ ^ ^ 50%7>

6%

1̂» 1-^ 15̂1-
^ 4 i l - E | O ^ S ^ - i " t ^ - f 100 kra2 ]̂ 4iAslaL, ^ ^ ^ 700knM
4. 1 6 )

«!-§- ^ ^ : ^ ^ " ^ ^ - S i * ^ T|^AJO) LCA(Life Cycle Assessment)

- 18 -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 에너지원들은 에너지밀도가 작고 

이용율이 낮아 미래에도 에너지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공 

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획기적 에너지원의 개발이 가장 절실할 것 

이나， 기존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대체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세계에너지협의회 (WEC)와 OECD/IEA의 전망에 의하면 수력을 제외한 신 

재생에너지들은 경제성을 갖고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며 따라서 다 

가올 미래에 이들 에너지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 

WEC는 또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보조가 충분히 진행된다고 해도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신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20년에 5-8%에 미 

치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비율에는 신 재생에너지가 비상엽 

용 에너지에 사용되는 2% 분도 포함된 것이다. 수력은 유럽과 북미에서 이 

미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등， 추정 잠재 수력 자원의 약 50%가 이미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수력의 잠재력은 주로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에 남아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댐이 주는 환경과 

사회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규모를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우 

세하다. 향후 수력의 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양열과 풍력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바로 생태계의 파괴와도 직결된다. 예를 들면 15만 kW급 발 

전소를 태양열로 건설할 경우 100 km'이 소요되고， 풍력은 700km'이 소요된 

다 16)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예를 들면 풍력과 태양열로 지금의 원 

자력발전을 대체할 경우 풍력은 서울과 부산광역시를 합친 면적이 필요하며， 

태양열은 광주광역시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들을 감안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연료의 채광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비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과 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경제성이 LCA(Life Cycle Assessment)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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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가되어 대체에너지 개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국 

제원자력기구를 위시하여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생산 system들을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system에서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system이 차지하는 면 

적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LAC에서는 고려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내 

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한 예로서 1 GWhe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면적은 원자력과 gas발전은 O.6m2, 수력과 석탄화력발전은 각각 약 

50m2에 비하여 태양력은 1 ，275m2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에너지 system들의 
시설에 소요되는 많은 기자재와 이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폐 

기물 역시 상당히 다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는 LCA방 

법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에너지 system의 선택에서 원자력이 gas발전과 비교 

하여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18) 

표 2.2 에너지 생산 system 사용 면적 및 환경 영향 범위 

에너지생산 사용면적 화격역핫 범위 

svstem 에너지 생산 역료꽁급 재료공급 사고시 운천시 

수력 중간 없음 적음 적음~많음 적음 

태양력 큼 없음 중간 없음 적음 

풍력 큼 없음 중간 없음 적음 

Biomass 적음 큼 적음 적음~많음 중간 

화력 적음 중간 적음 중간~많음 아주많음 

원자력 적음 중간 적음 적음(.) 적음(.) 

주: (*)는 경우에 따라 아주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 

4. 에너지 이용과 환경영향 

지구 환경의 보존은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환 

경문제에는 수많은 것이 었다. 국지적으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지역적 

인 적으로서는 산성비 등과 지구규모적인 것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 

괴와 같은 것이다. 이들 많은 문제 중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구 전 인류의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효과 가스가 자연의 수용능력을 념 

어서 인위적으로 방출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지구대기 온도를 상 

승시켜， 해수면의 상승 등과 같은 지구적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명시한 의정서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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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였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로 규정된 것들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 

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인류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가장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류의 활동을 제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모든 경제활 

동들의 제약이 문제가 된다. 교토회의에서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선진국들 

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의 국제적 규범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 

후변화협약 협상의 최대 이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프로그램 참여 

문제로 압축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관한 것 이 다. 

최근에 개최된 제6차 당사국회의 (COP6， 2000년 11월 네럴란드 헤이그)에서 

는 교토 의정서에서 제안되었던 지구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규칙이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핵심 쟁점 19)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 

러나 2001년 5월말에 재개될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고， 이후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압력이 거세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쟁점중의 하나였던 CDM에 원자력 포함여부는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으나，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원 각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든가 하지 않 

든가 하지 않는 no list가 지지를 받았고， CDM 대상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 

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부합여부는 당사국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 

였다. 

제6차 당사국회의 결과가 단기간에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 

지 않으나， OECD 회원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사전 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 

요하다. 청정에너지기술의 선택에서부터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등 

을 통한 수요의 관리 및 공급의 안정성 등 중요한 고려요소들을 잘 파악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우랴 나라 에너지정책으로서 원자력 

1. 국내 에너지정책 현안 

여하 
---.프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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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중점을 둔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규 

제와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는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요 충족과 공급시설 확충에 

는 기여하였으나， 높은 석유의존도를 가져왔고，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 

구되는 해외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에너지절약정책은 소비부문의 절약 및 효율향상에 집중되었고， 1980년대 iF 
반 이후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 교통， 도시계헥 

등 관련 타부문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지 못하였다. 에너지 가격정책 

은 저에너지가격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적인 소비구 

조가 고착되었으며， 가격규제에 의해 에너지산업의 경영효율 저하 및 투자재 

원 부족문제를 야기하였다. 에너지산업은 전력， 가스 등과 같이 공기업 형태 

로 운영되거나， 석유와 같이 신규 진입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국가경영 및 

진입규제에 따라 에너지산업에서는 규제 및 경쟁 제한에 의한 비효율성쓸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변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 에너지 수급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수급구조의 불안정이 심 

화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에너지수요가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 셋째는 환 

경요인이 증대되고 투자제약요인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에너지 수급구조의 불안정성 

우리 나라 에너지수급구조의 불안정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세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8.3%가 증가된 반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0.4%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털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증가세가 지속되는데 반해 국내에는 애 

너지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이것이 

수급 불안정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하여 1996년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3% ,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77.7%에 이르고 또한 에너지수입액은 241 억불(황 

수입액의 16.0%)에 이르는 등 에너지 수급구조가 해외의존에 편향된 불안정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에너지소비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 즉， 에너지 

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진 

국에 비하여 에너지원 단위가 높다. 이것은 향후 에너지 이용효율화의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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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는 측면도 있어 부가가치 향상 및 절약의 잠재력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로 공급시설의 건설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에너지 수요의 고급화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 고급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무연탄 수요는 격감하고 있다. 이것은 저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주어 석유， 

가스， 전력 등 고급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 

에 따라 국내의 유일한 에너지 부존자원인 무연탄의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 

하고 있는 것이다. 

다. 환경요인 증대 및 투자 제약요인 심화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이용 확 

대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수급에 대한 환경 제약요 

인이 증대하고 있고 발전소 건설 석유정제설비 증설과 LNG 인수기지 및 
배관망 건설， 석유비축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투자소요가 증대하는 반면 시 

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입지확보에 어려움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라. 국내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 

국내 에너지시장은 크게 에너지이용의 고급화와 지방화 추세의 지속， 남북 

에너지 교류 증대 및 국제사회에 참여와 역할 증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민 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편의성 

기능성， 청정성 및 안전성 등을 중시하는 소비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 

에 따라 고품질의 에너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 

다. 한편， 에너지가격， 유통， 진출입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산업의 자율화 추 

세가 가속화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에너 

지개발 정책의 추진 등에 의해 에너지정책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특화가 진 

전되어 지방화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 전력산 

업 부문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남 · 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에너지 교역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며，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교류가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 

과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궁극적으 

로 전력 융통，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공동건설 등 동북아 통합에너지시스템 

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등 남북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에너지 교류 

가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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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의 

무와 역할이 증대되고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내에서의 역할도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아 

시아 · 태평양지역 에너지시장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국제사회에 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2.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 

상기한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은 앞서 세계에너지협의회 (WEC)가 지구환경문제 예방괄 

위하여 제시한 예방 대책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 

시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이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조정， 

에너지기술개발과 실용화 등을 추진함과 함께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다는 우 

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에너지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해외 자 

원개발과 수입의 확대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시설의 확충을 주요한 시책으 

로 들고 있다. 또한 미래 에너지 이용이 환경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축도 주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의 지속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및 에너지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고， 이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 

라 에너지 부문의 국제수지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원천 

적인 수입액 감소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해외 

개발자원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가격의 조정을 황 

하여 에너지의 과소비 및 비효율적인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형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를 선진국형 20)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시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 

한 금융지원의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절약사업의 중점 추진， 

노후 보일러 등의 개선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 

지공급효율의 제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활성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 

리사업 강화， 승용차 운행의 적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수급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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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확대 및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다. 주요 

자원보유국과는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에 입각한 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 정제능력과 비축시설을 확대하여 비상시 

석유의 수급 안정을 위한 60일분 수준의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간 비축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인 

수기지의 건설을 통하여 버축물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기존의 인수기지도 확 

장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을 확 

충하고 공급능력의 확보와 수요관리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자원계획 

의 실시로 발전소 건설소요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공급 안정화와 서버스 개선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자유화를 통하여 강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우리의 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적극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은 미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고 환경문 

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에너지 

수급계획과 연계한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 ~ 2006)"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즉， 에너지 소비를 10%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환경규제에 대비한 청정에너지기술 및 

에너지환경관련 기술 개발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체에너지 

로는 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에 

너지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비용을 원인발생자에케 부담시키는 비용정책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 기 

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우리 나라가 에너지 자원빈국이면 

서 지구환경문제의 규제를 조만간 받아야 하는 OECD 가입국임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과 해외자원개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 절약은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완화시키는 역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와 같이 산업발달이 빠른 국가에서는 에너지소비의 절대량 증가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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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더불어 증대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 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은 타당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신 재생 에너지원들이 상엽적 

규모로 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이것 

의 경제규모로의 실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화석연료의 이용에 따른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줄여 에너지부문 국제수 

지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과 해꾀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 

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기술로서 에너지 

를 생산하는 부류에 속하는 에너지기술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다시 말쐐 

서 현재 고려되는 기술로서는 원자력과 핵융합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겨 

기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사항들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윤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구환경문제의 해결， 기술에너 

지로서 우리 에너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실증된 에너지원이 

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로 공급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단지 방사성폐기뀔 

문제， 부지확보 등의 몇몇 해결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에너지가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함을 감안하여 적극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문 

제들이 기술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원자력의 역할 전망 

가. 에너지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현재 원자력은 세계 전력공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래의 역 

할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원 

자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대딴 

이 되고 있다. 원자력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성， 안정적인 에너지 꽁 

급， 환경적 이점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경제성， 에너지 안보， 환경이라는 세 

인자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서 원자력의 장기적인 역할을 결 

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원자력은 기저부하용 전력원으로 그 

역할을 계속 할 것이며， 산업공정에 공급되는 열에너지， 지역난방，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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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수소 생산과 같은 비전력원으로서의 원자력이용 증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 후 핵연료의 이용이 개시되면 에너지공급에서 그 기여도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국내적 관점에서 원자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원자력은 상기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는 에너지안정공급이 매우 중요한 시 

책중의 하나이다. 원자력은 기술에너지로서 에너지생산에서 해외의존도가 매 

우 낮아21) 준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확대는 
에너지의 국산화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안정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자력은 에너지를 거의 전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의 현실에서 적은 연료수입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수입 

에 따르는 국제수지 악화를 줄일 수 있다. 원자력은 우라늄 1 gram으로 석 
유 9드럼 또는 석탄 3톤과 맞먹는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는 원자력발전기술이 자립되어 있어서 에너지생산에서 연료수입분만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은 재순환에너지로서 사용 후 해연료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연료이용효율을 60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는 

반영구적 에너지원이다. 또한 원자력은 에너지생산비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유연탄이나 석유 및 천연가스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제적 에 

너지원이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은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일반들이 불안요소로 지 

적하는 몇몇 현안들이 있으나， 에너지안정공급， 국제수지의 개선 등 우리 나 

라 에너지수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원자력기술의 이용을 좀더 사회적 친화성이 있는 에너지 

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우려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동력을 얻기 위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 

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가스이다. 우리 나라에서 배출하 

는 주요 온실가스(C02， CH4, N02) 중 86%가 이산화탄소이며， 90%이상이 에 

너지 생산 및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들어 온실가 

스 배출량이 안정화되었으나 우리 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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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또 인류 

전체가 나서서 준수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 

어 있는 에너지 사용이 크게 제한 받게 되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와 문명을 유지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해결방안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추진 및 이산화탄소를 방출

하지 않는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자 

사용의 효율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대체에너지의 확대기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고려되는 것들로는 태양열， 풍력 동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과 원자력， 핵융합에너지와 같은 기술에너지원 등이 있다. 자연 

에너지원들은 국부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실증된 상태에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 및 환경적 제약요건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업화가 어려 

운 실정이고， 핵융합에너지는 현재 기술적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전세계적으 

로 노력하고 있어 21세기 중반 이전에 그 실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 

서 21세기 중반까지는 상업적 에너지원으로서 실용성이 이미 입증된 원자략 

이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대규모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미 1992년에 「로마클럽」 은 과거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고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가 원자력의 이용보다 더 심각한 문 

제라고 하면서 향후 수 십 년간 에너지대안으로서 원자력을 지지하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원자력은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전시에 폐기물의 발생량이 매우 적다 

는 점이다. 특히 기체 폐기물의 경우 엄격한 안전규제로 인하여 그 양은 극 

히 미미하여 인간에 대한 안전방호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한 방호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액체나 고체 폐기물의 경우도 다른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소， 특히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하여 그 발생량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산화 

탄소의 경우는 원자력전소 운전시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에너지생산을

위한 전주기적 평가 즉 연료의 채굴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 과 

정에서도 화석연료에 비하여 40-100배정도 적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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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문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연간 23억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이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되 

는 것으로 이처럼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은 지구환경 문제에 원자력발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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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미래원자로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미 래원자로개발 현황 

1.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가. 기술개발 개요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은 ‘92년 6월에 국가 선도기술개발사업 (G-7)으로 선 

정되어 국내 관 · 산 · 학 · 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되 

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원전 

(140만 kW급) 표준설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이 주 

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 

국중공업(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92년에 제 1 단계를 착수하였 
으며， 현재 3단계 사업을 수행 중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는 총 2，365억원 

이 투입되는데， 이중 과학기술부가 안전규제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에는 216억원을 투입하여 노형을 확정하고 개념설계 및 안전규제 

기본요건을 개발하였고， 2단계에는 총 1 ，544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안전규제 

상세요건을 개발하였으며 3단계에는 605억원을 투자하여 표준설계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인허가까지 취득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전은 기존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DBA) 설계개념에서 안전성을 1꾀 

폭 향상시키고， 용량격상， 설계단순화 및 표준화， 모률화 기법을 채용하여 경 

제성이 향상된 개량형 가압경수로로 개발하고 있다. 부지특성을 제외한 발전 

소 전 분야에 대한 표준설계를 2001년까지 개발하고 2010년 첫 호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상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중에 있다. 

나. 제 1단계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1단계사업(‘92. 12~ ’94. 12) 기간중 차세대원전의 기술개발과 노형 

개발방향 및 설계기본요건 등을 확정하였으며， 국내 원전기술능력조사 등 핵 

심기술 개발과 안전규제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1단계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 노형 및 방향 설정 

1단계 사업기간동안 국내의 기술기반 활용도， 해외기술개발수준， 안전성， 경 

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차세대원전 개발노형으로 135만 kvVe 

급 개량형원전으로 결정하였다. 원자로건물내 연료재장전수조(IRWS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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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설계기술(ADF Advanced Design Features)과 촉매식 수소결합기 등 

피동형 안전설비 (PDF Passive Design Features)를 적용한 차세대원자로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특히 디지털 I&C와 인간공학적 요소가 반영된 신형 

주제어실 등 인적실수 최소화와 운전편의성 제고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설계기본요건 확정 
향후 차세대원전이 갖추어야 할 발전소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토 

대로서 국내외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42개 항목의 설계기 

본요건을 확정하였다. 차세대 원전의 설계 기본요건은 미국 및 유럽의 설계 

기본요건과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제 2단계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2단계 사업에서는 부지특성 (Site Specific)분야를 제외한 발전소 전 

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표준 설계인가 신청을 위한 표준 안 

전성 분석보고서 (SSAR 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를 작성하고 주 

기기 설계사양서 개발을 완료하였다. 제2단계 결과물은 표 3-1에 주어져 있 

으며， 2단계기술개발 사업의 주요추진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차세대원전 기본설계 개발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3，243건에 달하는 설계 

결과물을 발행하였다‘ 

o 초기 노섬 및 연료 설계 18개월 주기의 노심설계를 개발하며， 기본요 

건을 만족하는 연료 및 연료집합체 설계를 수행하고， 관련 열수력 설계 

등을 수행하였다. 

o 원자로계통설계 : 사업자 기본요건과 인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을 수행하며， 주기기에 대해서는 물량구매 및 제작 가능성이 

확인된 수준의 설계사양서를 개발하였다. 

o 발전소종합설계 : 차세대원전의 건물 및 기기배치 (General Arrangement) 

를 확정하고， 전기출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차계통 설계를 완료하였다. 

o 신형 주제어실 : 인간공학을 반영한 워크스테이션형의 주제어실에 대한 

개념 및 설계 방향을 확정하였으며 설계검증을 위한 부분 동적모형을 개 

발하였다. 

o 기기제작성 검토 : 주기기에 대한 기기제작을 수행하기에 앞서 원자로계 

통 설계에서 수행되는 주기기가 기본요건 및 제반 인허가 요건을 만족하 

도록 제작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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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 건물 및 기기배치 (GA) 설정 

(가) 건물구성 

O 본관건물(Power Block) 원자로건물(NI Nuclear Island)과 터 빈건불 

(TI : Turbine Island)로 구성 

O 부지특성 (Site Specific) 취수구 구조물， 물처리건물， 보조 보일러건물 등 

(나) 발전소 건물 및 기기배치 (GA) 주요 설계개념 

O 원자로건물에 대한 터빈건물 배치 : 원자로건물에 대하여 방사상으로 

배치 

O 호기 중앙에 복합건물 배치 : 방사성기기공작실， 출입통제건물， 폐기불 

처리건물， 시료채취 및 실험실 등의 기능 통합 

O 원자로건물 : 연료재장전 수조(IRWST)를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 

(3) 설계세부요건 개발 

미국 전력연구소의 사업자설계 세부요건(EPRI URD) Rev.7을 기준으로 하고 

유럽형 원전 사업자설계세부요건(EUR)을 참고로 하여 차세대 원전의 계황 

설계의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 계통별 성능요건， 설계원칙， 인 

접계통과의 연계관계， 제작 기준 등의 상세설계 요건을 개발하였다. 

(4) 정보관리 체계(IMS)개발 

설계요건과 문서 등의 추적 및 변경관리가 체계적인 관리과정으로 수립， 운 

영되도록 하는 설계정보 형상관리프로그램 (CMP Configuration Manage-

ment Program)을 개발하였다. 설계정보 형상관리프로그램 (CMP) 개발에눈 

운영절차 확립 빛 문서관리시스템 (DMS) 운영， 설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CAD 시스템 연계， 통합검색모률(Information Access Module) 등이 포함되 

었다. 사업관리 지원기능/설치순서， 간업현상 제거 등 건설관리 지원기능/운 

전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운전 · 정비이력 관리， 정비계획 수립 

등 운전 · 정비 지원기능을 갖는 정보관리체계(IMS Information Manage-

ment System)를 개발하여 건설 및 운전단계에서 활용 가능토록 하였다. 

(5) 안전규제 기술개발 

2단계 중 수행한 안전규제 기술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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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규제요건 개발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1단계 사업에서는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 

안전요건， 상세 안전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으로 구성된 안전규 

제요건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안전규제요건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 

발을 위하여 상세 개발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 

전요건， 상세 안전요건， 안전규제지침 등 각 요건 체계의 세부적 요건 대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인허가 제도/절차 검토 · 개발 

최근 차세대원자로， 액체금속로， 중소형 원자로 등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증 

진된 새로운 노형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인허가 시현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기관이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였다. 또 

한 신규 인허가 체제의 구축 및 법제화를 위하여 표준설계 인가， 표준형원전 

통합허가 및 사전 안전성 검토제도 등에 대한 검토 및 개발을 추진하였다. 

(다)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에서는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 2단계 설계과정에서 생산된 

설계결과물(일반설계요건 검토보고서， 인허가요건 검토보고서， 계통설계기준 

보고서， 계통기능설명서 등)에 대한 평가와 기존 규제요건 적용 타당성에 대 

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차세대원자로 설계안전성 검토 결과 국내외 규제 

동향은 현행 규제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신규 규제현안에 대해서는 국외 

신규 규제요건을 적용하였다. 

(6) 핵심기술 연구개발 

차세대원자로 설계를 위하여 국내 부족기술(원전설계에 필요한 도구， 방법론 

및 기술 등)중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원전 설계코드 특성분석 등 

117~ 분야의 20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7) 설계 종합분석 

차세대원전의 기본설계 완성을 위하여 총 19장으로 구성된 표준안전성분석 

보고서외에 약 3，400여건의 도면， 계산서， 분석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며 상 

세설계요건， 일반 및 상세 안전요건， 핵심기술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이 

발행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완료된 기본설계를 토대로 발전소 종합분석 측면 

에서 평가를 수행한 결과 안전성， 경제성， 가동성 및 방사선 방호설계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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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야에서 차세대원전 설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 1 2단계 설계 결과물 

-님-‘!:" 。E 발 항 목 (건수) 

O 사업관리 
- 공정 (Cost Schedule) - Cost/Schedule Procedure Manual 등 12개 항목 
- 사업행정 (Project - Project Procedure Manual 등 15개 항목 

Administration) 및 기타 
- 품질보증(Quality - QA Procedure Manual 등 2개 항목 

Assurance) 

o Plant 종합설계 
1 - 건축 (Architectura t) - Power Block Structure Overall General Orawing 등 

2827ij 항목 
- 토목 (Structural) 1- ~?n~a!n rr;e~t ~uildlng Ge，ne!.al ，La~~ut 등 524개 항목 
- 전기 (Electrica t) - Electrical System General Single Line 등 3077ij 항목 
- 계측 (I & C) - RCS C&ID 동 2627ij 항목 
- 기계 (Mechanical) - T/G Aux. & Misc .. Oevices P&ID등 5737ij 항목 
- 핵 (Nuclear) - Containment Spray Sys. P&ID 등 505개 항목 
- 배관 (Plant Oesign) - Fuel Building General Equipment Removal Orawing 

등 2967ij 항목 

! 0 NSSS 설계 
- Reactor Engineering - Reactor T /H Oesign & Analysis 등 23개 항목 
- NSSS I&C - .Plant Protection System 등 109개 항목 
- Fluid Engineering - Reactor C。이ant System 등 617ij 항목 
- Mechanical Engineering - Reactor Internals 등 62개 항목 
- Safety Analysis - LOCA/OBA(Loss of Coolant Accident/O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등 27개 항목 

O 노심설계 
- 주요 설계결과물 - Seismic Ana!ysis of KNGR Fue! Ass'y 등 19개 항목 
- 계산서 - Multicycle Analysis for U02 and Mixed Oxide Fuel 

(MOX) Core 등 34개항목 

O 기기제작성 검토 
- NSSS 기기설계 - RV(Reactor Vesse!) Component Oesign 도면 등 42개 항목 
- T!G(Tψbine!Generator) - Heat Balance 등 52개 항목 
기기설계 

o MMI (Man Machine 
Interface) 설계 
- MMI - MCR(Main Control Room) Layout 도면 등 36개 항목 

종 계 3.243 

다. 제3단계 기술개발 추진계획 

'97년도에는 발전소 배치도(G/A) 표준발행， 설계기준서， 배관 및 계장도 

(P&ID)를 개발완료하고 2단계 기술개발 종료 시점인 '99년 2월까지 확률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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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전성평가(PSA) ，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SSAR) 및 ITTAC을 개발함으로 

써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기술개발에 이어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최종과제인 3단계 표준상세설계 개발을 2001년 2월까지 완료할 예 

정이며， 3단계 기술개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 

차세대원전 기본설계에 대해 일부 과도한 설계요건， 구조물 및 보조기기의 

최적화를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제고하여 해외 신형원전(EPR， System 

80+ ，ABWR등)대비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발전소 배치 최적화를 통한 운전 및 보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 표준설계 인가 추진 

차세대원전 표준설계의 인허가 안정화를 위해 기본설계에서 생산된 표준 안 

전성 보고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규제기 

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설계검증 등 후속 인허가 문서 (EOG， ITAAC 등) 개 

발을 추진할 것이다. 

2. 일체형 경수로개발 현황 

가. 일체형 원자로 개발 배경 

원자로는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주기기의 위치에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1oop 

type reactor)와 일체형 원자로(integral type reactor)로 분류할 수 있다. 증 

기발생기 등의 주기기가 원자로밖에 위치하여 주냉각재배관을 통한 외부 순 

환회로를 갖는 형태를 분리형 원자로라고 부르며， 모든 주기기가 원자로 내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체형 원자로라고 칭한다. 일체형원자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모든 주기기가 들어 있으므로 주냉각재 

배관을 통한 외부 순환회로가 필요 없다. 그리고 증기 발생기는 관류식 직 

관형， 혹은 관류식 나선코일형을 주로 사용한다. 가압기를 위한 별도의 압력 

용기가 필요없고 원자로 상단부의 빈 공간을 사용할수 있다. 

원자력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 활용과 소규모 전력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열출력 330MWt급 일체형 원자로 SMART에 관한 개발을 정부주도로 1997 

년 7월부터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념설계를 착수하여 1999년 3월 개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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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나. SMART 설계 기준 

SMART를 설계하기 위하여 일반 설계요건과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을 감인

한 SMART의 성능요건 안전요건 및 중대사고 관련요건을 개발하였다. 이 

에 따른 성능관련 설계기준 및 안전 관련 성능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SMART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설계에 사용된 설계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2) 

O 일 반설 계 요건 Design Philosophy를 결 정 하는 최 상위 설 계 요건 

O 안전요건: 원자로 가상사고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설계요건 

O 중대사고 관련 요건: 중대사고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설계요건 

O 성능요건: 원자로가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반영하 여야 하는 설계요건 

다. 일체형원자로 기본설계 기술개발 현황 

(1) 개요 

SMART 원자로계통 기본설계개발에는 원자로계통의 핵심분야인 노심， 유체 

계통， 기계구조， MMIS 및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주냉각재 순환펌곤L 

등 주기기 설계분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계통성능 및 안전성 분 

석을 통해 SMART 개념설계의 기술성과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부

설계기술의 검증과 설계에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한 열수력실험 수 

행과 주기기 부분조립품 개발 및 성능시험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설계 

된 SMART의 주요 설계자료는 표 3.2에 정리되어 있으며 각분야에서 수행 

된 주요 연구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노심설계 기술개발 

SMART 노심 설계에서는 SMART 노심 설계를 위하여 초장주기/무붕산 

노섬에 적합한 설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노섬 설계를 수행하며， 

노섬 설계/해석에 필요한 고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일체형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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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 SMART

General Information
Reactor Name SMART
Reactor Type Integral
Thermal Power(MWt)
Electric Power(MWe)
Design Life Time(yr)

Reactor Core

PWR
330
100
60

Fuel Type 17x17 Square FA
Active Fuel Length (m)
Fuel Material Low Enriched
No. of FAs
Core Power Density(w/cc)
Refueling Cycle(yr)

Reactor Pressure Vessel(RPV)
Overall Length (m)
Outer Diameter (m)
Average Vessel Thickness (me)
Vessel Material SA508,

Reactor Coolant System(RCS)
Cooling Mode Forced Circulation
Total Coolant Mass (kg) 4(

Design Pressure(MPa)
Operating Pressure(MPa)
Core Inlet TemperatureCC)
Core Outlet TemperatureCC)

Steam Generator(SG)
Type Helically-Coiled Once Through
No. of SG Cassettes

Tube Outer Diameter(mm)
Feedwater Pressure(MPa)
Feedwater Temperature (°C)
Steam Pressure(MPa)
Steam TemperatureCC)
Superheat! °C)

2.0
UO2

57
62.6

3

10.2
4.1
189

CL-4

5.320
17
15

270
310

12
12

5.2
180
3.0
274
40

Pressurizer
Type Self-controlled
Total Volume (m1)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CEDM)
Type Step Motor Driven

Number of CEDMs
Design Pressure(MPa)
Design TemperatureCC)
Moving Distance per Pulse(mm)
Moving Speed (mm/sec)

Main Coolant Pump
Type Glandless Canned Motor Pump

No. of MCPs
Design Pressure(MPa)

Secondary System
Main Steam Flow Rate(kg/hr)
No. of Feedwater Pumps
No. of Startup Pumps

Type of Condenser Shell and Tube
No. of Turbines 1 Main and 2 Aux.

No. of Condensate Pumps

Make-Up System
No. of Trains
Volume of Make-up Tank(m')
Design Pressure(MPa)

Equipment Cooling System
No. of Trains
Coolant Pressure(MPa)
Coolant Temperature(°C)

21.7

49
17

350
4.0
0,5

4
17

555,120
3 .
2

2

2
2

17

2
0.5
40

-£31, -£31, -£31

49

49

, Fq, 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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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SMART 주요 설계자료 

General Infoímation 
Reactor Name 
Reactor Type 
Thermal Power(MWt) 
Electric Power(MWe) 
Design Life Time(yr) 

SMART 
Integral PWR 

330 
100 
60 

Reactor Core 
Fuel Type 17 x 17 Square F A 
Active Fuel Length(m) 2.0 
Fuel Material Low Enriched U02 
No. of FAs 57 
Core Power Density(w/cc) 62.6 
Refueling Cycle(yr) 3 

Reactor Pressure Vessel(RPV) 
Overall Length(m) 10.2 
Outer Diameter(m) 4.1 
Average Vessel Thickness (mm) 189 
Vessel Material SA508 , CL-4 

Reactor Coolant System(RCS) 
Cooling Mode Forced Circula tion 
Total Coolant Mass(kg) 46 ,320 

Design Pressure(MPa) 17 
Operating Pressure(MPa) 15 
Core Inlet Temperature( OC) 270 
Core Ou t1et Temperature(t) 310 

Steam Generator(SG) 
Type Helically-Coiled Once Through 

No. of SG CasseUes 12 
Tube Outer Diameter( mm) 12 
Feedwater Pressure(MPa) 5.2 
Feedwater Temperature(t) 180 
Steam Pressure(MPa) 3.0 
Steam Temperature(t) 274 
Superheat(OC) 40 

Pressurizer 
Type 
Total Volume(m') 

Self-controlled 
21.7 

mm 

매
 m 
U 
RJ 

‘ 

ν인
L
ι
 
A

시
→i n”v 

4 
17 

555 ,120 

2 
2 

η
 

0.5 
40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CEDM) 
Type Step Motor Driven 

Number of CEDMs 
Design Pressure(MPa) 
Design Temperature(t) 
Moving Distance per Pulse(mm) 
Moving Speed (mm/ sec) 

Main Coolant Pump 
Type Glandless Canned Motor Pump 

No. of MCPs 
Design Pressure(MPa) 

Secondary System 
Main Steam Flow Rate(kg/hr) 
No. of Feedwater Pumps 
No. of Startup Pumps 

Type of Condenser Shell and Tube 
No. of Turbines 1 Main and 2 Aux 

No. of Condensate Pumps 

Make-Up System 
No. of Trains 
Volume of Make-up Tank(m') 
Design Pressure(MPa) 

Equipment Cooling System 
No. of Trains 
Coolant Pressure(MPa) 
Coolant Temperature(t) 

전반적인 노심 설계/해석에 필요한 노심 핵설계， 노심 열수력 설계， 노심 보 

호/감시 계통 설계， 노심 차폐 설계， 핵연료 집합체 설계와 노심 설계 기술 

체계 개발 등 세부 분야 별로 수행하고 있다. 

1단계 개념설계보다 강화된 노심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9 제어봉을 

사용하는 핵연료 장전모형을 조사하여， 주기길이， 정지여유도， Fq, ERW 등 

요건을 고려하여， 49 제어봉 핵연료 장전모형을 기본설계 대상으로 채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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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봉 수의 결정 외에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가연성 독봉의 축방향 zonmg을 시도하였다. 노심 열수력설계분 

야에서는 열수력설계 방법론 및 정상상태 열수력장 분석 모형을 정비하고 

열수력 기본자료를 생산하였고， 제어봉 이탈사고 시 DNB로 인한 핵연료 파 

손율 평가 방법론을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비교 평가하여 수립 

하였다. 기존 CHF 실험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SMART 노심 CHF 해석을 
위한 예비 모형인 SR-l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이상 유동 조건에 대해서 부 
수로 해석 모형이 CHF 상관식 특성 및 DNBR 여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함으로써 부수로 해석 코드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노심 보호/ 감시계통의 기능을 검토하고 현재 ‘길 

체형원자로 계통 및 노심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노섬 보호/감시계통의 필요한 

개념을 수정 보완하였다. 노내외 핵계측기를 이용한 실시간 노심출력분포 합 

성법을 개발하여 노심 보호/감시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출력분포 합성에 대한 

기능설계를 수행하였다. 노심 차폐설계/해석분야에서는 원자로 집합체에 대 

한 중성자선속 분포， 방사선량율 분포， 고속중성자 조사량 분포 등을 평가하 

고， 원자로 집합체 계통 설계의 방사선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Rl , R2, R3, R4 : CEA Groups 

그림 3.1. SMART 노심 제어봉 배치도 

설계/해석 방법론， 군정수 생산체계 기술， 통합 노심설계/해석 체계 기술， 노 

심 열수력설계 코드체계 기술 및 실시간 노심분석기 코드체계 기술을 개발 

하였다. 군정수 체계 및 통합 노심설계/해석 체계를 검증하고 인증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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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ASTER 2.0을 개선/개발하고 국내외 상용 원전에서 취득한 실측자료 

를 바탕으로 코드 불확실도를 정 량화하였다. 

(3) 핵연료 집합체 설계 

핵연료의 성능을 예비 평가하고， 설계/해석 코드체계 기술을 개선/개발하며， 

핵연료봉 및 집합체에 대한 예비 Eng. 자료를 생산하였다. SMART 핵연료 

집합체는 핵연료 유효 길이 2000 mm를 가지며， 집합체 길이를 제외한 대부 

분의 제원은 기존 17x17 국산핵연료 집합체의 제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로 하고 었다. 따라서 길이 축소에 따른 핵연료 제원의 변경을 

수용한 핵연료 집합체 개념 설계도를 새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 엔지니어링 자료를 토대로 안전 해석 입력 자료를 생 

산 제공하였다. 

또한 집합체 설계 변경으로 인해 집합체 각 부품에 가해지는 설계 하중도 

변경이 되므로 이러한 설계 하중의 변경에 의한 각 부품의 구조 건전성 평 

가를 위해 상단 및 하단 고정체의 응력 강도를 재평가하였다. 이러한 계산에 

서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기존의 큰 요소를 사용하는 유 

한 요소 해석에 병행하여 Cut Boundary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하는 

Submodeling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응력 값을 보이는 부위에서 미세한 

요소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한 이차적 응력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집합체의 주요 설계변경 부분인 높이 축소와 지지격자 개수의 감수는 열수 

력적 상승력을 감소하게 하고 이것은 집합체를 하부 노심판에 눌러주는 

Holddown spring의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된다. 이와 같은 Holddown 

Spring 설계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집합체의 노내거동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Holddown Spring 특성 을 얻 기 위 하여 Holddown Sping의 예 비 제 원으로부 

터 스프링 특성을 얻기 위한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어 향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계통설계 기술개발 
SMART의 핵증기 공급계통은 일차계통， 안전계통 및 기타 보조계통으로 구 

성되며 이차계통과 담수계통을 포함하면 전체의 유체계통이 구성되게 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설계에 대한 계통 성능해석 및 안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SMART 설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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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계통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back-up 계산을 수행하여 설계개 
념을 보완， 수정하였다. 노심설계， 기계설계， MMIS설계， 주기기설계， 안전해 

석 등의 타 분야 간 설계 입력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핵증기 공급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BOP 설계자인 NE가 수행해야 하는 연겨1 

요건을 제시하였다. 계통설계 기술개발 과제의 업무범위 및 주요 수행업무콸 

정 리 하면 표3.3과 같다. 

표3.3 유체계통 업무범위 및 주요 수행업무 

를야 유쳐져톨기톨혈껴 보조계톨기톨혈계 수확tt뭘 부식심힐 담수껴톨기톨모일 71 낼 

a 일차계통기본설계 a 안전계통기본설계 다암모니아분위기에서의 
업무 o 잔얼혜거계통기본설계 a 정화계통기본설계 SMART채료 부식실험 a 담수계통개념설계 
범위 

다기기냉각계통기본설계 a 충수계통기본설계 다 일차계통수화학조건 설정 

다설계문서작성 다설계문서작성 며 암모니아릎쩌기 에서의 다담수긍정기슐현황분석 

-계통설계요건서 -계통설체요건서 SMART 찌.!t. 부씩 심혐 - MED, MSF, RO 

-계통설명서 -계통설명서 - 액영.!t. 펴륙판부씩싱휠 

- P&ID - P&ID -Ti합읍부식심염 
다설계문서작성 

- BOP 연계요건서 - BOP 연계요건서 -이흉급속부식싣염 
-계통설계요건서 

-기기설계요건서 -기기 설계요건서 -계통설명서 

- 계측/져|어 설계요건서 - 계측/져|어 설계요건서 며수확확조건앙정 - P&ID 

-밸E 설계요건서 -밸브설계요건서 -암모니아비방사확릎석 -기기일반배치도 
추요 -p~←암모니아농도를석 
수행 -환경설계지힘서 -화학설계지침서 

업무 - 온도l압력에 따튿 훌소 
다설계계산서작성 

o 설계계산서작성 a 설계계산서작성 용혜도명가 
-얼평형도계산 

o 해석체제구축 a 모과져l 연계업무 -열정산계산 

a 타분야연계업무 a 기타 
다기타 - Vent Load계 산 

a 기타 -기술보고서작성 -기술보고서작성 - Process Pump배 치 

-기술보고서작성 -논문발표 -논문밭표 - Evaporator강도 계 산 

-논문알표 -특허，프로그램등록 -특허， 프로그램등록 - Steel 구조물 강도 계산 

-특허，프로그램등록 
-수력학계산 

-

SMART의 일차계통은 그림 3.2와 같이 증기발생기가 노심 상단의 노심보호 

통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환형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압기는 원자로용기 

상단의 돔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원자로 냉각재순환펌프는 원자로용기의 원 

주 방향으로 부착된 일체형 원자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차냉각수 

가 순환되는 회로는 노심에서 가열된 일차냉각수가 노심보호통을 따라서 상 

승한 후에 원자로의 반경 방향으로 퍼지게 되며， 다시 원자로 냉각재순환펌 

프에 의해 증기발생기의 상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튜브를 따라서 하강하게 

된다. 

증기발생기에서는 고온의 일차냉각수와 전열관 내부로 흐르는 이차냉각수 

사이에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차냉각수는 증기로 되고 일차냉각수늑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하단부에서 나온 일차냉각수는 다시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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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전체 순환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일차냉 

각수의 순환회로가 매우 짧으며 또한 일차 냉각수가 원자로 외부로는 순환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배관이 없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일차계통의 설계/운전 

압력은 각각 17/15 MPa이며 노심 입 출구 온도는 각각 270/310
0

C 이다. 

SMART의 안전계통은 사고시 또는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과도상태시 원자 

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원자로심을 적절하게 냉각시키며， 원자로심에 냉 

각수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력 및 압축기체를 사용하는 피동개념으로 

되어있어서 안전관련 전원이 불필요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원 

의 오동작 또는 안전관련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계통의 단순화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 SMART의 안전계통은 피동잔열제거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원자로보호 

용기， 격납건물 과압보호계통， 안전감압계통 및 충수계통의 안전기능으로 구 

성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노심잔열과 감지된 열을 정상적인 증기방출 또는 급수 

공급이 불가능 할 때 자연순환에 의해 피동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보수나 핵연료 재장전과 같은 경우의 장기간 원자 

로 정지에 사용될 수 있다. 피동적인 원리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사용되는 

데 이것은 4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2개의 트레인도 잔 

열제거를 시키는 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었다. 전원상실에 의해 정상적인 

증기방출 또는 급수공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주증기관 및 급수관에 있는 이 

차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되도록 계통이 정렬되며 피동잔열 

제거계통은 36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안전한 운전상태로 냉각시키도록 용량 

이 결정되어 원자로 정지후 운전원의 조치 없이 피동적으로 72시간 동안 노 

심 열제거를 할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외사고시 원자로 내부에 냉각 

수를 주입시켜 사고를 완화시키는 계통이다. 가상되는 개시사고로 일차계통 

배관의 완전파단사고와 원자로용기 기본금속부위 및 용접부위의 누출사고등 

을 들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3개의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트레인은 100% 사고 대처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트레인에 

는 질소로 가압된 비상노심냉각탱크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 탱크 내에는 

냉각수가 들어있어 계통 작동시 원자로 내부로 냉각수를 주입하게 된다. 

원자로보호용기는 일종의 이중 격납용기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원자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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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등을 포함하는 원자로집합체， 가압기가스실련 

더 및 비상노심냉각탱크등의 주요기기， 원자로보호계통의 방출밸브 및 각똥 

밸브， 관련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용기이다. 원자로보호용기는 일차계 

통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사고시 일차계통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을 일차적표 

로 용기 내로 제한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잔열제거계통 및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과 더불어 냉각수의 누출을 제한하여 복구조치 없이 

72시간동안 노심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격납건물은 원자로보호용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철제 건물로서 격납건괄 

내부에는 충수계통， 비상붕산주입계통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등과 같은 주요 

한 핵증기공급계통의 기기 및 계기가 위치한다. 격납건물은 핵연료재장전이 

나 노심보수시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제한하며 원자로보호용기의 건전성이 

파손되는 설계기준외 사고시 예상되는 다량의 방사능 누출을 제한하는 기람 

을 수행한다. 

안전감압계통은 설계기준외 사고시 원자로의 압력을 감소시켜 과압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는 계통이다. 안전감압계통은 2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트레인의 상류는 단일 배관으로 합하여 가압기에 연결된다. 각 트E 

레인은 1개의 파열판과 2개의 방출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방출밸브 

이후의 하류는 다시 단일 배관으로 합하여 원자로보호용기 내에 설치된 외 

부차폐탱크로 연결된다. 

충수계통은 일차계통수의 누설시 계통수 충수와 각 연계계통의 탱크의 누수 

량을 충수하는 비안전 기능과，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함께 일차계통의 지속적인 자연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내로 충수하 

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설계개념으로 계통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72시간 이상의 운전원 조치시간 허용요건과 원자로압력경계에 포함된 충수 

배관의 파단 및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100% 용량의 2 계열로 구성된 충수계 
통을 100% 용량의 ECCS 탱크 2대， 100% 용량의 충수펌프 4대 및 비상발전 

기 2대가 포함된 4 계열 개념으로 계통이 구성되었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분지배관 최소화 개념과 2 계열로 구성된 안전주입탱크와의 연계사항을 고 

려하여 충수계통에 공통헤더를 도입하였다. 

정화계통은 무붕산운전 및 증기발생기 튜브에 내부식성이 높은 재질을 사흉 

하여 정상운전 중에는 일차냉각재를 정화하지 않는 개념으로 시도되는 일제 

형원자로의 특성에 따라 상용로에 적용되던 각종 요건 및 기능을 정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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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운전 중에 정화운전을 수행하지 않는 설계특성에 따라 일차계통의 

시료채취 및 방사능준위 감시 기능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조사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이들 기능을 정화계통의 기능에서 배제하였다. 정화계통의 운전 

개시조건은 냉각재 질량 40톤 최대 온도 60 oc 및 최대 압력 1 MPa이며 정 

화계통은 기기의 이용률 측면에서 2대씩 설치하고 Purification ha1f life는 10 

시간을 채택하였다. 

기기냉각계통의 주요 기능은 원자로 냉각재순환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압 

기 및 내부차폐탱크의 열발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냉각수원은 이차계통의 발 

전기 복수펌프로부터 급수를 받는다 이상과 같은 SMART 핵증기공급계통의 

주요 구성은 그림 3.2와 같다. 

SMART의 이차계통은 터빈발전기， 주급수계통， 주증기계통， 주급수정화계통， 

터빈 회전속도 제어계통， 담수화계통， 터빈 우회계통， 해수계통， 복수 계통 

및 보조 계통 등으로 구성한다. 일차계통에서 생성된 열을 증기발생기를 통 

하여 터빈발전기로 보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차계통의 제어도 일차계통의 출력 변화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증기의 

일부를 해수 담수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수계통(x2) 비상노심냉각계용x2) 장얼제거계용x4) 

關

비상노심냉각탱크 

비상 

웅산탱크 

6 M' 

정화계통 
기기냉각계동 

범혜: 압욕온오직경-안전등급 

P이 Normally Opened 
어 Normally Closed 

그림 3.2 SMART 핵증기 공급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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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수계통 

이차계통 설계개념으로부터 증기조건， 해수 조건， 및 요구되는 담수의 순또 

등을 고려하여 운전비용 및 설치비용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담수 꽁 

정인 MED-TVC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담수계통는 용량 10,000 m3/day의 

4개의 unit로 구성된다. 운전 열원으로는 8 Bar A, 340
0

C 의 증기로 결정하였 

으며 생산될 담수의 원수로는 온도가 33
0

C 이고 TDS (Total Dissolved 

Solids)가 45，000ppm인 해수로 결정하였고 재질은 20년의 수명을 갖도록 각 

종 plpe와 valve, fitting류 는 stainless steel 316L로 Tube는 AI-Brass 합담 

과 Titanium합금을 쓰도록 했으며 그 외 모든 구성요소의 적절한 재질을 절 

정하였다. 성능은 최고 운전온도 75
0

C 에서 2325.53 kJ의 열로 8.0kg이상의 담 

수를 생산하도록 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폐수의 TDS, 

온도 등을 제한하였다. 

또한 담수를 생산하기 위한 전처리 설비， 담수의 후처리 설비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보조설비 등의 Spec.을 결정하였으며 기본적인 Design concept, 

일반적인 요구사항 등을 결정하여 최소의 운전인원으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운전 빛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6) 기계설계기술개발분야 

SMART 기본설계에 적용할 기술기준 및 규격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 

로서 top-tier 설계요건의 정립을 위하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일반설계 

기 준’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ppendix A to 10 

CFR 50의 각 항목별 요건을 요약하고 SMART 설계특성 및 현황과 비교하 

여 그 적용성 및 문제점을 평가， 정리하였다. SMART의 인허가 요건 중 가 

동중 검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용로 가동중검사의 기술기춘 

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을 항목별로 요약하고 SMART 설계특성 

및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노심설계 최적화 작업의 결과로 CEDM의 개수가 최종 49개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및 관련 내부구조물의 형상과 크기 

를 수정， 변경하였다. 또한， ICI를 비롯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될 각종 

센서의 종류， 개수， 위치 등이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의 기본설계를 바탕으 

로 원자로용기 덮개를 관통할 각종 배관， 노즐 및 계측기 안내관의 배치가 

결정되었다. 개념설계를 통해 구성된 원자로집합체 3차원 모델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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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주냉각재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3차원 모델 정보를 원자로 

집합체 모델에 반영， 종합하고 SMART 예비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응답특 

성을 분석하여 각 구조물의 지지개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제어봉구동 

장치의 경우 상부에서 응답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 

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주냉각재펌프의 경우 응답특성에서 특이 현상 

이 발견되지 않았다. 

설계변경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slzmg 및 지지개념 보완， 원자로내부구조 

물의 slzmg 및 개념 수정， 원자로용기 덮개의 최적설계， NSSS 증기 및 급수 

배관의 slzmg 계산 및 예비 모드해석， 일체형 원자로에 적합한 핵연료체결장 

치 개발 등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개념， 주 

요 기기의 배열 및 연결관계， 지지/구속 조건， 냉각재 유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SMART 에 적합한 해석 모델링 개념을 도출하고 

기존의 해석모델을 보완하였다. 

(7) MMIS설계 기술개발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요건개발을 위하여 정보준위의 정보처리계통은 실시 

간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운전지원 기능 요건을 설계하였으며， 다중성 및 

다양성， 가용도， 전기적 격리， 응답시간， 보안， 정확도， 여유성 및 확장성，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통 요건을 정립하였다. 경보 및 표시계통은 

입력신호처리， 경보신호처리， 경보표시 및 조작， 안전변수， 주요운전변수 표 

시 및 조작 등의 기능 및 계통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안전등급 및 내진， 신뢰 

도 및 가용도， 표준화 및 다양성， 다중성 및 구획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건전성， 계통 응답 및 처리시간， 여유성 및 확장성， 전원 및 환경， 보수성 및 

시험성 등을 고려한 설계요건을 정립하였다. 

제어준위의 보호계통은 안전계통으로써 관련 규제요건 및 기준 평가，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계획， 안전 등급 기기검증 및 선정기준， 신 

뢰도 분석， 단일고장영향분석 등의 안전관련 요건을 정립하고， 보호기능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안전등급 및 내진요건， 신뢰도 및 가용도 요건， 표 

준화 및 다양성， 다중성 및 구획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뢰성， 계통 응 

답 및 처리시간， 여유성 및 확장성， 전원 및 환경요건， 보수성 및 시험성을 

고려한 설계요건을 정립하여 보호계통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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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써 가용도， 표준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건전 

성， 계통 응답 및 처리시간， 여유성 및 확장성， 보수 및 시험성을 고려한 설 

계요건을 정립하고， 타 설계분야와 연계하여 계통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신 

호준위의 계측계통은 각 측정변수에 대한 분석과 유관 설계분야와 연계하껴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이 동시에 존재하는 계통으로써 설계기준도 정립하썼 

다. 관련 안전등급 및 내진요건， 신뢰도 및 가용도 요건， 표준화 및 다양성， 

다중성 및 구획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뢰성， 계통 응답 및 처리시간， 

여유성 및 확장성， 전원 및 환경요건， 보수성 및 시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 및 설계요건을 정의하였다. 

특히， 특정감시계통중 부적절노심냉각감시 등 사고후 감시기능에 대해 관랜 

규제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디지털 시스템의 핵심인 자료통신계똥 

을 구조， 프로토콜， 전송， 에러， 매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일체형원자로의 제어실은 디지털 기법을 사용한 첨단 제어실로서 관련 인허 

가요건 검토， 제어실 일반기능 및 세부기능， 주제어반， 안전기기제어반， 원격 

제어반， 대형화면 등 제어실 구성기기 및 기능을 정의하고， 착석식 제어반， 

화면 설계요건， 작업공간 요건 등 인간기계연계 설계요건을 작성하였다. 정 

상 및 비상시의 운전조를 구성하고， 인간공학 및 한국 표준체위에 기인한 최 

적 제어실 환경요건을 설정하였다. 

(8) 주기기설계 기술개발 

노심요건에 의해 SMART의 중앙덮개 상부에는 49개의 CEDM이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유지/보수 측면에서 선형 펄스모터의 권선을 교체하한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잠금장치의 유용성을 재평가하 

여 상부압력용기 상부의 설계를 변경하여 선형펄스모터 권선의 교체개념쓸 

구현하여 유지/보수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CEDM으로 설계를 수정하였다. 

또한 고정자 치의 크기， 치 개수 등을 변수로 하여 모터 직경을 가능한 한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추후 상세 설계 맞 

제작과정에서 LPM의 최적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치 

지시기 성능시험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내부 영구자석의 이동에 따라 초크센 

서가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향후 비안전등급 위치지시기 혹은 한계 

스위치로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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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설계와 관련하여 모률급수관 천이 열응력해석방법을 고안하고， 

모률급수관에 대해 기동 및 정지운전시의 열응력을 계산， 평가하였다. 냉각 

재 순환펌프의 설계요건서 및 계통설명서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설계시방서 

를 작성함으로써 냉각재순환펌프에 대한 설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냉각재순 

환펌프 집합체도면 작성과 연계도면의 작성을 통하여 작동성을 확인하고 타 

분야와의 경계가 되는 토랴스(torus) 실링과 임펠러 실링의 경계를 확인하였 

다. 축류펌프 임펠라의 3차원 유동해석절차를 개발하였고 임펠러 흡입구의 

굴콕에 의한 유동평가와 MCP 임펠러의 강도해석모넬을 개발하여 임펠러 구 

조건전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9) 안전해석 기술개발 
SMART 설계의 성능 및 안전해석을 위하여 SMART 특수 열수력 모델과 

기기 모델인 자기제어 가압기 모델， 나선형 증기발생기 모델， 가압기 냉각기 

모델， PRHR 모델， 보호 및 제어계통 모델， 비상노심냉각계통 모델， 충수계통 

모델 등 7개의 기기모델을 개발하여 TASS/SMR에 장착하였다. TASS/SMR 

모델개선을 위하여 TASS/SMR Fortran-90 변환 및 ν0 개선， 초기화 개선，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Drift Flux 모델 개선， Moving Boundary 

모델 개발， 펌프/밸브모델 개발， 냉각재 펌프 제어모델 개발 등 7종의 모델개 

선 및 개발하였다. 

SMART 운전모드에 따른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해석을 위한 최적해석 방법 

론 정 립 및 성능해석 Matrix를 개발하였다. ANSI! ANS 51.1-1983(R1988) 

의 사고분류 및 관련 안전 요건에 따른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의 정립과 

SMART PIRT에 기초한 7종의 안전관련 제한사고의 보수적 안전해석방법론 

을 개발하였다. TASS/SMR을 Window 환경에서 실시간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TASSWin 코드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SL/GMS Graphics 

Software를 사용하여 SMART NPA 개발을 위한 화상 및 Trend Graph를 

개발하여 TASS/SMR과 연계시켜 개발하였다. 해외 일체형원자로 설계개발 

현황 분석을 통한 신설계개념 및 안전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SMART 설계와 

관련된 12개의 일반 안전현안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향후 기술개발 추진계획 

열출력 330MWt급 일체형원자로(SMART) 개발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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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념설계를 착수하여 1999년 3월 개념설계가 완료 

되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SMART의 기본설계를 계속 수행하여 2002년 

3월까지 Nuclear Island에 대한 기본설계 개발보고서， 설계기준서， 설계요건 

서， 계통설명서， 연계요건서， P&ID, 설계도면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SMART계통의 종합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세설계， 기기제작， 인허가 

엽무 등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에 따른 인허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기술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3. 액체금속로 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개요 

(1) 액체금속로 특성 

증식로 개념의 액체금속로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성분 중에서 폐기불 

로 처리되는 94.3%의 U-238 성분을 반영구적 재순환을 통하여 핵분열성 플 
루토늄으로 전환시켜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우라늄 자원의 획기적 재활용이 

가능하다. 핵연료 재순환 이용을 위하여 현재의 핵연료주기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경수로 대비 우라늄 이용률을 60배 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으므로， 현 

재 국내에서 운영 혹은 건설중인 경 · 중수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의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궁극적인 

미 래의 원자로로서 액체금속로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성분 중 고 방사능의 초장수명 핵종 원 

소로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마이나 액티 

나이드를 고속 핵분열을 이용하여 반감기가 짧은 핵분열생성물 원소로의 벤 

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마이나 액티나이드를 연료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소로 개념의 액체금속로는 기존의 혈 

중성자로에 비해 마이나 액티나이드 소멸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고준위 방 

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경중수로는 공학적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액체금속로는 원자로심의 고유 안전성과 원자로 계통의 피동안전성을 활용

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원자로형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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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현황 
지난 ‘92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에 착수 

하여 국내 고유의 액체금속로 모델인 KALIMER 개념을 설정하였다. ’99년까 

지 계통사양과 설계요건을 개발하여 예비 개념설계를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전산체제 개선 및 전산모델 검증시험을 통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개념설계 

를 정립하고 있다. 2001년까지 설계사양을 확정하고 성능 /안전성분석을 수 

행할 예정이다. 

나. KALIMER 설계개요 

KALIMER는 전기출력 150MW의 소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pool형의 원형 

실증 원자로로서 금속연료와 피동잔열제거계통 채택을 통한 피동안전성 확 

보와 연료의 건식 재처리법 활용을 통한 핵확산저항성 확보 등이 그 설계목 

표이다. 

우라늄노심 및 증식특성노섬 설계 경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초우라늄원소 

의 새로운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Breakeven 노섬설계를 새로이 개발하였 
다‘ 아울러， 증식특성노심의 평형주기말에서 평가된 노심영역 소륨기화반응 

도가는 1,950 pcm으로서 European Fast Reactor의 2,200 pcm보다는 낮지 만， 
Breakeven 노섬설계에서는 가능한 한 양의 소륨기화반응도가를 줄여서 냉각 
재유량상실사고시 노심의 피동적 고유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최적 집합체 장전 모형 선정을 위하여 노심의 높이 변경과 더불어 구동핵연 

료 및 blanket 연료의 다양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평형주기에서 증식비， 첨 
두출력， 소륨기화반응도， 고속 중성자속 조사량 등의 핵설계 인자를 평가하 

여 최적 노심장전모형으로서 그림 3.3의 노섬구조를 선정하였고 자체 재순 

환되는 핵연료 물질은 건식재처리 공법의 적용을 가정하여 묘사하였다. 참고 

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순환되는 핵연료물질의 개발현황은 

핵연료제조와 핵물질의 재순환 방법， 두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고 상세한 내 

용은 표 3.4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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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ALIMER Breakeven 노심 

개발된 Breakeven 노심은 열출력 392 MWt로서 증식특성노심과 동일하며， 
핵연료 장전영역이 증식특성노심의 120cm로부터 100cm로 감소하였으며， 54 

개의 구동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여 187~ 월 동안 운전되도록 설계되었다. 

공급핵연료의 TRU 농축도는 30‘0%이며， 노심 중앙에 피동적 노심정지기구 

로서 Ultimate Shutdown System (USS)를 설치하고， 6개의 제어봉에 의한 
노심반응도 조절을 계획하고 있다. 방출집합체의 냉각을 위하여 54개의 In 
Vessel Storage (IVS)를 노심외곽에 구성하였다. 이 노심은 증식비가 1.05로 

서 핵연료재처리시 초우라늄손실율이 0.0 이라고 가정할 때， 1 주기 동안 20 

kg의 초우라늄원소를 초과생산하며， 주기말 소륨기화반응도가는 1,577 pcm 

으로 감소하였다. 

KALIMER 계통은 열관성 이 높아 안전성 이 좋은 pool 형 주열전달 계통과 2 
loop의 중간열전달 계통， 그리고 과열증기 사이클의 증기발생계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고시 잔열을 제거하여 발전소를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자유대류 기능을 활용한 피동잔열제거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로서는 움직이는 기계적 요소가 없어 작동 안정 

성이 높고 설치에 필요한 부피가 작은 침지식 전자기 냉각재 펌프， 원활한 

열전달 기능의 원통형 중간열교환기， 기계적 건전성이 뛰어 나고 포화 증기 

생산과 이를 과열증기화 시키는 과정이 동일 기기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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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핵연료기술 재발협황 

협때隨혔혔織뿔 
법 (pUREX법) 

(TBP를 사용한 용매 (산화물올 대상으로 (분말올 성형 후y 소결 

추출) 하는 용융염 중에서의 하여 연료핀으로 가공) 

전해법(염소가λ 병용)) 

·펠렛법에 비하여 ·용이하게 높은 ·습식법에 비하여 ·습식법에 비하여 

용이 | 공정이 간단 제염계수 실현 가능 공정이 간단 공정이 간단 

함께 추출 가능 

·공정수가 큼 ·충전밀도 및 ·짧은 길이의 ·상대적으로 공정이 ·염소가스 혜기물 

(검사공정 둥) pu분포의 균일성 금속연료 이외의 간단 처리가과제 업량 관리가 과제 

확보가과제 제조 실적이 없옴 ·핵물질의 

·주형(유리제 주형)이 입량 관리가 과제 

폐기물 중대의 요인 

·실중단계 ·실용단계 ·시험단계 ·적용가능하나 미실시 

Uε1i ·러시아 BOR-60 ·경수로 재처리는 .BOR-60용으로 ·재처리공정으로 환원/ 

pu노심에서의 실적 상업화완료 사용후 핵연료를 후처리공정으로 

(건식법으로 얻어진 (경제성 향상대책 여러 개 처리 산화가 필요 

과립) 검토 필요) 

·영국 PFR/DFR 

에서의 실적(건식법과 

겔화법의 과립) 

·총 2만개 이상 제조 

·기초시험 단계 ·제조연구 수행 중 .적용가능하나 미실시 1. 적용가능하다고 추정 1. 실힘실 규모의 
·집합체 규모로서의 ·영국 DFR에서 조사 ·재처리제품의 (실적 없음) 연구 단계 

실적 있옴 질화물로의 전환이 

필요 

·실증단계 .척용가능하나 미실시 |懶의 처리실적 
·미국 EBR-2에서 ·재처리제품의 있옴 .EBR-2 사용후핵연료 

전노심 공급 실적 금속으로의 전환이 

a‘ζ-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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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의 나선형 증기발생기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계통의 운전， 제어 및 보호를 위한 계측 및 제어 계통， 보호계 

통이 구비되어있으며 이들 계통은 신뢰성과 설계 유연성과 정비성이 좋은 

digital 기술과 분산제어 기능구조로 되어 있다. 계통의 작동 안정성을 감시 

하기 위한 소륨-물 반응 감시 설비 등이 설치되어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기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발전소 수명 기간 중에 있을 수 있 

는 기기들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통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 설계특성으로 인하여 KALIMER는 38.2%의 고 발전 열효율의 

성능과 폭넓은 운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시 72시간 동안 운전자 

조치나 비상전력 공급 등 외부의 지원 없이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사고에 대 

처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중간 열전달계통의 배관은 운전중의 열팽 

창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배관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원자로용기는 

고옹 열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박막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용기 내 

부에는 금속핵연료 노심을 지지하는 단순치마형 노심지지불과 노심차폐 구 

조물이 있으며， 저온소륨풀과 고온소륨풀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손실 

과 과도 열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격리환형구조물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내부에는 노심 제어장치와 노내계측을 위한 상부내부구조물이 있으며 

핵연료 교체 및 저장을 위하여 노내 핵연료교환기가 있다. 원자로 head에는 

중간열교환기와 전자펌프를 비롯한 각종 기기들의 지지물이 있으며 회전플 

러그와 제어봉구동장치가 장착되고 중간열교환기의 동축배관이 관통하는 구 

조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림 3.4에서는 원자로 계통의 기기배치를 보여 주 

고 있다.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을 막기 위하여 원자로용기를 감싸는 격납용 

기와 원자로 head 상단을 덮고있는 격납 dome, 그리고 원자로지지부위에 섣 

치되는 격납링 구조물들이 KALIMER 원자로의 격납경계를 이루는 격납구조 

물 설계가 되어 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모든 주요 기기들이 섣 

치되는 원자로건물의 지진하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고옹박막 원지

로계통의 구조건전성 및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진설계를 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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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현황 

(1) 노심설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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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원자로 계통 기기 배치도 

Conden :!ief 

음의 소륨기 화반응도가를 갖는 Pan- sh ape , 균질 초우라늄원소 연소특성 노 

섬， 30년 이상의 초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1,000 MWe급 핵확산저항특성 노 
섬개념， 증식특성노심에 대한 소륨기화반응도가 감소설계 개념연구 등， 다양 

한 기능을 구현하는 노심개념설계를 수행하여 향후 노심개념설계 정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전산체제를 검증하고 액체금속로 노심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고속로 노물리 검증 Database 
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년에 걸쳐 수행한 금속연료노심 설계개념 검 

증실험 (BFS-75)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외국의 각종 고속원자로 관련 임 

계실험 및 노물리 검증 자료를 수집 · 확보하여 이를 Web기반으로 Database 
화하였다. 

(2)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1차 열전달계통(PHTS)분야에서는 전자기 펌프 내부구조 설계개념을 개선하 

였고 이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안전해석 업력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소륨 

자유표면 거동해석 기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원자로 pool내의 열유체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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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을 보완 해석하여 PHTS내부 기기 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이흡 

이용하여 구조물 특성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생산하였다. 격납용기에 대한 

기능적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 체적， 온도 및 압력을 설정하였다. 

중간 열전달계통(IHTS)분야에서는 소륨과 물 반응 사고에 대한 보완해석읍 

수행하여 사고시 계통의 압력하중 자료를 생산하였다. 증기발생계통분야에서 

는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설계에 대한 평가와 통측 상세 열유동 해석모형윷 

예비 개발하였으며 저 출력 운전시 대두될수 있는 작동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잔열제거계통(RHRS)분야에서는 PSDRS 및 SGACS의 용량을 평가하고 띠 
를 기초로 발전소 정지시 잔열제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IHTS의 자연대 

류 능력 확보에 필요한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배치요건을 설정하였고 원자로 

건물 높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켰다. 성능분석분야에서는 계통과도 해석코 

드 LSYS에 안전해석코드인 SSC-K의 노심 핵적 과도특성분석 모형을 접똑 

시켰고 과도해석 algorithm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해석모형이 개발꾀 

었으며 중간계통의 과도 유량해석 routine이 작성되었다. 

계측계통분야에서는 계측기의 종류별 적용성을 분석하여 KALIMER에 사똥 

될 계측기의 종류를 설정하였다. 제어계통분야에서는 감독자 제어전략기능쓸 

설정하고 LSYS에서 개발된 과도 유량해석기능을 이용하여 유량제어성능쓸 

평가하였다. 보호계통분야에서는 발전소보호 기본 논리를 설정하고 보호계뚱 

prototype의 S/W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완전한 2/4 보호논리 

를 개발하였다. 

(3) 기계 설계기술개발 

KALIMER 기계계통을 구성하는 원자로계통， 주요기기， 구조물， 배관계통의 
개념설계를 위하여 노심， 유체 및 νC， 안전해석 분야와의 연계설계를 근거로 

원자로용기， 격납용기 및 격납 dome 체적요건， 보수요건에 따른 개념설계， 

중간열전달계통(IHTS) 배관의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 중심거리 단축에 

따른 단순화， 원자로헤드， 회전플러그 및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등 주요기 

기들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3차원 개념설계도를 작성하였 

다. 구조설계기준과 원자로용기 외 11건의 설계요건을 보완하였으며 기계구 

조관련사고 및 고장최소화설계를 위해 액체금속로 주요누설 사고원인분석필 

수행하고 가동중검사방법 및 보수유지방법의 기본개념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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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원자로용기 세장비 및 좌굴평가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굽힘좌굴 

모드가 지배적인 것과 초기형상 결함의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초기에 원주방향 127ß 의 분할구조였으나 여러 가지 사 

례분석에 의하여 일체형 링 형태의 구조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4) 안전해석 기술개발 
과도 안전해석코드 및 방법론 개발연구에서는， SSC-L 모델중 그대로 
KALIMER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노심 반응도 궤환모델， 노심 열전 

달모델， 각종 열수력 및 주요 기기모델， 보호계통모델 등을 개선 및 추가하 

여 SSC-K 코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계통 거동 해석을 위해 
NP A(Nuclear Plant Ana1yzer)도 개 발하였으며 HCDA 분석 모델 개 발과 격 납 
성능분석 모델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이번 단계에서는 안전해석에 대한 예비 

기준도 설정하였는데， 과도 안전해석， HCDA, 그리고 격납 성능분석으로 나 

누어 실행하였다. 

핵심개념에 대한 예비 안전해석은 우라늄 및 플로토늄 노심에 대해 정상상 

태를 포함하여 비보호사고인 UTOP, ULOF, ULOHS , ULOF /LOHS , Pipe 
Break 사고， 그리고 일부 보호사고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HCDA 일에너지， 격납성능， 그리고 피폭량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외에 
도 계통의 선뢰도 평가를 위한 PSA 기술현황 분석과 해외 인허가요건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설계 문서 및 설계공정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데이 

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 단계의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설계 

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족시켰다. 

개발된 안전해석 전산코드， SSC-K는 모델의 개선과 더불어 광범위한 검증 

을 통해 인허가용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핵심개념에 대한 예비 안전 

해석 결과들은 향후 안전해석의 기본 방향제시에 활용될 것이며， 개발된 

HCDA 해석 방법론과 격납 성능분석 방법론， 및 PSA 관련 연구결과는 향후 
KALIMER 설계의 안전성 증대와 신뢰성 입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소륨 기술개발 
소규모 자유액면 실험에서는 무차원수를 이용하여 요동의 진폭과 주기를 기 

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였으며 MHD 소륨 압력강하 실험장치를 설치， 완료 
하여 시운전과 예비시험을 수행하였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제작한 소륨 차 

압측정기의 성능시험과 전자펌프 3대의 특성시험을 완료하였다. 소륨의 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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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류 및 열성층화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 고차 유계대류항 처 

리법， 고차 비정상항의 처리법 및 운동량보간법을 사용하여 ELB03D를 개선 

하였으며 개선된 ELB03D는 소륨의 천이열유동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였다. 

원자로에 고정 설치하여 핵연료를 교환할 수 있는 long-arm 핵연료교환장치 

와 휩 보상방법을 고안하였다. 유량 50 Q /sec, 최대운전온도 70
0

C 인 bundle 

압력강하 물 모의실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차후 이 실험장치로 열교환기 

shell측의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실험， 실제규모 모의 핵연료집합체에서 

의 부분별 압력강하실험과 핵연료 봉 진동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 

료하였다. 초기압력 spike의 전파현상 및 2차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SPIKE코드 개발을 위하여 반응부분의 현상해석을 위한 parameter 

study, 경계조건의 평가， 문헌자료와의 비교 등을 수행하였다. 소륨-물 반응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경수 모의 실험장치를 설계하기 위하여 KALIMER의 

2차계통을 모의하여 이를 근거로 scale-down factor를 결정하였고， 이를 기 

준하여 장치들을 설계/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수소검출 기술개발에서는 수소 

검출 지연 특성을 알아보았고， 음향검출 기술개발에서는 KALIMER SG의 

설계여건을 고려한 물 누출 검출한계를 예측해 보고， 음향 sensor의 선정， 

DSP장치 구축， 누출 정도에 따른 음향 주파수를 모의 예측 계산을 수행하며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 향후 기술개발 추진계획 

KALIMER 설계기술개발의 제 1단계가 2000년 3월에 완료되어 KALIMEH 

예비개념설계， 전산코드체계와 설계방법론을 구축하였으며 소륨에 관한 기초 

실험도 수행하였다. 2000년 4월부터 제2단계가 착수되어 KALIMER 개념살 

계， 전산코드개선， 설계모댈검증시험 수행， 등을 2002년 3월까자 수행할 계획 

이다. 제 3단계 기술개발은 2002년 4월부터 4년간에 걸쳐 전산체제 검증 및 

설계 검증실험을 통하여 KALIMER 기술 검증을 하고 원자로 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 2절 해외 미 래원자로개발 현황 

21세기에 원자력은 현재의 어려운 여건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 공급

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는 세계의 원자력국가뿐 아니라 국제 

원자력기구에서도 중요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요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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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생각하는 C02를 줄이기 위하여 원자력은 21세기에 에너지원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현실이 다만 안타까 

울 뿐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이용이 쉽지 않고 다른 대체에너지도 없는 지 

금，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필요성은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 국제기구의 미래원자로기술 개발현황 

기-. IAEA 

국제 원자력 기 구(IAEA)의 원 자력 부(The Department of Nuclear Energy)에 서 

는 1999년 원자력과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IAEA Scientific Forum과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의 연구 · 개발 자문위원회의 권고， IAEA 총회의 의결사항인 

GC(44)!RES/21 등으로 미래원자력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2000년 11월에 

착수하였다 2) 

이 사업은 “Intem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INPRO)"로서 추구하는 목적도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안전하고 경 

제적인 미래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IAEA회원국 중에서 

미래원자로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참여할 수 있고 IAEA는! 원자력부 

를 위시하여 원자력안전부， 안전보장조치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자료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2000년 11월 27-28일까지 Vienna IAEA본부에 

4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INPRO를 수행하기 위한 “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하였다(부록 1 참조). INPRO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team에 SG(Steer 

-ing Committee)와 ICG(Intemational Co-ordinating Group)를 두고 SC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Senior official과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 

의 Senior official, 그리고 국제기구틀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구성하고 IAEA 

는 사업책임과 사무국업무를 맡는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SC는 INPRO 수 

행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ICG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및 수행방법 

에 대한 결정， ICG가 수행한 보고서 검토와 앞으로 수행할 내용에 대한 자 

문 등이다. SC회의는 필요에 따라 1년에 2-3회에 걸쳐 IAEA본부에서 갖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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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사업은 실질적으로 ICG가 IAEA에서 수행하는데 본 사업 참여국가께 

서 파견되는 cost free expert들로 구성펼 것이고 2000년 11월 회의에서 9개 

국가와 1개의 국제기구에서 전문가파견이 제안되었다. 국가별로 cost free 

expert는 브라질， 중국， 한국， 인도， 네델란드， 스페인， 터키 각 1명씩이고 꽤 

시아 3명， 독일 2명과 EC에서 1명으로 13명이다. 이들이 해야할 작업은 펀 

시점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분석， 에너지 수용전망， 그리고 경제성분석이 

다. 또한 원자로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안과 판 

경부하에 대한 분석과 핵비확산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원자로 및 핵연 

료주기 기 술 개 발을 위 한 criteria와 requirement들을 정 리 하는 것 이 다. 

INPRO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인데 1단계에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원 

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기본기준과 요건을 정리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작업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래원자로와 핵연료주기기 

술의 연구분야를 조사하여 최적의 원자로와 핵연료주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ICG는 2001년 1월부터 작업에 착수하고 2년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데 1단 

계가 2년내에 끝나는 경우 Steering Committee의 검토를 받아 계속하여 2단 

계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NPRO의 추진에 대하여 2001년 1월 9일 -14일까지 Vienna에서 있었떤 

IAEA 원자력에너지 상설자문 group회의 (SAGNE)에 보고되어 토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염려했던 바와 같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자력국까 

들이 INPRO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작업범위도 현재 제안되고 썼 

는 것 보다 범위를 줄여 정확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INPRO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참여하지 않은 주요국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으로 충분하게 시깐 

을 갖고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이 국가들과 공동으로 INPRO를 수행할 것응을 

IAEA의 INPRO 사무국에 권고하였다. 

나.OECD이EA 

(1) 배경 

지난 수년동안 OECD회원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원자로의 수명이 다 꾀 

어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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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었 

다. 그러나 회원국 대부분이 앞으로 원자력을 에너지 선택의 하나로 유지하 

기를 바라고 있어 OECD/IEA가 1998년에 OECD/NEA와 IAEA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래원자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3) 본 작업에서는 현재 개발 

하고 있는 일들을 조사 · 분석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연구 · 

개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며， 이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작업범위， 목적 및 결과물 

본 작업의 작업범위는 IAEA에서 정의한 혁신적Cinnovative) cj 원자로를 개 

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내용들을 조사 · 분석하는 것으로 핵융합원자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작업의 목적은 연구 team이나 설계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원자력이 당변하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원자 

로의 특성과 연구내용을 기술하고 국제협력방안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각 국가의 정부 및 원자력산업체의 연구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 

술개발을 위하여 연구해야하는 내용들을 토의하여 효율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본 작업에서는 혁신원자로라고 판단되는 원자로를 선정하여 설계개념을 정 

리하고 이들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등 특성 관점에서 기대되는 성 

능을 기술한다. 또한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연구 • 개발 내용을 정 

리하고 이들을 현재 진행중인 연구내용과 비교 · 평가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시설의 이용 및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 

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본 작업을 1년간 수행한 결과는 내부용 중간보고서로 1999년 12월에 발간되 

었으며， 작업방법 및 1차로 선정한 혁신원자로는 표 3.5와 같다. 그리고 앞으 

로 계속하여 작업을 추진해야 할 “Task Force Team"에 입력자료와 작업을 
통하여 밝혀진 것들은 2001년 초까지 최종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표 3.5의 미래원자로개념들은 CANDU X를 제외하고는 용량들이 작은 중 · 
소형원자로이고 여러 가지 냉각재를 바탕으로 원자로가 구상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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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9년 12월에 작성된 중간보고서에서는 30여 개의 원자로를 대상 

하였으나 구상에 지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15개의 

원자로를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 원자로들 중에 CERN에서 개발하는r 

것으로 되어 있는 Energy amplifier는 요즈음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개발하려는 minor actinide 연소용 원자로이다. 즉 가속기에 의하여 생산되는T 

에너지 입자를 납과 같은 무거운 원소와 충돌시켜 많은 중성자를 만들 

거
T 

으로 

은
 

노
 
끄
 

혁신원자로 1차 평가 대상인 표 3.5 

객발갚 용량(MWe) 원&로형 

한국원잔렴연구소 100 PWR 
CEA 600 PWR 

INVAP 25 PWR 

AECL 600- 1.250 PHWR 

일본효렬연구소 

GE 
660 

150 
RDIPE 300 LMR 

GE 300 HTGR 
ESKOM 100 

CAREM-25 
중수냉각원자로 

CANDU X 카나다 

액채 금속뱃각 고속로 

DFBR 얼불 

ALMR(PRISM) 미 국 

BREST-3oo 러 시 아 

가스냉각 원자로 

GT-MHR 미국/러시 아 

남아역밖 HTR 
Molten Salt 원자로 

윌불a로 

칭 

겸수로 냉각 원자로 

SMART 한국 

표효슨 

아르헤티나 

zl 국
 

며 
。

SLP-PWR 

LMR 
LMR 

PBMR 

Tokai 댄할 100 MSR 

토륨을 핵연료로 쓰는 개념 

염출력 (MWth) 

200 INET PWR 

E딛11二pu 

토륨핵연료 웹자로 

RTF 미국/이스라엘 

지역난방용 원자로 

NHR-200 중국 

션박용 원자로 

KLT-40 OKBM 

CERN 

50 

LWR!HTGR 200 

PWR 런좌으f 

국제기구 

간담 

Energy Amp. 

주입시 

자원이 

토륨을 이용

하나로서 

이들을 minor actinide 원소와 핵분열성물질로 구성된 저임계로에 

원자로로서 기능을 갖게 하는 개념이다. 또한 우라늄 역시 제한된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어 우라늄보다 매장량이 훨씬 많은 

핵연료주기는 개발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래원자로기술의 

- 59 -

고 

는
 

켜
 
기
 
하
 



0ECDAEA7} a f l ^ H ^ 3 4 ^ "The Three Agency Study"^ 4
2001^1

GIF4 IAEA7} ^^-§1-^
OECD/IEA^

. European Union(EU)
Institu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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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OECD!IEA가 제안하여 수행하는 “The Three Agency Study"는 제 1단계를 

2001년에 완료하고 이어서 제 2단계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관계 국 

제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을 

위시하여 진행중인 GIF와 IAEA가 주관하는 “INPRO"와 연계성과 작업의 비 

슷함 등으로 계속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OECD!IEA는 

비원자력 에너지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미래에너지 선택으로 원자력에 대하 

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음 단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European Union(EU) 

유럽연합협의회 (EU Institutions)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의 유럽국가들 

로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중 

원자력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괄하는 EC 원자력부(The Nuclear Field at 

the EC)가 있다. EC 원자력부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원자력연구 및 기술개발 

을 전담하는 ]RC(Joint Research Center)를 비롯하여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 

성폐기물， 방사선 방호와 Euratom의 Safeguards 사무소등 9개의 부서가 있 

다. 특히 ]RC는 이 태 리 의 Ispra, 네 델 란드의 Petten, 독 일 의 Karlsruhe, 벨기 

에의 Geel, 스페인의 Sevi1le 연구소로 구성되어 유럽국가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와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EU협의회원국들 중 여러 가지 이유(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축 

소 또는 포기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원자력을 미래에너지 선택의 

하나로서 계속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EC 원자력부에서는 정규적 

으로 협의회원국가들의 원자력산업체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 

하기 위한 권고 및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 

도록 한다. EC 원자력부에서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원자력이 경제적으로 경 

쟁성을 갖도록 하고 에너지공급에 안전성을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EC 원자력부에서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기간 에너지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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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제적으로 경쟁성이 있고， 

- 대중이 수용할 수 있으며， 

- 원자력의 안전성이 더 확보될 수 있고， 

-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 핵비확산성도 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노력을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수행하여 온 연구 및 개발 program을 정 

리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할 FWP 5(Fifth Framework Program)뜰 
시작하였다. FWP 5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RC를 중심으로 위에서 열거한 내 

용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분열 원자력기술에서 단기 및 중기측면에서 필요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FWP 5에서는 상기 5가지를 만족할 수 있 

는 원자로로서 HTR(High Temperature Reactor)개발에 표 3.6과 같이 역접 

을 두고 있다. 

HTR은 원자로를 개발하던 초기 1940년부터 관련기술이 연구되었으나 감속 

재로 사용하는 흑연의 Wigner효과 및 많은 량의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료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원자로개념은 영국과 프랑스에 

서 GCR 또는 후에 AGCR(Advanced Gas-Cooled Reactor)로 개발되어 소형 
의 원자로로서 전기생산 및 특수물질 생산에 쓰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원자로의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기 

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잃) 

EU 회원국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미래원자로는 위의 

5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혁신적인 개념 또는 과거에 폐기하였던 

개념도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기술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즉 이눈 

“Innovative or revisited reactor concepts" 및 “Innovative fuels and fu당l 

cycles"를 바탕으로 HTR을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있는 등 위의 사항쓸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원자로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저 

의 기술자료를 분석 · 정리하는 것이다. EU연합협의회의 Commission에서눈 

대체적으로 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는 EC애 

서 50% 사업주관기관에서 50%를 출자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표 3.6에 주어 

진 EC-funding은 HTR개발을 위하여 EC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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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FWP 5의 HTR 개발 사업 

구 -님스h 낸 용 Coordinator EC-funding(Euro) 

HTR-F HTR CEA( 표) 1.7 M 

Fuel Technology 

HTR-N HTR Physics and FZJ(독) 1M 

fuel cycle studies 

HTR-M Materials for HTR NNC(영) 1.1 M 

HTR-C Project Co-ordination Framatome( 표 ) 0.2 M 

HTR-E HTR Components Framatome( 표 ) N/A 

and Systems 

HTR-S HTR System NRG(네) N/A 

Analyses 

HTR 원자로 개발 이외에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장수명 핵종을 변형시키는 

혁 신 적 인 미 래 원자로로서 ADS (Accelerator Driven System)24l을 개 발하고 

있다. EC 원자력부에서 관리하는 핵분열 원자력기술개발은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로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노후 

화현상 규명， 중대사고 관리 및 위험도 평가， 피동형 system 적용에 대한 개 

념을 확인하는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 역시 원자력 시설 decommissioning 자료 updating, 

방사성페기물의 partitioning 및 transmutation, 저장소 system 기능을 확인 

하는 것 등이다. 방사선에 대한 연구로서는 피폭에 대한 방사능 측정 및 평 

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오염된 장소를 복구시키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EC 원자력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내용과 방향 

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향과 같고 

그 내용도 많이 비슷하다. 그러나 EC에서는 유럽회원국가들의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원국가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EC의 연구과제들은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비용 

-이득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C 과제인 HTR이나 ADS를 제외하고 EC의 지원과 FWP 5의 하나로 유럽 

원자력산업체가 주관하는 “MICA" Concerted Action이 있다. 이는 유럽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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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13개 원자력산업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에너지공급 확보와 경제 

적으로 경쟁성이 있는 안전한 미래원자로를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눈 

것으로 Michelangelo Initiativeè} 한다. 이 사업은 안전하고 경쟁성 이 있는 

원자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연구 · 개발 내용될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MICA" Concerted Action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수행할 예정 

이다. 우선 R&D의 time frame을 중 · 단기적으로는 유럽 회원국가에서 필요 

로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중 · 장기적으로는 세계 원자력기술 수요에 대비 

하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연구업 

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할 것 같다. 첫째， 중대사고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원자력이용에 대한 기본자료 특히 nuclear data 생산과 피동형 안 

전장치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자로의 피동형 안전장치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으나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필요할 때 

기대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혁신적인 원자로 개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 

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소재의 개발과 핵연료개발 그 

리고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면 

구와 기술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시설의 확보이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많은 실험시설들이 있으나 노후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좋은 실험결과콸 

얻기 위하여 어떻게 실험시설을 확보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 었다. 

2. 주요 원자력국가들의 미래원자로기술 개발현황 

주요 원자력국가들의 미래원자로기술 개발은 크게 발전용 신형원자로기숲 

개발과 발전 겸용의 신형원자로 즉， 중 · 소형원자로기술 개발로 나눌 수 있 

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목적의 대용량 신형원자로는 미국， 일본， 유럽 및 

우리 나라 등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안전개념을 또 

입한 수십 가지에 이르는 신형원자로 설계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주요 국가 

들의 신형원자로 개발 수준은 단순한 설계 개념의 제시에서부터 인허가 심 

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세 설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새로 개발되는 원자력발전소는 건설， 운전， 유지보수 등의 경제적 이점 

이외에 기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 비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 63 -



«0>4

31

7}.

Presidential Commission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7} XJ}^^ 6]}^^) ™-^]S- ̂ S ^ l - ^ J l ZL ^ 4 ^7C>^cfl

NERK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 ^ • ^ i ^ l tfltb ^ ^ 1 ^ ^ : «fl^§>^^ NEPO(Nuclear Energy Power
Optimization) i S n ^ o ] 1999^4 2000^°!] 4 4 4n"45S4. °1^4 2001

: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7>

2000^ l € i 44s]<H

t ^ H fl-S.^ 4^-4 ^

fcr %±^ NERI, NEPO

(1) NERI Program

NERI Program^

1,90041:,

- 64 -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원자로의 운전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천이 

사고의 방지 및 대처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안전성과 원자로의 이용율을 제 

고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이 중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 증대기술， 인위적 개입 없이 계통이 필요시 스스로 작동되는 피동안 

전기술， 기타 혁신 안전개념 기술 등이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계통을 단순화하 

고 기타 원자로계통을 표준화， 경량화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주요 원자력국가별로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정책과 개발방향， 개발하려 

는 원자로개념 또는 상세설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건설중인 신형원자로를 중 

심으로 미래원자로기술 개발의 현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미국은 1997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Presidential Commission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는 21 세 

기 미국의 에너지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의 투 

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미국에서는 앞으로 원자 

력발전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NERI(Nuclear Energy Research lnitiative) 프로그 램 과 현 재 가동중 인 원 자 

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NEPO(Nuclear Energy Power 

Optimization) 프로그램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착수되었다. 이어서 2001 

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세대 (Genera디on-IV)"원자로 

개 발과 관 련 되 는 국제 회 의 (GIF Generation-IV lnternational Forum) 가 

2000년 1월에 시작되어 3차에 걸쳐 정책 및 실무회의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그 규모는 작으나 미국정부가 앞으로 원자력을 이용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NERI, NEPO 및 

GIF의 진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ERI Program 

NERI Program의 목적은 앞으로 원자력이용에 영향을 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원자력기술에 대한 미국의 leadership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1999년에 약 1 ，900만불，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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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2，250만불을 투자하고 있고 2001년에는 약 3，500만불을 투자할 계획으 

로 정부에 신청하고 있다. 미국국립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을 주 

도하고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의 참여도 유도하며， 연구과제는 제3자의 검토 

를 통하여 최선의 것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NERI의 연구과제는 본격적 

인 연구를 착수하기 전에 과제확정을 위한 전초단계의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래원자로는 핵비확산개념을 충분히 반영한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기술응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NERI Program에서 수행된 연구분 

야는 Small and large Advanced Light-Water Reactor Designs, Liquid 

metal coolants, High - Temperature gas reactors, Direct energy conversion 

system, Small/modular reactors, Process heat/hydrogen fuel generation, 

Thorium fuel cycle 등이고 56개의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중이고 1개띄 

과제는 완료하였다. 나머지 55개는 국립연구소에서 8개， 대학에서 24개， 미국 

내 산업체와 기타 기관에서 197~가 수행되고 있고 외국 연구기관에서 207~ 

가 수행되고 있다. 

(2) NEPO Program 

이 Program은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높이 

는데 펼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끄 

있다. 원자로의 노후화에 의한 영향과 관리， digital I&C 및 개발된 계측기똘 

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쓰 

로서 1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상세분야는 원자로재료의 피로현상 규명， 핵연료성능 분석， 부퓨 

검 사 기 술， stress cOITosion에 의 한 영 향 분석 , digital I&C 사용 에 따른 푼 

제점 분석， human factors를 고려한 제어 panel설계 등이다. 특히 증기발생 

기의 손상된 tube 검출과 특성 분석기술， 방사선을 받은 원자로구조물의 기 

계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 원자로에 들어 있는 부품들의 노후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은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에서 중요하게 검토 · 분석되어야 할 기술뜰 

이다. 

(3) GIF(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2000년 1월 27-28일 Washington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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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아연방， 브라질， 아르헨티나 9개국이 모여 GIF설립에 대한 회의가 있 

었고 4월에 미국에서 전문가회의 8월 28-29일 2일간 서울에서 정책 및 전 

문가회의가 있었고 GIF Chaπer(안) 목적 및 국가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분야를 정리하였다. 

Generation-IV에 해당되는 원자로개념을 정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개발 

하려는 것이 GIF를 구성한 목적이고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정책 및 전문 

가회의에서 GIF의 Charter 작성과 이를 통하여 달성해야 할 7개의 목적을 

정의하였다. Generation - 1에 속하는 원자로는 1950년대 개발된 Shippingport, 

Dresden, F errni 1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Generation - 11는 현재 가동중인 

LWR-PWR, BWR, CANDU, VVER!RBMK, AGR 원자로， Generation - 111는 

ABWR, AP600, System 80+ , EPR 원자로들로서 표준화되었거나 피동형 안 

전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Generation-III에 속하는 이 원자로들은 ABWR과 

System 80+를 제외하고는 실제 건설 · 운영된 실적이 없다. 따라서， 현재 현 

안사항인 gas 발전소와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고 안전성이 높으며， 방사성폐 

기물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핵비확산성 원자로 Generation - IV는 “제 3 

세대”에 속하는 원자로단계를 거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피동형 안전개념 등은 성능을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GIF에서는 Generation - IV에 속할 수 있는 미래원자로를 2-3개를 선정하고 

이를 국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Charter(안)는 부록 3과 같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 기 본 CharterC 안): 

Forum의 목적 및 Vlslon으로서 차세대원자력 system개발에 관하여 공동 협 

력할 수 있는 잠정적인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연구 · 기술개발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력에 대한 지침 수립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연구 · 개 

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필요한 연구분야를 u며ate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체제를 구성한다. GIF회원국과 추가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GIF회의에 국제기구인 파EA와 OECD이EA는 obseπer로 참여토록 한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에 Umbrella Agreement를 체결 

하도록 하고 GIF조직은 정책 group와 전문가group으로 구성하며， 각 회원국 

은 각 group에 2명씩 선임한다. 필요한 연구분야와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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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개발한 결과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며， 연구비는 독립적으로 각 국가 

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Generation - IV의 목표: 

전문가 group에서 147] 의 목표를 선정하여 제안하였고 이들을 정책 group에 

서 검토한 Generation-IV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 지속성， 안전성， 방사성폐기 

물， 핵비확산성 다섯 가지이고 세부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7가지이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Generation - IV 원자로는 현재 다른 기술로 생산되는 전 

력， 열에너지， 수소 및 물생산을 더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Generation - IV 원자로를 개발하는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른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투자를 가능한 적게 해 

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측면으로 Generation - IV 원자로 system은 지속적인 

에너지 기술로 개발되어야 하고 이는 앞으로 에너지공급의 하나로 원자력어 

선택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안전성 측면으로 Generation-IV는 일반 대중아 

받아드렬 수 있는 안전성을 보여주고 노심 손상사고를 최소화하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Generation - IV는 system의 수명동안 ALARA수준 

의 방사선피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방사성폐기물 측면으로서는· 

Generation-IV system들은 방사성폐기물 전 공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또한 

대민 수용측면에서 완전하게 기술적이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핵 

비확산성 측면에서는 Generation - IV의 핵물질과 시설의 잘못된 사용이 핵무 

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발전에서 얻은 교훈으로서 당연히 추구

해야 할 것들이지만 기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에서는 1998년 현재 미국에서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의 60%가 발전단가 2 cent/kWh 미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력시장 

의 평균 발전단가 4.5 cent/kWh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력부문에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에 따른 것으로서 원자력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Generation - IV에 속하는 원자로의 

발전단가는 탄소세를 포함하지 않고 전력생산에 쓰이는 화석연료비 증가 등 

이 없다고 가정할 때 life cycle cost(LCA)25l가 약 3.0 cent/kWh이고 건설단 

가가 700불/kW이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예상가격은 

gas발전과 비교하여 Generation - IV의 원자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경쟁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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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는 복잡하지 않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 • 건설하고 적은 인원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과 안전성외에도 핵비확산성과 방사성폐기물을 적게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비확산성은 가능한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방 

향(the once-through cycle)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된 자원의 이용 

측면과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고려하여 원자로개발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사용한 핵연료를 바로 영구 저장하는 것도 재처리한 후 핵물 

질은 원자로에 다시 사용하고 방사성폐기물만 영구 저장하는 것과 비교하여 

핵비확산 관점에서는 핵무기로 전용하는 잠재력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PU는 순도(핵분열성물질 약 67%)가 높지 

않아 폭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금에서는 이를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을 적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나 생 

산된 방사성물질을 축소하여 저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030년대 이후에 사용할 원자로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GIF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앞으로의 에너지선택 중에 하나로 원자력을 정하고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것과 앞으로 필요한 원자력인력의 양성 등 긍정적인 

면이다. 반면에 GIF를 통하여 핵비확산성을 강조함으로서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핵연료주기 (the once-through cycle)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4) 원자로개발 현황 

(가) AP600 

미국은 에너지성 (DOE)과 전력연구소(EPRI)의 지원아래 여러 기업들이 피동 

형 경수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Westinghouse사의 AP600 

과 GE사의 ABWR과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 , 

그리고 지금은 영국의 BNFL에 매입되어 Westinghouse사와 통합된 

ABB-CE 사의 System 80+를 들 수 있다. AP600은 1985년부터 미 국의 에 너 

지성 (DOE)과 전력연구소(EPRI)의 지원하에 Westinghouse사가 개발 중에 

있는 전기출력 600 MWe급 피동형 가압 경수로이며 현재 15개국이 참여/지 

원하에 개발되고 있다. AP600에 대한 First-of-a-kind Engineering(FOAKE) 

프로그램은 1992년에 시작되어 1998년에 완료되었고 동년 9월에는 NR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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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최종설계승인(FDA)를 획득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발전목적의 신형원자로 중 피동안전개념을 접목시켜 개발 

중인 대표적인 분리형 원자로가 AP600이다. AP600은 2개의 냉각회로로 구 

성되며 냉각회로에는 U튜브형 증기발생기와 증기발생기 하단부에 바로 연결 

된 2대의 주냉각재 순환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AP600에서는 기계적인 밀봉 

과 밀봉에 대한 냉각수가 필요없이 캔드모터 펌프를 사용하고 가압기의 용 

량을 통일 전기출력의 원자로 가압기에 비해 증대시켜 운전과도상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사이에는 각 회로당 2개의 저 

온관과 1개의 고온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증기발생기 Channel Head에 냉 

각재 펌프로서 지지계통이 단순화되고， 냉각재 배관의 Cross-over Leg를 제 

거함으로써 냉각재 상실사고(LOCA)시의 노섬 노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피동잔열제거계통，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으로 구성된 AP600의 안전설비는 

비상전원 사용없이 압축공기의 힘만을 사용하여 사고시에도 운전원 조치없 

이 72시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보 

Westinghouse사는 일본의 JAPC, MHI 및 프랑스의 EDF와 공동으로 AP600 

의 용량을 900-1000 MWe으로 격상한 SPWR(Simplified PWR)설계를 수행 

하고 있다. 

(나) ABWR 

미국의 ABWR에 대한 FOAKE Program은 ‘92년에 시작되어 ’96년 9월에 판 

료되었다. ABWR은 NRC로부터 ‘94년 중반에 최종설계승인 (FDA)을 취득따 

였으며 ‘97년 12월 설계인증(DC)을 획득하였다. 일본의 전원개발조정심의혜 

(EPDCC)는 ’98년 3월 27일 ABWR 271 를 ’99년부터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 

였다. GE, 히다치， 도시바， 동경전력(주)의 합작품인 1,356 MWe ABWR의 1 

호기(가시와자키 가리와 6호기)는 ‘96년 11월 7일 동경전력의 계통에 병업 

됨으로써 상업운전이 시작되었고 ABWR 2호기는 ’97년 7월 2일에 상업운전 

을 시작하였다. 대만은 최근 271 의 ABWR을 발주하여 2004년에 상업운전응을 

할 예정이다. 

ABWR은 입증된 기존의 BWR 설계특성을 접목하여 상세설계는 ‘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개념설계는 ’86년부터 ‘91년까지 약 5년간 수행되어 건설이 착 

수되었다. ABWR 압력용기의 대부분은 Single Forging으로 제작되었고 4개 

의 Vessel Ring을 포함하고 있다. 냉각재순환펌프를 압력용기 내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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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루프를 제거하였으며， 따라서 2인치 이상의 노즐이 없으며 원자로의 수 

명은 60년이다. 기기의 재료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차계통 기기 

의 재료로는 응력부식 균열 (SCC)에 강한 저탄소강을 사용하였다. 

제어봉은 수력학적으로 정지되어 전기모터로도 정지될 수 있으며 조정간격 

0.75 인치의 미세조정 제어봉구동장치가 채택되었다. 제어계측계통은 디지혈 

과 광섬유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안전계통의 논리와 제어는 플랜트의 절대적 

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성을 가지면서도 분리된 4개의 계통으로 구 

성되었다. ABWR의 안전계통은 3개의 독립적이고 다중성을 가진 안전계통 

이 있다. 각 계통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 

다. 또한 전기적으로도 분리된 각 계통은 교류전원과 디젤발전기의 독립적이 

원전을 갖게 하여 안정성을 제고시켰다. 각각의 Division은 고압， 저압계통을 

갖고 있고 열교환기도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냉각재상실사고시 72시간이내 

에 운전원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원자로가 정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다) ESBWR 

마국의 GE사는 그 동안 개발해 오던 670 MWe급의 Simplified BWR 

(SBWR)이 단순화는 이룰 수 있으나 기대했던 개선이나 경제성은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의 개발을 중지하였다. 대신 기존의 입증된 기술에 

근거하여 SBWR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성이 제고된 새로운 노형으로 피동 

형인 1,190 MWe급의 ESBWR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ESBWR의 기본설계는 670 MWe SBWR과 같으나 안전계통에서 SBWR과 

다른 점은 피동안전계통으로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며 모든 피동계통은 

각각 능동계통이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압력용기가 크고 냉각재의 부피도 

역시 커서 시운전이나 정상운전시 과도현상이 매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BWR의 운전경험， 특히 네럴란드의 Dodewaard Plant의 자연대류 운전경험 

을 토대로 설계하여 설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격납용기의 냉각은 피동격납용 

기 냉각개념을 채택하였다. 

(라) System 80+ 

System 80+는 ABB-CE사가 ‘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94년 7월 NR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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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최종설계승인 (FDA)을 득한 표준설계된 대용량 개량형 경수로로 BOP분 

야에 는 Duke Engineering, Architect Engineering 에 는 Stone & Webster가 

참여하였다. 

System 80+는 System 80을 개량한 원자로로 열출력 3,914MWt, 전기출력 

1 ，300MWe의 가압경수로이다 4-train 안전계통을 도입하고 안전주입수는 

원자로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냉각수원은 격납건물내에 

위치한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IRWST)이다. 안전감압계통은 IRWST로 냉 

각수를 방출함으로써 비상노섬냉각계통과 함께 feed and bleed 운전을 가능 

케 한다. 격납용기는 중대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안전설비를 4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하여 화재， 홍수， 사보타지에 

대처하였다. 또한 구형 철제용기밖에 실린더형 콘크리트 건물을 설치하는 2 

중 격납용기 개념을 도입하여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였다. 

안전계통은 실린더형 2차 격납건물내의 구형철제 1차 격납건물 하부에 설치 

하여 배관과 배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였으며 강도와 안전성이 뛰어난 구형 

철제 격납용기를 채택하여 철판의 두께를 줄이고 용접후 열처리도 필요없또 

록 하였다. 증기발생기의 튜브에는 인코넬 690, 콘덴서 튜브에는 티타늄을i 

사용하여 부식에 의한 오염을 줄였다 Silver-Indium-Cadmium 제어봉을 

사용하여 보론 농도의 변화없이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압력용기는 Ring Forged 방법으로 제작하여 가동중 검사의 필요성읍 

30% 감소시켰고 유효노섬부분에서의 가동중 검사 필요성은 완전히 제거하였 

다. 계측제어계통은 새로운 인적요소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인간/기계연계제 

통(MMIS)을 대폭 보강하였고， 개량된 제어실， 디지털분산처리기능， 경보기같 

및 운전원 도움기능을 강화하였다. 

(바) Generation-IV형 원자로 

미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신형원자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화 

AP600이나 SBWR이 자국 내는 물론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 

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자유화된 전력 공급시장에서 여타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가격 경제성 및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시장 경쟁력이 저 

하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내 원자력 연구의 활 

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30년 후에 전 세계에 건설 가능한 미래원자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앞에서 기술한 GIF를 통하여 4세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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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계 획 (Generation-IV Nuclear Power Systems, 이 하 약칭 Gen-IV)을 정 

립하는 과정에 있다. Gen-IV 원자로 개발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의 획기적 

인 증진과 더불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핵비확산성이 확보되고 핵폐기물 

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래원자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Gen-IV 원자로의 노형이나 용량， 설계특성이 미정인 상태이지만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Gen-IV 원자로 개발과 병행하여 미국은 에너지성 

(DOE) 지원 하에 미래원자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초/기반 기술 개발 

계획 (NERI Program)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원 

자로로서 NERI Program에서 연구되고 있는 원자로로서는 우선 초장주기 운 

전이 가능한 일체형 경수로(STAR-LW)외에도 Hexagonal Close-packed 

Boiling Water Reactor(HCBWR), HTGR, Lead 또는 Lead-Bismuth 냉 각 고 

속로， Sodium 냉각 고속로， 그리고 Molten salt 냉각로 등 아주 다양하다.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Gen-IV 원자로의 노형으로서 정해진 원자로 

가 없으며 앞으로 노형이 확정되면 관련 기술 개발아 집중될 전망이다. 

(사) 기타 

최근 Battelle 연구소는 도시바로부터 BWR과 Gas turbine을 조합하여 열효 

율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타당성 연구계약을 받았다. 이는 

Tsikl-Durst Cycle로 불리우는 것으로 Gas turbine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로부터 나오는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어 터빈에 공급함으로써 Rankine 

Cycle의 열효율한계인 33-35 %를 56-58 %까지 높이고， 포화증기를 사용함 

으로써 팽창시 건도가 낮아져 발생하는 습분에 의한 eroslOn과 COITOSlOn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나. 얼본 

(1) 일본 원자력 중 · 장기 계 획 

일본은 1999년 10월에 있었던 핵연료공장 임계사고(JCO사고)를 비롯하여 지 

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원자력사고를 교훈 삼아 원자력연구 · 개발 및 이용 

에 대한 장기계획을 2000년 12월에 확정하였다. 특히 이 장기계획은 일본 원 

자력위원회가 주관하여 원자력이용개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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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일본 국내 · 외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1999년 7월부터 원자력이용윤 

6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검토와 토의를 시작하였다. 

장기계획책정회의의 6개 분과별 과제는 “국민 • 사회와 원자력" “에너지로서 

의 원자력이용" “고속증식로 관련기술 장래" “미래를 개척하는 연구개발" 

“국민생활에 공헌하는 방사능이용" 그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본 국제적 전 

개”로서 원자력이용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또 광범위하게 토의되어 앞으 

로의 원자력이용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 장기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일본도 원자력연구 · 개발계획을 8차에 걸쳐 

매 5년마다 책정하여 왔으나 지금까지의 원자력연구개발 이용이 기여한 역 

할을 근거로 하여 21세기를 대비하여 일본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검또 

에 비원자력 인사를 폭 넓게 참여시키고 공청회를 통하여 일본 국민들의 까 

지를 바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기술의 개발 방향은 에너지안 

보차원에서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원 

자력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1세기를 전망하여 일본이 취해야 할 원자력연구개 

발 및 이용의 기본방침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부록 4에 그 내똥 

을 요약하였다.앙)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책정한 원자력 장기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일본뜬 

에너지자원으로 원자력을 필히 사용한다는 것， 둘째는 핵연료자원의 활용쓸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정책， 즉， 우라늄을 최대한으뜸 

활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한다는 것， 끝으로 원자력기술에 관하여 지금까 

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형태에서 벗어나 앞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 

너지문제를 일본국민과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딸 

수 있다. 

또한 원자력을 이용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고 때문에 원자력이용이 위좁 

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원자력이용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원자력을 이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책 

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를 통하여 배운 것을 근거로 하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국민뜰 

이 국가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원자력을 안심하고 일본사회에서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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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규제 

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21세기의 국가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자력뿐 아니 

라 가속기를 활용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 고출력 laser를 이용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plasma를 이용하는 물성연구 등 핵융합에 이르기까지 첨단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의 투자와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도 정부에 인식시켜 인력， 재력 등 연구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장기계획(안)을 통하여 건의하고 있다. 

(2) FR(Fast Reactor) Cycle System 개 발 

일본에서는 이미 상업적으로 입증된 경수로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산업체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미래형 원자로는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한다. 예 

를 들어 SBWR이나 SPWR 등은 일본 산업체가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 · 건설한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 부존자원측면에서 우라늄은 중요한 

자원이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를 완성한다는 것이 

원자력장기정책의 하나이고 이를 실현하는 program이 Fast Reactor Cycle 
System이다. 따라서， 고속증식로와 관련되는 핵연료주기기술 전반에 걸친 연 

구와 기술개발은 정부가 주도한다. 이를 위하여 제 1단계는 1999년부터 2년 

간 3，000만불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수행하였으며， 제 2단계는 2001년부터 시 

작하여 5년간 약 3억불을 들여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표와 단계별 

연구내용은 부록 5에 요약하였다. 

(3) 원자로개발 현황 

일본에서의 신형원자로 개발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PWR로는 개발이 완료 

된 전기 출력 1 ，420MWe의 APWR(Advanced PWR)과 이를 대체할 목적으 

로 차세대 가압 경수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AP600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다. 또한， PWR과 관련된 일본 PWR 전력 5사 미쓰비시， EDF가 공동 

으로 1,000 ~ 1,500 MWe 급의 “단순화된 PWR"의 개발이 있다. 

1991년부터 1992년에 걸쳐 4차에 걸친 시험 항해를 마친 원자력 선박용 원 

자로 Mutsu, 차세대 선박용 원자로인 MRX 및 심해정용 원자로인 DRX 등 

을 일본원자력연구소(JAERD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Mutsu를 제외한 이 

들 원자로는 고유 안전성이 입증된 피동형을 채택한 일체형 원자로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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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일본의 많은 원자력 업체들이 Loop Type 피동형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 

서도 연구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미쓰비시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MS500, 

MS600과 히타치사의 HSBWR 등이 있다. 

일본의 JAERI는 많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피동형 원자로인 SPWR을 1986년 

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SPWR의 초기 설계시 원자로 출력은 1,000 MWt 

(350MWe)였으나 1,800MWt (600MWe)로 변경되었다. JAERI에서는 SPWR 

과 기본설계 특성이 유사한 선박용 원자로인 MAR와 SPWR의 개발 계획의 

효율적 결합을 추진 중에 있다. 원연형(JAERI형) 피동 안전로 JPSR (JAERI 

Passive Safety Reactor)도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JPSR은 물을 감속 

재로 사용하고 피동 안전 설비를 채택하여 완전한 피동 안전 개념을 구현하 

고 있다. 또한， 개선된 미래 경수형 원자로로 U-238의 전환율이 높도록 저감 

속 개념을 도입한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PWR의 개발과 아울러 미국에서 개발중인 SBWR과 유사한 JSBWR도 개발 

하고 있다. 피동형 발전소가 대체로 600 MWe 급이나 JSBWR은 1,000 --

1,300 MWe으로 기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은 SBWR과 유사하며 경제 

성은 1996년과 199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1,350MWe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카시와자키 카리와 6, 7호기와 건설 단가가 같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 APWR (Advanced PWR) 

전기 출력 1，420MWe의 표준화된 APWR 설계는 일본 통산성의 지원 아래 

미쓰비시중공업 (MHI)과 웨스팅하우스에 의해 ‘82년 개발이 시작되어 ’90년에 

완료되었다. 발전 사업자인 일본원자력발전(주)는 ‘94년 쓰루가(Tsuruga) 3 . 

4호기를 건설키로 발표하였으나 정치적인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연기한 

상태이다. 

핵연료 257개의 17X 17 집합체를 사용하여 출력 밀도는 94kW/ Q 이다. 격납 

용기는 PCCV형이고 증기 발생기의 튜브 재질은 TT690을 사용하며， 제어실 

을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외의 부분은 기존의 가압경수로와 같다. 

APWR은 현재 기본적인 설계 특성만 결정된 기본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단순화 PWR 

일본 전력 5사， Westinghouse, 미쓰비시， EDF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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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일본에서 1 ，000MWe급 대형 플랜트의 설치 가능성을 거의 확인하였 

다. 출력은 1 ，500MWe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계통은 피동 안전 계통 

을 사용하고 격납 용기 냉각도 공기의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 방식을 채택 

한다. 

( 다 ) SPWR CSystem-integrated PWR) 

SPWR은 발전용 경수로의 개발에서 축적된 경험，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도 

모하여， 높은 안전성， 용이한 운전 보수， 높은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신형 발전로로써 ]AERI에서 개발되고 

있다. SPWR의 주요한 설계 특정은 제어봉을 사용하지 않고， 일체형이며， 수 

장식 격납용기를 사용하고， 피동적으로 잔열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제어봉이 

없는 대신에 격납용기 내부 상단에 원자로 정지용 고농도 붕산수를 충진한 

탱크를 갖고 있으며. 펌프 이상시 자동적으로 수압 작동 밸브가 열려 붕산수 

가 자연 순환으로 주입된다. 제어봉을 없엠으로써 더 많은 전열면적을 가진 

증기 발생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600MWe까지 용량을 올렸다. 

(라) 차세대 가압 경수로 (Next Generation PWR) 

일본의 가압 경수로 사업자들은 미쓰비시， 웨스팅 하우스사와 함께 APWR을 

대체할 차세대 가압 경수로를 개발하고 있다. 설계는 2000년경에 완료될 예 

정이고 건설은 2010년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량은 1,550MWe 

을 기본으로 하고 1 ，700MWe까지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1,000MWe 

급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능동과 파동 안전 계통을 적절히 배합한 hybrid 안전 계통과 수평형 증기발 

생기의 개념 등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냉각재 순환 펌프를 고온관 

에 설치하여 Cross Over Leg을 단순화하고 자연 순환 유로도 역시 단순화 

하였다. 능동 안전 계통으로는 충전 펌프， 안전 주입 펌프와 보조 급수 펌프 

가 있으나 이들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역할이 적도록 

설계하였다. 길이 16m의 수평형 증기 발생기를 수용하기 위해 63m의 철제 

구형 격납용기를 사용한다. 

(마) 단순화 BWR (JSBWR : ]AERI Simplified BWR) 

일본내 전력 6사， GE, 도시바， 히타치로 구성된 공동 연구로서 이제까지 피 

동 안전 계통과 자연 순환 노심 냉각 등 요소 기술의 1 ，000MWe급 대형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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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안전 계통은 미국의 SBWR과 동일한 개념을 채팩 

하고 있다. 1 ，000MWe의 노심에서 주요한 설계 사고를 해석하여 각 파단 크 

기로 LOCA 발생시 관수 유지와 충분한 잔열 제거 능력이 있음을 TRAC 코 

드로 확인한 상태이다. 임의의 외적 요인에 의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이탈하 

여 ECCS가 필요한 경우 사고 후 72시간은 운전 조작이 불필요하도록 설계 

하여 운전자의 부담과 human factor를 대폭 줄인 것은 SBWR과 같다. 

(바) IER (Improved Evolutionary Reactor) 

IER은 1 ，350MWe급 ABWR이후의 차세대 BWR로서 ‘90년부터 BWR사업자 

와 NSSS Vendor들에 의해 일본에서 설계가 시작되었다. IER은 대형의 헥 

연료집합체를 사용하여 핵연료와 제어봉의 수를 줄여 핵연료 교체를 위한 

정지기간과 유지 · 보수비용을 줄였다. Shroud를 통해 예상치 않은 크랙이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노심의 shroud를 제거하였다. 이로 인체 

동일한 압력 용기 내에 많은 핵연료를 배치하여 1 ，350MWe에서 1 ，500MWe~료 

용량을 격상시켰다. 제어봉은 2그룹으로 설계하여 미세 조정과 거시 조정 

(coarse controD 이 가능토록 하였다. ABWR과 같이 wet motor형의 Reactor 

Intemal Pump를 채택하고 피동형 격납용기 냉각 계통을 도입하였다. 

(사) 선박용 원자로 

1980년 원자력선 연구 개발 사업단에서 출발한 선박용 원자로 개발은 일판 

원자력 연구소에 계승되어 일본 최초의 원자력선 Mutsu의 경험은 대형 선딱 

용 원자로 MRX와， 심해선용 원자로 DRX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MRX는 

일체형 가압경수형으로 100MWth를 생산하며， DRX는 750kWth(l50kWe)의 

자기 가압식 일체형 원자로이다. 제어봉 이탈 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내장형 제어봉 구동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격납용기 외측의 차폐체 

가 불필요하며 LOCA시 노심 노출이 없는 수장식 격납용기를 적용하고 썼 

다. 100MWth MRX의 1/300 규모의 실험을 통하여 LOCA 시 급격한 。J..i~
디 --, 

상승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 순딴 

에 의한 잔열 제거 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다. 랴시아 

2000년 5월 러시아정부의 원자력부(MINATOM)에서 그 동안 검토해 온 에 

너지개발전략으로 원자력정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가압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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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VVER 1371, RBMK 1171, 열병합원자로 4기와 고속증식로인 BN-600 1 

기를 포함하여 전부 29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시설용량으로서는 

21.1GW가 되고 전체 러시아 소요전력의 16%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셈 

이다. 

2000년 5월에 발표한 원자력정책에서는 1998-2005년까지 1단계로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경수로는 에너지 및 동위원소 생산하고 고속증식로 개발에 

필요한 PU를 생산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노후화되어 폐쇄할 경우 이들을 용량이 큰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27) 

(1) 원자력 이용 전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에너지연구소에서 199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러 

시아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년간 10-1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 

재 864 TWh에서 2010년에는 1,020-1 ,135 T Wh, 2020년에는 1,200 -1 ,545 

TWh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 원자력은 현재의 

130 TWh에 서 2010년 에 는 224 TWh, 2020년 에 는 350 TWh가 될 것 으로 각 

각 예상하고 있다. 이들을 시설용량으로 보면 2000년의 21.2 GWe에서 2010 

년에는 32 GWe, 2020년에는 50 GWe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들은 설계수명까지 운전할 경우 2010년에는 14.5 GWe로， 2020에는 

2.0 GWe의 시설용량만 남는다. 이를 만약 제 1세대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 

로 연장하고 제 2세대 원자로의 수명도 50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2010년까 

지 21.2 GWe의 시설용량이 유지되고 2020년에는 15.5GWe의 원자력을 유지 

할 수 있다. 때문에 2010년에 원자력으로 32 GWe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 

명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7.5 GWe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고 

수명연장을 할 경우에는 10.8 GWe의 원자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에너지공급의 주요 자원이었던 석유자원의 생산이 감소되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공급의 한계점을 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원자력에 의 

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자원의 개발도 전에 

비하여 수배로 줄어들고 있으며， 소형 또는 중형의 유전이나 가스자원이 있 

는 곳은 에너지 소비지에서 너무 멀어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1999년에 러시아가 소비하는 가스에너지의 72%를 공급하는 가스자원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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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에서 생산되는 량이 줄어들어 현재는 

과거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Medvezhye에서는 78% , Urengoy에 

서는 67% , Yamburg에서는 46%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에 이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830억 m3는 러시아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가스의 14%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공급을 2020년까 

지 유지하기 위하여 Shtokman와 Yamal 가스자원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 

자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가스 가격의 변화 또한 만만치 않다. 2005년까지는 가스를 생산하 

는 가격은 약 10$/1,000m3, 공급가격은 약 30$/1 ，000m3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201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6，000억 m3일 경우 약 40-48$/1 ,OOOm3 

이 될 것이고 2020년에는 약 54-60$/1 ，000m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구성에 연간 소요 

되는 투자가 과거의 1/4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2010년이 되면 총 용량이 

50GWe인 발전소들도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가스발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는 현재 연간 약 30억불의 투자가 소요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년간 900억 -1 ，000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구조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가스에 의한 발전량을 너무 크게 차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65%가 가스발전이고 73% 이상이 유럽지역에 있다. 가스발전은 전기부하 댄 

화에 따른 전력공급에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증기를 생산하는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셈 

이다. 

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러시아에서 앞으로 원자력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기술과 인력이 충분 

하고 연구시설 및 산업기술도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러시아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발 

전으로 방향을 굳힌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 기존 원자력발전 안전성 제고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기본 안전성에 대한 

규제요건이 없을 때 건설한 제 1세대 원자로 1271 가 있다. 이들은 Kol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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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Leningrad 1 ，2호기 등으로 5,762 MWe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1980 

년부터 적용되는 원자력발전 규제요건에 따라 건설한 제 2세대에 속하는 원 

자로는 Balakovo 1 ，2 ，3호기， Kalinin 1 ， 2호기 등으로 1671 가 있으며， 14,480 

MWe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1988년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규제요건에 따라 제 2세대에 속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을 개선하였다. 

러시아의 경수로인 VVER-440은 제 1 또는 2세대에 속하는 원자로로서 단 

계적으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통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시 

방사성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낮은 온도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세계 최 

초로 제 1세대의 VVER-440 원자로용기를 열처리한 것 등이다. 또한 운전중 

인 VVER-1000와 RBMK-1000 원자로도 현재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 3세대 원자로는 VVER, BN, RBMK 원자로들의 개선사항들을 활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8년과 1997년에 규정한 요건 (OPB-88/97)의 노심 

손상율 및 사고시 방사성물질 방출량과 빈도를 우선 만족하도록 개발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에서 미래원자로개발에 접근하는 개념은 서방국가 

에서 접근하는 것과 거의 같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안전계통은 능동 및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것， 

안전계통을 직접 동작시킬 수 있는 기기와 장치를 설치 할 것， 

- 정상운전과 안전운전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발전소계통을 구성할 것， 

- 설계기준 사고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안전기 

능을 충분이 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설계할 것 등이다. 

제 3세대 원자로들은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원자로건물 및 주요 건 

물의 크기를 줄여 건설비를 적게 하며， 원자로의 설계수명도 40년 내지 50년 

으로 연장하고 원자력발전소설계를 복잡하지 않게 최적화하여 경제적인 것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원자로를 안전하게 설계수명까지 운전 

하여 제 3세대 원자로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핵연료 현황 

IAEA 및 OECD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핵연료자원 현황은 표 3.7과 같다. 

80$!kg 가격으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총 매장량은 약 240,000 톤이고 

이 중에 약 150,000 톤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자원은 러시아에서 소비하는 것을 충당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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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고 자원을 재생산하여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증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 

수로뿐만 아니라 고속증식로 또는 토륨을 사용하는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3.7 러시아의 천연우라늄자원 현황 

구 τ 님r 우라늄생산7}($/kg) 

< 40 < 80 
RAR 66,100 145,000 

EAR-I 17,200 36,500 
EAR-II 0 56,300 

SR No data No data 

(주) RAR : Reasonably Assured Resources 

EAR-1 Estimated Additional Resources - Categorγ 1, 

EAR-II : Estimated Additional Resources - Category 11, 
SR : Speculative Resources 

< 130 

No data 

No data 

104,500 

55α000 

핵연료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생산되는 우라늄만응을 

경수로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약 13% 정도 우라늄과 PU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17% 정도가 늘어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나오는 우라늙 

과 PU도 원자력발전에 사용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서는 제 3세대에 

속하는 고속증식로 BN-800이나 BREST-1200을 개발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4) 새로운 에너지 정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에너지 현황을 바탕으로 원자력부에서늪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소모성 자원에서 독립 : 가스발전은 줄이고 원자력 및 석탄발전으로 전환， 

-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원의 확보 : 고속증식로는 재생에너지의 하나임， 

- 환경부하 감소 :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개발， 

- 가스， 석유， 석탄 사용 절감 : 화석연료는 수송 등 기타 산업에 활용， 

- 에너지자원 수출은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 즉， 핵연료， 전기 등의 
까、 三'" 0 ~ζ , 1 
T능룬-c τ)/r ， 

- 에너지 생산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 등은 산업체 재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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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장의 재형성은 정부의 규제요건에 따를 것， 

- 러시아의 에너지산업체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생산품이 요구되 

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볍 및 조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이 기본원칙에서 러시아는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으로 확정하고 원 

자력발전에 관련되는 기술 즉 재처리기술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 등을 

과감하게 수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하려는 원자력개발목표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로 이용율 : 80-85%로 증가 

O 원자로 수명연장 : 40-50년 

o 20201건까지 원자로 해체 : 5.76 GW 

O 원자력 용량 증가 : 2005년까지 26.2 GWe, 2010까지 32.0 GWe, 

2020년까지 52.6 GWe 

2010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 5기로 5 GWe를 충당하고 새로 5기를 추 

가 건설하여 5.8 GWe를 생산함으로서 수명 연장을 했을 때도 부족한 10.8 

GWe의 용량이 채워진다. 또한 2020년까지는 폐쇄되는 발전소를 6.0 GWe의 

원자력으로 교체하고 열병합발전도 고려한 새로운 원자력발전으로 20.2 

GWe를 생산하여 총 26.2 GWe의 전력생산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 

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수명이 다 된 석유 및 가스발전소는 원자력 

으로 대체하는 것， 신규 원자력발전은 대체적으로 기존부지에 추가하여 건설 

하는 것， 그리고 2020년에는 원자력이 총 전력생산의 25%가 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5) 원자로개발 현황 

(가) VPBER-600 

VPBER-600은 러시아 OKB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개발한 전기출력 

600 MWe의 일체형 원자로이다. 이들 원자로 계통은 쇄빙선 및 AST-500 

원자로에서 20년 이상 사용된 핵증기 공급 계통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서 안전성 및 성능 등은 이미 검증되었다. 

VPBER-600은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된 6개의 밀봉 방식의 원자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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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펌프를 사용하여 1차 냉각재 계통을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가압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증기발생기는 모두 12개이다. 급 

수 공급 계통 및 증기 제거 계통은 모두 4개의 독립된 계통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계통의 운전 변수를 바꿈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냉각을 제어할 

수 있다. 

(나) VVER-640 

VVER-640은 러시아 정부가 “환경적으로 깨끗한 동력“이라는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기출력 640 MWe의 가압경수로이다. 

VVER-640은 러시아 원자력개발의 주력기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추진 

될 전망이 다. Sosnovy Bor에 있는 NITI에 1 기 의 prototype과 Murrnansk 지 

역의 Ko1a에 37] 를 건설할 계획이며 건설부지승인이 각각 1995년 6월 28일 

과 1994년 10월 13일에 허가되어 현재 상세설계 단계에 있다. VVER-640 프 

로젝트는 국제적인 인허가절차에 부합되도록 1994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허 

가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VVER-440의 430 원자로 · 년과 VVER-1000의 

130 원자로 · 년의 운전경험을 토대로 추진된다. 

VVER-640에는 러시아에서는 최초로 이중 격납용기가 사용된다. 격납용기 

내부 구조물은 반구형 dome을 갖는 원통형이며 모든 원자로 사고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내부 구조물을 보호하 

고 비행기의 충돌이나， 폭풍파， 지진 등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VVER-640은 

원자로 노심과 격납용기 냉각에 피동개념을 광범위하게 도입했다. 따라서 관 

련된 열수력적 현상의 모사와 코드의 인증이 요구되므로 열수력 1arge sca1e 

mode1 test(linear sca1e 1 :3)가 계획되어 있고 노심 용융을 포함한 중대사고 

를 모사하기 위한 model test도 계획하고 있다. 

(다) V-392(Advanced VVER-1000) 

V-392는 러 시 아 OKB Mechanical Engineering에 서 VVER-1000의 개 량형 으 

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출력 1,000 MWe의 개량형 가압경수로로써 60 

년 수명을 가진다. 

V-392는 피동개념을 도입하였고， 다른 개량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건설 · 

운전 · 보수유지에 단순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Novovoronezh에 2기의 

건설계획이 었다. 또한 최근에 V-392보다 개량된 원자로를 IVO와 함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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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이다. 

( 라) V -407(VVER-640) 

V-407은 러시아 과학기술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NITD 가 발전과 지역난방용으로 개발한 전기출력 600 MWe 

의 4 Loop 개량형 경수로이다. 

V-407은 VPBER-600의 설계에 피동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97년 러시아 원 

자력 규제기관의 허가로 Sosonovy Bor와 Kola NPP-2에 건설 중이고， 

VVER-910000 MWe)을 핀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271 를 중국의 리안융 

강(현 티안완)에 판매하였다. 

(마) AST-500 

AST-500은 러 시 아 OKB Mechanical Engineering 이 지 역 난방용으로 개 발 

한 열출력 500 MWt의 일 체 형 원자로 이 며 , BOP 설 계 는 Atomenergoprojekt 

Institute에서， 기기제작은 Atommash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AST-500은 단순하면서도 신뢰성 있고 경제적인 지역 난방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온수 공급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증기 공급 및 해수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AST-500은 일부 기기를 실험로로 설치하여 안전 관련 각종 실험을 수행하 

였고， 러시아의 Gorky에 건설중이다. 

(바) RUTA 

RUTA는 러 시 아 동 력 공 학연 구개 발원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 RDIPE)에서 지역 난방을 목적으로 설계중인 원자 

로로서 열출력 이 각각 10, 20, 55 MWt의 세 종류가 있다. 

RUTA는 원자로가 지하 수조에 잠겨있는 수조형 원자로이며 대단히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은 모두 

자연적인 열유체 현상을 이용한 것이며， 안전 관련 계통도 또한 자연 현상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RUTA는 실증로를 RDIPE에서 설계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온수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증기 공급 및 해수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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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KM -150 (Micromodule Reactor) 

RKM-150은 러시아 물리동력공학원 (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 IPPE)에서 지 역 난방을 목적으로 설계중인 열출력 150 M~Tt 

의 원자로이다. 

RKM-150은 Micromodule(MM) 원자로라고 하는 직경 100~200 mm인 원평 

의 압력용기 내에 핵연료집합체를 하부에 설치하고 열교환기 1개를 상부에 

설치하여 자연 대류에 의하여 1차 계통의 물이 순환하며 핵분열로 발생딴 

붕괴열을 2차 계통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 MM은 1개당 열똘 

력이 680~ 1,070 kWt이므로 원하는 출력은 중성자 감속재(통상 흑연이나 좁 

수를 사용) 속에 삽입하는 MM의 개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각 MM에는 

2차 계통의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1차 계통뜬 

가압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 ·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뜬 

일체형 원자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 UNITHERM 

UNITHERM은 러시아 동력공학연구개발원(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 RDIPE) 에 서 설 계 한 원자력 열 병 합 발전 

로로서， 열출력은 7~30 MWt로 다양하다. 

UNITHERM은 다른 중소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주요 기기가 원자 

로 용기 내에 설치된 일체형 원자로이며，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 

은 모두 자연적인 열유체 현상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UNITHERM은 터 

빈 작동 시 응축기에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냉식 열병합로이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1차 계통 및 중간 계통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원자로 용기 및 

각종 안전 관련 계통은 격납용기로 보호되고 있다. 

(자) ABV-6 

ABV-6은 러시아 OKB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설계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서， 육상 및 선박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열출력이 최고 60 MWt인 

일체형 원자로이다. 

ABV-6는 다양한 운전 경험을 가진 원자로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1차 계 

통의 자연순환에 의한 열전달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이미 검증되었다. 특히 

일체형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기기인 증기발생기의 신뢰성은 250 원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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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운전 경험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원자로의 열 생산은 38 

MWt, 전기 생산은 6 MWe이며 1차 계통 냉각수를 자연 순환에 의하여 순 

환시킨다. 핵연료는 11%의 농축도를 갖는 합금(우라늄-알루미늄) 우라늄을 

사용하며， 정상 운전 시 출력 변화를 위하여 제어봉 구동장치를 사용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1차 냉각재의 옹도 변화에 따른 부반응도를 사용한다. 

(차) ATS-150 

ATS-150은 러 시 아 실 험 기 계 건 물설 계 국(Experimental Machine Building 

Design Bureau)에서 설계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써， 열 출력이 최고 536 

MWt인 일체형 원자로이다. 

ATS-150은 수요에 따라서 열 발생량과 전력 생산량의 비를 조절하여 사용 

가능하며 열 생산은 최고 100 MWt이며， 전력 생산은 최고 180 MWe이다. 

다른 중소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 

치된 일체형 원자로이며，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은 모두 자연적인 

열유체 현상을 이용한다. 

ATS-150은 다른 중소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는 일체형 원자로이며 1차 계통 냉각수는 자연순환에 의하 

여 순환된다. 

(카) KLT-40 

KLT-40은 러 시 아 OKB Mechanical Engineering이 쇄 빙 선 및 화물선의 추 

진 동력용으로 개발한 열출력 170MW의 Block형 원자로이다. 

KLT-40은 1959년부터 8개의 쇄빙선， 1개의 화물선의 추진 동력원으로 사용 

되어 약 11만 시간의 운전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쇄빙선용으로 1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다. 현재는 해수담수화 및 전력생산을 위해 KLT-40 원자로 

기술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라.프랑스 

프랑스에서 1970년부터 추진하여 온 원자력발전은 현재 58개의 가압경수로 

를 운전하여 63 GWe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서 총 전력생산의 76%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80%이상을 해외 에너지자원에 의존하였던 것을 50%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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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반면에 원자력기술은 원자력발전소 설계 · 건설， 기자재 공급 및 핵떤 

료주기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화력발전에 의 

한 공기 오염 가스 및 GHG(Greenhouse Gas)를 60% 감소하는 것 등의 목표 

를 달성하였다. 

프랑스는 일찍이 원자력발전소 설계 · 건설을 표준화하여 성공한 국가로서 

전력생산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76%로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적게 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프랑스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원자 

력을 에너지공급원의 하나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확정하고 관련되는 기술개 

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8)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EC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원자로의 성능 

개선에 관련되는 기술을 유럽국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기술개발의 장기 방향으로는 현재 NPI, Framatome/Siemens외

공동으로 EPR(European Power Reactor)의 개발과 더불어 EC에서 개발하는 

고온 gas 원자로 개발，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개발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 기존 원자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중접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은 고연소도 핵연료개발， 경수로에 PU 사용， 중대사고 mitigation, 원자로 수 

명관리 등이다. 특히， 재처리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수명 핵종을 분리하여 변환하는 기술， 지하에 처분하였을 때 나티

날 수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한 기술과 장기간 중간 저장할 경우의 저장조의 

기술적인 조건 등에 대한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1) 원자력 정책 

원자력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도 현재 세계의 원자력계기

당면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다른 에너지 

원과의 경쟁성， 핵비확산성과 사회수용성을 고려하여 1998년 12월에 원자력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O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로 현재의 비율 75%를 80% 정도로 증 

가시키고 원자력기술수출에 노력한다. 

O 방사성폐기물관리 program은 

- 장수명의 방사성 핵종을 분리하고 변환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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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실험실을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에 처분하였을 

때의 현상 연구， 

- 방사성폐기물의 포장 및 장기간 지표면에 저장하는 공정에 관한 연구 

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회에서는 

저장시설들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2006년까지 결정하도록 위임되 

어 있다. 

O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원자력시설을 감시 · 감독 

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그러나 권한이 위임된 안전기관을 설치하 

여 원자력발전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즉， 프랑스는 여러 가지의 현안사항 중에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원자 

력에 대한 사회 수용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프랑스로서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고 이와 더불어 

사회의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이들을 주요 정책으로 정 

하고 프랑스국민들에게 원자력발전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원자력 안전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은 

21세기에 원자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2) 원자력개발 장기계획 

프랑스 정부는 21세기에 플어서도 원자력기술개발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인 

CEA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확인하였고 중 · 장기 개발 목표들은 아래와 

같다. 

O 단기 및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CEA는 지금까지 프랑스 원자력산업 

체에서 개발하여 온 것들을 취합하고 차세대원자로의 개발파 핵연료시 

설들을 준비한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원자력발전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 

을 제고할 것， 

- 2006년까지 정부와 의회에서 고준위 및 장수명 핵종의 장기관리에 대 

한 전략을 결정할 것， 

- 차세대원자로를 개발할 것， 

- 원자력시설의 폐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할 것， 

- 새로운 농축기술언 AVLIS를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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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 

O 장기적인 목표는 장수명의 방사성폐기물을 적게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 

의 원자로개발과 현안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3) 원자로개발 현황 

프랑스는 독일과 공동으로 유럽 가압경수형 원자로(EPR， European Pressur

ized water Reactor)를 개발 중에 있다. 

‘92년 초 프랑스의 EDF와 독일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추 

진하던 계획들을， Framatome과 Siemens가 ’90년에 자회사로 설립한 NPI까 

수행하던 future PWR의 개념설계작업인 NPI Program으로 통합하여 용E풍 

1,525 MWe의 가압경수로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97년 말에 기본설계를 딴 

료하였는데， 여기에 사용한 설계요건 등은 양국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요구사 

항을 반영한 European Utilities Requirements(EUR)를 기본으로 하였다. ’98 

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설계최적화 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기출력을 1,750 MWe까지 증대시켜 국외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99년에 상 

세 설계를 시작하여 2006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테 

키의 Akkuyu Project에 입찰하였다. 

EPR의 원자로 수명은 60년으로서 노심 용융빈도를 10-6/원자로 · 년으로 설 

계하고 있다. 안전계통은 4개의 독립적인 Train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Train 

은 중압과 저압의 주입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붕산수는 IRWST에서 꽁 

급되며 잔열 제거계통은 안전 주입계통과 분리되어 있다. 2중 격납용기를 쇄 

택하여 내부의 Prestressed Concrete는 사고시 압력 증가에 대처하고 외부띄 

Reinforced Concrete는 비행기 충돌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도록 설계 

되어 있다.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IRWST와 연결된 150m3섹 

Spreading Compartment를 두었으며 노심 용융(Core Melt)과 같은 중대사고 

에 대처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마. 카나다 

카나다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상업 운전중인 700MWe급 가압 중수형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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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ANDU-6에 이어 900MWe급인 CANDU-9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히， 

CANDU-9은 2년간의 인허가 검토 과정을 통해 ‘97년에 완료되었다. 또한 

CANDU-6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접목한 차세대 CANDU(CANDU-NG)를 개 

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CANDU-NG에 도입되는 기본 설계 개념은 가동중 

연료교체 설계， 감속재와 1차 냉각재를 분리하는 감속재 분리 설계， 모률화 

설계， 중성자의 불필요한 흡수나 누설이 방지되는 경제적인 중성자 이용 

(High Neutron Economy) , 그리고 대단위 열흡수재 (heat sinks) 설계 개념 

등의 피동형 안전 계통의 접목이다. 따라서， CANDU-NG는 기존의 

CANDU보다 안전성을 증가시킨 원자로이다. CANDU-NG는 출력이 

600MWe급으로 CANDU-6의 노심 직경 760cm에 비해 216cm가 작은 484cm 

이 다. 즉 CANDU-NG는 원자로용기 ( Calandria) 체 적 이 CANDU-6에 비 해 

2/5로 감소하며 중수(D20)의 양은 1/4로 감소한다.U-235의 농축도가 1.5%인 

CANFLEX를 연료로 사용하는 CANDU-NG의 노심 연소도는 20 MWd/kg 

이다. 

바. 중국 

중국에서는 지역난방을 목적으로 피동형 안전개념을 접목시킨 일체형 중소 

형원자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원자력기술연구소 

(Institute of Nuc1ear Energy Technology - INET)에서 개발한 5 MWt급의 

실험로인 NHR-5가 1989년 9월 초임계에 도달하여 1992년까지 INET에 60-

90
0

C 의 온수공급을 하는 등 지역난방의 실증을 위주로 운전되었으며 1992년 

이후부터는 열병합 및 냉방의 실증을 위해 가동하여 원자로 열을 이용한 냉 

방도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NHR-5는 가동률이 99%에 이르는 등 대단히 우 

수하고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NET에서는 NHR-5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200 MWt급의 NHR-200 

을 상업용 모델로 개발하여 이미 이의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하얼빈 위에 위치하는 대경에 200 MWt 2 기의 건설부지를 정부로부터 허가 

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가 인허가 기관에 의해 심의 

가 끝나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이 진행중이다. 산동성의 대련에 200 MWt 열 

병합로 l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중원의 무한에는 200 MWt 냉난방용 l기를 건 

설할 계획 등 중국의 원자로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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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HR-5 

NHR-5는 열출력 5 MW급으로서 중국 원자력기술원(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 INET)에 서 개 발 및 설 계 하여 1989년 겨 울부터 100% 

로 운전되고 있다. NHR-5는 용기 형태의 지역 난방로로서는 세계 최초로 

운전되는 원자로이다.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계통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일차 계통의 모든 주요 기기 

는 모두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있는 일체형으로서 원자로심은 압력 용기의 

최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심 위 수직 방향으로 충분히 긴 냉각수 유로를 

설치하였다. 일차 열교환기는 총 4 개가 있으며. 수직 유로와 가압 용기 사 

이의 냉각수 하강 유로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동일한 설계 

압력을 갖는 일종의 금속 격납 용기(보호 용기 - Guard Vessel)가 아주 근 

접하여 원자로 압력 용기를 싸고 있는 2중 압력 용기 개념을 사용하여 원자

로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충분히 낮추었다. 모든 원자 

로 용기 관통 부위는 노심 상방 3m이상에 위치하며， 모두 직경이 작으므로 

모든 사고시 항상 노심이 냉각수에 잠겨 있는 관계로 노심의 냉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열출력 lOMWt의 열생산 원자로 NHR-lO을 개발하여 아프리카 모로 

코에 8，000톤/일 담수생산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양국 

간에 1998.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2001년부터 건설이 착수 될 

예정이다. 

(나) NHR-200 

NHR-200은 열출력 5MW급의 원자력 지역 난방 실험로인 NHR-5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원자력기슬원(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 INET)에서 개발 및 설계중인 상용 목적의 원자력 지역 난빙

로이며 열출력이 200 MWt급이다. NHR-200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 

로 가동되면 석탄에 편중되어 있는 난방 및 온수 공급 목적의 열원이 원지

력으로 다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NHR-200의 설계 개념은 NHR-5와 같다. 

원자로심 출력밀도는 36 kW/liter 정도로서 충분한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일차계통에는 6 개의 일차 열교환기가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 사용자와의 사이에 폐회로의 이차계통을 사용하여 

근원적으로 열사용자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원자로의 출 

력은 가연성 독물질봉， 제어봉 및 냉각수의 부반응도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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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P600 

'94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중국원자력원(NPIC)은 워1 이팅하우스의 AP600 

과 중국핵공업층공사(CNNC)가 개발한 AC600의 조합인 CAP600을 설계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였다. 실무팀을 기술 및 경제성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96년 2월에 CNNC에 제출하였으며 CNNC의 검토가 긍정적이면 실제 부지 

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가 원만히 진 

행되면 AP600의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웨스팅하우스사가 많은 관 

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 

CAP600은 전형적인 2루프 워l 이스팅하우스사 가압경수로이다. 열출력은 

1940MWt이며 T/G에서의 전기출력은 705MWe이다.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밸브， 펌프， 배관， 배선， 열교환기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였으며 단순화와 모 

률화를 통해 건물체적， 자재， 건설 인건비를 상당히 줄였다. 안전개념에서는 

피동안전개념을 채택하였고 능동안전기기와 시스템을 제거하였다. 실제로 보 

조계통에는 안전등급의 기기가 없으며 품질요건은 화석연료발전소의 기기와 

동일하다. 이용률은 90%이상. 발전소 정지기간은 핵연료교체에 17일， 종사자 

방사선 연간 피폭량은 70man-rem이하를 목표를 설계되고 있다. 중국에서 

600MWe급의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송배전망이 대량보다는 

600MWe급이 추가되는 것이 운영에 편리하고 또한 중국의 터빈 제작설비가 

600MWe급에 사용되는 터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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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미래 핵연료주기기술 개발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현황을 경수로핵연료， 중수로핵연 

료， 그리고 금속핵연료 기술개발 현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 1절에서 

는 국내의 경수로， 중수로， 금속핵연료 기술개발 현황을， 제 2절에서는 세계 

의 경수로， 금속핵연료 기술개발 현황 및 세계 핵연료주기 현황에 대해 기술 

하였다 30) 

제 1 절 국내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현황 

1. 경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현황 

경수로핵연료 분야에서는 핵연료 설계코드들의 개발 및 개선， 피복관에 사 

용될 새로운 합금의 개발， 안전성이 향상된 새로운 핵연료 부품들의 개발， 

새로운 핵연료 제조공정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들 

의 실증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노내조사시험들이 추진되고 있다. 

가. 신형핵연료 개발 

(1) 핵연료 피복관용 신소재개발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연소도용 신합금 피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합금 개 

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합금 설계기술 개발， 판재 제조공정 기술 개발， 

Screening Test 등을 통해서 내식성이 우수한 10여종의 2차 후보합금을 선 

정하였다. 이를 위해 약 150여종의 신합금을 설계하였고， Screening Test흡 
위해 8회에 걸쳐서 약 650여종의 시편을 제조하여 Autoc1ave 부식시험， 크쉽 
시험， 인장시험 등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차적으로 기존에 대두되었거나 현재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합금 피복관에 

대해 장 · 단점을 평가하였으며， 국내외 특허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합금이 개 

발된 후에 특허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예비합금을 설계하썼 

다. 설계합금에 대해 노외성능 평가를 실시한 후 시험결과를 반영하여 합급 

을 재설계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결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Zircaloy-4보다 내식성이 우수한 20여종의 1차 후보 

합금을 선정하였고 이들 합금을 다시 정밀 평가하여 비록 판재시편 단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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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나 ZIRLO피복관보다 노외 부식특성이 우수한 10여종의 신합금을 선 

정하였다. 이들 신합금과 관련하여 12건의 물질특허를 미국， 일본， 중국， 한 

국에 출원하였으며， 이중 2건은 미국특허를 획득하였다. 특허가 등록된 2종 

의 신합금 (K1 ，K2)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시제품 피복관을 제조하기 위한 국 

제협력을 추진중이다. 

(2) 소결체 재료 신기술 개발 

연소 중 반응도 증가현상의 억 제 능력 이 우수하고 연소 후 잔류 penalty가 

적은 가연성 흡수소결체의 설계를 위하여， 소결체의 내심에는 U02-Gd203를 

사용하고 외곽에는 U02-Er203을 사용하는 이중 가연성흡수 소결체 설계가 

도출되었다. 이중 가연성흡수 성형체 제조를 위해서 이중 성형틀 및 펀치가 

개발되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의 틀에서 순차적으로 외곽용 예비 성형 

체와 내심용 예비 성형체를 각각 분리하여 제조하였다. 두 예비 성형체를 합 

체하고 다시 성형하여 이중 가연성흡수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이중 성형체는 

외곽/내심 계변에 결함이 전혀 없었다. 

큰 결정립 U02 소결체를 제조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U30S 단결정 

을 제조하고 이것을 U02 분말과 혼합하여 성형하고 수소기체분위기에서 소 

결하면 12-20μm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U02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 U30S 

단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은 U30S 분말을 1300 oC 공기 중에서 4시간 열처리 

하여 U30S 단결정 크기를 5-6μm로 성장하도록 하고， 열처리 후 다결정 

U30S 분말의 입자를 분리하여 단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제조기술은 단결정 U30S 제조방법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U02 소결체 제조공 

정과 완전히 같다. 또한 큰 결정립 소결체는 기존의 spec을 완전히 만족한 

다. 

(3)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종합적인 성능평가를 목적으로 핵연료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별로 특성시험 및 노내 외 실증시험에 대한 기술분석 

이 수행되었다. 핵연료 성능자료는 핵연료 개발시 성능검증뿐만 아니라 성능 

예측을 위한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며，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자료를 

종합하여 핵연료 성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수집된 성능자료들은 OECD이EA와 IAEA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IFP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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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자료， NRC에서 FRAPCON-3 코드 개발에 사용된 핵연료 성능자료 빛 고 

연소도 성능해석모델을 개발/검증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에 인장응력이 작용할 때의 크립아웃에 대한 노내 시험 자료， 소결체 

의 핵분열기체에 의한 기포팽윤 관련 노내연소시험 및 연소된 핵연료의 노 

외가열시험자료 및 연소된 소결체 내의 국부 연소도 빛 PU 동위원소 분포 
자료 등이 조사 정리되었다. 

고연소도 핵연료의 피복관 및 소결체 거동 분석을 위한 모델이 개발되었다. 

즉 경수로의 장주기 및 고연소도 노심의 가연성 독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가돌리니아 가연성독봉 소결체의 출력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식이 개 

발되었으며， Zirca10y 피복관의 부식 기구 및 부식기구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을 분석하여 부식모델식이 개발되었다. 고연소도 U02 소결체의 HBS (HigÌL 

Burnup Structure)의 생성기구 모델이 핵분열기체의 거동 분석을 통해 제시 

되었으며， 조사된 U02 핵연료 소결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면 

서 측정한 열확산도 자료에 기초하여 U02 소결체의 열전도도 모델이 개발되 

었다. 

(4) 지지격자 개발 
연료봉 지지 성능 향상 및 고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격자구조의 개선과 

유동혼합장치를 사용한 열적여유도 증가를 위하여 고유모델 지지격자가 개 

발되었다. 기존의 지지격자체에 비해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격자체 

고유형상 7종을 2년간(1998-1999)에 걸쳐서 고안되었는데 특히 1998년도에 

고안된 격자체 형상 3종은 2000년 4월에 미국 특허국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고유모형의 지지격자체 형상들은 궁극적으로 연료봉 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열 수력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출된 것으로 독자적 기 

술소유권을 확보하였다. 고안된 지지격자 형상들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기 위 

하여 5x5형 격자체 부모형을 제작하고 이들 부모형 시편들에 대한 기계/구 

조적 특성시험(스프링/팀플의 특성시험， 연료봉 진동특성시험， 격자체 정적좌 

굴 및 동적 충격시험， 프레팅마멸 시험)을 수행되었다. 

또 지지격자체 개발과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해석기술， 시험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스프링 및 팀플의 특성시험 및 해석기술， 

연료봉 지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격자 지지부(스프링 및 팀플)에 대한 형 

상 최적화 설계기술，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해석하고 시험하는 기술，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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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적 좌굴특성시험 및 해석기술， 격자체의 동적 충격특성시험 및 해석기 

술 그리고 연료봉의 프레텅마멸 기구를 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규명/해석 

기술/시험기술 등이 확보되었다. 

특히 연료봉 진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등록되었다. 

연료봉의 프레텅마멸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래의 국외 핵연료공급자들에 의 

해 주로 수행되어 온 핵연료집합체 단위의 유동시험에 의한 접근 방법과 현 

저히 다른 역학적 접근(고체역학， 접촉역학 이론을 적용함)이 시도되었다. 즉 

연료봉의 마멸을 연료봉 지지부위에서 마멸 입자가 피복관으로부터 이탈하 

는 현상으로 설명하여 이를 위한 연료봉/지지격자 접촉면에서의 응력을 분석 

하였으며 필요한 수치적 방법이 개발되었다. 

지지격자체의 열수력 성능을 좌우하는 유동혼합장치에 대해 6종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는데， 이들 중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4종에 대해 상용 전산유체코 

드를 이용한 유동장 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최신 해외 지지격자인 W와 

ABB-CE의 유동혼합장치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함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후보모형 중에 최신 해외의 유동혼합장치와 견줄만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 유동혼합장치에 대한 예비 성능시험으로 3X3 연료봉다발에 

대한 풍동시험과 원형관에 대한 냉매 임계 열유속시험이 수행되었다.그 결과 

를 보면 원자로 노심운전 조건에서 회전유동날개로 인한 임계열유속 증가는 

15% 이상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신형핵연료 상하단고정체 개발 
상단고정체 해체/재조립 메카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후보모형 6종이 고안되어 

제조성 및 해체/제조립 성능과 건전성이 평가되었으며 상단고정체 유로판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상단고정체 홀다운스프링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 

되어 그 성능이 평가되었다. 

또 하단고정체에 대해서는 이물질 여과 및 포획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0 

여종의 모델이 설계/제작되어 1차로 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여과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압력강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이 설정되었다. 또한 하단고정체 

이물질여과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한 간이 수력시험용 Loop이 설계/제작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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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 개발 

개량핵연료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협력사 선정을 위하여 ABB CE, SPC, WH 

등 3개 사에 ITB (Invitation-to-Bid)를 발송하였으며 3개 사는 개량핵연료 

의 경제성， 기술성 및 계약조건， 등을 KNFC에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기술성 

및 계약조건 등의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행된 평가에서 최고점 

을 획득한 WH가 해외협력사로 선정되어 공동개발 업무가 착수되었다. 

또한 16x16 CE형 원전 (Palo Verde)용 C-80 집 합체， 17x17 WH 원전-용 

Perforrnance+ 연료， 그리고 14x14 CE형 원전(Fort Calhoun)용 WH 공급 헥 

연료， 등 참조 설계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량핵연료 

집합체 및 부품에 대한 예비설계가 수행되었다. 

다. 미래형핵연료 개발 

미래형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새로 생성되는 연료를 활용함으로서 지하차 

원의 지역적 편재에 따른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원의 외 

국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준자립을 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현재 우래 

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저장시설이 협소 

한 실정이며， 또한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부지를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증가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미래형핵연료 기술개발은 미래형핵연료 가공기술 개발， 미래형핵연효 

설계기술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경수로용 핵연료 및 중수로용 핵연 

료의 기술개발은 이미 국산화가 달성되어 그 기술의 신뢰성이 입증된 상태 

이며， 이 확보된 경수로 핵연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경수로용 혼합핵연료띄 

설계기술 개발이 수행중에 있다. 혼합핵연료 노심설계기술은 현재까지 혼함 

핵연료 노심해석 주요계산 모률개발， 혼합핵연료 해석용 중성자 단면적 라이 

브러리 예비생산， 혼합핵연료 격자해석용 코드 평가 및 검증과 혼합핵연효 

장전노심 전략연구 등을 수행하여 인허가 수준의 노심설계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또한 핵연료설계를 위하여 혼합핵연료 성능해석 코드인 COSMOS코드가 개 

발되었으며 핵분열기체 방출모델을 개선하고 고연소 핵연료의 피복관 부식 

을 계산하는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모델들을 추가한 COSMOS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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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국제공동연구에서 얻어진 노내성능 자료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이 확인 

되었다.그동안 개발된 분말처리기술 및 소결기술을 U02-5wt%Ce02 

(U02-8mol%Ce02)혼합분말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혼합 

핵연료 소결체 가공 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소결밀도의 조절을 위하여 기 

공형성제 사용에 필요한 조건확립의 실험도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그 동안 개발된 설계/가공기술의 종합적인 검증을 위하여 시험연료의 노내 

연소시험이 추진되어 시험연료의 설계와 제조가 수행되었다. 시험연료의 노 

내거동이 COSMOS코드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노내성능의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계측기의 선정을 위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또한 개발된 장치와 기 

술을 이용하여 시험연료가 제조되어 시험원자로로 운송되어 조사시험 Rig에 

장착이 완료되어 연소가 진행 중이다. 또한 소결밀도의 조절을 위한 기공형 

성제 사용기술과 보다 개선된 미세구조를 갖는 소결체 가공에 관한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소결체 scrap 회수기술도 개발되었다. 

2. 중수로 핵연료 기술개발현황 

가. 개량 중수로원전연료(CANFLEX) 개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원전용 개량원전연료(CANFLEX -NU)를 개발하 

는 데 성공하여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원전연료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 

한 열적 및 기계적 해석， 노물리 해석 열수력 해석 및 안전성 해석이 수행 

되어 CANFLEX-NU 원전연료가 설계되었으며， 원전연료 가공기술이 개발되 

었다. CANFLEX 원전연료다발의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00개의 시험용 

원전연료다발을 생산되어 수력학적 검증시험과 노물리 특성실험， 원전연료 

장전기와의 양립성 시험 연구로내 조사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CANFLEX-NU 원전연료를 중수원전에 전량 장전하기 위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37개 원전연료봉 다발 대비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향상치를 얻기 위하여 임계열유속시험이 수행되었으며 CANFLEX-NU 

원전연료의 임계채널출력 (CCP : critical channel power) 이 기존 37개 천연우 

라늄 원전연료다발보다 최대 8%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FLEX-NU 원전연료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을 위한 Point Lepreau 

중수원전 시범장전 조사시험을 위하여 CANFLEX 원전연료 시범장전용 안 

전성해석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기관의 검토를 거쳐 시범장전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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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CANFLEX-NU 원전연료다발들이 동 원전에 징

전되어 건전하게 연소를 마치고 인출되었다. 

437~ 이원봉으로 구성된 CANFLEX 다발은 가능한한 기존 원전연료 제조시 

설 및 기술을 사용하여 원전연료 제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기존 37개 원전연료봉 다발보다 원전연료봉 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같은 

원자로 출력조건에서 원전연료봉 1개가 담당하여야 하는 출력을 20% 정도 

감소시켜 방사성물질의 생성량 방출을 1/4 수준으로 낮추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원자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천연 우라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의 원전연료 즉， 저농축우라늄， 순환우라늄， 혼합우라늄 및 토륨 원전연료 등 

을 수용할 수 있고 연소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연간 원전연료 소모 

량과 연소후 방출되는 사용후 원전연료 생성량도 크게 감소시켜 원전연료의 

경제성이 탁월하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ANFLEX 원전연료 다발 

은 또한 열전달 향상용 버튼을 부착하여 원자로의 운전여유도(임계채널출력) 

를 기존 37개 원전연료봉 다발과 비교하여 최대 8%까지 증대시키기 때문에， 

원자로의 노후화에 의한 운전여유도 감소를 회복시켜 원자로의 정상 및 안 

전운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력감소 운전을 방지하여 원자력발전 

단가를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나. 경 · 중수로 연계 (DUPIC) 원전연료주기 기술개발 

경 · 중수로 연 계 핵 연 료(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주기 기술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습식 재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건식공정을 통하여 중수로용 핵연료로 제조하는 기술로서 핵 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 

적 기술이다. ‘90년대 초에 한 · 미 · 카 3국 공동연구를 통하여 DUPIC 핵연 

료 기술 타당성분석을 수행한 이래 ’94년부터 2002년까지 제2단계 국제공동 

연구를 통하여 DUPIC 핵연료의 중수로 내 양립성 입증， 시제품 제작 및 하 

나로연구로를 이용한 성능검증 등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DUPIC 원전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의 제조를 위한 가공기술 및 장치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원격 원전연료 제조장비의 시운전을 마치고 조사재 시험시설 

(IMEF)내의 M6 차폐시절에 원전연료 원격제조장치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조사재 시험시설에서 개발된 DUPIC 원전연료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수십개 

의 DUPIC 원전연료 소결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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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용 원전연료봉을 제조하였다. 또한 사용후원전연료 물 

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장치로서 중성자측정 검사방식을 이용한 DSNC(DUPI 

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개 발하여 미 국， IAEA의 전문가와 함께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IAEA의 공인을 획득하였으며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을 수립하였고 조사재 시험시설의 격납 및 감시시스템도 구축하여 DUPIC 

원전연료 제조를 위한 핵물질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였다. 

3. 액체금속로 핵연료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는 1992년부터 금속핵연료심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 

며， 1995년부터 소규모로 액체금속로 금속연료 설계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 2년간 중장기과제에 의해 구동， 블랑킷， 제어， 차폐， 및 반사 봉 

및 집합체덕트 등으로 구성된 칼리머 노심 핵연료계통(연료 및 비연료) 집합 

체덕트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나， 중장기과제 조정에 의하여， 기존의 

금속핵연료기술개발과제 연구내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KALIMER 노심 

해석과 연계된 핵연료설계 업무와 설계도구 즉 전산코드 개선/개발업무 만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용 산화물 연료 설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이 없다. 

핵연료설계용 전산체제개발에서는 자체개발중인 MACSIS의 일부 모형들， 

핵연료심 팽윤모형， 핵분열기체생성물방출 반복Citeration loop) 프로그램 구 

조， 및 연료봉 변형해석 모형들을 개선하여 기존 코드에 설치/검증함으로써 

MACSIS-MOD1 전산코드 개정판이 개발되었다. 고속로용 핵연료 제조기술 

분야에서는 핵연료제조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출주조를 하기 위한 진 

공 사출주조로 제작， 사출주조 기초기술개발， 핵연료의 미세조직의 특성파악， 

열적 조직안정성，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계면반응층 분석 및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의 압출 등이 수행되었다. 

4. 연구로용 핵연료 개발 

연구로용 개량 핵연료 개발은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핵연료 제조시설 건설， 

원심분무 U3Si2 구형분말 분산 핵연료 개발， Garnma상 우라늄 합금 분산 고 

밀도 핵연료 개발 등이다.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개발에서는 대부분의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여 감손우라늄과 알루미늄으로 하나로 핵연료 모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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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조 공급하여 하나로에서 시운전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라늄 실리사이드 

합금용탕에서 바로 핵연료분말을 제조하는 원심분무기술을 적용하여 핵연료 

제조공정을 대폭 단축시켰다. 핵연료입자가 구형화됨에 따라 핵연료 성형성， 

열전도성， 열반응 양립성 등이 향상되어 핵연료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결과 

를 얻었고 미국， 독일， 카나다에 특허를 획득하였다. 국산화 개발 핵연료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핵연료의 기계적/열적 특성， 내부식성을 조사하였다. 감손 

우라늄으로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제조하여 열수력 시험 즉 압력강하， 진동측 

정， 내구성 시험도 하였다. 지금은 연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농축 우 

라늄으로 시험용 집합체를 제조하여 노내조사시험 중이다.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U3Si2 분산핵연료를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용 원자-로 

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파쇄분말 U3Si2 분산핵연료와 노내 연소성능을 비교하 

기 위한 노내조사시험이 2000년 3월에 평균연소도는 70 %에 도달하여 성공 
척으로 조사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핵연료가 가장 우 

수한 연소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ANL의 주관으로 ATR 원자로에서 수행한 제 1단계 노내연소시험에서 

U-Mo 합금계는 Mo함량이 6wt% 이상에서 안정한 연소거동을 나타내면서 

원심분무 핵연료가 기존 파쇄 핵연료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제 2차 

연소시험에서는 U-Mo 핵연료를 Mo 조성별로， 삼원합금으로 Ru과 Os을 첨 

가한 합금， 결정립을 조대화시킨 재료로 nano-plate를 제작하여 실제 핵연료 

과 거의 동등한 밀도와 출력으로 미국 ATR 조사시험을 완료하여 현재 조사 
후 시험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7가지 종류의 합금 재료로 49개꾀 

핵연료 심재를 시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 ANL연구소로 공급하였고 이중 25 
개 시료가 장전되었다. 

제 2 절 세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현황 

1. 경수로핵연료 개발 현황 

가. 우라늄 연료 개발 

세계 각국의 핵연료 공급사들은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연소도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가장자리에서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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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생성되고 결정립이 미세하게 분리되는 rim effect, Zircaloy 피복관에 수 

소화합물이 국부적으로 많이 생성되었을 경우의 피복관의 연성감소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고연소도에서의 연료의 성능 저하에 의해 반응 

도 사고시 핵연료 손상이 기존의 모형에 따른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에너지 

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고연소도에서의 연료 및 피복 

관의 성능변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실증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함을 깨 

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피복관 부식에 집 

중되어 왔던 연구가 고연소도에서의 피복관 및 소결체의 성능자료 생산， 반 

응도 및 LOCA 사고시의 고연소도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피복관 부식 등의 거동， 고연소도에서 핵연료집합체의 휩에 따른 제어봉 불 

완전한 삽입， crud 의 침착으로 인한 피복관 부식 증가 및 손상 발생， 핵연 

료 장기저장시의 거동 등 고연소도 핵연료의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에 개발된 Zircaloy-4는 원자력발전소 핵연료피복관 재료로써 커다 

란 문제없이 30년 이상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원자 

력발전소의 가동조건은 기존의 핵연료피복관 재료인 Zircaloy-4 합금이 극복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발전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주기/고연소도， 열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고온 가동운전， 발전소 1차 계통의 방사선 준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높은 pH 운전 등으로 가동조건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핵연료 피복관 

재료의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 

터 핵연료피복관으로 사용되는 Zr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신합금 피복관은 이미 

노내성능이 검증되어 상용원자로에서 연소 중이다. 

미국의 Westinghouse사는 ZIRLO피복관을 개발하였고， 프랑스의 Framatome 

사는 M5피복관을 개발하여 상용로에서 연소중인데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고연소도 핵연료피복관용 Zr 

합금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Zr신합금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노외성능을 평가 

하고 있다. 

큰 결정립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고소성 소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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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고연소도에서 새롭게 관찰되는 nm 조직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02 소결체의 결정립 성장을 위해서 띤 

구 개발되고 있는 방법은 첨가제 사용법， 고활성 U02 분말 사용법， U02 단 

결정 사용법 이 있다. 첨가제 사용법은 가장 오랫동안 개발된 방법으로서 제 

조공정에 응용이 용이하지만 노내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결정립이 

큰 Nb205 함유 소결체의 노내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소결체는 표준 U02 소 

결체보다는 핵분열 기체 방출이 낮았지만 이 소결체와 동일한 결정립 크기 

를 갖는 U02 소결체보다는 핵분열 기체 방출이 높았다. 최근에 Al203+SiO~ 

를 함유한 소결체의 노내시험에서는 핵분열기체 방출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 

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첨가제 함유 U02 소결체의 노내성능은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고활성 U02 분말의 사용법은 기존의 U02 분말의 제조공정을 개량해서 분말 

의 비표면적을 크게 하여 약 30μm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소결체 제조공정에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현재 고활성 분말을 사용한 U02 소결체의 상용로 

실험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자 결정립을 사용하여 결정 

립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U02 분말에 U02의 단결정을 혼합해서 소결 

하면 약 30-40 μm 결정 립을 얻을 수 있다. 

고소성 U02 소결체의 개발은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Nb205 또는 Alz03+Si02를 함유한 소결 체 의 power ramp 시 험 결 과 고소성 

소결체가 PCI 파손에 상당한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격자체의 기계/구조적 성능 및 열 수력적 성등을 향상시키고 연료봉의 

손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외 핵연료공급자들이 연료봉 지지성능을 개량시 

킨 사례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발되어 왔다. 즉， 지지격자 재 

질의 관점(Inconel→Zircaloy-4→ZIRLO로 재질 변경)， 성능향상을 위한 격자 

및 지지격자판의 형상개선의 관점， 그리고 제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 

방법 개선의 관점에서 개발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BB-CE사는 TURBOTM 연료에 지지격자판 기저부와 지지격자 스프링 부 

위의 가공 방법을 다르게 하여 노섬 운전 중에 중성자 조사에 따른 연료봉 

지지력의 저하를 경감시킨다. 지지면적을 증가시켜서 노심 운전 중에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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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지지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유체유발 진동과 관련된 연료봉의 진동 및 

프레팅마멸에 의한 연료봉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 "1"형 스프링을 

채택하였다. 지지격자체의 좌굴강도를 기존의 지지격자체보다 증강시키도록 

혼합날개가 격자의 교차점이 아닌 격자의 측면에 부착된 측면지지 지지격자 

체 (Side Supported Spacer Grid)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수로 사이의 

냉각수 혼합과 연료봉 주위의 회전유동을 발생시키며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혼합날개 형상이 고안되었다. 

Mistsubishi사는 스프링의 국부응력 첨두치를 크게 줄여서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에 의한 스프링 손상 가능성을 크게 줄인 

T형 spnng을 채용한 지지격자를 개발하였다 Westinghouse사는 

Performance+ 연료에서 스프링의 형상을 예전의 수직형상에서 기울어진 형 

상으로 변경하고 담플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 

(LOCA) 시에 대비하도록 격자체 구조적 강도를 증강시켰으며 혼합날개을 

크게하여 유동혼합 기능을 향상시켰다. 

한편 SPC-사는 HTP 연료에서 지지격자체의 좌굴강도도 증강시키고， 연료봉 

과 지지격자 스프링의 접촉을 선접촉이 되도록 하여 유체유발에 의한 연료 

봉의 진동 및 연료봉의 프레팅 마모량을 크게 경감시키는 HTP 및 HMP 지 

지격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중 격자판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유동혼합을 증가 

시키고 격자체가 유연성 있는 스프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고안되었다. 

Siemens/KWU사는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을 아치형으로 설계하여 연료봉 

지지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를 증강시키고 유동저항 

도 가능한 줄이기 위한 FOCUS 지지격자체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핵연료 손상의 대다수가 이물질에 의한 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 

으며， 이는 대부분 하단고정체와 하단지지격자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핵연료 손상을 막기 위하여 해외 핵연료 공급사들은 이물질이 하단고 

정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이물질이 하단고정체에 포획되도록 하 

는 개념， 하단고정체를 통과한 이물질이 하부 그리드에 포획하도록 하여 이 

물질에 취약한 연료봉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등 각 사 고유의 핵연 

료 손상방지 설계개념을 개발하였다. 

Westinghouse사는 하단고정체의 유로홀 크기를 작게 하고 소구경 하단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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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위에 또다시 이물질여과 통과 단면적을 줄이도록 그리드를 설치하므로써 

2중으로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개념을 사용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이보다 작 

은 이물질이 지지격자에 포획되어 핵연료봉의 마모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 

하여 하부 피복관을 산화시키도록 하는 개념을 선택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따. 

ABB-CE는 이물질이 하단 고정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여 하단 고정체를 

통과한 이물질은 하단지지격자에서 포획되도록 하는 GUARDIANTM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다. 이 경우 하단지지격자하부의 연료봉은 긴 하부봉단마개로 

구성되어 있다. SPC사는 하단 고정체 내부의 유로경로에 곡선형 판들을 조 

밀하게 배열하여 이물질이 하단 고정체를 통과할 때 곡선판에 포획되도록 

하는 FUELGUARDTM을 개발/상용화하였다. 상단고정체는 핵연료 손상에 

대비하여 핵연료 보수시 분해 및 재조립이 용이한 설계의 개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나. 혼합핵연료 개발 

혼합핵연료 개발은 1950년대부터 고속증식로 사용을 목적으로 꾸준히 연구 

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잉여 PU 의 경수로에의 이용을 추구하여 현재 프 
랑스， 벨지움，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제국과 일본에서 이를 상용화하였거나 

또는 상용화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고농도 플루토 

늄 연료를 개발중에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측면에서 혼합핵연료 재순판 

기술에 대한 개발도 추진 중이다.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주로 국제 program 을 통하여 고농도 플루토늄 

연료에 대한 임계 노물리실험을 수행하고， 노내 연소성능에 대한 실험자료륜 

축적하여 고연소도 영역에서의 혼합핵연료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설계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자체의 database 짝 

보차원에서 노내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된 가공기술의 개선과 판 

련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핵무기 해체에 의한 잉여 PU의 소모를 위하여 pu 연소를 위한 다양딴 

연구가 각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증식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혼합핵연료는 

현재 미-러의 핵무기 감축협정으로 발생한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 

(VVeapon grade pu : VVe-Pu)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혼첼 

핵연료 연구 및 상업로 장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6개의 혼합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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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진 혼합핵연료는 새로 인허가를 진행중이거나 연 

소계획인 원자로가 증가하는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 사용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혼합핵 연료 사용현황(Nuclear Europe Worldscan May/June 1999) 

국가 원자로 종류 연료 장전현황 원자로 수 

벨기에 PWR 가동중 2 기 

가동중 17 기 
ii 라“A PWR Licensed 3 기 

Planned 8 기 

〈위스 
PWR 가동중 3 기 

BWR Licensed 2 기 

〈워l 댄 BWR Planned 4 기 

미국 PWR Planned 6 기 

일본 
PWR Licensed 2 기 

BWR Planned 2 기 

혼합핵연료를 원자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핵물질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핵연료의 재순환 사용을 통한 

혼합핵연료의 사용을 반대해 옹 미국은 현재 추가적인 원폭의 제조중단과 

원폭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We-Pu의 처분을 위해 We-Pu을 혼합핵연료 

로 변환하여 상업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로 연소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원자로에서 혼합핵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핵확 

산 가능성이나 기술적인 문제점， 경제성 비교， 등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지금 중요시되는 분야로는 We-Pu에 함유된 갈륨이 혼합핵연료 노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현재까지의 조사후 시험 

을 통한 결과는 갈륨의 영향이 혼합핵연료의 노내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연료 노내 건전성 평가는 혼합핵연료 사용에 오랜 

경험이 있는 벨기에의 COMETHE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이러 

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미국 DOE에서는 We-Pu로 제조한 혼합핵연료를 

2007년부터 시작하여 그후 15년간 미국 내 원자로에서 연소시켜 We-Pu을 

처 리 하기 위 해 Duke Engineering & Services, Cogema, Stone & Webster의 
컨소시움이 혼합핵연료의 제조와 원자로에서의 연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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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의 DOE 및 러시아의 MINATOM과 계약을 체결하여 CANDU 

원자로에 We-Pu을 연소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AECL에서 진행중에 있다1 

이를 위해 We-Pu으로 제조된 소결체를 미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와 AECL에 

서 CANDU형 핵연료를 제작하여 Chalk River의 NRU 원자로에서 연소시킬 

계 획 (Parallex)을 진행중이 다. 

현재 세계 최대의 혼합핵연료 생산국이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가압경수로를 

소유한 프랑스는 정부 및 국민의 확고한 원자력 에너지 지지를 기반으로 

Chinon 원자로에 대해 추가로 혼합핵연료 장전허가를 얻었다. 이로써 28기의 

원자로 중 20기에 혼합핵연료를 장전하게 되었다. 또한 CEA는 연소도를 

U02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핵분열 기체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연료를 

개발 중에 있다. 

영국은 일본에 혼합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 

나 BNFL의 Sellafield에 위치한 혼합핵연료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련자료가 허 

위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일본 간사이 전력은 MOX를 다시 회수해가도록 

요청을 한 상태이다. 한편 BNFL의 SBR 제조법으로 제작된 혼합핵연료가 

Beznau 원자로에서 연소되어 지금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여 혼합핵연료의 노 

내 거동에 대해 확인중이다. 또한 개발중인 ENIGMA 코드를 더욱 개선하여 

혼합핵연료의 노내 거동 해석을 수행중이다. 

스위스는 Cogema와 BNFL에서 혼합핵연료를 구입하여 Beznau, Goesgen 원 

자로에서 연소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Leibstadt와 Muhleberg 두 개의 비등 

형 경수원자로에서 혼합핵연료 장전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곧 장전할 

계획이다. 스위스의 PSI연구소에서는 특히 IMF 핵연료를 이용한 경수로에서 

We-Pu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우라늄과 혼합한 MOX로 가공힌

뒤 기존 경수로에서 재가동하는 것을 원전사업의 기본으로 잡고 있는 일본 

은 도카이무라 임계사고가 발생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성 시비가 커지지

MOX핵연료 사용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이다. 더구나 BNFL의 핵연료조 

작사건으로 혼합핵연료 장전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계획중이던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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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수로 Fukushima 원자로에 대해서도 혼합핵연료 장전이 계획이 연기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최근 We-Pu 50톤의 처리를 약속한 후 Dimitrovgrad의 RIAR 연구 

소에서 개발한 건식방법을 이용하여 6Kg의 We-Pu으로 30Kg의 발전소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였다. 이 핵연료는 RIAR의 BOR-60에서 연소될 계획이 

다.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We-Pu으로 제조한 혼합핵연료들을 

BOR-60 및 BN-600에서 연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합핵연료의 

경수로 이용을 위해 VVER-1000에 장전할 핵연료 개발도 계획중이다. 

2. 금속핵연료 개발 현황 

가. 미국 

1980년대에 금속연료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금속핵연료는 액체금속로 

개발의 두 번째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클린치 리 

버 원자로CCRBRP)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액체금속로와 금속핵연료 주기기 

술에 대한 재평가 과제가 착수되었다. 이는 금속연료 주기기술에 대한 새로 

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재평가의 주요한 관점은 경제성과 

고유 안전성 이 었 다. 더 군다나 Three Mile Island 및 Chernobyl 원 전 사고는 

현세대의 원전보다 더 안전한 개량 원자로 설계개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 

었다. 1977-1982년 동안 RBCB시험 및 일련의 운전신뢰성 시험을 수행했고 

1984년 U-Pu-Zr 삼원 합금 핵 연 료를 기 본으로 IFR(Integral Fast Reactor) 

프로그램에 따라 금속연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형 모율러 액체금속로의 핵연료로서， 초기 금속핵연료의 

설계특성을 크게 개선시킨 삼원 금속핵연료(U-Pu-Zr)의 노내 거동의 우수성 

및 사용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이 삼원 금속핵연료(U-Pu-Zr)는 연료의 희석 

밀도를 약 75% 정도로 낮추어서 핵연료의 과대한 팽윤도 수용할 수 있게 하 

였고， 핵연료심재와 피복관 사이에 소륨을 충전시켜 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의 

gap 열전도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접합 소륨은 핵연료심내의 열린 기포 

속으로 침투되어 핵연료심 자체의 열전도도 향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EBR-II 및 TREA T(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에 서 계 속되 어 온 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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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 연구결과， 금속연료봉의 중심부위 용융이 발생되어도 연료봉 건전 

성은 유지되며 공정반응의 온도 기준이 과도/과출력 사고시에 핵연료봉은 

1,07TC O,970oF) 위의 온도에서， 정상운전상태에서는 700 0

C 0 ,290oF) 온도에 

서 각각 핵연료-피복관 공정반응이 시작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EBR-II에 설계를 개선한 금속 핵연료봉을 조사시켜， 핵연료 집합체의 방출 

연소도가 최대 199 MWd/kg 까지 달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이 나옴으로써， 금속연료의 액체금속로 사용 가능성에 밝은 전망을 합 

수 있게 하였다. 

U-Pu-Zr 삼원 합금 연료는 다른 핵연료에 비해 노내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 

여， 노내 건전성， 고출력 능력， 안전성 및 핵적 특성 등에서 좋은 장점을 찢 

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3년까지 EBR-II에서 최대 연소도 19.6 at.% 

(U-10%Zr) 및 19.9 at.% (U-xPu-10%Zr)인 구동핵연료와 실험 핵연료를 합 

하여 총 14，100여 개의 금속연료를 사용한 실증 기술 경험을 갖고 있다. 또 

한 TREAT의 금속연료 과도상태 조건하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금속연료씌 

노내건전성을 확인하고， 성능 한계성이 극복되었을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장 

점을 밝혀냄으로써， 금속핵연료가 미래 액체금속로 연료로써 유망하다는 첼 

과를 얻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ANL의 기술경험에 근거한 금속연료 제쪼 

와 3단계 건식 재처리 공정은 매우 간단하고 콤팩트하며， 사용후 연료띄 

85% 이상을 재순환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금속연료 주기의 비용을 쿄 

게 절감시 킬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 

나. 프량스 

프랑스는 유럽의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영국의 뒤를 따랐는데， 지금은 서구띄 

가장 충실하고 앞서가는 기술개발국이 되었다. 원형 LMFBR 발전소의 운첸 

경험을 쌓기 위해 1968-1973년 동안 건설된 PHENIX(출력용량 : 250 MW당) 

는 1973년 8월 최초 임계， 1974년 7월 상업운전 구동이후 1984년까지 

117，2007] 의 조사연료봉과 최대 연소도 100,084 MWD/t을 달성하였다. 원전 

연료는 처음엔 혼합 산화불 연료와 U02를 반반 사용하다 1977년 이후 혼함 

산화물 연료로 교체하였다. ‘89년과 ’90년에 발생한 노심내 반응도 이상저하 

현상으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1993년 2월 350 MWth 출력 시 

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CAPRA와 SPIN(장주기 폐기물 분리 및 소각)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실험을 수행하도록 수명을 10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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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려는 계획에 있다. 

RAPSODIE와 PHENIX 경험에 기반을 두어 1,200 MWe 실증발전소인 

SUPER PHENIX - 1 (혼합산화물연료 사용)이 1977년 프랑스(51%) ， 이탈리아 

(33%) , 독일(11%) ， 벨기에와 네덜란드(각 2.5%)의 재정적 지원으로 건설하였 

다. 기본 시스템의 개발 시험(1981-1984.1)， 연료 장전전 원자로 종합 시험 

및 보조 증기계통에 의한 발전설비 시험(1984-1985년 중반)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85년 7월 연료를 장전하여 그해 9월에 1차 임계에 도달하였다. 1993 

년 운전 인허가를 갱신하라는 대중의 요구로 인해 운전이 중단되었으나 

1994년 1월 소륨 화재 방호를 개선시킨 후 재가동 할 것을 권고 받아 재가 

동하면서 플루토늄 소비를 증가시키는 CAPRA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 

다. 

21세기초의 산엽 및 기술수준으로 FBR을 건설하려는 FBR 전략의 중간단계 

로서 1977 1건 SUPER PHENIX - 1 후속기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87년말 

건설 준비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유럽통합 EFR 사엽으로 설계를 인 

계한 후 종료되었다. 

다. 얼본 

일본은 ]OYO, 몬주 원형로(714 MWt, 280 MWe) 및 실증로 DFBR 등의 액 

체금속로 핵연료로써 Pu-U 혼합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한다. 일본에서 액체금 

속로 상용로의 경우 경수로 대비 연료주기비용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균 연소도가 150，000에서 200,000 MW d/T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몬쥬 원자로는 조요원자로와 같은 형태의 연료， 즉 PNC316 피복관과 MOX 

연료를 사용하며 조요에서의 수많은 실증시험결과 94,000 MW d/T까지의 연 

소도를 확증하였다. 현재의 연구개발 목표는 상용 고속로를 완성하는 것이며 

그 목표 연소도는 몬쥬의 약 2배 정도이다. 또한 MOX연료를 사용한 480 

W/cm의 고선출력을 달성할 예정으로 연구중에 있다. 

한편，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CRIEPI)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이중 탱크-소형 모률러형 액체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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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는 금속핵연료가 표준 연료로 채택되어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미 

국 국립연구소(ANL)에서 개발되었던 IFR과 건식재처리 기술을 조합한 금속 

연료싸이클 개념이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 

유하고 있는 장차 FBR 연료주기의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1987 

년도부터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바 있다. 그리고 1989년도부터는 미국의 

IFR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거기서 얻어진 기술정보도 활용하여， 건식재처리 

기술에 대한 실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CRIEPI) 

가 주축이 되고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 , 히다찌， 미쓰비시 및 도시바와 

공동연구하에 액체금속로용 금속연료의 노내 건전성 및 성능평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폭적인 경제성 향상을 목표로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는 수 

년동안 DFBR의 개념 설계 연구를 수행해 top entry 계통 원자로(Ioop type) 

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기반을 두어 FEPC(Electric Power 

Companies)는 2000년대 초반에 1,600 MWth 크기의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기 

로 1994년 1월에 결정하였다. 1990-1991년 기간동안 PNC에서 600 MWe 크 

기의 발전소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1,300 MWe 발전소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일찍부터 고속증식로 기술개발을 추진했던 나라이며， 아직도 가장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다른 어느 한 나라가

가동하고 있는 것 보다 많은 수의 고속증식로를 가동중이며 종류 또한 다앙 

하다. BR-10을 비롯하여 Dimitrovgard에서 1959년부터 가동중인 600 MWth 

의 BOR-60, 카스피해 연안의 Shevchenko에서 1972년부터 가동중인 전력 및 

제염 발전소인 BN-350, 또한 세계 최초의 상업규모의 고속증식로로서 1980 

년에 운전을 시작한 BN-600 실증실험용 고속증식로 등이 있다. 

향상된 고속로 기술을 실증 및 개발하기 위해 1963년 RIAR(Dimitrovgrad)에 

서 BOR 60 (출력용량 : 60 MWth, 12 MWe) 설계가 시작되어， 1968년 최초 

건식 임계， 1969년 습식 임계에 도달하여 1970년 말경에 30 MWth 출력을 

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라늄 및 혼합산화물 연료로 10-11 at.%까지 조 

사되었고 150개 시험 연료봉은 1-14 at.%까지 조사되었다. 1993년 (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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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Oz) 집합체와 2개의 (UPu, UZr)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을 가지고 50-52 

MWth 출력으로 운전되어 (UOz, UPUOz) 집합체는 26 at.% 까지 도달하였 

고 2개의 (UPu, UZr) 집합체는 각각 7.4, 7.3 at.% 에서 소륨과 접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액티나이드 변환과 방사성 생성물 이용 문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질화물 및 삼원합금(U-Pu-Zr) 연료의 고연소도에서 성능평가를 수 

행하기 위해 BOR-60M으로 개선되어 운전중이다. 한편 1969년 

Dimitrovgrad에 IPPE 연구소의 감독하에 설계/건조된 BOR-60 원자로에는 

아직도 금속연료가 연소 중에 있다. 

마.영국 

영국도 미국처럼 원자력계획 초기부터 고속증식로에 관여하여 왔으며 전력 

망에 연결되어 전력을 생산한 최초의 고속증식로가 된 DFR(Dounreay Fast 

Reactor, 출력용량 : 15 MWe)은 액체금속로의 운전 및 안전성 특성을 연구 

할 목적으로 1955년 건설을 시작， 우라늄 합금 연료를 사용하여 1959년 11월 

최초 임계， 1963년 7월 전출력에 도달하였다. PFR의 운전과 임무달성으로 

1977년 해체되기 전까지 금속연료 조사실적은 표 4.2파 같다. 

표 4.2 DFR에서의 조사실적 

노심종류 핵연료심 피복관 연소도(at%) 비고 

모조 연료봉 

MARK-I U-O.1wt%Cr Niobium < 0.01 사용 

no enriched U 

MARK-II U-O.1wt%Cr /1 - 0.1 
45.5% 235U 
농축 

표준설계 : 0.57 
원자로 

MARK-Ila,b,c U-9.1wt%Mo /1 출력범위 
실험설겨I : 9.8 

11 - 30 MWth 

MARK -llla,b,c 
U-(9.1->7) 

wt%Mo 
’f 2 - 3.6 75% 235U 농축 

DFR의 해체와 같은 시점에 운전을 개시한 PFR(Prototype Fast Reactor, 출 

력용량 : 600 MWth)은 1966-73년 동안 건설되어 MOX 연료를 사용， 1974 

년 3월 최초 임계， ‘76년 100 MW 전력 출력， ’77년 2월 전출력에 도달하였 

다. 80년대 중반까지 약 40，000여 개의 연료봉중 표준구동연료는 9 at.%를 

넘는 연소도까지 조사되었으나 2개의 실험 연료봉을 제외하고는 파단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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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았고 실험 연료는 최대 10.9 at.% 연소도까지 조사되었다. 이후 최 

근까지 PE-16으로 피복된 혼합산화물 연료봉 18，000개중 3，000개 이상이 13 
-21 at.%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PFR은 1994년 3월 정부의 자금 중단으료 

운전 정지되었다. 그리고 1981 년 제안된 PFR의 풀개념을 고수하고 출력용량 

이 1,318 MWe CDFR(Commercial Demonstration Fast Reactor)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중심으로 시작한 EFR 프로그램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바. 유럽공동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중섬으로 Superphenix-II, SNR-300 및 CDFR의 개 
발 연장선상에서 21세기 개량형 액체금속로인 1,500 MWe급 유럽통합 노형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EFR(European Fast Reactor)은 혼합 산화물 연갚 
및 PUREX 재처리 주기를 사용한다. 1971-84년 동안 태동기를 거쳐 ‘84년 

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8-90년 동안 개념 설계， 

’90- ‘93년 동안 개념 검증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993년 이후 정치적， 기술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EFR 노심설계 목표는 20 at.%까지의 고연소도 및 노 
내 장전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원형로 발전소의 조사시험으로 얻은 데이터베 

이스에 의하면 상당량의 연료봉이 15 at.% 까지 성공적으로 연소되었으므화 

이를 검증하기에 충분하며 또한 그중 일부는 20 at.%까지 연소되었다. 이런 

사실은 20 at.%가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라는 데 충분한 신뢰성을r 

준다. 

사.중국 

중국의 고속로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MOX 핵연료를 사용하는 중국의 실험 
용 고속로(CEFR)를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 ANL에서 금속연료 개 

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소형 모률러 액체금속로의 핵연료로서 초기 금속 

핵연료의 설계특성을 크게 개선시킨 이원(U-Zr)， 삼원 (U-Pu-Zr) 금속핵연갚 

의 노내 거동의 우수성 및 사용 가능성이 미국 ANL 및 일본 CRIEPI에서 
제안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금속핵연료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 

키게 되었고 금속연료 노내 성능 및 건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착수되었다. 

이러한 재평가의 주요한 관점은 금속연료가 갖고 있는 고유 안전성， 고증식 

비 및 경제성이었다. 따라서 CEFR 실험로 초기 노섬에 금속연료 집합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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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내지 두 개를 장전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점차적으로 금속연료로 전 

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능시험 대상의 주요 관점들은 연료봉의 구 

조설계， 핵연료심 및 피복재 선정， 핵연료봉 및 냉각재의 온도 분포， 연료심/ 

피복관 기계적 및 화학적 상호작용; 연료심/피복관 소륨 열본딩， 연료봉 플레 

넘 내압， 피복관 응력 및 변형， 집합체-덕트 상호작용， 집합체 장축거동， 연 

료집합체의 압력강하 및 냉각재 유동분포 등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전 노섬에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모율러 원형고속 

로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는 상업용 고속로를、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CEFR 
실험로는 소형 모율러 원형고속로에 금속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금속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다. 

3. 세계 핵연료주기 현황 

선행핵연료 주기의 경우 1985년 이후 우라늄 생산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그 부족분은 재고 및 비축물량에서 충당하고 있다. 농축 및 성형가공 

분야는 시장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축기술로 기 

체확산법과 원심분리법이 상용화되어 운영중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볼란서， 

호주 등에서 레이저 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상용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성형가공분야는 핵연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소도 증가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압경수로의 경우 영역평균 방출도가 

55，000MWD!MTU을 달성하였다. 핵연료가 장기간 원자로에 머물면서 발생 

하는 피복관의 부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복관 재료를 개발하였 

다. 1999년에 핵연료 성형가공업계도 대형 기업합병이 이루어져 시장경쟁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된다. 

후행핵연료 정책은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에 따라 순환핵연료주기 

와 비순환 핵연료주기가 결정된다. 불란서와 영국이 상용재처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상용재처리 의사를 비추고 있다. 재처리기술로는 

습식 기술인 PUREX법이 상용화되었으며， 미국， 러시아， 불란서， 일본 등지 

에서는 건식 재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 

처리하여 회수한 플루토늄과 핵무기 해체로 회수하는 플루토늄을 경수로에 

사용하는 방안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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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라늄 정광 

우라늄은 지각에 금의 100배， 은의 10배 분포되어 있으며， 바닷물 속에눈 

평 균 0.003PPM(총 40억 톤 U) 녹아있다. NEA!IAEA 자료(1997년 발행 )에 

의하면 생산비 130$/kgU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의 확인 및 추정 매 
장량은 332만 톤U이 다. 

1999년도 우라늄 세계수요량은 58，200톤U이었으며， 2010년에는 70，600톤U 수 

준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확인 및 추정 우라늄 매장량으로 약 40여 년 

간 세계 우라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999년도 세계 우

라늄 생산량은 31 ,130 톤U로 1999년도 수요량의 53%에 불과하며， 2010년의 
경우 생산 예상량은 45,300 톤U로 소요량 70,600 톤U의 64% 수준으로 생산 
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 

이 우라늄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자유세계의 경우 1985 
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라늄 수요량 중 생산량으로 충족할 수 없는 물량은 비축 및 재고 물량으 

로 채우고 있다. 1945년부터 1997년까지 세계에서 생산한 우라늄 총 물량관 

190만 톤U로 그 중 97.5만 톤U는 원자로의 연료로， 71만 톤U는 군사목적으 

로 사용하였으며， 21.5만 톤U은 비축 및 재고이다. 비축 및 재고 물량으효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캡을 메우고 있다. 우라늄 재고의 50% 이 
상은 발전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생산업자， 핵연료주기 공급사， 

정부 등에서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STARTII 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2003 
년까지 보유 핵무기의 2/3를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핵무기용 90% 이상 고농: 

축 우라늄은 러시아가 약 1 ，400톤U， 미국이 994톤U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RTII 협정에 의해 해체될 핵무기에서 회수되는 우라늄과 플루보 
늄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 해체로 회수되는 고농축 우라늄 콩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500톤의 우라늄을 인도 

받기로 계약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상용화되어 원자로에 사용중이다. 

우라늄 현물시장 가격은 1970년대 초반 6-7$!lbU30S이던 것이 1973년 1차 

석유파동 후 각국이 다투어 석유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우라늄 가수요가 발생하여 1978년에는 약 40$/lbU30s까지 폭등하 

- 115 -



- 9LI -

^£-gr Ms la

^: wfo

-blot?-

loro^ to

1°

8
O

s
aqi/$0I

-^^ ^r-ta-

T F1O66I '-t

fefc Ip-t-tz k* bi^086I '

였다. 1980년대 들어 각국의 전력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늘지 않아 발전소 

건설계획이 조정되어 많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도 취소되고 연기되어 우 

라늄 수요가 감소되고 현실화되어 우라늄 현물 시장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 

여 1980년에는 20$/lbU30s 선으로 떨어졌다. 1990년 소련의 붕괴되자 러시아 

는 경화 현금확보를 위하여 보유 중이던 우라늄 정광 재고를 서방세계에 방 

매하기 시작하여 우라늄 현물 시장가격은 10$/lbU30s 이하로 떨어져 2000년 

현재 1970년대 초반 수준연 7$/lbU30s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라늄 현물시장가격이 대부분 우라늄광산의 생산비 이하로 장기간 형성되 

어 우라늄 탐사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광산의 

개발도 주춤하고 있다. 2000년대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대용량 대체 에너지원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현재의 기술로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그 역할을 할 대체에너지가 

없어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은 불가피할 전망인바 현재와 같은 추세의 우 

라늄 사장이 계속될 경우 우라늄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우라늄 가격의 상승 

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라늄 정광은 재래식 방법인 노천채굴， 지하채굴 방 

식이나 ISL(In Situ Leach) 방법으로 채굴되어 정련하여 생산되거나， 금， 은， 

동 등의 부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확인 매장량 중 부산물로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이 가장 많다.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는 핵연료 원료를 다원화하고 우라늄 자원 수요의 증 

가를 막기 위하여 토륨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주기연구가 인도를 비롯 

하여 일본 등지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나. 변환 

변환 공급능력은 수요에 비하여 충분하며， 변환비가 핵연료주기비에 차지하 

는 비중도 2-3% 수준으로 미미하다. 변환 기술은 습식기술에서 방사성폐기 
물이 적게 발생하는 건식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농축 

농축시설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만드는데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없어 군사용 농축시설도 상용으로 공급하 

고 있으므로 농축 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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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세계 우라늄 농축수요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약32%， 미국이 

31%, 아시아가 20%, 러사아 및 독립국 연합과 동구가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USEC는 미국 시장의 일부를 URENCO, TENEX등에 침식당-썼 

으나 세계 수요의 약 34%를 공급하여 가장 큰 공급선이며， 러시아 TENEX 
가 23%, EURODIF 20%, URENCO 14% 이다. 지난 수년간 저가 공세를 펴 
고 있는 러시아와 가장 개량된 농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URENCO의 시장 

약진세가 두드러 진다. 

미국정부는 1950년대 3개 기체 확산식 농축공장(시설 용량 약27백만 SWU) 
을 건설하여 핵무기 제조용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다가 1970년대부터 3개 시 

설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자유세계 농축업무를 독점 공급하였다. 미국 정부 

는 농축업무를 독점 공급하면서 가격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일방적으 

로 정하여 발전회사에 강요하였다. 그에 반발하여 1980년 불란서， 이태리， 스 

페인， 벨기에 4개국 합작으로 EURODIF 사를 설립하여 기체확산식 농축공장 
을 불란서에 건설하였다. 영국， 독일(당시 서독)， 네델란드는 URENCO 사첼 
설립하여 원섬분리법 농축시설을 3개국에 건설하여 미국의 독점에 대항하였 

다. 1990년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는 군사용시설을 민수용으로 몰려 자유세 

계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역무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36$/SWU 
였던 미국 농축비는 1980년 153$/SWU까지 폭등했다가 그후 경쟁체제의 똥 

장으로 떨어져 현재 신규계약 입찰시는 100$/SWU 이하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러시아 가격도 80$/SWU 수준이다. 

농축방식중 전력소비가 큰 기체확산식 농축방법을 사용하던 미국은 에너지 

소비가 작은 농축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심분리법과 레이저법 (AVLIS 

Atomic Vapor Laser Isotope Separation) 농축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개발쓸 

추진하다가 1980년대 후반 20여 억불을 투자하여 상용단계에 이른 원심분래 

법을 포기하고 레이저법을 차세대 농축기술로 선택하여 1998년 300만 SWU/ 
년 규모의 상용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신규천 

설이 주춤하여 우라늄 농축 신규수요가 늘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사 

들인 고농축우라늄에 천연우라늄이나 감손 우라늄을 섞어 만든 저농축 우라 

늄을 발전회사와 맺은 기존 농축계약 물량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서 , 막대한 

신규투자를 하여 농축시설을 추가 건설할 타당성을 찾지 못하여 레이저 한 

축시설 건설이 계속 연기되다가 1999년 6월 개발중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 

다. 2000년 6월 미국정부는 최근까지 운전중이던 2개 농축 시설 중 하나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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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6월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에서 개발중인 레이저 농축법인 

Silex (Separation of Isotopes by Laser Excitation)에 2000년 5월 투자 계 약 

을 체결하고 흥미를 표시하고 있으며， 2000년 9월에는 새로이 원심분리법 개 

발을 재개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체확산법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불란서 등은 미국 

과 시장경쟁을 위하여 레이저법 농축기술을 개발중이나 1990년대 초반 대규 

모 투자를 하여 기존 기체확산법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기 때문에 최소 2010 

년까지는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고 었다. 

원심분리볍을 농축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URENCO나 러시아는 원심분리법 

개량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축 방 

법은 원심분리법이다. 

표 4.3은 세계 주요 농축 시설현황과 연구개발 현황을 요약하였다. 

표 4.3 농축시설현황 

국 명 농축회사 사용기술 용량 현 화。 

(톤Sv.πJ) 

미국 USEC 기체확산법 18,700 2001.6. portsmouth 공장 폐 쇄 

(7，400톤sWU) 

AVLIS 개 발 중지 (1999.6.) 

원심분리볍 개발 재개 (2000.9.) 

호주에서 개발중인 Silex 7.5백만불 

투자 계 약(2000.5.) 

불란서 등 EURODIF 기체확산볍 10,800 AVLIS 개발중 

영국 등 URENCO 원섬분리볍 4,400 2000년 말까지 4.8백 만SWU로 증설 

러시아 TENEX 원심분리법 20,000 

라. 성형가공 

핵연료 성형가공 시설은 원자로제작자마다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산화하여 공급능력이 충분하 

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주춤하여 성형가공 신규수요가 크게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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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핵연료 연소기술의 발달로 핵연료 연소도가 높아져 원자로에 장전하는F 

핵연료 소요량이 크게 줄어 핵연료 성형가공 소요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재처리로 회수한 플루토늄을 고속증식로에 태우려던 계획이 고속강 

식로의 상용화 시기가 2030년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찰 

재처리하여 회수한 막대한 량의 플루토늄과 핵무기 해체로 회수한 막대한 

량의 플루토늄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플루토늄을 혼합연료를 만들어 경수보 

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가 40여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핵연료 성형가공 수요를 더욱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급과잉 상태인 핵연료 성형가공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여 가압경수로 원자 

로 공급사는 가압수형원자로 핵연료는 물론 비등수형원자로용 핵연료 시장 

을 공략하고， 유럽의 핵연료 공급사는 미국 핵연료 가공회사를 인수하여 세 

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 쟁탈전에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하였다. 또 미국 워l 

스팅하우스 둥은 러시아형 RMBK 원자로 핵연료 가공 면허를 얻고 RMBK 

원자로용 핵연료 가공시장 확보에도 나섰다. 

1999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성형가공회사들이 기업합병 (M&A)을 마무리 

하여 핵연료 성형가공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불란서 Framatome 사 

와 독일의 Simens-KWU 사는 각각 합병된 회사의 지분을 2/3와 1/3씩 가지 

기로 하고 Framatome Advanced Nuclear Fuel 사를 1999년 12월 설립하였 

으며， 그에 따라 미국에 있던 두 회사의 자회사， Babcocks & Wilcox사 원자 
력분야를 인수한 FCF (Framatome-COGEMA FueD 사와 미국 Exxon 

Nuclear 사를 구 입 한 SPC( Simens Power Corporation) 사도 합병 되 어 가압 

수형， 비등수형 경수로 연료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총시설용량 3，000톤U/년 

이 넘는 세계 최대 회사가 되어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아시아 시장 

도 넘보고 있다. 

영국 핵연료주기를 전담하던 국영기업인 영국원자력공사(BNFL， British 

Nuclear Fuel Limited)는 그 사업영역을 넓혀 1999년 3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를 11 억불에 구입하고， 1999년 12월에 미국과 스웨벤의 합작회사인 

ABB-CE사를 4.85억불에 구입하였다. 회사명은 미국에서는 Westinghouse 

Electric Co.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비등수형원자로 핵연료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유럽 회사명은 Westinghouse Atom이라고 명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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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atome Advanced Nuclear Fuel사와 경쟁을 선언하였다. 비등수형 원자 

로 및 핵연료 성형가공 공급사인 미국의 General ElectrÌc사는 일본내 비등수 

형 원자로용 핵연료 가공회사인 히다치， 도시바사， JNC (Japan Nuclear Fuel 

Co.)와 제휴하여 Global Nuclear Fuel AssocÌation(GNFA)사를 설립하였고 

전세계 판매는 GNFA사가 일본내 판매는 JNC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나눴다. 

300톤U/년 규모의 소형시설로 가압수형과 비등수형 원자로용 핵연료를 성형 

가공하는 스페인의 ENUNSA사는 비등수형 핵연료는 미국 GE사와 합작으로 

GENUNSA사를 설립하여 자국 시장은 물론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가압수형경수로의 핵연료는 WH, BNFL사와 공동으로 EFG(European Fuel 

Group)을 형성하고 자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핵연료 성향가공업계는 기업합병을 통하여 핵연료 기술개발에 소용되는 막 

대한 연구개발비흘 절감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타사가 

공급하는 원자로용 핵연료 성형가공 업무를 공급하는데 별도의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이 기업간 합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핵연료 가공시장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넘쳐 시장확보를 위하여 핵연 

료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핵연료 기술개발의 가장 두드러진 분 

야는 연소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압 경수로의 경우 웨스탱하우스 등 회사에 

서는 이미 영역 평균 방출연소도 55,000 MWD!MTU를 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초기노심 연료의 농축도도 농축공급자가 공급해주는 농축도 상한선인 

5%에 육박하고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를 공급하는데 장애가 됐던 핵연료 피복재의 부식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지르코늄에 나이오비움을 소량 섞은 새로운 피복관을 개발하여 

그 이 름을 웨 스팅 하우스는 Zirlo, 프라마톰은 M-5로 명 명 하여 이 미 상용화하 

였다. 초기노심의 농축도가 높아지고 누설을 아주 적게 하는 핵연료 장전모 

형도입에 따라 주기 초의 첨두출력을 막기 위하여 독물질을 개발하여 웨스 

팅하우스사는 보론을 앓게 소결체에 피복하는 IFBA를 개발 사용중이며， 효 

라마톰은 가돌리니움， ABB-CE는 어비움을 독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재변환 분야도 습식 공정에서 방사성폐기불 발생량이 적은 건식공정을 개발 

하여 기존시설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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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행핵연료 주기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 핵비확산 

관련 원자력정책， 국제 정치적 고려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각국의 후 

행핵주기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상용재처리를 수행하던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카터 대똥 

령의 핵비확산 관련 원자력정책에 따라 고속증식로 개발과 상용 재처리뜰 

금지하고 비순환핵주기 정책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의 후 

행핵주기 정책에 간섭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비순환핵주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댄， 핀란드 스페인 동 유럽 일부 국가와 중수로 원자로뜰 

운영중인 캐나다이다. 사용후 핵연료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 

수하여 자원으로 사용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체적을 줄이기 위하여 영 

국， 불란서，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일본과 러시아 등은 순환핵주기를 채택하 

고 있다. 우리 나라와 대만 같이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는 아직 후행핵 

연료주기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BNFL사와 불란서 COGEMA사는 상용 재처리 엽무를 제공하고 있뜨 

며， 러시아도 자유세계에 재처리 업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1997 

년까지 전세계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방출량은 약 96，295톤U로 Magnox 연 

료를 제외하고 총 14，803톤이 재처리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란서， 영 

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 핵연료 재처리 능력은 2000년 

현재 약 3，500톤으로 계산되며， 2010년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건설 중인 시섣 

이 준공된다고 가정할 때 약 5，800톤으로 늘어나 비순환핵주기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BNFL사와 COGEMA사는 1990년대 준공된 재처리 시설의 10년간 재처리 엽 

무 공급계약을 1970년대에 마치고， 건설비를 재처리 위탁국에서 받아 시설 

을 건설하였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위탁재처리 고객이었던 일본은 로카쇼푸 

라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불란서， 영국과 2000년대 재처리 

위탁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BNFL 과 COGEMA사는 고객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등을 그들의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 

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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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방법으로 습식 방법인 PUREX 볍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핵확산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 재처리 방법이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개발되고 있다. 미국 알 

곤국립연구소(ANL)는 Li 환원에 의한 산화우라늄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10 

kg/batch 시설의 실험을 완료하고 20kg/batch 시설을 실험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수로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한 플루 

토늄은 고속증식로 연료로 사용예정이었으나 고속증식로 사용화가 2030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재처리로 회수되는 플루토늄의 처리처분이 문제가 되 

었다. 플루토늄은 임계문제， 도난문제 장기간 저장후 다시 가공할 때 Am241 
생성에 따른 처리문제 등 저장상 문제가 있어 조속히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고 핵비확산 측면 등에서 유리하여 경수로에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국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경수로용 혼합연료는 1963년 벨기에 연구로에 최초로 장전되었으며， 1980년 

대부터 불란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경수로에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 1998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20여기에 사용중이며， 2000년에는 40여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처리는 물론 혼합연료 사용을 반대하던 미국은 

핵무기 해체로 회수되는 플루토늄중 50톤의 일부를 2006년부터 혼합연료로 

만들어 경수로에 사용할 계획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용 핵연료개발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없이 사용 후 핵연료가 쌓이는 현시 

점에서 이를 감안한 미래 원자력기술을 원자력국가들의 핵연료주기정책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원자력발전 초기부터 

많은 국가들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즉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수로를 건설 ·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once-through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고속증식원자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 

이다. 그러나 표 4.4에서와 같이 사용 후 핵연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PU와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분리하여 연소시키는 고속증식원자로 

개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처분에 대한 것을 일부 국가에서 정책 

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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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째계의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현황 

-PWR 및 APWR 
에서의 U 이용 

-U차원의 효윷척 
이용을 위하여 PU 
재순환올 기본 
(FBR 개발) 

_CANDU로어| 

천연 U 이용 
_U외에 Th올 블랭킷 

으로하는 
pu고속증식로 개발 

·최종적으로r 
U-강3-π1 핵연료 

주기를목표 

·핵연료주기의 
완성을목표 
·현재 경수로에서의 
PU이용옵 추진 

(Pu-therrnal) 
·고속로는 비화석 
에너지로서 경제성 
달성이 유력한 
선택안의 하나로서 
연구개발 수행 

·현재，혹연로 
(RBMK)와 경수로 
(VVER)에서 U 이용 
·향후 고속로 
중심의 핵연료 
주기 확립을 목표 
·잉여 핵무기해체 
PU은 VVER과 
BN-600 둥에서 
연소 계획 

·경수로에서의 
농축 U 및 PU 이용 
·재쳐리 및 MOX 
제조는 영， 불에 

위탁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쳐분법 통과 
·연방정부가 원자력 
발전 종료를 결정 
(신성 금지) 

-AGR 경수로에 U 
이용， 경수로에 
pu 이용 
·상용 재처리 및 
MOX제조 중 

·경수로，고속로에 
서의 PU 이용계획 
·상용 재쳐리 및 
MOX제조 중 

싹싼낀 

·당초 핵연료주기 
완결방침이었으나， 
경제성，비핵확산성 
둥의 관점에서 
재처 çjoption 포기 

• 현째는Once-through 
방칩을 채택， 단， 
잉여핵무기해체pu의 
경수로에셔의 연소 
및 고체화 계획은 
유지 

-1998년 가올l 북경 
교외에서 실험로 
(65 MWt, 25 MWe) 
건설 개시， 2003년 

임계 예정 

·실험로 FBTR 훈전 
중(15 MWe, Pu-U 
탄화물핵연료) 
·원형로 PFBR 건설 
중(500 MWe, MOX 
핵연료) 

·실험로 JOYO 
(100 MWt) 운전 중 
·원형로MONJU 
(꺼4MWt，280 MWe) 
현재 훈천 정지 충 

·실험로 BR-10, 
BOR용O 운전 충 

·원형로 BN-350 
(카자호스탄)빼지 
결정 (1999) 
·원형로 BN-600 
운전 중 
·실증로 BN용00 
건설계획 중 
·납냉각실험로 
BRffiT-300계 획 중 

• 실험로 KNK-II 
혜쇄 (1991) 

• 원형로 SNR-300은 
핵연료장전 전 
계획충지 (1991), 
해체 중 

.SPX 껄계， 건껄에 
창가 
·또R계획에 참7}， 
껄계연구 종료 

·실험로 DFR 빼쇄 
·원형로 PFR 빼쇄 
작업 충 
·상업로 CDFR계획 
은유럽통합 
고속로 EFR계획 
으로통합 
·많R설계연구 종료 

• 실중로 EBR-II는 1- 실험로 Rapsodie 
1994년 쾌쇄 결정 | 혜쇄 (1982) 
·실험로 F깐F는 정치 1- 원형로 Ph없.ix는 
중(대 기 모드)， 1 2004년까지 연장운전 
재개 검토중 1- 실증로 SPX는 

.CE는 PRISM 연구 1 1998년 폐쇄 결정， 
개발 수행 | 현재 해체 중 

.N많I프로그랩에서 I-EFR계획에 창가， 
소형고속로 연구 | 설계연구는 종료 

l 

i
N
ω
 
l 

·감숙성 난주에 
민간용 재처리 
Pilot plant건설 중 

_ Kalpakkarn (100 
뻐M/ 년)， Tarapur 
(100 뻐M/년)， 

Trombay (30 tHM 

/년) 채처리플랜트 
운전 중 

·도카이 재처리공장 
(0.7t/ 일) 현재 
운전 정치 충 
·로카쇼무라에 상업 
플랜트 건설 중 
(약 800 t HM/년) 

-RT-1 재쳐리플랜트 
(Chelya바nsk) 

훈천충 

-RT-2 채처리플랜트 
(Krasnoyarsk) 
건설 중 

·채처리륨 영국 
(BNFL), 프랑스 
(C∞EMA)에 위탁 

-BNFL: 
Shellafield의 
까{ORP공장(LWR， 

AGR 핵연료 
12뻐tU/년)훈전 중 

• Shellafield B205 
공장 (GCR, 1500 
tU/년) 운전 중 

-COG마t1A사: 
La Hague 
(농축U용 8ootU/ 년 
시설 2기) 

- CEA : Marooule 
(천연 U 400 tU/ 년， 
1997년 훈전 정지) 

_FBTR 사용후핵연료 
의 재쳐리연구시설 

정비 중 

·고준위 방사성 
물질시설 CPF 
에서 실험실규모의 
재처리연구 수행 
·채순환기기시험 
시설 RETF폐서획 
연구훌계획 

-RlAR에서 건식 
채쳐리기술연구 
수행 중 

.UKAEA: 
Dounrey의 

소규모공장 
(6 앙1M/년) 
폐쇄 중 

-CEA가 고속로용 
뀐lot plant 운전 
(Marcoule, 
5 뻐M/년) 

.ANL에서 건식 

재쳐리기술연구 
수행 중이었으나 
현재는 중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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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후 HLW 
용액올 유리고화 

하여 심지충 
처분하는 방첨 
·처분후보지로는 
고비사막북부 
지구가유력 

.BARC의 MOX 및 
탄화물 핵연료 
제조시설 가동 중 

표 4.4 세계의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현황 

·도카이 MOX핵연료 

공장 aOYO 및 
MON}U용 

5 tHM/년) 가동 중 

·유리고화/ 

저장후처분 방첨 

.JNC에서 

유리고화처리시험 

수행 중 

--'-다 

• Electrostal Plant 
에서 BN 원자로용 
U핵연료 제조 

·마야크의 

PAI<ET에서 

고속로.， VVER 
핵연료 제조연구 

.RIAR에서 

진동충전방식에 

의한 고속로용 

MOX핵연료 제조 

.HLW 유리고화 
시설 보유 

(마야크 시껄 

(RT-1 동)) 

.SIEMENS사 : 

Hanau (FBR, 
경수로 MOX용 

30 tU/년) 1994년 
혜쇄 

.}표.W는 유리고화 

하는 지충처분계획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도 선택안 
의 하나 

.BfS가 고아혜벤의 

부지륙성조사 중 

.BNFL: 
Shellafield (FBR, 
경수로 MOX용 

8 암-IM/년) 

.HLW는 유리고화 

(AVM법)하여 최소 

50년간 저장 

·처분방첨은 미갱 

·없음 ·없옴 .OMEGA 프로젝트 
로서 JNC，CRIEPI를 

중심으로 분리변환 
기술연구 수행 충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를 중심으로 I.IPPE의 임계실험 
핸 CAP없계획 I _하는 CAP없계획| 장치 B않에서 

에 |에 I Np실험 실시 
참가 | 참가 (EU의 | 

-'::':.'. _~~::-:' •. , I • RIAR에서 건식 
TRU연구소에서 | 

| 재처리와 진동충전 
분리， MA핵연료 | l 으로 MA핵연료를 
연구 중 ’ 제조하여 고속로에 

서의 연소를 검토 
중 

·마야크에서 분리 
기술 연구 개발 중 

.coc많!lA사 : 

Cadarache (FBR, 
경수로 MOX용 

35 암-IM/년) 

.HLW는 유리고화 

하여 안정화 
.1991년/ 폐 기물관리 
법에 따라 분리변환 

기술， 심지충처분， 

장기저장의 연구 
개발올 수행하여 
2006년에 방청 결청 

.CEA : 분리변환 
기술/ 장기저장 
연구개발 

.CCX:;EMA: 혜기물 
처분용 ANORA 
지충처분 연구 개발 

·상기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 분리변환 
기술 연구개발 수행 
중 (SPIN 계획) 
·고속로룹 이용한 

m 및 MA 연소， 
FP핵변환의 

CAPRA계획 수행 

중 

·가속기구동미임계로 
(ADSL)의 실증연구 

를 EU 내 국제공동 

연구로서 제안 중 

·상업 원자로로 
부터의 사용후 

핵연료는 직접 처분/ 
군사관련시설로 

부터의 고준위 

폐기물떠LW)은 
유리고화후 
지충처분 

.OOE가 Yucca산융 
쳐분후보지로 
부지특성조사중 

l 

‘
NA 

l 

.ANL에서 πR계획 

중에 MA 재순환올 
검토하였으나 중지 

.OOE는 LANL 
에서의 가속기구동 

핵변환기술 개발 
지첨을 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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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원자력기술개발 방향 

본 보고서에서 원자력기술개발은 미래형원자로 및 관련되는 핵연료주기기숨 

에 한하여 국내 · 외 원자력국가들의 연구내용과 기술개발 현황을 검토하였 

다. 특히，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1세대 조차 거치지 못한 기술로서 pu를 사꽁 

한다는 문제 때문에 핵확산 측면에서 기술개발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진하였다. 그러나 경수로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찢 

관리문제와 핵무기해체에 의한 PU와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는 경수로에서 이 

들을 사용하는 방안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개념도 경수로 

에 pu를 30% 이상으로 사용할 때 원자로의 제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0.3 
eV에서 나타나는 Pu-239의 핵분열성 공명흡수현상으로 부(負)의 온도계수까 

줄어들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Pu-240과 다른 동위원소들의 생성으 

로 인하여 냉각재인 Na의 void 계수가 정(正)의 값으로 변한다. 때문에 PU렐 
경수로에 사용하는 핵연료주기는 안전성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는 once-through 핵연료주기에 비하여 15-20% 정도의 자원활용을 얻을 수 
밖에 없다.영) 즉，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더불어 PU 및 minor actinid.e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PU를 증식하지 않고 이들을 연소하 

는 burner 개념의 고속원자로는 가속기에 의한 미임계로(ADS)와 더불어 21 
세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 분석하고 국제적인 흐름을 깔 

파악하여 우리 나라 미래원자로의 개발과 관련되는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원자력이용에 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라고 생각되며， 우리 나라의 미래 원자로기술 및 핵연료주기기술의 개발 땅 

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절 미래 원자로기술 개발방향 

원자력발전은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전력 가격의 안정， 지구환경보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또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국내 · 외 환경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에너지와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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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과거에 못지 않은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라한 

변화에 대하여 21세기를 맞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원자력발전을 주도해 온 원자로기술과 운전경험은 안전성 

과 기술적 신뢰도를 사회적으로도 수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 

나 미국의 TMI사고와 구 소련의 Chemobyl 원전사고 등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인식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문제와 방사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원자력발전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은 경제성 

과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성 측면 등에서 앞으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 

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경제 block화，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의 국제체제 강화 등으로 기술패권주의의 도래가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한정 

된 에너지자원으로 인하여 국가에너지정책으로서의 에너지확보와 에너지안 

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에 

너지문제를 고려할 때 미래형 원자로개발에서의 기술방향 설정과 개발전략 

수립은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원자력 선진국들도 에너지원으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여러 종류의 미 

래형원자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관하는 제 4세대원자로의 개발과 

2000년 12월에 확정한 일본의 원자력기술 개발 방향， IAEA가 주관하는 획기 

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 

국가들도 유럽 연합 산하에 있는 The Nuclear Field at the European 

Corrtmission에서 공동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숙된 경수로기술과 풍부한 

전문 인력 및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기존 원자로의 개량과 미래 원 

자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국제에너지 

국(OECD/IEA) 이 제안하여 여러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들을 선정하 

여 평 가하는 작업 (The Three Agency Study)을 OECD/NEA와 IAEA가 협 

력하여 추진중이다. 특히， 원자력선진국들의 미래원자로개발에서는 향후 원 

자력발전 수출시장이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는 개발도상국이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중 • 소형원자로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형 표준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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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설계 · 건설할 수 있는 수준에 있고 한국형 표준원전을 북한에 

건설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다 향상된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01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1호기 

를 2010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중장기 면 

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7년부터 원자력발전의 당면문제인 방사 

성폐기물관리 및 처리， 경제성과 안전성의 제고， 사회의 수용성 등의 해결을r 

목표로 원자로 및 핵연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미래형원자로는 20-30년 후에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특 

히， 경제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경쟁력 

이 있어야하고 환경친화성을 강화하여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없어야하며， 핵 

확산 저항성을 높여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등 미래 가술개발의 수요를 충 

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개발중인 원자로들은 전기출력 150MW급 액체금속로 

KALIMER와 원자력이용의 다변화를 위한 열출력 330MW급 일체형 경수로 

SMART가 있다. 액체금속로는 Na 냉각， pool형의 원형 실증로로서 금속핵 
연료 특유의 고유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의 핵연료주기， 초우라늄을 연소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

용 후 핵연료의 저장문제를 해결하는 핵연료주기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 또 

한 SMART 역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저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며， 원자로계통 및 기기들을 단순화하여 방사성폐기물

의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원자로는 전력생산과 더불 

어 지역 냉난방， 해수담수화 등 원자력이용의 활용분야가 대용량에 비하억 

다양하여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이 많은 수출용 원자로로서 전략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준 국산에너지 공급기술로 개발된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한 단계 더 

높여 21세기에도 우리 나라의 안정된 에너지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원자력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때이다. 특히， 원자력이 

용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미래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방향을 국가차원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원자력계는 진지하게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고 문제점해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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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토의는 지금 진행중인 원자력중장기연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원자력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원자로 

의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 검토하여 우리 나라 주도의 미래형 원자로개 

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에너지부와 산업체가 추진 

하고 있는 Generation - IV개발사업 IAEA가 추진하고 있는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INPRO)의 참여 와 

일본의 미래형 원자로 개발 program과 유럽연합의 EC가 추진하고 있는 

program에도 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미래형 원자로개발은 우리 나라 원자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자력기술 도약과 기술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1980년대에 원전설계기술을 자립할 때와 같이 개발방향이 분명하고 합의가 

형성되면 기술개발에 모든 힘을 모을 수 있고 재원과 인적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어 확실한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확보된 기술과 정보 그 

리고 경험과 연구인력으로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성， 경제성 

등 현안사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자로개발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제 2절 핵연료주기기술개발 

원자력이용의 문제점들의 해결은 핵연료주기기술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 때문에 세계 원자력계에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과 안전성의 제고라는 현실적 인식과 함께 미래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기 

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핵연료주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분야가 고연소도와 장주 

기 핵연료개발이며， 이 핵연료들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수로 핵연료 경우 평균연소도가 55，000MED/t에 

달하고 있고 핵연료 교체주기는 18개월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 

력이 장기적 안정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 

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도 큰 진전을 보여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재처리와 혼합핵연료의 활용계획을 착실히 진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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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식 재처리기술， 토륨 핵연료주기기술， DUPIC 핵연료기술 등 핵비확 

산성을 높이는 여러 개념의 기술들이 제안되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 

력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핵연료주기기술의 핵심과제임으로 사 

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및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소별 

처리를 위한 기술 등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원자력에너지 개 

발계획을 통하여 핵연료주기기술의 경제성， 안전성과 신뢰성， 핵비확산성 체 

고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주기기술개발을 다양하게 탐색하 

고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에 중수로용 핵연료와 경수로용 핵연료를 성공적으품 

국산화한 것을 바탕으로 핵연료설계 및 성형가공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라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핵연료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운전 중 또는 계획된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부하 저감 및 핵 

확산 저항성을 갖추는 동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기술개발동향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개발파 

CANFLEX의 개발이 있으며， 후자는 미래형핵연료，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소 

멸처리기술 및 DUPIC핵연료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반면에 지금의 핵연료기술개발 활동들이 현재와 미래의 기술수요를 제대보 

반영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경제성 

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첸 

망이다. 그라나 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 및 최근의 급변하는 국 

제정세와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핵연료주기에 대한 정책을 성끔 

하게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핵연료주기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띄 

원자력기술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의 꽉 

표로 삼아야 한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1세기초에 원자력선진국에 진엽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 

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핵연 

료주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방향의 설정과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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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원자로개발계획과 부합되고 경제성과 신뢰성 향상에 역점 

을 두는 핵연료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에서 이미 개발하여 사용중인 

핵연료의 성능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보다 진보된 핵연료의 기술개발이다. 

예로서 국내의 경수로와 중수로에 사용될 수 있는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및 

CANFLEX 등 개량핵연료의 기술개발계획과 추진이다. 

둘째， 중 · 장기적으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하여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핵연료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의 개발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며 환경부하의 저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자로개발전략과 부 

합되고 원자력산업체의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핵연료기술개발 방향의 설정 

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핵연료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한 다양성이 수용되는 혁 

신적인 핵연료기술개발 추진전략의 확고한 수립이다. 

셋째， 이를 위하여서는 명실공히 원자력 선진국 대열로 들어 설 수 있는 국 

가 핵연료주기 정책의 확고한 수립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관 

심과 이를 수행하는 산 · 학 · 연의 유기적인 협력과 명확한 역할분담의 기틀 

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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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건의사항 

원자력발전기술은 대체적으로 1950년 중반부터 개발되어 왔고 당시에 선정 

된 원자로 개념들은 가압식 경수로를 포함하여 Na 냉각 고속증식로， orgamc 

냉각 원자로， 비등식 경수로， 가압관식 중수로， 고온 gas 냉각형 원자로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시도되었다. 원자력발전용 원자로의 개발에 중요한 것으 

로서는 핵연료를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것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두 방 

향으로 나누어졌고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원자로로서는 감속재/냉각재의 선택 

이었다. 즉， 열적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정 

수)을 사용할 경우에는 3-4%로 농축된 핵연료의 사용이 필연적이다. 반띤 

에 열중성자를 적게 흡수하는 중수나 graphite를 감속재로 쓰고 중수나 He 

gas를 냉각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여러 가지의 원자로 개념들이 시도된 후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 

는 소형의 원자로들이 demonstration용으로 경수로， 중수로， gas 냉각 원자 

로들이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프랑스， 구 소련， 카나다， 스웨덴에서 건설되 

었고 전기를 생산하는 단일 원자로의 용량도 1,000MWe 이상인 것으로 개발 

되어 상용화되었고 특히 경 · 중수로기술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개발되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원자력발전이 21 

세기에 들어 안전성， 경제성， 방사성폐기물의 축적， 핵비확산성， 사회의 수용

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 

는 21세기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대규모의 대체에너지 생산원을 개발하 

지 못한 현 시점에서 원자력은 에너지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중에 

하나로 남게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앞에서 여러 차래 언급한 문제점블 

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원자로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역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앞으로 

원자력이용에 대한 방향과 기술개발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축적해 온 기술력， 원자력발전을 통하여 얻은 경험， 그리고 많은 원 

자력발전기술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할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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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다행히 이와 때를 같이하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도 21세기를 맞 

아 에너지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여러 원자력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GIF와 더불어 미 

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차원으로 NERI program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및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GIF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3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한다는 목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미국이 주장하는 once through 핵연료주 
기를 국제적으로 확실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현재는 GIF가 추진하 

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OE에서 roadmap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마련되면 9개의 참가국이 모여 정책 group에서 확정한 뒤 원자로의 

노형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원자력국제기구인 IAEA가 추진하는 INPRO 등 미래형원자로를 개발하기 위 
한 program에서는 러시아가 주동이 되어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은데 러시아 

는 우라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핵연료주기를 선택하고 있어 INPRO가 선택할 

미래형원자로의 노형개발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INPRO에는 러 

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이 합류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 

장하는 once through 핵연료주기와는 다른 핵연료주기를 선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까지는 GIF에 참여하여 미국과 노선을 같이하는 것 같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미국을 포함하여 INPRO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있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자문위원회에서 현재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이 국가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시간을 갖고 같이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INPRO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 

한 것도 관심사항이다. 

EC에서 추진하는 원자로개발은 1단계로서는 유럽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제고에 노력하고， 마래를 대비하여서는 HTR을 

본격적으로 검토 · 분석하여 개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원자로개발을 추진하고 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면으로도 유럽에 있는 

고급 전문인력， 훌륭한 실험시설， 성숙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 

구 · 개발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선별하여 결과를 가능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program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즉， GIF나 INPRO에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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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이 미래형원자로의 노형선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일찍이 21세기의 원자력에 대하여 검토를 생각해 온 OECD!IEA35)가 제안하 

여 추진하고 있는 “The Three Agency Study"는 지난 2년 동안 현재 여퍼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들을 총 망라하여 수집한 후 이들의 특성파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1차로 10여기의 원자로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는 선정 

된 원자로들에 대하여 설계개념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검토하여 현안사 

항을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원자로를 선정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었으 

나 2000년부터 미국의 GIF와 IAEA의 INPRO가 추진되고 있어 2단계 계펙 

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국가차원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21세기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하여 

국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핵연료주기를 완성한다는 일본은 잠정젝 

으로 경 수로에 pu를 이 용하는 Pu-therrnal에 이 어 장기 적 으로는 고속증식 로 

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핵연료의 부존자원뿐 아니라 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 자원의 한계와 이 자원들의 사용을 다른 차원으로 극대화하겠 

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러시아에서 고속증식로개발의 위치를 꽉 

실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에너지 부존자원， 에너지 수요전망， 에너지의 해외수입 의존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이 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주위의 국제정세를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전략은 제한적이겠으나 다음과 같 

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원자로의 성능개선 및 개량에 국한하여 71 
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자로의 장주기 운전을 위하여 연소도를 높일 수 있 

는 핵연료의 개발과 차세대 원자로개발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매우 소극석 

인 접근 방법이나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선택해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추 

진하고 있는 연구 · 개발내용의 많은 부분도 여기에 속하며， EC 등 원자력꿈 

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program에 참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확보는 한계가 있고 이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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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원자력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prograrn에 참여하여 미래형 

원자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원자력기술 

을 축적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해 온 경험이 있어， 참 

여 분야와 연구과제를 잘 선정하여 수행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참여할 과제를 정확히 선정 

하고 우리의 기여를 분명히 함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우리의 권익을 확실 

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고유의 원자로 개념을 정립하여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원자로를 수출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원자로개념이 현 

안사항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여러 국가가 참 

여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 

자로개념들은 개발초기부터 거의 모든 것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 

로를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미 시도 해 보았던 선택이 

라도 현재의 기술과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재검토함으로서 현안사항들을 많 

이 해결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겠다. 그 하나의 예가 유럽연합의 

EC에서 추진하는 고온 gas 원자로가 있고 미국의 NERI program에서 제안 

하고 있는 PU를 사용하는 소형의 원자로들이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기술은 지난 20여 년간 충실히 성숙되어 왔고， 경험 

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 

다. 때문에 이들을 잘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기 

술을 개발한다면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21세기에 에 

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준비도 하고 해외에 기술수출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일본과 같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미래원자로기술개발에 

대하여 국내 · 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도록 좀 더 깊이 있고 진지한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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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가여도 

본 과제의 목표는 

첫째， 기존 원자로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발 내용과 

범위 정리， 

둘째， 미래형 원자로개발 현황 파악 및 정리， 

셋째，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의 연구 내용， 방향， 범위를 조사하고 분석 

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추진중인 원자로기술 개발과 핵연료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과 범위는 workshop들을 통하여 발표 · 토의되어 본 보고서에 정려 

하였고 미래형원자로개발과 관련하여 국제 workshop를 개최하여 발표 · 토의 

된 내용도 정리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현황과 외국의 미래형원자로개발 추진에 대한 내용을 조사 • 정리한 것 

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과제선정 및 외국과의 공동연 

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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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원자로기술과 핵연료개발기술을 종합적 

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각 분야의 workshop에서 생산된 proceedings는 이즉들 

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 원자력기술에 대한 국 

제 workshop의 proceeding s는 앞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에 도움이 즈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과제를 통하여 번역 · 배포된 “일본 원자력연구 · 개발 및 이용 장기 

계획”은 우리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작성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일본의 원 

자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과 2050년까지 러시아의 원자로개발전략， 

GIF 추진 현황， IAEA의 INPRO 추진계획， EC의 원자로개발계획 등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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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Terms & Reference for the "INPRO"

1. Rationale

1. Existing scenarios for global energy use project that demand will at least double over the

next 50 years. Electricity demand is projected to grow even faster. These scenarios suggest

that the use of all available generating options, including nuclear energy, will inevitably be

required to meet those demands.

2. However, the location and availability of technology for the utilisation of those resources

pose pol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impacts of which vary betwee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3. The long-term outlook for nuclear energ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roader perspective

of future energy needs and environmental impact. In order for nuclear energy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global energy supply in the foreseeable future, innovative approaches

will be required to address concerns about economic competitiveness, safety, waste and

potential proliferation risks.

4. At the national level, work on evolutionary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nuclear energy

reactor design and fuel cycle concepts is proceeding in several IAEA Member Stat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OECD/IEA, OECD/NEA and the IAEA are co-operating to review

ongoing R&D efforts on innovative reactor designs and to identify options for collaboration.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promoting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ll7)

initiative, in which both the IAEA and OECD/NEA are participating as observers.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Millennium Summit, called upon IAEA Member

States to join their efforts in creating an innovative nuclear power technology to further

reduce nuclear proliferation risks and resolve the problem of radioactive waste.

5. While 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on innovative approaches play an

important role, they are in most cases more limited in terms of scope, participation or

timeframes. Against this background, and taking account of the Agency's unique mand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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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Terms & Reference for the "INPRO" 

1. Rationale 

1. Existing scenarios for globa1 energy use project that demand will at least double over the 

next 50 years. Electricity demand is projected to grow even faster. These scenarios suggest 

that the use of a11 available generating options, including nuclear energy, will inevitably be 

required to meet those demands. 

2. However, the location 때d availability of technology for the utilisation of those resources 

pose politica1, economic and environmenta1 cha1lenges, thc impacts of which vary betwee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3. The long-term outlook for nuclear energ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roader perspective 

of future energy needs and environmenta1 impact. ln order for nuclear energy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globa1 energy supply in the foreseeable future, innovative approac:hes 

will be required to address concems about economic competitiveness, safety, waste and 

potentia1 proliferation nsks. 

4. At the nationa1 level, work on evolutionary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nuclear energy 

reactor design and fuel cycle concepts is proceeding in severa1 lAEA Member States. At the 

intemationa1 level, OECD/IEA, OECD/NEA and the lAEA are co-operating to review 

。ngoing R&D efforts on innovative reactor designs and to identi당 options for collaboration.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promoting the Generation 1V 1ntemational Forum (G1F) 

initiative, in which both the lAEA and OECD /NEA are participating as observers.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Millennium Summit, called upon lAEA Member 

States to Jom their efforts in creating an innovative nuclear power technology to further 

reduce nuclear proliferation nsks and resolve the problem of radioactive waste. 

5. Wh ile existing national and intemational activities on innovative approache~ play an 

important role, they are in most cases more limited in terms of scope, participation or 

디meframes. Against this background, and taking account of the Agency’s unique mand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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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s of nuclear technology, safety and safeguards, the IAEA General Conference has

invited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ombine their efforts under the aegis of the Agency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is a response to that invitation.

2. Overall Objectives

6. The overall objectives of INPRO are:

• to help to ensure that nuclear energy is available to contribute in fulfilling, in a

sustainable manner, energy needs in the 21 st century;

• to bring together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both technology holders and technology

users, to consider jointly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actions required to achieve

desired innovations in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that use sound and economically

competitive technology, are based - to the extent possible - on systems with inherent

safely features and minimise the risk of proliferation and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 to create a process that involves all relevant stake holders that will have an impact on,

draw from, and complement the activities of existing institutions, as well as ongoing

initiativ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3. Implementation Strategy

7. The Project will be an Agency-wide project, with contributions from all relevant IAEA

Departments within available resources.

8. Th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Steering Committee, comprising as members, senior officials from Member States that

participate through provision of extrabudgetary resources and, as observers, representatives

from interested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 project

management will also be represented. The Steering Committee will meet as appropriate

to provide overall guidance, advise on planning and methods of work and review the

results achieved;

• an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 comprising cost free experts from

participating Member States, which will co-ordinate and implement the project;

• Technical Expert Groups, comprising experts from Member States, which will be

convened as appropriate by the ICG to consider specific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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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plementation Strategy 

7. The Project will be an Agency-wide pr이ect， with contributions from all relevant IAEA 

Dep앙tments within available resources. 

8. The frarnework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Sttering Committee, comprising as members, senior officials from Member States that 

participate through provision of extrabudgetary resources and, as obseroers, representatives 

from interested Member States and intemational organizations. lAEA pr이ect 

management will also be represented. The Steering Committee wiU meet as appropriate 

to provide overall guidance, advise on planning and methods of work and review the 

results achieved; 

• an Intem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 , compnsmg cost free expeπs from 

participating Member States , which will co-ordinate and implement the project; 

• Technical Expert Groups, compnsmg experts from Member States, which will bc 

convened as appropriate by the ICG to consider specific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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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from the IAEA, including project management,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9. The Project will-be implemented in two phases. Phase I will be initiated in early 2001 as soon

as sufficient resources are made available. Results of the first phase and plans for the second

phase will be subject to review and approval by the Steering Committee.

10. The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ICG are set out in the Attachment to this document.

3.1 Phase I - Guidelines, Methodology and Review

11. In the first phase, work will proceed in five subject areas recognised as importa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on two parallel tracks.

12. The five subject areas are:

• Resources, Demand and Economics;

• Safety;

• Spent Fuel and Waste;

• Non-proliferation;

• Environment.

13. The two tracks are :

• Track 1: selection of criteria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for the

comparison of different concepts and approaches, taking into account the compilation

and review of such concepts and approaches; and determination of user requirements in

the subject areas.

• Track 2: examination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technologies made available by

Member States against criteria and requirements.

14. ICG will seek input from the on-going Three-Agency Study (jointly conducted by

OECD/IEA, OECD/NEA and IAEA) on "R&D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 Status

and Prospects" and will interact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in

particular with OECD/NEA and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a complementary manner.

15. The Steering Committee will review the results of Phase I and recommend, based upon A

proposal to be developed by ICG, actions for follow-up, intended to continue to meet the

interests of IAEA Member States. These results and recommendations will be repo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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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Member States, as appropriate.

3.2. Phase II

16.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irst phase, taking into account advice from the Steering

Committee, and with the approval of participating Member States, a second phase of

INPRO may be initiated. Drawing on the results from the first phase, it will be directed to:

• examining in the context of available technologies the feasibility of commencing an

international project;

• identifying technologies which might be appropriate for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such an international project.

4. Resources

17.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using mostly extrabudgetary resources offered by interested

Member States. Contributions to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may be both in kind and in

cash.

5. Partners

18. The following parties are considered important partn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participating Member States;

• interested Member States;

•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interes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19. Partners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and/or contribute as appropriate to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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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CG)

to implement Phase I of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

These Operating Guidelines, made pursuant to Sections 3 and 4 of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will

guide the oper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CG).

1. ICG will be set up for an initial period of two years and will be composed of cost-

free experts, provided by participating Member States.

2. The experts of ICG should have broad expertise in the areas of nuclear energy and

fuel cycle technology, nuclear safety, economics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3. The experts of ICG will also liaise with home teams in their countries and/or

organizations.

4. ICG will be constitut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ules of the Agency and will

report directly to the Project Manager.

5. ICG activities will be implemented using mostly extra-budgetary funds.

6. The IAEA will provide secretarial support to ICG, supply relevant in-house

information, and co-operate fully with it in order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o achieve its objectives.

7. Objectives and results to be achieved are outlined in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roject. More detailed working plans and schedules will be drafted by ICG and the

IAEA for approval by the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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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he Next Generation of Reactors
(MICHELANGELO initiatives)

The MICHELANGELO initiative is led by the European nuclear industry organizations who
have prepared this document (*). It is open to any organization or company that shares a belief
in its contents and end purposes. Under the aegi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n the
context of the 5th Framework Programme, it aims to encourage a strong partnership of research
and industry in the nuclear energy field, with the goal of supporting the safety and
competitiveness of future European reactors.

(*) ANSALDO, BELGATOM, CEA, ECN, EDF, EMPRESARIOS AGRUPADOS,

ENEA, FIAT AVIO, FRAMATOME, FZJ, FZK, IVO, NNC,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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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is

a vital
component
of a stable,
balanced,

and
diversified

energy
supply

.n the European Union, nuclear

energy covers 33% of the electricity

needs, with 145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 units generating a total of

120 GWe. It is an active export sector for

the EU, which generates jobs with a high

technical content and has a vital role to

play in ensuring a stable, balanced, and

diversified energy supply.

In spite of all its excellent results,

the fact remains that nuclear power still

has an emotional impact on people.

Therefore to reconcile nuclear energy

with public opinion and to allow it to

remain a durable energy resource in the

next centu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clear technology in pursuit of the three

objectives that the EU has set for itself:

• environmental protection,

• energy security,

• economic competitiveness,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risk of

climatic change has led to the recognition

that nuclear energy has the uniqu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duce massive and

economic quantities of energy with no CO2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 recommendations of the Rio and Berlin

Conferences on Climatic Change.

Even though the European nuclear

industry has proven its maturity, nuclear

energy can still benefit from new

technological progress. Improvements will

result from this technological progress,

whether thanks to more precise and thus

more realistic modeling of possibl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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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s or due to modifications in reactor

design or manufacturing technology. This

progress will go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and eventually eliminating the fears of the

public and responding to the expectations of

political leaders, but this objective must be

pursued with a concern for preser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ic power

produced.

"We have to join forces to develop

technologies for a new generation of safe and

competitive nuclear power plants. They will

promote European technology and

eventually replace the oldest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in operation in Europe and

all around the world.

In the fuel cycle field and notably

radwaste treatment, packaging, and storage,

technological progress is already under way

and further advances can be envisaged.

The European Union has taken the lead

over the United States, but the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hina, which

are presently our customers, and Japan, will

one day soon become our competitors and

we could find ourselves dependent on their

nuclear energy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safe, competitive

and publicly acceptable nuclear power plants

assumes a determined and continuous

Community effort via thematic R&D,

focused on precise objectives. It will make it

possible to verify in depth the pertinence and

safety of industrial technology choices,

therefore ensuring the preservation and

competitiveness of European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faced with the emergence of

very aggressive American-Asian competition.

Some R&D items have already been

partially covered in the 4th Framework

Programme in a more scientific way and with

a very limited- budget. If Europe is to

continue to play a leading international role

in nuclear energy, however, it is important

for the Commission to continue to support

the present programme and to provide

adequate funding for the next Framework

Programme.

What we most expect from the 5th

Framework Programme is the accel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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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innovations concerning safety

and, at the same time,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items corresponding to industrial

needs. These goals can be reached thanks to

the coordination of European research

programmes which need to be better focused

and coordinate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can only

be ensured by pooling our knowledge and

bringing research and industry closer

together.

It is also by a mobilizing European

Union-supported research effor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rve and diffuse expertise

in the Member States that have not currently

opted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This will

allow us to maintain an essential hard core

of capability that will allow these countries to

make the future energy choices that are the

most rational and which conform best with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we are motivated by a

common need and a common wish: the need

for more realistic budgets to develop a

common European nuclear policy and the

wish to develop more relevant fundamental

industri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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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D in the

context
of the

5th
Framework
Programme

uclear energy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Europe's energy supply. It is the

basis for a powerful industrial activity,

present in the global competition. To enable

the European nuclear industry to keep its

leading position and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while at the same time

meeting updated safety requirements, we

believe it is necessary for the European Union

to support, in the context of the 5th

Framework Programme, an ambitious

programme of fundamental industrial

research.

It is essential for the European nuclear

industry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while at the same time

responding to a high safety standards.

The companies in this industry, each in

its own field of responsibility, have

undertaken and continue to have major

technical development programmes. Beyond

their scope, however, more fundamental

R&D programmes, whether national or at

the European Union level, are necessary to

meet the challenge.

It seems to us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5th Framework Programme a new

orienta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both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y of

the reactors in operation and providing the

design bases for the reactors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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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Medium
Term

to meet
European

Needs

, n the short/medium ter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deepening basic

phenomenological knowledge in the fields of

severe accidents, basic nuclear data, passive

safety devices and plant control and

monitoring in response to the European

needs. Such an R&D programme can not be

implemented unless there continues to exist

in Europe the major test facilities that have

so far enabl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 European policy of mantaining

such major test facilities, open to all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is therefore

desirable.

Severe Accidents

The 3rd and 4th Framework

Programmes evaluated a large spectrum of

possible severe accidents. For the 5th

Framework Programme, we should produce a

common report summarizing the conclusions

of the results obtained.

As concerns the design of nuclear power

units, we should focus on the advanced core

degradation phase, in developing models,

evaluations, PSA techniques, and tests for

defining mitigation strategies, without

excessive conservatism.

These tests should be supported by

work on the propagation modes of reactor

damage.

Basic Nuclear Data

In Europe, there remains practically

only the Geel laboratory (IRMM) of the JRC

to ensure the measurement of the basic

nuclear data needed for the design of

reactors, whereas for the evaluation of these

data only few laboratories still have the

expertise to contribute to the Europe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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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 for reactor physics calculations. In the

long term, there is a risk that these activities

will only continue in Japan. This situation

presents a major risk, because the need for

new nuclear data exists, and will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with the new reactors

concepts and the new fuel cycles.

This concerns such R&D themes as

plutonium recycling, increased fuel discharge

burnup, reactor component aging, new

burnable poisons, new neutron - absorbing

materials, the "incineration" of actinides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etc. It is

necessary, for example, to improve our

knowledge of iron's effective capture cross

section to correctly calculate the damage to

reactor vessel steel, in the context of service

lifetime problems.

Passive Safety Devices

The design of future reactor systems by

industry may involve the use of passive

devices to play a safety role, provided that

these devices constitute real progress. Some

of them (steam injectors, depressurization

valves, backup condensers, thermal-lock

energy storage devices, etc.) constitute a

potential for innovation by the industry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be able to model

their operation with precision. This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certain number of

experiments. The importance of these tests,

in terms of cost and the impact on reactor

safety, requires that they be carried out in a

European framework.

Plant Control & Monitoring

The need for high integrity computer-

based systems is important, especially for

safety systems. The present cost of

demonstrating that an adequate level of

reliability will be achieved is very high and

R&D is needed to develop simpler high

integrity systems to be produced.

Research is required to develop systems

which are able to. be installed in stages and at

low cost? while still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evious installation.

The successful mitigation of an accident

relies on the important instrumentation

surviving the hostile conditions. Research is

required into both more robust instruments

and the development of algorithms which

will enable the operator to know which

instruments continue to operate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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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U enable the operator to know which 

instruments continue to operate correc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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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Long
Term

for
Worldwide

Development

. n the medium/long ter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reactor concepts and to finding

innovative solutions in the areas of materials,

fuel/fuel assemblies, and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removal.

States and which remains active in Japan,

must be intensified in Europe.

It is also necessary, on the scale of the

EU, to take another look at the reactor

concepts that were set aside in the past

because they ran into technological problems,

which may now seem attractive due to

subsequent progress, notably in the materials

field. We could for example reconsider the

HTR design (which appears to have a

particularly high safety level and possibilities

for heat and power cogeneration), but also

such new concepts as fast neutron reactors

with heat-carrying fluids other than liquid

sodium or small reactors for external markets.

Materials

Development of Innovative
Reactor Concepts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mainly

depends on new development possibilities

encompassing the mastery of new

technologies. Analysis on innovative designs,

which has always continued in the United

Many equipment designs find their

technological limits in the behavior of the

materials used to implement them.

For the reactor vessel it will be necessary

to deepen our knowledge of certain properties

of very promising steels (2 1/4 Cr and 9% Cr)

to be able to move on to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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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equipment designs find their 

technological limits in the behavior of the 

materials used to implemen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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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ery promising steels (2 114 Cr and 9% Cr) 

to be able to move on t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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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reactor internals, it is desirable

to develop materials with special

performances to limit activation, improve

wear resistance, and improve the resistance to

strong radiation doses and corrosion in

contact with the primary coolant.

In view of the longer design-basis

operating life planned for new NPP units,

which could be raised to 60 years, it is

necessary to quantify with greater precision

the end-of-life safety margins by means of

modern fracture mechanics methods, an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aging

mechanisms and of material behaviour in

case of severe accidents.

Fuel/Fuel Assemblies

The fuel assembly is the first barrier, in

the safety-assessment sense. This barrier can

be damaged during certain accident

situations, causing the release of radioactive

fission product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complexity of the engineered safeguard

systems and for the severity of the

specifications imposed on the third barrier

(the reactor containment). Motivations of

competitiveness and safety therefore come

together to argue in favour of fuel/fuel

assemblies with intrinsic resistance to

accidental loads.

Research is desirable to explore new

fuel/fuel assembly designs, with such

objectives as minimization of the production

of plutonium and minor actinides, trapping

the fission products in situ, finding new fuel

cladding having less chemical reactivity with

steam (low corrosion tendency), and

studying fissile mate-rials operating at lower

temperature or having greater thermal

inertia.

Support of work on innovative reactor

designs in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extended to particularly advanced materials,

such as Cermet, Cercer, ceramic fuel

cladding, coated fuel particles, etc. Some of

these to-pics could be explored in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Institutes,

which have a good knowledg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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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for the severity of the 

specifications imposed on the third Ibarrier 

(the reactor containment). Motivations of 

competitiveness and safety therefore come 

together to argue in favour of fud/fuel 

assemblies with intrinsic resistance to 

accidentalloads. 

Research is desirable to explore new 

fuellfuel assembly designs , with such 

objectives as minimization of the production 

of plutonium and minor actinides, trapping 

the fission products in situ, finding new fuel 

cladding having less chemical reactivilY with 

steam (low corrosion tendency) , and 

studying fissile mate-rials operating al[ lower 

temperature or having greater thermal 

mer t1a. 

Support of work on innovative reactor 

designs in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extended to particularly advanced materials, 

such as Cermet, Cercer, ceramic fuel 

cladding, coated fuel particles, etc. Some of 

these to-pics could be explored in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Ins 1:itutes , 

which have a good knowledg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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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nd / Wastes

In view of the number of nuclear

facilities now in operation,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void and reduce the

production of radioactive wastes (radwastes)

and to reduce their radiotoxicity in the long-

term. The major contributor to the long-

term radiotoxicity being plutonium, a first

measure to take is Pu recycling in reactors,

e.g. in the form of MOX or Pu fuel with

inert matrices. Safety issues associated with

Pu recycling should be considered for

existing and new reactor concepts. Then the

possibility of gradual introduction of

recycling of actinides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should be further evaluated. For

radwaste whose production is inevitable,

volume-reduction (compacting, con-

centration, incineration, melting) and

conditioning/ packaging (drying, coating

with cement, vitrification, drumming)

measures should make it possible to reduce

to a minimum the volumes to be stored.

Final storage facility concepts should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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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gradual introduction of 

recycling of actinides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should be further evaluated. For 

radwaste whose production is inevitable, 

volume-reduction (compacting, con

centration , incineration , melting) and 

conditioningl packaging (drying, coating 

with cement, vitrification , dru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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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design engineering and safety verifications.

This includes severe accidents, basic nuclear

data, and the operation of passive safety

devices.

he Fifth R&D Framework

Programme will be a means to reinforce the

Safe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nuclear

industry and to maintain expertise in most

of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on

the basis of industrial objectives.

Safety and Competitiveness must be

improved, but research by itself cannot solve

the problems that European nuclear industry

is facing today, especially given the emerging

scarcity of funding for research, which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Public authorities, both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s, should also address this issue

through a better coordination of R&D

policies and R&D efforts.

To meet European needs, priority must

be given to deepening our knowledge of the

phenomena that provide a solid basis for

In the longer term, to prepare for

worldwide development of the nuclear

power market of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novative concepts, for

example by taking another look at the ideas

which, in the past, ran into technological

barriers that have now been lifted.

Safety and Competitiveness cannot be

separated. There will not be Safety without

Competitiveness, nor will there be

Competitiveness withou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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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ngineering and safety verifications. 

This includes severe accidents, basic nuclear 

data , and the operation of passive safety 

devices. 

In the longer term , to prepare for 

worldwide development of the nuclear 

power market of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novative concepts, for 

example by taking another look at the ideas 

which, in the past, ran into technologìcal 

barriers that have now been lifted. 

Safety and Competitiveness cannot be 

separated. There will not be Safety without 

Competitiveness , nor wiII there be 

Competitiveness withou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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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Charter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Preamble

Nuclear energy will be needed for future energy demands, which are expected to grow around the world. The
opportunities for building new nuclear energy systems will depend on the growth in energy demand as well as the
issues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are four major areas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energy: economics, safety, waste, and proliferation-resistance. These areas need to be addressed by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order for nuclear energy to achieve its potential worldwide.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has evolved as three distinct design generations: (1) prototypes, (2) current operating
plants, and (3)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systems must be licensed,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will provide a competitively priced supply of energy while satisfactorily
addressing nuclear safety, waste, proliferation, and public perception concern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are
deployed.

Recognizing both the positive attributes and shortcomings of the prior generations of reactor designs, it is now time to
lay the groundwork for a fourth generation. Because the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will address needed
areas of improvement and offer great potential, many countries share a common interest in advanced R&D that will
support their development. Such development will benefit from the identification of promising research areas and
collaborative efforts that should be explored by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This Charter states the purpose and vision of a new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R&D for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systems. Its articles discuss the activities, establish the guidelines, and
provide th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D. This cooperation of many n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will aid the progress toward the realization of such systems.

1. Gener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Forum

1.1. Purpose of the Forum

1.1.1. An internation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identify potential areas of multilateral

collaborations on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foster collaborative R&D projects,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collaborations and reporting of their results, and regularly review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R&D projects and update the potential areas of needed research. This Forum will includ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with all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includi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1.2. Vision

1.2.1. The development of one or more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that can be licensed,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will provide a competitively priced supply of energy while satisfactorily
addressing nuclear safety, waste, proliferation and public perception concerns of the countries in which
it is deployed.

1.3. Name

1.3.1. This international framework will be known as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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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Charter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1.4. Membership

1.4.1. The creation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will begin with a Joint Declaration of its
formation. The signatories to the declaration will become the initial membership of the Forum.
Following the declaration, additional countries may join the Forum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existing members.

1.4.2. Any new member must be acknowledged by the existing members to be able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framework. Member countries are expected to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projects, namely, the sponsorship of at least one significant
collaborative project.

1.4.3. Observer countries are not recommended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deciding on their own interest in
membership.

1.4.4. For projects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is Forum, citizens of non-member countries may
participate in R&D projects. For example, a technical expert from a non-member country may be part
of an R&D project.

1.4.5. Representatives from the OECD NEA and the IAEA will be invited to attend the meetings, and others
as deemed necessary by the Policy Group.

1.5. Umbrella Agreement

1.5.1. To facilitate collaborative research, the members will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n umbrella
agreement between all the member countries.

1.6. Organization

1.6.1.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should be operated as a virtual organization. That is, there is
neither a desire nor need at this time to establish a physical office for the Forum with permanent staff
and an operations budget. Rather, member countries will agree on their shared responsibilities and
provision of their own resources for the Forum's ongoing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1.7. Operation

1.7.1.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will operate with the Policy and Expert Groups that have been
formed to date. Each member country will make up to two appointments to each group.

1.7.2. The Policy Group will govern the overall framework and policies of the Forum. It should meet at
least once a year to be informed of overall progress and to take action on high-level recommendations.

1.7.3. The Expert Group will report to the Policy Group. The Expert Group should meet as often as
necessary to review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projects, identify promising directions for the
research,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olicy Group on needed actions.

1.7.4. The Policy and Expert Groups will seek to identify opportunities to work with the OECD NEA and
IAEA to their mutu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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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entifying Research Needs and Interests

2.1. Research Emphasis

2.1.1. Intermediate- and long-term research are desired in the Forum. The emphasis will remain primarily on
long-term Generation IV objectives; however, it will not exclude other short-term advances consistent
with the vision.

2.2. Identification and Updating of Research Needs

2.2.1. The Expert Group will identify research needs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for the Forum and the
interests of the member countries. The Expert Group will be responsible for regularly updating the
research needs and interests.

2.3. Dissemination of R&D Needs and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ojects

2.3.1. The Expert Group will identify research areas for consideration by the Policy Group. Once approved
by the Policy Group, the information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includi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communications
will include summaries of the goals for Generation IV, its needed areas of research, and summaries of
international progress.

2.3.2. The Forum will not directly issue calls for R&D.

2.3.3. The Expert Group will encourage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member countries.

3. Research Project Funding

3.1. Independence of Funding

3.1.1. Each country or collaborative will control its own research management process. A general fund will
not be created for research collaborations.

4. Review of the Forum's Progress

4.1. Project Review

4.1.1. The Policy Group, advised by the Expert Group, will review the program of collaborative projects to
gain an appreciation of the relevance and impact of the research program. The Expert Group should
also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Policy Group regarding the research agenda.

5. Encouragement of Open Research

5.1.1.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R&D fostered by the Forum should be open and non-proprietary.

5.1.2. While the Forum will encourage the open publication of results, it will allow any country to declare
what it determines to be proprietary information generated in the project, and to mark the information
with release caveats.

5.1.3. Member countries will have access to the results of their collaborative teams, consistent with any
declarations regarding the dissemination of thei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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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cord of a Meeting held by the
Experts Group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August 30-31,2000

The following are the important matters taken up at this meeting.

Goals for Generation IV

The Experts Group, beginning with the 14 goals recommended by the May 2000 Workshop, developed a set of
seven goals for Generation IV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The seven draft goals are as follows:

1.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provide nuclear energy products in the form of electricity, heat, hydrogen,
potable water, etc. whose cost to the customer is competitive with the cost from other source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IV's deployment.

2. Generation IV projects should have acceptable risk to capital with respect to all other competing energy
project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IV's deployment.

3.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should advanc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his will ensure that
future energy supply options will include nuclear energy.

4. Generation IV should produce robust designs that are extremely resistant to core damage accidents and
support the demonstration of safety that enhances public confidence.

5. Generation IV reactor designs must afford ALARA radiation exposure over the total system lifetime.

6.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have complete technical solutions that are politically and publicly acceptable
for all waste streams.

7. Misuse of Generation IV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should be the least attractive route for potential
weapons proliferators. This applies to both indigenous facilities and to exported components of the fuel
cycle.

The reduced set of goals reflects the sense that many of the May 2000 goals were, in fact, subordinate to others.
The goal on sustainability (Goal 3 above) was not addressed in me May Workshop, and was added. These goals
with supporting explanations are provided in Attachment V.

Process for Assisting and Reviewing Collaborations

An outline was developed to define ways in which the Experts Group could (1) identify areas of collaboration,
(2) foster collaborative projects, (3) establish guidelines for (he collaboration and reporting, and (4) regularly
review progress. The outline is provided in Attachment VI. To accomplish these activities, the Experts Group
proposes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website that will promote the
goals of the Generation IV to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and help researchers locate international
collaborators. In addition, international meetings will serve to stimulate, coordinate and allow the evaluation of
research relevant to Generation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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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Rec야11 of a Meeting held by the 
Expeπs Group ofthe Generation W Intemational Forum 

August 30-31, 2000 

The following are the impor뻐ntmatt，없 taken up at this m않:ting. 

Goals for Generation W 

The Experts Group, beginning with the 14 goals recommended by the May 2000 Workshop, developed a s응tof 
seven goals for Generation IV advanced nuclear energy 양stems. The sev없1 draft goals are as follows: 

1. Generation N 양stems should provide nucI않r energy products in thc form of elecσicity， heat, hydrogen, 
potable water, etc. whose cost to the customer is competitive with the cost from other sources in the 

countly or region of int하'est at the time of G없leration IV’s deployment. 

2. G응mπation N projects should have acceptable risk to capital with respect to 어1 o1her competing en맞gy 

projects in the countl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하ationN’s deployment. 

3. Generation N nuclear systems should advance sustainable en，맞gy development. This will ensure that 
futureene멍y supply options w피 include nuclear energy. 

4. Generation N should produce robust designs 1hat are e뼈-em방 resis뻐nttoc아e damage accidents and 
support the demonstration of safety that enhances public ∞nfidence. 

5. Generation N reactor designs must 떼ford ALARA radiation exposure over the total 양stem life피ne. 

6. G야erationN 양st，얻ns should have complete tech피때 s띠utions that are politically and publicly a∞eptable 

for 따1 waste streams. 

7. Mi잉lse of Generation IV nuclear mat，앙ials and facilities should be the least atπactive route for potenti때 
weapons prol효erators. This applies to bo1h indigenous facilities and to exported components of1he fuel 
cycle. 

The reduced set of goals reflects the sense that many ofthe May 2000 goa1s were, in fact, subordinate to others. 
The goa1 on sustainability (Goal3 above) was not addressed in the May Workshop, and was added. These go빼s 

with supporting explanations are provided inAttachment V. 

Process for Assisting and Reviewing Collaborations 

An outline was develop어 to defme ways in which the Experts Group cou1d (1) ident펴 areas of collaboration, 
(2) foster collaborative pr'이ects， (3)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collaboration 뻐d reporting, and (4) regul빼y 

revi，응:w progress. The outline is provided inAttachment VI. To accomplish these activities, the Experts Group 
proposes the creation 뻐dm뻐ntenance of a Gen~πation N Internationa1 F orum website that w피 promotethe 
go외sof빠 Gener었ion IV to the intemationa1 res응archcomm뻐ity and help r앓earch하s locate intemational 
collaborators. In addition, international m않:tings w퍼 S않ve to stimulate, coordinate and allow the eva1uation of 
research relevant to G응neJ빼ion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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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Generation IV Goals from the Expert Group

Economics

1.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provide nuclear energy products in the form of electricity,
heat, hydrogen, potable water, etc. whose cost to the customer is competitive with the cost
from other source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FV's
deployment

Generation TV should consider broader energy products beyond electricity. The cost of its
products must be competitive with all available alternatives. The economics goals are to be
applied relative to the competitive energy sources. The economic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energy security and/or other local issues.

2. Generation IV projects should have acceptable risk to capital with respect to all other
competing energy project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IV's
deployment

The economics goals are to be viewed relative to the competitive energy source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IV's deployment. The risk to capital must be
acceptable in order to attract capital for the project. The economic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energy security and/or other local issues.

Sustainability

3.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should advanc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his will
ensure that future energy supply options will include nuclear energy.

Examples of sustainable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clude

• high uranium utilization

• flexible use of fissile and fertile resources

• waste minimization

Can this goal be made more quant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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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V 

DRAFT Generation IV Goa1s from the Expert Group 

Economics 

1.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provide nuclear energy products in the form of electricity, 
heat, hydrogen, potable water, etc. whose cost to the customer is competitive with the cost 
from other source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tion IV’s 
deployment. 

Generation IV should consider broader energy products beyond electricity. The cost ofits 

products must be competitive with all available altematives. The economics goals are to be 

applied relative to the competitive energy sources. The economics should inc/ude consideration 

of energy security anιVor other local issues. 

2. Generation IV projects should have acceptable 꺼sk to capital with respect to aD other 
competing energy projects in the countrγ o 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 Genera하onIV’s 

deployment. 

The economics goals are to be viewed relative to the competitive energy sources in the country o.r 

region of interest at the time ofGeneration IV’'s deployment. The risk to capital must be 

acceptable in order to attract capital for the pr，에'ect. The economics should inc/ude 

consideration of energy secu끼ty and/or other local issues. 

Sustainability 

3.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should advanc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his will 
ensure that future energy supply options wiU include nuclear energy. 

Examples of sustainable nuc/ear energy development inc/ude 

• high uranium utilization 

• jlexible use offissile andfertile re‘sources 

• waste minimization 

Can this goal be made more quant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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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Generation W Goals from the Expert Group

Safety

4. Generation IV should produce robust designs that are extremely resistant to core damage
accidents and support the demonstration of safety that enhances public confidence.

a. This should lead to the elimination of credible scenarios that could result in the accidental

release of radioactivity sufficient to require offsite emergency response.

b. Recognizing the ultimate unattainability of "no " credible scenarios for release of
radioactivity, shift the focus of the goal to the elimination of the most significant severe
accident scenarios in order to remove the technical need for offsite emergency response.

c. Recognizing the impossibility of testing and demonstration of " any plausible initiating
event, " shift the focus of the goal to demonstrations that "enhance public confidence. "

d. Move "tolerant of human error" to a characteristic.

e. Leave ALARA intact as a separate goal.

5. Generation IV reactor designs must afford ALARA radiation exposure over the total system
lifetime.

Waste

6.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have complete technical solutions that are politically and
publicly acceptable for all waste streams.

This goal encompasses all waste streams from Generation IV, including tailings from mining and
enrichment plants, radioactive waste from processing and operations,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wastes, and nonradioactive hazardous waste.

Proliferation Resistance

7. Misuse of Generation IV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should be the least attractive route
for potential weapons protiferators. This applies to both indigenous facilities and to
exported components of the fuel cycle.

a. Generation TVsystem development sh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feguards in its design.

b.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seek to reduce the combined cos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design features and international safeguards inspections.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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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V 

DRAFT Gel1eratiol1 JV Goals from the Expert Grmψ 

Safety 

Waste 

4. Generation IV should produce robust designs that are extremely resistant to core damage 
accidents and support the demonstration of safety that enhances public contidence. 

a. This should lead to the elimination of cre찌ble scenarios that could result in the accidental 

release of radioactr.ψ sufficient to require ~껴iκ emergency response. 

b. Recognizing the ultimate unattainability of “'no" credible $cenaη0$ for release of 

radioacti이ty， shift thefocus ofthe goal to 찌e elimination ofthe most sign때cant severe 

accident scenarios in order to remove the tech，꺼:calnee얘djψorojj야장ite emer쟁-gency resψpo，αon찌1seε . 
cι Recog핸n띠iz따z긴in앵1쟁g t.짜he impos，빠S꾀ib빠iμlιity oftes앉sti，빼inga쩌nddemo이onstTπtration of'‘“‘'any plausible initiating 

event, " shift the focus of the goal to demons，π'Qtions that “enhancepμblic co깨dence. " 

d. Move “ tolerant ofhuman error" to a characteristic. 

e. Leave ALARA íntact as a separate goal. 

5. Generation IV reactor designs must atford ALARA radiation exposure over the total system 
떠농피me. 

6. Generation IV systems should have complete technical solutions that are po바icaUyand 

publicly acceptable for aU waste streams. 

This goal encompasses a /l waste streamsfrom Generation 1κ ìncludìng tailings from mìnìng and 
enrichment plants, radioactive waste from processing and operations,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wastes, and nonradioactive hazardoμs waste. 

Proliferation Resistance 

7. Misuse of Generation IV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should be the least attractive route 

for potential weapons pr아파rators. This applies to both indigenous facilities and to 
exported components ofthe fuel cycle. 

a. Generation W system development should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j‘ intemational 

safeguards in its desi.핸· 

b. Generation W systems should seek to reduce the com bined cos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design features and intemational safeguards in이pections.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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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IV Experts Group Role in Fostering R&D Collaborations

1. Identify Areas of Collaboration

• Utilize Matrix of R&D Areas

• List Existing R&D Projects Consistent with Gen IV Goals

• Requ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put

2. Foster Collaborative Projects

• Establish and Facilitate a GIF Website [guidelines TBD by secretariat, with an approach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Safety Center or the SINTER network]
- Show Generation IV Vision and Goals
- Show the R&D Matrix and Listing of Ongoing R&D Projects
- Include Information Package for each Funded Collaboration (will allow Experts Group to collect

information and monitor R&D areas) [content requirements needed]
- Create a moderated 'chat room' where individual researchers could show interest for specific areas

• Encourage that the Experts Group make Personal Contacts in the Research Areas

• Encourage the Identification of Project Leads for Contact

• Facilitate Workshops/Gathering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 Utilize Ties to Existing Organizations, e.g., ANS, ENS, ICONE,SMiRT, others

• Inv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IAEA and NEA

3. Establish Guidelines for Collaboration

• Ensure Consistency with Criteria for Collaborations:
- Consistent with Generation IV Goals (Experts Group to monitor)
- Programs must be Approved in one or more Member Countries of Origin

- Approval may include previously funded projects
- No Postings for R&D CoDaborations without Experts Group Approval (Screened by Experts

Group Country Representative)
- Member Countries must Initiate Collaborations
- Other Researchers Outside of GIF Countries may Participate as Technical Experts
- Maintain Awareness of Sensitive Nature of Sharing R&D Results
- Reporting Results

4. Review Progress

• Utilize Professional Meetings and Publications to Report Technical Results

• Identify Gaps and Update Areas of Research Periodically

• Expert Group will Report Monitored Research Areas and the Number of Collaborations to the Policy
Group
- Note: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Maintain the Responsibility to Evaluate R&D and

Determine Their Continuation
- Note: Expert Group will not Manage the Quality or Technical Details of Programs 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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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W Experts Group Role in Fostering R&D Col/aborations 

1. Identify Areas of CoUaboration 

• Ut피zeMa:σix ofR&D Areas 

• List Existing R&D Proj∞ts Consistent with Gen IV Goals 

• Requ않t Internationa1 Orga:nization Input 

2. Foster Collaborative Projects 

Attachment VI 

• Establish a:nd Facilitate a GIF Website [guidelines TBD by seα-etariat， with a:n approach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S따농ty Center or the SlNTER network] 

Show Generation IV Vision and Goa1s 

Show the R&D Matrix a:nd Li않ing of Ongoing R&D Projects 

Include Infonnation Package for each Fund어 Collaboration (w피 때low Experts Group to c이lect 

infonnation 때d monitor R&D 없as) [content req띠rements needed] 

Create a moderat，벼 ‘chatroom’ where individua1 researchers could show interest for spec.퍼.c areas 

• En∞urage that the Experts Group make Persona1 Contacts in the Research Areas 

• Encourage the Identi:fication ofProject Leads for Contact 

• Fac피tate W orkshops/Gatherings at Internationa1 Conferences 

• Ut피ze Ties to Existing Organizations, e.g., ANS, ENS, ICONE, SMiRT, others 

• Involve Intemationa1 Orga:nizations, e.g., IAEA a:nd NEA 

3. Establish Guidelines for CoUaboration 

• Ensure Consistency with Criteria for Collaborations: 

Consistent with G야하'Iltion IV Goa1s (Experts Group to monitor) 

Programs must be Approved in one or more Member Countries ofOrigin 

Approva1 may include previously 미nd어 projects 

No Postings for R&D Collaborations without Experts Group Approval (Screen혀 byExp하ts 

Group Country Represent빠ve) 

Member Countries must Initiate Collaborations 

Other Researchers Outside of GIF Countries may Participate as Technical Exp앙1s 

Maintain Awa:reness of Sensitive Nature of Sh뼈ng R&D Results 

Reporting Results 

4. Review Progress 

• Utilize Professiona1 Meetings a:nd Publications to Report T echnica1 Results 

• Ident펴 Gaps a:nd Update Areas ofResearch Periodica11y 

• Expert Group w피 Report Monitored Research Areas a:nd the Number of Collaborations to the Policy 

Group 

Note: Particψating Member Countries Ma:inta:in the Responsibility to Eva1uate R&D 뻐d 

Determine Their Continuation 

Note: Expert Group will not Manage the Quality or T echnical Detai1s of Programs or Pr，매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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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f Research Areas Suggested for Collaborative R&D

Attachment VII

Research Area
Energy Conversion

Gas Turbine Direct Cycle

Dual Cycle/Process Heat

Direct Energy Conversion

Direct Contact Heat Exchanger

Hydrogen Production

Magnetohydrodynamics

High Temperature Steam Turbine

0

1

0

0

1

0

1

1

H

1

0

H

0

H

H

1

1

0

1

0

1

H

H

1

1

H

0

1

0

H

1

1

1

0

0

H

H

1

1

1

0

H

H

H

1

1

H

0

0

H

1

1

1

1

0

0

Safety Technology

Passive Safety

Safety Analysis

Probabilistic Risk Analysis

Requirements

Severe Accident Analysis

1

1

1

0

1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1

1

1

1

H

1

H

H

1

H

H

H

H

H

Constructability

Modularization

Manufacturability

Seismic Isolation

Concrete

Composite Materials

1

1

0

0

0

H

1

H

H

H

1

1

1

1

1

H

1

H

0

0

1

1

H

H

H

H

H

0

0

0

1

1

1

0

0

1

0

1

0

0

Automation & Information Tech

Smart Sensors

Digital Instrumentation & Control

Simulation

Man-Machine Interface (Human Fa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1

H

1

1

1

H

H

H

H

1

1

H

H

H

1

H

H

H

H

H

0

H

H

H

1

1

H

1

1

1

H

H

1

1

1

H

1

1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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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Direct Energy Conversion 

Direct Contact Heat 

l 

i
@∞
 l 

o o o H o H o Concrete 

o o o H o H o ComαlSite Materials 

H Aπificial Intelli뿔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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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VII

Matrix of Research Areas Suggested for Collaborative R&D

Research Area
Reactor Coolant/Materials

Super-Critical Water

Lead Alloys

Sodium/Liquid Sodium

Gas (He, CO2, etc.)

Molten Salt

High Temperature Materials

i

(j, Concepts

t Gas

Water

Metal

Molten Salt

Fuel Technology

High Burnup Fuels

Thorium (in-reactor)

Particle Fuels

Dispersion/Inert Matrix Fuels

Low Swelling Cladding

Metal Fuels

Ceramic Clad

Oxide Fuels

Nitride Fuels

Argentina

i

0

0

0

0

1

• • •
0

H

0

0

MB
1

0

0

i

I

0

1

1

1

Canada

• • •
H

0

0

0

0

H

• • 1
0

H

0

0

• • •
1

H

0

H

0

0

1

H

1

France

wmum
i

i

i

H

1

H

H

H

1

1

wmam
H

1

H

H

H

1

1

H

1

Japan

• • •
1

H

H

H

0

H

• • •
H

H

H

0

• • •
H

0

H

H

H

H

0

H

H

Republic of
Korea• • • •

0

1

H

0

0

1

• •M
0

H

H

0

H

H

1

H

H

H

0

H

1

Republic of
South Africa• • • i

0

0

0

H

0

H

H

1

0

0

• • • •
H

0

H

Q

0

0

0

0

0

USA

• • •
1

H

1

H

1

H

H

H

H

1

H

H

H

H

1

1

1

0

!

I European
Commission

0

1

0

H

1

H

^ 1 ^
H

H

1

1

• • • I
H

H

H

1*

0*

H

0

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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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0/ Research Areas Suggested /or Collaborative R&D 

Research Area 
Reactor 

Gas 

Water 

Metal 

Molten Salt 

l 

i@@ 

l 

High Burnup Fuels 

까1띠um (in-reactor) 

Dispersionllnert Matrix Fuels 

LαN Swelling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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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f Research Areas Suggested for Collaborative R&D

Attachment VII

Research Area
Evaluation Methods

Waste Minim ization

TRU Recovery with High Efficiency

Accelerator Transmutation

Partition & Recover Long Life fp's

Reactor-Based Transmutation

LLW and Other Process Streams

Safeguards Technology

Smart Sensors

Remote Monitoring

Physics

Thermal Hydraulics

Chemistry

Simulation
• —

Performance Analysis/Scenario Evaluation

Structural Mechanics

Benchmark Data

Economics Method and Data

Proliferation Resistance

I H

H

0

1

1

H

H

H

i

H

H

H

H

H

H

H

1

1

H

H

H

H

H

H

H

H

1

H

H

H

H

H

H

H

H

1

H

H

H

H

H

H

H

1

H

H

0

1

H

1

1

1

0

1

H

0

H

1

H

H

H

1

1

1

H

H

1

H

1

H

1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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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f Research Areas Suggested for Collaborative R&D 

H 

H 

H 

H 

H 

H 
~ H 
• H 

Research Area 
Evaluation Methods 

Physics 

까lennal Hydraulics 

Chemistry 

Simulation 

Perfonnance Analysis/Scenario Evaluation 

Structural Mechanics 

Benchmark Data 

Economics Method and Data 

Proliferation Resistance 

l 

i
닝
。
 
l 

H o 

Waste Minimization 

TRU Re∞verywith High Efficiency 

Accelerator Transmutation 

Partition & Recover Long Life fp's 

Reactor-Based Transmutation 

LLW and Other Pro∞ss Streams 

Safeguards 

Smart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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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f Research Areas Suggested for Collaborative R&D

Attachment VII

-j

i

Research Area
Fuel Cycles/Uranium Utilization

Proliferation Resistant Recycle

Thermal Dry Recycle including DUPIC

Electrorefining

Advanced Aqueous Process

Thorium cycles (ex-reactor)

Scenario Studies

Fuel Fabrication

Vibro Packing

Fuel Particles

Casting

Sintering

H Highly interested - The country is highly interested in this topic, and may be able to fund active
collaborations in this area with currently funded budgets.

Interested - The country is interested in this topic, but may or may not be able to fund collaborations in this
area with currently projected budgets.

Not Interested - The country is not interested in this topic now. In a few cases the topic may be counter to
the country's policies or strategic direction. In a few cases, there might be renewed interest in the future as
others progress the stat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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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 Research Areas Suggested [or Collaborative R&D 

Interested - The country is interested in this topic, but may or may not be able to fund collaborations in this 
with currently projected budgets. 

Thermai Dry Recycie inciuding DUPIC 

Electrorefining 

Advan∞dAqu∞us Process 

Thorium cydes (ex-reactor) 

Scenario Studies 

Vibro Packing 

Fuel Pa미ides 

Casting 

Sintering 

l 

i
나
i
 ’ 

Not Interested - The country is not interested in this topic now. In a few cases the toplc may be counter to 
country’s policies or strategic direction. In a few cases, there might be renewed interest in the future as 

others progress the state of the art. 



4 :

o

O 21^171

-ar 1 9 9 4 ^ 1

• 71]^ ^ ol-g-5]

2. ^
o 1998^1

o 1999V1

o 1999^

o 1999V1

o 2000\l

o 2000^

o

3.
O 21^171

o
o

O 5 l ^

O ^ l e f l l -

O

O

: 2000V1 9 ^ 27^, ^
: 2000^1 10-S 2 ^ ,
: 2000\! 10€ 7 ^ , Monju site

2000^ l l € 2493 :

4.
o

- 173 -

부록 4: 일본 원~t력연구 • 개발 몇 이용 장기계획(안) 요양 

1. 새로운 장기계획 책정 춰지 

O 현재의 장기계획은 1994년에 심의 · 확정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차기 5 

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다시 책정할 시기이고， 

O 원자력을 둘러 싼 일본내 · 외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원자 

력이용 전반에 걸쳐 일본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o 21세기 일본이 취해야 할 원자력연구 · 개발 및 이용의 기본방침 및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와 일본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데 있음. 

2. 추진경위 
o 1998년 11월 -1999년 3월 :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서 원자력연구 · 개딸 

및 이용에 대한 예비검토 

o 1999년 5월 :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새로운 장기계획을 책정하기로 결정 

o 1999년 6월 : 원자력 장기계획 책정회의 위원 구성 

o 1999년 7월 : 6개 분과회 의 구성 

o 2000년 8월 : 일본 원자력연구 · 이용 및 개발 장기계획(안) 작성 

o 2000년 8월 22일 -10월 10일 (50일간) :장기계획(안)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 

o 2000 1건 8월 22일 -9월 12일 (22일간) : 공청회 개최 

- 제 1차 : 2000년 9월 27일， 동경 

- 제 2차 : 2000년 10월 2일， 아오모리 

- 제 3차 : 2000년 10월 7일， Monju site 
2000년 11월 24입 : 임본 첫부 각의에서 의결 

3. 검토사항 
o 21세기 사회를 위한 장기계획 방향 

O 원자력과 국민 • 사회 

O 에너지의 안전공급을 위한 경수로 발전체계 

O 고속증식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기술의 연구개발 

O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 연구개발 

O 국민생활에 공헌하는 방사선이용 

O 새로운 시점에서의 국제적 변화 

4. 검토 추진방향 
O 원자력위원회에 장기계획책정회의 설치 

- 장기계획 책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여 새로운 장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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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함. 

- 30여명의 비원자력 및 원자력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비원자력 인사가 
u J-..Q.. 
1극:í ~"t:그 • 

-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분과회의를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전문부회 

활용도 가능함. 

- 책정회의 및 분과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회의를 공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임. 

- 장기계획(안)을 결정할 때 그 내용은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 장기계획(안)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 

5. 주요내용 

O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1956년에 책정한 “원자력연구 · 이용 및 개발 장기 

계획”을 매 5년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정부 시책을 계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획과 심의하여 왔음. 

O 그러나， 1994년 장기계획 책정 후 일어난 여러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열본이 취할 원자력이용. 기술개발 몇 연구의 기본 

방침과 추추1 방안을 엘뿔 국민과 국제사회에 분명허 함. 

-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일본에서 원자력발전 

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 

- 특히， 원자력발전기술 중에서 자원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속증식 

로를 중심으로 하는 핵연료주가완생을 국가과제로 정하여 관련기술 

을 개발할 것염. 

- 일본은 앞으로 세계 원자력기술개발의 선두주자로서의 염무를 맡을 

때염. 

O 일본의 원자력기술개발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을 분석 · 검토하여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경제산업성에 원자력안전 보안원 설치. 

- 원자력 안전망(Nuclear Safety Network) 구축. 
- 원자력을 국민 · 사회에서 안심하고 받아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혀 함. 

O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제시 

- 원자력 추진을 공개적으로 할 것， 

- 원자력에 대하여 국민의 의식을 개헥할 것， 

-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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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을 명확하게 설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질이 

높고 알기 쉬운 홍보를 할 것， 

-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비교 •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정부의 원자력이용 · 개발 등에 대한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할 
7키 fi. 

O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지역주민획 

의견 반영 

-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 지역주민간의 국민적 이해를 증진에 노력 

- 안전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총체적이고 일관된 

대책 마련 

- 원자력시설이 있는 부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 

의 비전 구축에 협조， 지역의 산업구조 검토를 통한 진흥책 마련 및 지 

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O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 원자력이용 · 연구 및 개발의 입장을 명확히 함. 

-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과 일본의 입장을 정리하여 일본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도록 함(많은 자료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음) . 

- 핵확산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증대를 감안하여 일본의 국내계획의 

투명성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표함. 

- 세계의 지역별 즉， 아시아국가， 구미국가， 구소련 및 중동국가， 국제기 

구별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을 구축함. 

- 일본은 여러 국제기구에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위직에 진출은 저조함. 따라서， 경력이 있는 장년층을 특별히 교육히

여 국제기구의 상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함. 

O 일본은 

@ 지식의 창조와 활용으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안전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 

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연구로서의 원자력 개발이 요구 됨. 

- 원자력의 첨단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대규모이고 장기간을 요하는 것 

으로 인력， 재원 등 연구자원의 집중투자가 필요함. 

- 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 고출력레이저를 이용하는 연구，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물성연구 등 핵융합에 이르기까지 첨단연구로서의 원자력개발 

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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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O 일본의 원자력연구 ·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을 다시 책정하기 위 

하여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이들 중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첨부하였고 도표나 그림들이 자체적으로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였다. 

(억) 

1 00 f--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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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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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0 

40 

20 

o 
1800 1850 1900 1950 1990 2000 2025 2050 

( 년 ) 

출 처 :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8 (UN) 

그림 1. 세계의 인구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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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성층권 오존층의 

지구온뱉셀즐콸론존층의 파괴 

갯 
링갚경 열대우림의 파괴 
잠젊 사 막 화 
E웰영 산 성 비 

출처 :통산성자료 

그림 2. 지구환경문제의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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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그래프의 면적은 1 차 에너지의 소비량을 나타냄] 

l 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인구 ( 100만 명 ) 

출 처 : (財) 省에너지센터 「메너지 • 경제 통계 요람 2000J 

그림 3. 세계의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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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석연료로부터의 C02 배출량과 대기중의 C02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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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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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학 

물성연구동 

가속기·레이저 노공학， 언구로 

그림 5.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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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이용에 

의한혜택 

(陽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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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자력의 명암 

- 181 -



: • : ^ i ) ; :
 : :x

; « ;

: « • ,

; « ; : : TsolSiH:: ::::: :
O TTfc=! : : : • : :

;::;:,OMEjgiv:i::!l

:;: : •••;:^?):.::::!: i :ni i i

;:-::;ii:i^:;i(i?):Mii;i;i;:i!i:::

'•. : . : - i : : ^ U K : • •!•!

Ii5::5l3lfii[;-I
1998a 1 1

10,1952} HHK
SAII31I
2.6 %
12.4

1.8
66.4

4.1
6.9
5.8

1997a
65,4435! b/d

1997a
SAH3II 43a

Oil & Gas Journal
(December 29,997)

Oil & Gas Journal
(December 9,1998)

1998a 1 1
1,439,471^ m3

SAOI

4.6 %
5.6
3.3

33.9
6.3
6.9

39.4

1997a
22,997 2| m3

1997a
SAH3II 63a

Oil & Gas Journal
(December 29,1997)

Oil & Gas Journal
(December 9,1998)

liiilii;
1 9 9 3 a ^

10,316^ g
SAII3II
24.2 %

1.1
7.3
0

30.9
6.0

30.6

1997a
44.72J g

1993a
£A||3|| 231 a

E Ail 3j| Oil Li XI SI
°i (1995a)

(3^01-Q- 3H£l)

1997a 1 1
4369! S

SA||?||
17.4%

6.2
3.0
0

25.1
17.3
31.0

1996 a
3.69! S

(^3) 1996a
SAil^il 72 a

OECD/NEA, IAEA
Uraium 1997,

Resource,
Production and

Demand

OHeoii

Pu

7.

- 182 -

까-어"'1 T ζT〉

(주1) 1998년 1 월 

확인가채O~장량 10 ， 195억 배럴 

(R) 전세계 

;;:1 북미 2.6 % 

C껴 중남미 12.4 
--, 

별 서I~그T 러1=1 1.8 
-t「j Sζ그드튿 ”P ‘ g • 66 .4 
e 아시아/태평양 4.1 
λèJ 

아끄러카 6.9 
황 

구소련/동유럽 5.8 
(주2) 

1997년 
언생산량 

(p) 65 ，443천 b/d 

(주2) 
1997년 

가채연수 

(R/P) 
전세계 43년 

(주 1) Oi’ & Gas Journal 
출 (December 29,997) 

처 
(주2) Oil & Gas Journal 

(Oecember 9,1998) 

천연가λ 석탄 우라늄 

1998년 1 월 1993년말 1997년 1 월 
1,439,471 억 m3 10 ，316억 톤 436만 톤 

전세계 전세계 전세계 

4.6 % 24.2 % 17.4 % 
5.6 1.1 6.2 

3.3 7.3 3.0 

33.9 O O 

6.3 30 ‘9 25.1 

6.9 6.0 17.3 

39.4 30.6 31.0 

1997년 1997년 1996년 

22,997 억 m3 44.7억톤 3.6만 톤 

1997년 1993년 (주3) 1996년 

전세계 63년 전세계 231 년 전세계 72년 

。il & Gas Journal OECD/NEA, IAEA 
(December 29,1997) 전세계에너지회 Uraium 1997, 

의 (1995년) Resource ’ 
Oil & Gas Journal (3년마다 개최) Production and 

(December 9,1998) Oemand 

(주) 반몰럼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는 것도 있응 

(주 1) 연수는 가채연수(가채연수=확인가채매장랑/연간생산량) 

(주2) PU 이용으로 U은 수배에서 수십배 이용년수가 증가될 

(주3) U은 연간생산랑과 연간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확인가채매장량을 연간소비랑(6.05톤)므로 뺀 값으로 함 

출처종합에너지통겨1(‘98년판」 

「원자력백서(‘98년판」 

그림 7. 에너지원의 확인 가채매장량과 가채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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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야고} E Cl 바이오매 A 」、 cl 지열 하모 
.- -, c> -, o c5 동「 

〉청정할 
〉청정함 〉청정함 

〉고갈의 우려 〉고갈의 우려가 
〉고갈의 우려가 > 환경부하 절감 〉고갈 우려가 

가 없음 ;자저 。{도긍 

。aA{ 드IE그 。aA{ 드Ig그 c> c그 "'" c그 

〉표|크시 대응에 

기여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환경， 입지， 저-，드 c:g3 
저-， 드 c긍1 

〉자연조건에 좌 
〉환경， 입지， 

경제적 제약 
〉자연조건에 좌 

우도l 노 등 불안 〉발전효율 낮음 
경제적 제약 。로규모의 

단점 우되는 등 불안 으로규모의 
대폭적인확 

저 ß~ 
정함 〉공급력에 한계 대폭적인확 대가 어려움 @'2-J 
〉대량으로 도입 대가 어려움 〉경제성 향상이 
이 가능한 지점 

고}저| 
이 많지 않음 

〉일정규모 이상 

소각시설 정비 
〉환경보전을 〉고온암체발전 

〉경제성이 개선 〉대규모화에 의 가 가능한 도시 
중시한중소 이라는혁신 

장래 된다면 소규모 한 이점도 있어， 에유망 
형 발전소개 적인 기술개 

전개 전원。로 유망 사업화， 상업화 〉제지공정의 폐 발이 기대됨 발이 기대됨 
가추진중 기물인 검은물， 

폐기재의 효율 

적활용 

(출처) 신에너지편람 등 

그림 8. 재생가능 에너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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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정정에너지 

고갈 우려가 없음 고갈 우려가 없음 

에너지 밀도가 낮음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등 불안정 

에너지 밀도가 낮음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등불안정 

경제성이 개선된다면 소규모 전원 

으로서 유망 

대규모화에 의한 규모 

이점도 있고 사업화， 

상업화가 추진중임 

133 MW 38 MW 

5000 MW 300 MW 

11 조엔 8조엔 1 ‘ 1 조엔 

약 92km2 대
 -
-
-
-
「
/

니
이
 -

만
 
-
-
」

쟁
 -
갱
 

약 700km2 

37,308 기 4429 기 

250 kW!J 1 3.5 kW!J 1 1,000 kW!J 1 

12% 

26만 kWh/기 「
J

% 

-
빼
 

?
ω
 

nU 

25% 

219만 kWh/기 

3억엔/기 300만엔!J I 2.5억엔/기 

(1) 138만 kW급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80%, 설비투자액 3 ，600억엔/기， 

연간발전량 97억 kWh로 가정할 

(2) 태앙광발전은 11kW/10 m2, 풍력은 1 기 /0.16 km2로 가정함 

그림 9. 신에너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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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02JkWh) 

짧 설비 • 운영 

口 연 료 

0.733 

0.990 

O.OBB 

( 주 ) 원료 채굴부터 건설 • 수송 • 

정제 • 운영(실제의 발전) • 보수 등 

으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 

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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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환산백만톤) 

20.0)0 

세계의에너지소비추세와전망 

지역별소비 에너지원별소비 

15,0)0 기타 

원자력 

섣닫 

1 。’。。。

천연기스 

5 ,0 0) 

석유 

。

1 990 1 997 201 0 2020 1 990 1 997 201 0 2æO 년) 
훌 처 : EIA U.S.DOE Intemational Ene~y' Ou’look 2000 

(석유환산백만톤) 

7.000 

아시아의에너지소비추세와전망 

6,000 

5p∞ 

4 .000 

3ι。00

2p∞ 

1 .000 

。

지역별소비 에너지원별소비 

기타 

원자역 

석탄 

천연기스 

석유 

1990 1997 201 0 2020 1990 1997 201 0 2æO 년) 
훌 처 : EIA U.S.OOE lntemalional Energy OuUook 2000 

그림 11. 세계와 아시아의 에너지소비 지역 및 연료별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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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 명/GW. 년 ) 

---------------

---
----

”‘-----------------------
---- -- •---

일반대중(명/GW. 년) 

석탄화력 

석유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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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A.F. Fritsche, “ Gesundheitsnsken von En앵eversc맹l앤ssystemen 

Quantitative Ver，영e1짜 in der Schrifienreiclú der Expertengrup pe 

Ene:영ieszenarien(EG잃) Nr.21 (1 988) 

그림 12. 발전 System의 위험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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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ast Reactor Cycle System

©

- Transuranium(TRU)

- FR Cycled ^ ^

O.2*0/kWe
0.27<t/kgHM

2.

FR Cycled
. MOX#

-^r MOX, Nitride, Metal^:

2)
FR Cycled ^ ^ f l f e Na, Pb S^r
gas, ^ SEfe molten sal t* &$•

. 2001^^] ^ 1̂ :74) ^ S t -

, CO24 He

<MOX>

0 ^ ^ ] ^(breeding ratio) : ^ 1.2

0 doubling time : ^ 30^

o a l ^ ^ l - ^?b s ) 4 ^ 7fl f:

Strengthened Stainless Steel) -§•
: ODS(Oxidation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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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Fast Reactor Cvcle Svstem 개 발 

L 개발목표 
@ 안전목표 : 원자로의 노섬손상 방지 

@ 경제성 

- 미래 경수로 및 다른 전기생산원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을 것. 

- 건설비 목표치 : 원자력발전소 

재처리공장 

핵연료가공공장 

@ 자원의 활용 : 증식 및 연소 

@ 환경부하 감소 

0.2엔/kWe 

0.27 엔/kgHM 

0.16 엔/kgHM 

- Transuranium(TRU) 연소 및 장수명 핵분열생성물 변환 

- 방사성폐기물량 감소 

@ 핵비확산성 제고 

- FR Cycle의 어느 공정에서도 순수 PU는 존재하지 않도록 함. 

- 원자력시설들의 설계에 있어 핵비확산성을 제고할 것. 

2. 제 1단계 추진내용 
1) 핵연료 형 선정 

그림에서와 같이 FR Cycle의 핵연료는 MOX, Nitride, Metal을 대상 

으로 검토되었다. MOX를 제외한 두 방법은 새로운 기술로서 각각띄 

주요 특성을 검증하고 MOX는 원자로 속에서의 성능과 현재의 기숲 

수준을 평가 · 분석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원자로개념 

FR Cycle의 냉각재는 Na, Pb 또는 Pb-Bi와 같은 중금속， C021...f He 
gas, 경수 또는 molten salt를 표와 같이 원자로의 용량별로 고려하고 

있다. 2001년에 제 1단계 검토를 끝내고 전망이 밝은 개념을 선정하여 

제 2단계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제 1단계 내용 요약 

@ 핵연료 

<MOX> 
O 증식율(breeding ratio) 약 1.2 

o doubling time 약 30년 

o 고연소를 위한 피복재 개발 

Strengthened Stainless Ste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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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 (Oxidation Dispersioπ 



^ ^ Nitride
o ^ ^ : n 1.3
o doubling time : ^ 20\i
o

^r -g~g-^#(Eutectic Phenomena)
^fe- JL^ i^ i Nitride^r^Hl ^

«fl^^. 5]4^fl ^ COating # ^ 7fll:4 N-15

<Sodium>
o ^ ^ ^ ? 1 7 l ^ ^-g-^fl < ^ tfl^ S f e ^ ^ ^ ) modular

<Pb. ̂ f e Pb-Bi>
o Pb-Bife ^"^ ^ - £ ^ 1 ^ i=-7l ufl̂ -ojj Pb ^zv^]) ^.tf # ^

<gas>
o i ^ ^ v }̂3iAl i^^^| 6>^^ : 2n>9 catcher

*<H Nitride^^S^- He gas

o ^ ^ ^ 7 . > S « l i L £ ^ s | : Sodium 5&^ Pb-Bi

o

o w^i ^ ^^lir^cMl $]% transuranuim(TRU)
o Transuranium(TRU)^: 99% °}^ S)^"t ^ 5

3. ̂ 1
1)

O X| l ^ H H ̂ S | € JL4l7l#^r 7fl#*l-7l ^§>^ <^^7Jl^ ^ 7fl
^o]i ^ A ^ : roadmap-i- 4^^r3L ^*S.

2) ^«S 7 l# : 2001 ̂ d 1€ ~ 2005\i
3)

o 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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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Nitride 핵연료> 

o 증식율 : 약 1.3 

o doubling time 약 20년 

O 중성자를 조사한 자료가 적음 : 효율적인 국제협력 필요. 

- 금속핵연료는 운전온도가 높을 때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융현상(Eutectic Phenomena) 측정이 필요함. 

- Nitride핵연료는 고온에서 Nitride분해에 관련되는 실험， 새로운 

핵연료 피복재 및 coating 물질 개발과 N-15 농축에 따른 경제성 
검토가 필요함 

@ 냉각재 

<Sodium> 
O 혁신적인 기술 적용에 의한 대형 또는 중형의 modular 원자로의 
경제성 검토가 요구됨. 

<Pb 또는 Pb-Bi> 
o Pb-Bi는 낮은 옹도에서 녹기 때문에 Pb 냉각재 보다 

있으나 부식 등에 대한 특성 검토가 필요함. 

<gas> 

드g 。
송-，::- 점이 

O 노심손상 사고시 노심의 안전성 : 노심 catcher 및 냉각장치 등 
O 고유안전성 확인에 의한 노심손상 사고 배제에 대한 연구 : 예를 

들어 Nitride핵연료와 He gas 냉각재로 구성되는 원자로에서는 노 
심손상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음. 

<원자로의 용량> 

O 소형원자로 설계요건 정리 Sodium 또는 Pb-Bi 냉각 소형원자로 
@ 재처리 및 핵연료 공장 

O 핵연료가공을 포함하여 습식 및 건식공정으로 생산가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읍. 

O 습식 및 건 식 공정 에 의 한 transuranuim (TRU) 회 수방법 개 발. 

o Transuranium(TRU)을 99% 이상 회수할 수 있음. 

3. 제 2단계 
1) 목표 : 

O 제 1단계에서 정리된 요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획 및 개 

발에 필요한 roadmap을 작성하고 수행. 

2) 수행 기 간 : 2001년 1월 - 2005년 12월 

3) 수행내용 : 

<노심 및 핵연료분야> 

o MOX 핵연료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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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소도 특성 및 TRU를 첨가한 핵연료 특성 연구 

- vibro-compacted 핵연료와 소결화한 핵연료의 특성 비교 

O 다픈 핵연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제 1단계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계획 작성 

<원자로계통 분야> 

O 개념설계 

- Sodium 냉각의 대용량 또는 중형의 원자로 

- 중형의 Pb-Bi 냉각원자로 

- C02 또는 He gas 냉각원자로 

- 소형 원자로 

O 연구 및 기술개발 

- Sodium 냉각원자로의 건설비 절감을 위한 주요 기술 

- Gas 냉각 또는 Pb-Bi 냉각원자로 등에 대한 요소기술 

<핵연료주기기술 분야> 

o 개념설계 

- 재처리 : 개발된 습식 재처리 및 건식 재처리 공정 

- 핵연료가공 : 산화 핵연료의 소결공정 단순화 vibration 

compaction, casting 등 
O 연구 및 개발 -

- 설계개선을 위한 자료 취합 

- 혁신 기술에 대한 평가 등 

4) 제 2단계에서 기대되는 성과 
O 상업화할 수 있는 FR Cycle에 대한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기술에 

대한 개념들의 정리 

- 개발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r 

개념설계 

- 미래 경수로와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FR Cycle에 대하며 

체계적인 기술의 know-how를 2015년 경까지 확립할 수 있는 

roadmap 작성 

O 이러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는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한 “일본 

원자력연구 · 개발 및 이용 장기계획”속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확 

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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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