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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 특별 기여를 통한 국가 투명성 제고 추진 략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해서는 국제핵확산

방지체제하에서 제시되는 요건을 철 하게 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

을 통한 원자력 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기존 

원자력 활동의 지속  유지 뿐만아니라 선진 기술의 도입이나 공동 력을 통

하여 향후 개도국  선진국으로 기술 수출을 하기 해서도 필수 이다. 

본 연구는 국가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하여 원자력 

국제사회의 심축인 IAEA를 상으로   물 차원의 특별기여를 수행

하기 한 추진 체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실제 기여를 집행하

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국제 원자력 사회가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진체제를 제시하 다. 

국내 체제는 연구계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정부측에서 과학기술부와 외교통

상부의 자문  조를 통하여 IAEA 지 표부를 최종 채 로 구성한다. 

추진체제에 따른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1차년도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추진 략의 이행  보완작업을 수행하 다. 둘째, 도출

된 기여 추진 활동을 이행하기 하여 정부 계부처와 IAEA 련 부서와 업

무 의를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하 다. 셋째, 정부와 계기  문가

들을 심으로 ‘국가 투명성 제고를 한 IAEA 력 의체(가칭)’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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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투명성 증진을 한 사업들에 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넷째, 장기 으

로는 기여 규모를 확 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규모의 IAEA 특별기

여 사업을 수립한다. 동 사업은 CFE(Cost Free Expert) 견 는 해외 사무소 

설치를 고려한다. 

제시된 추진체계와 실행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IAEA 회원국지원 로그

램(MSSP)에 따라 아태지역훈련회의(RTM: Regional Technical Meeting)에 3만

불을 기여하 고 IAEA 미래형 원  개발을 한 INPRO 사업내 원 도입을 

한 인 라 개발에 4만불을 기여하 다. 한 INPRO사업내 ① 핵물질 획득 

 용 평가 방법론 개발, ② 고속로  재순환 핵연료주기에 근거한 INS 개

념 개발, ③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Common User Considerations) 개발 등

에 물기여를 수행하 다. 

IV. 주요 연구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우리나라의 IAEA 안 조치 활동에 한 재정 기여는 우리나라의 투명성 증

진과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우리나라의 INPRO 인 라 개발에 한 재정 지원은 미래 해외

시장을 확 하고 우리나라가 개발 인 원자력시스템의 핵확산 항성 강화에 기

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노력을 가시 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것으로 기 된다. 

2008년에도 기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IAEA에 재정 기여와 물기여를 지속

으로 수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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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rategic Study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through the Extra-Contribution to IA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becomes prerequisite to secure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activities through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nation.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tinue 

and enhance for the national activities through implementing joint study and 

introduc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from other n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ational strategies for 

securing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activities by an case study of other countries which already implemented 

extra-contribution to IAEA. It is also proposed the frameworks of 

implementation extra-contribution to IAEA and action plan. This study 

finally contributed to several IAEA's activit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frameworks of implementation were consisted of KAERI, Korean 

government and IAEA mission. The action plan are follows. Firstly, it was 

revised the action plan based on the previous study. Secondly, for the actual 

contribution, it is consulted with Korean government and IAEA staffs. 

Thirdly, it is suggested the "internal coordinating group for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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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to IAEA" that is consisted of experts from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 Finally, it is proposed new regular project for extra 

contribution to IAEA such as USSP (U.S. Support Program to IAEA) and 

JASPAS (Japan Support Program for Agency Safeguards). 

This study contributed $30,000 to RTM(Regional Technical Meeting) of 

safeguards and $40,000 to CUC (Common User Considerations) programme 

of INPRO. It is also assisted in-kind contribution to ROK1 CRP, GAINS and 

CUC programme under the INPRO. 

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It is expected that our budgetary contribution to safeguards area could be 

enhanced the awareness and openness of our nuclear activities. With the 

contribution to INPRO, it could be active position for Korea as one of the 

key technology holder to prepare the future nuclear market. It could be  

also confirmed our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to international society. 

In 2008, it is important for us to continue these contributions in order to 

sustain these positive momentum of our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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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지난 1970년 핵개발 의혹과 남북한 분단으로 인

하여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기 한 동기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4년 

8월 순에 불거진 미신고 핵물질 실험건은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 은 우리

나라가 원자력 이용개발에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한 노력

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에 해 신뢰를 보내게 된다면 이는 

재 우리의 원자력 활동을 지속할 뿐만아니라 첨단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원자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한 구체 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한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서 국제사회의 심 역할을 수행하는 IAEA를 상으로 투명성 증진 활동으로 

재정 기여와 비재정 ( 물) 기여를 집행하 다.   

본 연구는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IAEA 내에서 선진 안 조

치와 미래 원자력 개발 시스템 분야를 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여 활동

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실제 집행하 다는 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 새로운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본 연구가 제안한 방안들을 지속

으로 수정하고 검토해야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한 문가의 양성과 재원의 확

충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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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 특별 기여 

제 1  IAEA 특별기여 황

IAEA가 2007년 9월 발간한 2006년 기구 결산서(The Agency's Accounts for 

2006)에 따르면,1) 2006년 IAEA 산은 정규 산이 2억 6천 4백만유로, 기술

력자 이 6천 8십만유로 그리고 특별기여가 2천 9백만유로이다. 

특별기여 2천 9백만 유로는 회원국의 자발 인 특별기여로 조성된 2천 7백 

1십만 유로와 기타 이자 수입 1백 9십만 유로로 구성된다. IAEA는 2006년 

IAEA 특별기여 수입액인 2천 9백만 유로와 기타 이월액 등을 합쳐 3천 1백 3

십 5만 유로를 사용하 다. 2006년 특별기여 지출액 3천 1백만 유로의 지출 항

목별 분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분류 특별기여 지출비율

인건비 12,616 40.2

- 공통 인력 비용 4,253 13.6

- 임시 지원 8,363 26.7

기타 비용 18,734 59.8

- 장비 구매 4,773 15.2

- 여비 7,219 23.0

- 계약 4,919 15.7

- 일반 운  경비 97 0.3

- 훈련 105 0.3

- 자재 212 0.7

- 기타 1,406 4.5

총계 31,351 100

표 2-2. 2006 IAEA 특별기여의 지출액 (항목별)

단 : 천 유로

1) IAEA, The Agency's Accounts for 2006, GC(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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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같이 특별기여의 40%는 간 비 성격인 공통 인건비와 기타 지원비

로 지출되고 직 비의 부분인 53%가 여비, 장비 구매와 계약 업무에 집 되

어있다. 이와 같이 특별기여의 지출액에 실제로 특별기여를 리하는 IAEA 사

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에 하여 재 

IAEA 사무국과 IAEA 외부 감사가 특별기여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한 직

원 인건비를 특별기여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 특별기여의 집행을 분야별로 악하기 하여 우선 으로 IAEA 주요 

사업은 7가지의 Major Programme으로 구성된다. Major Programme들은 순차

으로 나 어져 Programme, Subprogramme, Project  Activiity의 수 으로 

세분화된다. 구체 인 Major Programme별 제목은 표 2-2와 같다.

표 2-2 IAEA Major Programme의 구성

분류 제목

MP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MP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P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MP4 Nuclear Verification

MP5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MP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MP7 Policy and General Management

IAEA 주요사업 구분에 따라서 특별기여를 지출 분야별로 분류하면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특별기여 지출(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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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정규분담 기술 력자
자발 기여 

특별기여
물기여 합  계

미  국 65,976 15,225 22,248 1,832 105,288

일  본 49,760 11,470 3,441 1,006 65,679

한  국 3,620 786 275 744 5,426

표 2-3 주요 국가의 IAEA 재원 분담 규모
(단  : 천유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EA 특별기여의 부분인 72%를 안 조치(MP3, 

38%)와 안   방호(MP4, 34%) 활동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IAEA 

일반 활동들이 여러 회원국들의 공통 의견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에 의

해 수행되는 데 반하여, IAEA 특별기여 활동들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IAEA 활동 즉, 안 조치, 안   방호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제 2  주요국들의 특별 기여 

2006년 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IAEA 재원 분담 규모는 표 

2-3과 같다. 

표 2-3과 같이 미국과 일본은 IAEA에 높은 재정 기여를 통하여 IAEA에서 

많은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규모 세계 6  

규모의 원자력 발  선진국에 비해서는 자발 기여   특별기여  분담실

이 상당히 조한 형편이다. 

이하는 미국과 일본이 IAEA 특별기여를 하여 자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을 기술한다.

1. 미국의 IAEA 특별기여 사업

1975년 미국 존  상원의원은 IAEA를 방문하여 미국이 IAEA 안 조치 

기술 개발에 지원할 의향을 표명하 다. 1976년 가을 미국 정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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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 의 18명 표단이 IAEA 사무국과 의한 결과, 양측은 IAEA 안 조치 

분야의 활동을 다루는 50개의 업무를 도출하 다. 그결과 1977년부터 미국은  

IAEA 안 조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USSP(U.S. Support Program to 

IAEA) 사업을 시작하 다. 미 USSP사업은 “IAEA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IAEA 

행정 차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하기 한 목표를 갖는다.  한 USSP

는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한 1회의 재원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2)3)4) 

미국의 USSP 사업은 미국내에 설치되는 안 조치 기술지원그룹(SSTS: 

Subgroup on Safeguards Technical Support)에서 업무를 총 하고 

BNL(Brookhaven National Lab.)에 SSTS를 지원하기 한 실무 조직인 국제안

조치사업실(ISPO: International Safeguards Project Office)을 설치하여 운 하

고 있다. 

USSP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하여 미 의회는 1977년 향후 5년 동안 2천 

3백만불 규모의 POTAS(U.S.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to IAEA 

Safeguards) 재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리를 미 DOS가 맡도록 하 다. 이후  

미 DOS는 POTAS 산을 증가하 고 1994년부터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하

여 기타 일부 재원을 DOE, NRC  DOD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7년 7월 

재까지 액이 2억불 규모에 이르고 지 까지 938개의 업무가 착수되어 

831개 업무를 완료하 다. 2007년 재  연인원으로 CFE(Cost Free Expert) 

522명을 지원하 다. 미국이 1977년부터 수행하는 USSP(U.S. Support Program 

to IAEA) 사업 체제는 그림 2-2와 같다. 

2) POTAS를 이용한 활동에 한 목록은 부록 A에 기술되어있다.

3) US BNL,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S. Support Program to IAEA Safeguards", June 

4-7, 2007. 

4) US BNL ISPO, "Guidebook for US Citizens going to work for the IAEA in safeguards", 

J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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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USSP 체제 

(자료원: US BNL)

USSP는 IAEA의 안 조치기술지원부(SGTS: Division of Safeguards 

Technical Support) 국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제기된 업무를 기 로 하여 수행

한다. IAEA SGTS 산하에 지원사업조율과 (Support Program Coordination 

Unit)가 미국과 연락을 담당한다. 

1992년까지 USSP는 안 조치 체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 다. 

• 핵물질 통제  계량

• 격납  감시

• 훈련

• 정보 처리

• 시스템 연구

1993년 IAEA 안 조치 체제 강화에 따라 발표된 IAEA의 "program 93+2"에 

의하여 새로 변경된 USSP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잠재  비용 감 방안 평가

– 스 스와 남아공에 한 장 용 연구



- 8 -

– 인공 성, 화  VPN(Virtual Private Network) 평가

• 안 조치 용을 한 환경 감시 기술

• 국가 원자력 활동에 한 정보 분석 개선

– 정보 수집  분석 도구에 한 장 용 연구

– 인공 성 상 분석 연구소

• 강화된 안 조치 훈련

– 환경 샘 링

– 강화된 찰 기술(PNNL 주도)

2007년 재 USSP 업무의 주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품질 리

– 교차  품질 리

– 수명 근법을 이용한 장비 리

– 품질 보증  품질 리

– 연속 공정 개선

– ISO 9001

• 인  자원  훈련

– 미국민의 안 조치부 직원으로 채용 강화

– 새로운 훈련 과정 개발

– 커리큘럼 변화

– 사찰  업무의 재할당

• 비 괴 분석

– SAL 타당성 연구

– 정보 리 시스템 업그 이드

• 격납  감시

– 차세  감시 체제

–  업그 이드 과제

• 안 조치 개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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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USSP에 참여하는 기

(자료원: US BNL)

– 자문가

– 비선언 원자력 활동의 탐지를 한 신 기술

• 정보 기술, 취합  분석

–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활용

– 인공 성 상

2007년 재 USSP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련 기 들은 그림 2-3과 같다. 

2. 일본의 IAEA 특별기여 사업

일본의 TASTEX(Tokai Advanced Safeguards Technology EXercise)는 미국, 

랑스와 IAEA가 공동으로 도까이 재처리공장(TRP: Tokai Reprocessing Plant)

에 용되는 안 조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TASTEX는 1978년 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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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1년 5월에 종료되었다. 

일본은 연간 처리량 200톤 규모의 도까이 재처리공장이외에 연간 처리량 

800톤 규모의 로까쇼무라 재처리시설(RRP: Rokkasho Reprocessing Plant)에 

한 IAEA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LASCAR(Large Scale Reprocessing Plant 

Safeguards)를 수립하여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수행하 다. 

일본의 JASPAS(Japan Support Program for Agency Safeguards)는 미국의 

USSP와 유사하게 198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IAEA의 안 조치 기술 개발을 지

원하기 한 사업이다.5) 

가. TASTEX

1977년 9월 미국과 일본간 재처리 상  일본이 도까이 재처리 공장에 

한 안 조치 기술에 한 공동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미국과 일본은 

IAEA와 공동으로 안 조치 기술개발을 한 공동성명서(US-Japan Joint 

Statement on Reprocessing Plant)를 발표하 다. 이에 하여 당시 PNC의 도

까이 재처리 공장의 기술 계약자 던 랑스의 SGN(Societe Generale pourles 

Techniques Nouvelles)이 안 조치 기술 개발에 강력한 참여를 표명하 고 그

결과 1978년 2월부터 일본, 미국, 랑스와 IAEA가 참여하는 TASTEX가 시작

되었다. TASTEX에 의해 수행된 업무는 표 2-4와 같다. 

5) 실제 부분의 활동은 일본의 원자력 시설에 한 안 조치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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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Application of Surveillance Devices 
in the Spent Fuel Receiving Areas.

TASK B:
Collection and Analysis of Gamma Spectra of Irradiated Fuel 
Assemblies at the Storage Pool.

TASK C: Demonstration of Hull Monitoring System.

TASK D:
Demonstration of the Load Cell Technique for Measurement of 
Solution Weight in Accountability Vessels.

TASK E:
Demonstration of Electromanometer for Measurement of Solution 
Volume in Accountability Vessels.

TASK F:
Study of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Concept of Near Real Time 
Materials Accountancy to Safeguarding Spent Fuel Reprocessing 
Plants.

TASK G:
K-edge Densitometer for Measuring Plutonium Product 
Concentrations.

TASK H:
Measurement of Plutonium Isotopic Abundance by Gamma-ray 
Spectrometry.

TASK I: Product Area Monitoring System.

TASK J: Resin Bead Sampling and Analytical Technique.

TASK K: Isotopic Safeguards Techniques.

TASK L: Gravimetric Method (Pu/U ratio) for Input Measurements.

TASK M: Tracer Methods for Input Measurements.

표 2-4 일본 TASTEX의 주요 업무

나. LASCAR

1993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RRP)은 연 800톤의 

규모 처리시설, 연속공정, 자동화 공정, 시설 운 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찰  

근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 까지 없었던 고도의 규모 안 조치를 

필요로 하 다.6) 이를 하여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1988년부터 IAEA와 

력하여 계량 리와 인 감시 등에 한 무인 검사 기술을 포함하여 안 조

치 방법들을 정비하 다. LASCAR 사업은 1992년까지 IAEA 뿐만아니라 미국, 

국, 랑스, 독일(FRG)과 EURATOM이 참여하여 규모 상용 재처리 시설에 

용할 안 조치를 검토하 다. 

한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내에 IAEA와 공동으로 장분석실험실(OSL: 

On-Site analytical Lab.)을 운 하고 IAEA의 상주 사찰 과 안 조치 분석 들

6) 당  2007년에 상업 운 을 계획하 으나 2007년 말 재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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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SAFEGUARDS 
SYSTEM DESIGN 
AND SAFEGUARDS 
APPROACHES

JA-2: Demonstration of 
Safeguards Technology 
at Ningyo Uranium Plant.

JA-3: Plutonium Product Area 
Monitoring System.

JA-5: Field Test of Near-Real 
Time Material 
Accountancy at the Tokai 
Reprocessing Plant.

JA-6: Authentication of 
Operator Process 
Monitoring System Using 
Expert System-Concept 
Development.

표 2-5 일본 JASPAS의 주요 업무

이 근무하는 로카쇼무라 안 조치센터(RSC: Rokkasho Safeguards Center)도 설

치하 다. 

다. JASPAS

일본은 1981년 2월 IAEA 이사회에서 IAEA 안 조치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을 발표하 다.7) 일본은 IAEA와 의후 1981년 11월부터 JASPAS를 시

작하 다. JASPAS의 기술  재정  지원은 일본 PNC, JAERI, NMCC  기

타 기 들로부터 받는다. JASPAS에 의해 수행된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JA: 안 조치 시스템 설계  안 조치 근방식

• JB: 안 조치 자료 축 , 처리  평가

• JC: 측정 방법  기술

• JD: 격납  감시 기술

• JE: 훈련  CFE

JASPAS에 의해 수행된 업무는 표 2-5와 같다. 

7) 당시 일본은 ① 안 조치 기술 개발, ② 연구개발 결과의 실질  이용, ③ 미국, 서독, 국, 

캐나다와 호주 등이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 다고 한다. (자료원: 일본 

JN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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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SAFEGUARDS DATA 
COLLECTION, 
TREATMENT AND 
EVALUATION

JB-2: Isotope Correlation 
Technique (CTs) for 
Safeguards Data 
Evaluation.

JB-3: Real Time Item 
Accounting System 
(RIAS).

JC. MEASUREMENT 
METHODS AND 
TECHNIQUES

JC-1: Electromanometer for 
Measurement of 
Solution Volume in 
Accountability Vessels.

JC-2: K-edge Densitometer 
for Measuring 
Plutonium Product 
Concentrations.

JC-3: High Resolution 
Gamma Spectrometer 
for Plutonium Isotopic 
Analysis.

JC-4: Resin Bead Sampling 
and Analytical 
Technique.

JC-5: Development of the 
Ultrasonic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Spent 
Fuel Assemblies in 
Joyo Facility.

JC-6: Development of the 
Enrichment Monitor on 
UF6 Pipelines.

JC-7: Automated Gravimetric 
Sampling System 
(AGSS) for Safeguards 
Analysis.

JC-8: Development of the 
In-line Enrichment 
Monitor.

JC-9: Development of 
Enrichment 
Measurement of 
Uranium in a Sample 
Bottle.

JC-10: An Investigation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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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for Feed 
of Recycled Uranium 
at a Gas Centrifuge.

JC-11: Hybrid K-edge/XRF 
for Input 
Measurement.

JC-13: Pu Liquid Waste 
Analysis.

J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TECHNIQUES

JD-1: Electric Seal and 
Remote Monitoring 
System.

JD-2: Surveillance in the 
Spent Fuel Receiving 
Area.

JD-5: Thermoplastic Film 
Seal for Plutonium 
Storage Cans.

JD-6: Elmo New 
Generation 8mm 
Surveillance Camera.

JD-8: Surveillance System 
Using the CCTV at 
the Transfer Pond 
RO108.

JD-9: Integrat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Automated 
Plutonium Storage.

JD-12: Remote Surveillance 
System for New MOX 
Plant.

JD-15: Gate Monitor for the 
Spent Fuel Pond at 
a Fast Breeder 
Reactor.

JE. TRAINING AND 
COST FREE 
EXPERTS

JE-14: Cost Fre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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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우리나라 기여 활동을 한 시사

미국이 IAEA 특별기여를 하게된 의도는 세계 핵확산방지 체제를 강화하

기 하여 IAEA 안 조치 이행상의 문제 을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

안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핵비보유국인 일본의 IAEA 특별기여 의도는 자국내 재처리 시설인 도

까이 재처리 시설과 로까쇼무라 재처리 시설의 안 조치 기술 개발을 하여 

특별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과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핵비보유국으로서 일본과 유사한 처지인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원자력 시설

의 안 조치 기술 개발을 한 IAEA 특별기여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다. 특히, 재 pyro 공정과 고속로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pyro 

안 조치 기술 개발에 IAEA 특별기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 원  운  경험이 없는 개도국들까지 원 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IAEA는 INPRO 사업내에서 개도국들이 원  도입시 고

려할 사항인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Common User Considerations)8)을 개

발하고 있다. 이러한 CUC 개발 활동에 우리나라의 참여 강화는 향후 개도국들

이 도입할 원자력 발 소에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단된다. INPRO CUC 분야에도 IAEA 특별기여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8) 기에는 Common User Criteria로 개발을 하려고 시작하 으나, 2007년 9월 기술회의에서  

문서나 요건의 성격상 Common User Consider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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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특별기여 체제  이행 

제 1  특별 기여 체제  실행계획

원자력 외교는 기술, 핵비확산  국제 환경 등 문 인 지식을 요하는 분

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내 특정 기 이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 재 국내 원

자력 외교는 외교통상부가 외홍보, 원자력 력 정 체결  개정과 같은 

외 원자력 교섭  반 인 외교를 총 하고 있고 과학기술부가 핵비확산 

련 각종 국제 의무 사항의 이행과 원자력 기술 력 사업을 주 하고 있다. 

한편 IAEA를 직  상 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IAEA 표부는 IAEA 담당자들

과 직  하는 최일선의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반 하여 IAEA 특별기여 추진체제를 그림 3-1과 같이 구축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3-1 IAEA 특별기여 추진체제

제안된 특별기여 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 략을 제안한다.  첫째, 우

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한 IAEA 안 조치 이행에 보다 극 으로 력하는 

자세를 취해야한다. 구체  활동으로 회원국지원 로그램(MSSP)을 이용한 pyro 

핵주기 안 조치 기술개발을 제안한다. 둘째, IAEA가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



- 18 -

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사업(INPRO)에 우리나라의 기여가 필요하다. 구체  

활동으로 ① 핵물질 획득  용 평가방법론 개발, ② 고속로  재순환 핵주

기에 근거한 신원자력시스템(INS) 개념 평가 공동 연구, ③ 개도국 원  도입

에 기여할 수 있는 CUC 개발 활동 등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  계기  

문가들을 심으로 ‘국가 투명성 제고를 한 IAEA 력 의체(가칭)’을 구성

하여 국가 투명성 증진을 한 사업들에 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넷째, 장기

으로는 기여 의 확 를 통하여 외국의 기여 사업과 같은 특별 사업을 추진

한다. 

제 2   기여 

제시된 특별기여 체제와 추진 략에 따라 IAEA에 2007년 특별기여( )를 

수행한 상 분야는 ① IAEA 아태지역 기술회의(RTM: Regional Technical  

Meeting) 사업과 ② INPRO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사업이다. 

1. IAEA 아태지역 기술회의

IAEA는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추가의정서 신고를 한 보고 지침을 제공하

고, 추가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IAEA의 정책  실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AEA는 아태지역에서 

추가의정서 이행에 한 기술회의를 개최하기 한 회원국지원 로그램(MSSP) 

사업을 추진해왔다.

• 사업명: The Regional Technical Meeting on Additional Protocol 

Implementation in Asia & the Pacific Region

• 사업목 :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추가의정서 신고와 련하여 IAEA에 

한 보고 지침을 제공하고, 추가의정서 이행 련 IAEA의 정책  

실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기회를 제공

   

재 IAEA는 산 부족으로 한 회원국의 특별기여가 없으면 상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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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키 어려운 상황으로, IAEA는 우리나라 정부에 특별기여를 요청하 다. 

이에 우리나라는 IAEA MSSP 사업이 IAEA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보편  

용  선진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원자력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되

어 IAEA에 3만불을 특별기여하 다. 

우리나라의 기여를 통한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IAEA 회

원국에게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련 인 라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IAEA 회원국지원 로그램(MSSP) 특별기여를 통한 IAEA의 안 조치 선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IAEA 회원국지원 로그램(MSSP) 사업이 국제

으로는 IAEA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보편  용  선진화에 기여하여 국제

사회의 원자력 투명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 된다. 넷째, IAEA 내에서 우리나라

의 원자력 투명성 증진 노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IAEA와

의 우호  력 계 강화를 통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의 선진 안 조치 기술개발에도 정  효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 된다. 

2. INPRO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최근 들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의 폭등으로 에 지원 다변화를 구

하기 하여 원  미도입 개도국들은 원자력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

가들은 원  도입을 한 인 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한 원 도입을 

한 사용자 요건 등 원 에 한 이해도가 낮아 IAEA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IAEA 총회는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의 원  도입을 지원하기 한 

결의안을 통과하 다. 이에 따라 IAEA는 원  기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개도국의 원  도입을 한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IAEA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 일정으로 개도국을 한 CUC를 

개발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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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AEA의 CUC 개발 일정

IAEA는 구체 으로 원자력발 소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한 작업을 2단계로 나 어 수행하고 있다. 

• 제1단계(2007년): 원  도입을 한 CUC를 도출

– 원  도입을 고려하는 개도국들이 공통 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 규명

– 원자력발 의 기술  경제  특성 분석, 이와 련된 하부구조  제도  요

인 도출

– CUC는 원  공 자들이 원  개발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

– 소요비용은 28만불 (회원국의 특별기여 으로 충당)

• 2단계 (2008) : 원  개발  보 에 필요한 이행계획 검토

– CUC에 근거하여 원  공 자와 개도국들이 공동으로 원  도입 방안 검토

– 원 도입을 한 개도국의 하부구조를 고려하여 이에 합한 시설용량  원

자로형 등에 한 시범사례 분석 수행

– 개도국의 원자력발  도입에 따른 안 성, 기술  건 성, 핵비확산성 등을 

분석

– 소요비용은 32만불 (회원국의 특별기여 으로 충당)

CUC는 INPRO를 통하여 개발하기로 하 으며, IAEA의 CUC 개발은 참여회

원국의 정규 산이 아닌 특별 기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미국 등에서 약 10

만$의 산 기여가 있었다.  

2007년 IAEA는 한 회원국의 특별기여가 없으면 상기 사업을 추진키 어

려운 상황으로, 회원국들에게 특별기여를 요청하 다. 우리나라 정부는 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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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되어 IAEA

에 4만불을 특별기여하 다. 우리나라는 원  기술 공 국의 지 로 2회의 

문가 회의 참석, 1회의 워크  참석  CUC에 한국의 원 도입 경험을 기술하

는 보고서를 기술하는 등 IAEA INPRO의 CUC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

다. 

INPRO 사업을 통하여 도출코자 하는 CUC는 주로 개도국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새로 원 을 도입할 경우에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소형로가 

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인 다목  소형로인 

SMART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노형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CUC 

개발에 한 재정지원은 미래 해외시장 확  이외에,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핵

비확산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노력을 가시 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제 3   물 기여 

본 연구는 INPRO사업내 ① 핵확산 항성 미래 원자로 시스템 , ② 고속로 

 재순환 핵주기 개발, ③ CUC 분야에 문가 지원을 통하여 물기여를 수

행하 다. 

1. 핵확산 항성 미래 원자로 시스템 

가. 요약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에 IAEA에서 개최된 제11차 INPRO 운 원회

에서 “핵시설의 오용  핵물질 은닉 략이 포함된 핵물질 획득  용경로 

해석 (ROK1)”에 한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를 발표하 으며, 11

월에 ROK1의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기 제시된 연구개발 목표  내용, 참가국, 

IAEA 타 연구사업과의 복성 등을 검토하 다. 12월에 개최된 제12차 INPRO 

운 원회에 수정된 ROK1을 발표하여 승인받음으로써 향후 3년간 연구를 수

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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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IAEA INPRO 로그램에 극 참여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원자력발  6  강국에 걸맞도록 국제 원자력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원자

력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둘째,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선정에 있어서 IAEA와 력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IAEA INPRO 

로그램에 국가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나. 배경

  IAEA는 INPRO 사업을 통해 2000년부터 미래 원자력에 지의 안정  공

, 환경 보   안 성 향상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성을 충분히 확보한 가장 

실성이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하여 차세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INPRO는 2003년 6월 신 원자력시스템 요건 발굴을 

한 방법론 보고서(IAEA-TECDOC-1362)를 발간하 고, 그 용성 검토를 

해 각 국가별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INPRO Phase 1B 

방법론 보고서(IAEA-TECDOC- 1434)를 발간하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AEA-TECDOC-1362의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용성 검토를 해 INPRO DUPIC Case Study를 수행하여 

IAEA-TECDOC-1434 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 으며, INPRO Phase 1B (Part 

2)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Extended Case 

Study를 통해 INPRO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을 더욱 개선해 왔다. 

그러나, 재까지 수정 제안된 INPRO의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핵확산 항인자들의 허용한계들이 설정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각 항인자들  사용자 요건들을 종합화하는 방법론

을 설정하지 못하 다. 셋째, 신 원자력시스템이 수명 주기내에 핵비확산성을 

항상 유지하기 해서는 핵시설의 오용  가능한 물질의 은닉 략이 포함된 

핵물질 획득  용경로 해석이 요구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한 일반

이고 일치된 평가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INPRO는 2010년 말까지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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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핵시설의 오용  핵물질 은닉 략이 포함된 핵물질획득  용경로 

해석”에 한 평가방법론 정립에 한 IAEA CRP 수행을 제안하 다. 이에 우

리나라도 CRP에 극 참여하기로 결정하 다. 

다. 제11차 INPRO 운 원회 

제11차 INPRO 운 원회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IAEA 

VIC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PRO 방법론 개발  응용에서는 INPRO User Manual의 황을 발표하

으며, Economic, Infrastructure, Waste management, Proliferation resistance, 

Physical protection, Environment, Safety of Fuel Cycle, Reactor Safety 등 8개 

Volume으로 출 할 정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난 2003년부터 수행해 온 국가별 시범연구 결과의 발표가 있었

으며, 총 8개의 시범연구  한국의 시범연구는 이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으나, 기타 7개 과제는 2007년 으로 완료할 정으로 추진되고 있었

다. 

한편, IAEA INPRO Phase II의 주요 사업  하나인 국제공동연구과제 추진 

사업에 한 발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14개 과제에 한 연구목   내

용과 참가 희망국 등을 과제별 제안국의 표자가 발표하 으며, 이를 통해 참

여 희망국을 결정하고자 하 다.

한국 측에서는 “핵시설의 오용  핵물질 은닉 략이 포함된 핵물질획득  

용경로 해석 (ROK1)”에 한 연구목   내용과 참가 정국에 해 발표

하 으며, 재까지 5개국이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본 회의를 통해 그 동안 

INPRO 회원국으로부터 제안된 14개 국제공동연구를 승인할 정이었으나 

부분의 국제공동연구의 연구목표  내용의 재검토 필요성이 재기되어 이들을 

다시 검토하여 제 12차 INPRO 운 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하 다. 

러시아가 제안한 GAINS(Global Architecture of INS based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fuel cycle)은 2007년 5월 특별소

원회 회의에서 11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11차 운 원회에서는 참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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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개국으로 증가함으로써 GAINS에 한 국가들의 심이 매우 높았으며,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NPRO Phase II의 2006년  2007년 활동 황에 해 IAEA INPRO 정책

그룹 표자인 Mr. Omoto가 발표하 으며, 2007년 7월 INPRO 회원국이 27개

국으로 늘었으며, 3개국이 가입추진 임을 밝혔고 이탈리아도 참여의사를 표명

한 상태 다. 

지난 2006년 제9차 INPRO 운 원회에서 제기된 CUC 개발에 해 

INPRO ICG(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한 사람인 Mr. Moriwaki가 

황을 발표하 다. CUC 개발을 해 지 까지 원자력을 도입할 정 혹은 가

능한 8개 개발 도상국  4개국에 한 개별 인터뷰 완료하 으며, 2007년 9월

 CUC 안을 작성하기 해 문가 회의 개최와 2007년 11월에는 

Workshop을 개최하여 CUC를 확정하고자 하 다. 러시아는 CUC가 INPRO 방

법론과 연계해서 극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CUC를 개

발하는 것이 INPRO의 미션인지에 한 의견을 개진하 다. 이에 미국은 IAEA 

총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CUC 활동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INPRO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CUC 2단계 활동으로는 1단계에서 개발된 CUC를 기술보

유자와 기술수요자간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 목 이고, 기술수요

자의 특성에 따라 유  그룹을 나  정임을 설명하 다. 

회의 최종일에는 회원국들의 각국별 입장을 발표하 으며, 우리나라는 한 개

의 국제공동연구(ROK1)을 제안하 으며, GAINS, DHRS (Integrated approach 

for the Design of safety grade Heat Removal System for LMR)  개발 등 두 

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INPRO 자발  기여  련해서는 

CUC 개발을 해 4만불을 비 에 있으며 2007년 내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제11차 운 원회에서는 미국 등 28 개국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 으며, 

2008/2009년 산에 해서는 INPRO의 경우 사업은 늘어나지만 산이 부족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Zero Growth Policy"로 가기로 하 고 모든 

국제공동연구는 공동투자(joint funding) 혹은 물기여(in-kind contribution)로 



- 25 -

Code

명

INPRO 회원국

아

르

헨

티

나

아

르

메

니

아 

벨

라

루

스

벨

기

에

브

라

질

불

가

리

아

캐

나

다

칠

레

중

국

체

코

프

랑

스

독

일

인

도

인

도

네

시

아

일

본

한

국

모

로

코

네

덜

란

드

파

키

스

탄

러

시

아

슬

로

바

키

아

남

아

공

스

페

인

스

위

스

터

키

우

크

라

이

나

미

국
EC

총

계

ARM1 1 1 P P 1 P 1 P 4

ARM2 P 1 1 P P P P P 2

CZE1 P 1 1 1 1 1 1 1 7

EC1 P 1 P P 1 1 1 1 5

FRA1 1 1 P 1 1 1 1 6

FRA2 P 1 1 P P 1 1 1 1 1 P 7

IND1 1 1 1 1 1 1 P 1 1 1 9

IND2 1 1 1 1 4

IND3 1 P P 1 1 P 3

IND5 1 1 1 3

ROK1 1 1 1 P P 3

GAINS 1 1 1 P 1 1 1 1 1 1 1 P 1 1 1 1 1 1 16

RUS2 1 1 1 P 1 P 4

RUS4 P 1 1 2

Total 2 4 8 2 0 1 3 0 4 9 5 3 8 1 1 3 0 0 0 5 3 0 3 0 1 3 1 5

※ GAINS에는 INPRO 비회원국인 이탈리아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표 3-1 INPRO CRP별 참여국

수행되며, 회의  련 연구 모임 참석시 자국의 비용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

칙으로 제시하 다. 

제11차 운 원회에서 검토된 회원국들이 제시한 각 CRP별 참가희망국  

황표는 표 3-1과 같다. 

라. 핵물질 획득  용 방법론 개발 (ROK1) 착수회의

2007년 7월 제 11 차 IAEA INPRO 운 원회에서 결정된 14개의 국제공동

연구  한국측이 제안한 ROK1 (Acquisition/ 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proliferation resistance)에 하여 실질 인 Phase 2 수행을 시작하기 한 

Kick-off 회의를 비엔나에서 개최하 다. 

본 회의에서는 ROK1에 한 TOR(Terms Of Reference)을 수정하고 최종

으로 검증하여 차기 운 원회에서 승인받기 함이었다. 연구수행은 3년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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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결정하 고 각 년차별 연구 목표, 수행내용, 방법론 등을 최종 결정하

다. 한국은 과제의 제안국가로써 PR (Proliferation Resistance) 분야의 평가방

법론 개발을 하여 ROK1에 한 연구수행 계획 발표와 기술 인 근 방법

론들에 하여 발표하 다. 한 각국들의 연구수행에 한 역할을 분담하 고 

연구수행에 우선 필요한 자료 도출을 합의하 다. 본 회의에서 확정된 TOR은 

12월에 개최될 12차 운 원회에서 JI (Joint Initiative)로 확정될 정이었다. 

본 회의에서 특히, 국은 DUPIC에 하여 많은 심을 표명하 으나 

ROK1 과제 수행에 하여 국의 역할 분담 내용을 재정립하기로 하 으며,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로 수행된 핵비확산 평가 련 국제공동연구에 

하여 목 달성, 국가별 시범연구를 등을 통한 결과 정립  최종보고서 발간 

등 수행업 에 하여 INPRO내 한국의 역할과 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

다. 차기 회의는 각국의 1분기 수행내용에 하여 2008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IAEA에서 갖기로 합의하 다.

2. 미래 원자로 시스템: 고속로 

가. 요약

고속로는 핵연료주기와 연계하여 경수로  고속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순환시키는 유일한 원자력시스템으로서 우라늄 이용률 향상  방

사성 폐기물량 감소 등의 장 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세기를 주도해나

갈 신원자력시스템(INS)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고속로와 련된 핵연료

주기에서는 기본 으로 핵물질로 취 되는 루토늄(Pu)을 생산･처리하여 재순

환시키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원자력시스템을 도입하기 해서는 핵확산 항성 

확보가 특별히 요하게 평가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러시아는 고속로  재순환핵연료주기에 근거한 INS 개념

에 한 분야별 공동 평가를 수행하기 한 CRP를 제안하 다. 우리나라는 미

국, 랑스  일본 등과 함께 상기 CRP에 참여하기로 한바, 본 과제는 CRP 

회의에 참석할 문가의 참여 경비를 물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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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속핵연료 사용 소듐냉각 고

속로와 pyroprocess를 기본으로 하는 INS가 핵확산 항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이의 핵확산 항성 향상을 하여 설계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등에 

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 고속로와 련 재순환핵연료주기로 구성되는 

INS를 평가하는 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고속로 개발국가의 일원으로

서 고속로 개발에 한 국가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

었다. 한 고속로 개발에서 국제  안이 되고 있는 핵확산 항성에 한 평

가방법론 개발에서 한국의 주도 인 역할을 인정받음으로써 원자력기술 개발에

서의 국제  상을 높혔을 뿐만 아니라 고속로 개발에 한 투명성을 더한층 

제고하 다.

나. 주요 내용

고속로  재순환 핵연료주기에 한 공동연구는 2004년 12월 INPRO 운

원회에서 러시아가 제안하고 2005년 3월 제1차 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하여 

실질 으로 착수되었다. 공동연구의 목 은 고속로와 련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된 INS를 상으로 에 지를 공 하고, 국가, 지역  세계 인 에 지 문

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INS의 역할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련 원자력 기술

의 개발을 한 R&D를 도출하여 이를 궁극 으로 국제공동 R&D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 이 공동연구는 그간 개발되어온 방법론과 평가기 체계를 용한 

INS 평가를 통하여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부차 인 목 이 있다.

착수 기에는 한국, 랑스, 인도, 국, 러시아 5개국이 참여하 으나, 이후  

일본, 우크라이나, 캐나다가 참여하여 8개국으로 증가하 다. 2007년 12월말로 

상기 공동연구는 종료되었다. 2007년말 재 INPRO 제2단계에서 수행할 주요 

내용인 INS 개발을 한 국제 력 R&D 분야로서 20여 항목을 제안되었고 

2008년부터는 본 공동연구의 후속 력과제인 GAINS를 수행할 계획이다. 

재까지 종료된 공동연구는 3단계로 수행되었다. 제1단계에서는 참가국별로 

자국의 INS개념을 상으로 하는 국가별 INS를 평가하고, 제2단계에서는 공동

의 INS(generic INS)개념을 상으로 공동 평가하 다. 이러한 INS평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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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까지 개발된 방법론과 평가기 체제를 INS와 같은 규모 문제에 용

해 으로써 평가 개선･보완 을 도출하여 방법론 개선에 기여하 다. 제3 단

계에서는 INS 평가  토의를 통하여 INPRO 제 2단계의 주요 수행 목 인 국

제공동 R&D항목을 제안하 으며, 본 공동연구의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발간할 

정이다.

제1단계에서 한국은 속핵연료 사용,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600MWe)을 원자로로서,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재처리

(pyroprocessing)하여 재활용하는 재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설정하 다. 설정된 INS를 국내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하여, 이의 결과를 국내 시나리오로서 제시하 다. 공동연구의 제1 

단계 결과를 정리 종합하여 간보고서를 기술보고서로 발간할 정이다. 제2

단계에서도 한국은 속핵연료 사용, 건식 재처리를 공동의 INS개념에 국가별 

option으로 채택하여 이를 상으로 평가하 다. 

최종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은 그간 INPRO 평가방법론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서 수행한 DUPIC case study를 통하여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 개발에서의 

주도 인 역할을 인정받아서 핵확산 항성 분야를 담당하 다. 최종기술회의에

서 보고서 안을 공동 검토하 으며, 수정･보완  최종 검토를 거쳐 2008년 

4월 순 TECDOC으로 발간할 정이다.

다. KALIMER 핵확산 항성 비 평가

INPRO 공동연구는 INPRO 핵확산 항성(PR: Proliferation Resistance)  물

리  방호(PP: Physical Protection)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수행한 국내 개발 

노형인 KALIMER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INPRO PR&PP 평가에서는 기본원칙(BP: basic principle)을 최상  평가항목

으로 하여 사용자 요건(UR: user requirement), 기 (CR: criteria), 지표(IN: 

indicator)  수용한계(AL: acceptance limit) 등으로 구성되어지는 평가항목체

제에 따라 평가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3-3과 같이 체론  근방법

(holistic approach)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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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NPRO PR&PP 평가항목체계

INPRO 평가방법론은 PR&PP를 intrinsic features, extrinsic measures  안

조치로 구분 정의하고, 시스템 평가에서의 결정 인 획득/ 용경로(critical 

acquistion/diversion path)를 상으로 평가 라메터  기 범 , measures, 

metrics 등을 사용하여 정량 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이 평가방법은 아직도 많은 부분의 평가가 문가의 단에 의존하고 있어, 

객 이고 정량 인 평가를 해서는 평가기 에 한 범  설정, 정량  평

가방법, 종합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계속 인 개발이 필요하다. 재까지 

INPRO 평가방법론을 용 평가한 사례로서는 한국의 DUPIC 핵연료주기 평가

와 일본의 JSFR(JAEA Sodium-coolded Fast Reactor) 평가가 있다. 

INPRO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PR&PP) 평가방법론을 용하여, 우선 

KALIMER와 pyroprocessing으로 구성되는 폐쇄핵연료주기에서 핵물질의 흐름

을 고려하여 획득경로들을 설정하고, 이 경로들을 상으로 INPRO 방법론에서

의 지표들을 용하여 평가하 다. KALIMER가 개념설계 개발단계이고, 한, 

일부 가용자료가 불충분한 항목에 한 평가 시에는 해당기술의 기본  특성에 

의거하여 평가를 수행하 다. 특히 핵연료주기 분야는 국내 핵연료주기 련 정

책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과 pyroprocessing 기술개발이 극히 기단계임을 감

안하여 평가가능 수   범  내에서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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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KALIMER는 미래 원자력시스템으로서의 핵비확산성  물리  

방호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었거나 개발되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일본은 JAEA가 JSFR-1500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INPRO 공

동연구의 최종보고서는 한국이 핵확산 항성을 담당 작성하고 한국과 일본의 

평가 결과를 기 로 만들어진 INS의 기본  특성에 근거하여 핵물리 방호 분

야를 작성하 다.     

개발자의 핵확산 항성 측면에서 볼 때, 기본 으로 비교 상 노형별로 개발

국가의 다양성에 따라 상 으로 장･단 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종합 으로 비

교･평가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 노형에 한 평가는 상노

형 련 핵연료주기시스템이 개념설계 개발단계나 개념정립 단계에 있는 을 

감안하여 향후 PR/PP/안 조치 련 기술 개발 망에 비추어서 노형별로 

인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JSFR-1500도 미래 원자력시스템으로서 핵비확산성  물리  방

호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었거나 개발되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KALIMER와 일본 JSFR의 핵비확산성과 물리  방호 요건을 비

교하면 표 3-2와 같다. 

우선 intrinsic features 측면에서 보면, 두 노형은 서로 다른 핵연료주기 

략 ( 속핵연료/pyroprocessing, MOX핵연료/선진 습식 재처리/단순펠릿제조

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폐쇄핵연료주기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폐쇄핵연료주기 

내에서  핵연료주기 동안 순수한 Pu 분리 없이 액티나이드(U, Pu, MA)와 핵

분열생성물(FP)이 혼합된 형태로 재순환되어져, 핵물질의 고방사능화  고열원

화로 핵물질에의 근 어려움  용 방지를 증 하고 있다. 

JSFR의 경우에는, 기존 습식 재처리에서의 순수 Pu 분리 공정 없이 낮은 제

염도의 처리 공정을 통하여 품  Pu 혼합, 악티나이드 일  회수  핵분열

생성물(FP) 혼합 처리함으로써 핵물질의 고방사능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KALIMER의 경우에는 Pu 증식 목 의 블랭킷이 없는 단일농축도 노심설계를 

개발하여 핵확산 항성을 더욱 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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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KALIMER-600 JSFR-1500

핵물질의 

매력도

고연소도

평균방출연소도 : >  80,000 

MWd/MTHM

사용후핵연료내 

고방사능물질(Pu, MA) 및 고 

붕괴열원 (Cs, Sr 등) 포함

평균방출연소도: ～ 150,000 

MWd/MTHM

사용후핵연료내 

고방사능물질(Pu, MA) 및 고 

붕괴열원 (Cs, Sr 등) 포함

Pu 

비분리, 

재순환

U-xTRU-10Zr 금속핵연료/ 

Pyroprocessing 사용

U, Pu, MA 및 FP 혼합된 

고방사능물질로 재순환 

[낮은 DF제염계수)]

FP 혼합 처리

Pu증식 목적의 블랭킷을 

배제한 단일농축도 노심설계 

(증식비～ 1.0)

 MOX 핵연료/선진 습식재처리 

(NEXT)/단순펠릿제조법 사용

U, Pu, MA 및 FP 혼합된 

고방사능물질로 재순환 [낮은 

DF제염계수)]

블랭킷핵연료에 저품위 Pu 

혼합 (고방사능화)

악티나이드 (TRU, MA) 일괄 

회수 (TRU 핵연료)

FP 혼합 처리

접근성 및 

물리적 

방호

통합핵연

료주기

Pyroprocessing/핵연료제조시

설 통합핵연료주기시설 

습식재처리/핵연료제조시설 

동일부지 내 건설

탐지기술 

및 통제  

실시간계량(NRTA)공정감시계

통 등 원격자동탐지계통 등 

설치 

IAEA 사찰 수행

NRTA 공정감시계통 등 

원격자동탐지계통 등 설치

IAEA 사찰 수행

핵물질 

수송 

최소화

원자로 및 

통합핵연료주기시설 

동일부지 내 건설로 핵물질 

수송 최소화

습식재처리/핵연료제조시설 

동일부지 내 건설로 핵물질 

수송 최소화

안전조치성

안전조치 

국제기준 

준수

국내 법령: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등

국내 감시기관 : KINAC 

국제협약 : NPT, IAEA CSA 

및 Additional Protocol, NSG, 

Zangger 위원회 등 

국내 법령: 원자력기본법 등

국내 감시기관 : SG 사무소 

(RSAC 수행)

국제협약 : NPT, IAEA CSA 및 

Additional Protocol 등

표 3-2.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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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련하여서는, 일련의 핵연료주기시설을 통합건설 는 동일부지 내 

건설함으로써 핵물질 수송의 최소화  필요 시 방사성 폐기물 리의 최 화

도 꾀하고 있다.

Extrinsic measures 측면에서 보면, 두 노형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PR을 

수행하는 주체자로서 안 조치 국제기 을 수함으로써 안 조치 가능성을 증

하고 있다.

노형 개발자는 상기의 구비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기술 개발 기단계

부터 intrinsic features와 extrinsic measure들을 어울려 핵비확산성  물리  

방호성을 향상시키고, 한 국제 력을 통한 향상 노력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핵확산 항성(PR) 향상을 해서는 설계  기술개발 진척에 따라 계속 인 평

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 향후 고려사항

본 공동연구의 후속 력사업인 GAINS는 재의 열 성자로(경수로  수

로) 주도의 원자력발 시스템을 고속로 주도로 환하는 시나리오를 상으로 

국가별, 지역  국제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비한 한 인 라 구축방안

을 다룰 정이다. GAINS에서도 핵확산 항성 분야를 요하게 취 할 정이

며, 한국은 이러한 국제 인 활동 노력에의 계속 인 참여를 통하여 고속로  

련 핵연료주기 개발에 한 외 인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IAEA INPRO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가. 요약

2007년 IAEA는 원  기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하

여 개도국들의 원 도입을 지원하기 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IAEA는 개도국의 경제  환경과 그리드 크기를 고려하여 소형로 도입

에 을 맞춘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CUC 개발을 해 문가 참여를 지원하 다. 이러한 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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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에 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원자력 공

국으로서 상을 극 화할 것으로 기 된다. 

나. 주요 내용

(1) IAEA CUC 문가 회의 활동

(가) 1차 문가 회의 참석

 CUC 개발을 한 1차 IAEA 문가 회의는 2007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IAEA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미국, 러시아, 랑스, 캐나다, 국, 인도, 일본, 

핀란드 등 9개국에서 16명의 문가들과 15명의 IAEA 문가들이 참석하 다.  

 이 문가 회의에서는 CUC 개발을 한 고려 사항, 차 등에 한 검토

를 수행하 다. 가장 먼  CUC 개발을 한 방문 면  상 국가들을 선정하

다. 103 IAEA 회원국 에서 원  도입 의사를 밝혔거나 원  운  실 이 

있는 국가들을 1차 선정하고, 이들 국가 에서 국가의 력망 크기, 재정, 지

역  안배, 국내 에 지자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8개국을 선정하여 

CUC 개발을 한 직  면  상 국가를 선정하 다. 이와 같이 선정된 국가

는 이집트, 모로코, 인도네시아, 방 라데시, 베트남, 칠 , 터키, 발틱 국가 컨

소시엄(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었다. 한 이들 면  

상 국가로 부터 자료 획득을 한 질의서의 안을 검토하고 최종  3개 부분 

84개 질의서로 수정 보완하 다. 이와 같이 개발된 질의서를 원 을 도입하려

는 개도국들에게 송부하고 방문 면 조사를 통하여 개도국에 련된 자료를 획

득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CUC를 개발하 다.

(나) 2차 문가 회의 참석

CUC 개발을 한 2차 IAEA 문가 회의는 2007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IAEA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 IAEA가 직  방문 인터뷰를 한 7개 CUC 

국가 표들과 원 기술공 국들이 참석하 다. 본 회의에서는 방문 면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AEA의 INPRO 에서 개발한 CUC 안을 검토

하 으며 11월 개최 정인 CUC 워크 에 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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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 문가 회의에 원 기술공 국의 지 로 참석하여, CUC 안에 

한 검토의견을 발표하 다. 한국에서는 CUC 안이 원  수요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 무 많기 때문에 공 국  수요국에 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CUC 조항은 무 포 이기 때문에 구체  기술이 필요

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 으며, IAEA의 CUC를 개발하는 INPRO 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워크 에서 발표할 안에 반 시켰다. 

(다) IAEA 워크  참석

  이 워크 은 "CUC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uclear Power 

Plants for Developing Countries" 으로써 2007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IAEA에서 개최되었으며, 35개국 CUC 국가들과 8개국 원  기술 공 국이 참

석하 다. 본 워크 에서는 2차 문가 회의 결과를 반 한 CUC 안이 발표

되었으며, 이를 참가국 들이 검토  수정 보완하 다. 

이 워크 에서는 IAEA에서 개발한 CUC 안에 하여 원 기술공 국과 

기술 수요국들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최종 인 CUC를 완성하 다. 한 원  

기술 공 국의 원  도입 경험에 한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원 도입 

 원 기술 자립 경험에 하여 발표하 다. 한 CUC 보고서를 최종 검하

고 차기년도(2008년) CUC 개발의 활동 방향에 한 논의도 이루어 졌다. 

최종 CUC 보고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개요를 기술하 고, 

2장에는 CUC 국가들의 원 을 도입하는 데 발생하는 안  고려사항들을 

정의하 다. 3장에서는 CUC 국가들에 한 설문조사  면 조사 결과를 기술

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CUC를 기술하고 있다. 

(라) 한국의 원  도입 경험 보고서 입력 

CUC 보고서에서는 원  기술 자립국의 원  도입 경험에 한 각국의 경험

을 보고서로 부록에 기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핀란드, 일본, 한민

국 등 5개국의 원  도입  기술 자립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하여 

IAEA에 한국의 원  도입 경험 련 보고서를 기술하여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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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원  도입을 하게 된 배경, 1970년 부터 원  도입을 

하게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1980년   1990년 의 원자력 발 소 건설 

역사  원자력 기술 자립 로그램 등도 기술하고 있다. 한 개도국 들이 원

을 도입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요인들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원 을 도입하려는 CUC 국가들에게 참조가 되도록 한국의 원  도입  

기술 자립 과정에서 습득한 주요 경험들을 기술하 다.  

(2) CUC 보고서 

(가) CUC 보고서 개요

CUC 보고서는 원 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각 국가 특성에 맞는 사용

자 요구조건 개발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 을 수출하려는 원 기

술공 국들에게는 개도국들의 원  도입을 하기 한 요구조건들에 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나) CUC 국가 정의

  IAEA에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원 도입을 지원하기 하여 CUC를 개발하

기로 하 지만 개도국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IAEA CUC 개발 

과정에서 2006년 7월에 발간된 세계은행 통계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국

가들에 해 CUC를 용할 수 있는 CUC 국가로 정의하 다. CUC 국가는 

IAEA 회원국으로써 연간 국민 소득이 10,725$/년 이하인 국가 에서  IAEA

에 원 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거나 원 도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들 가운데에서 재 4기이상 추가 건설할 계획이 없거나 규모 원

건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로 정의 되었다.9) 

  IAEA에서 정의하는 CUC 국가들은 표 3-3과 같이 54개국이 채택되었으며, 

그림 3-4는 이들 국가들을 지도상에서 표시하고 있다. CUC 국가들은 아시아,  

유럽, 아 리카, 남미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동의 사우디아라비아, UAE 

9) 국, 인도, 러시아 등은 재 원 을 건설 이거나 규모 원  건설 계획을 갖는 국가이기

에 CUC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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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아시아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비아, 말 이시아, 몽고, 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태국, 베트남 

유럽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우크라이나, 

아 리카

알제리아, 앙골라, 버키나 소, 카메룬, 이집트, 

이디오피아, 가나, 냐,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수단, 튜니지아, 

우루과이, 탄자니아, 베네주엘라, 멘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라질, 칠 ,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표 3-3 CUC 용 후보 국가

등 GCC 6개국은 원 도입에 극 이지만 국민소득이 년 10,725$ 이상이기 때

문에 CUC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3-4. CUC 용 후보 국가 분포



- 37 -

지역 국가

아시아(9)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비아, 말 이시아, 몽고, 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태국, 베트남 

유럽(10)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우크라이나

아 리카(9)
알제리아, 앙골라, 버키나 소, 카메룬, 이집트, 

이디오피아, 가나, 냐, 모로코, 나미비아, 

표 3-4. CUC 개발에 참여한 국가  

CUC 국가는 세계 인구의 약 33.8%를 달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13.4%에 

이르고 있다. CUC 국가들은 세계 에 지 소비의 30.5%를 소비하고 있다. CUC 

국가들은 재 46기의 원 (발  용량은 33.4 GWe)을 가동 에 있다. 그러나 

이들 원  약 40%가(14GWe) 우크라이나에 집 되어 있다. IAEA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의 원  수요는 2030년까지 약 26GWe ~ 78GWe에 달

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세계의 새로운 원  건설 수요의 

12.5%~18.5%이다. 

(다) CUC 개발에 참여한 국가

  IAEA의 CUC 개발에는 54 CUC 국가 에 35 개국 CUC 국가들이 참여

하 다. 이들 35국의 참여 형태는 IAEA의 CUC 개발 에 의한 방문 면 조사

를 받거나, 2007년 11월 CUC 워크 에 참석, 는 CUC를 개발하기 한 질의

서에 답변을 송부한 국가들이다. 이들 35개 국가는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한 IAEA에서는 원 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을 기술 공 국을 정의하

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랑스, 일본, 인도, 미국, 캐나다 8

개국이 기술 공 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CUC 개발에는 8개 원  기술 공 국

이 참여하 다. 그림 3-5에는 이들 8개국의 기술 공 국과 35개 CUC 참여 국

가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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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수단, 튜니지아, 

탄자니아, 멘

남미(7)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라질, 칠 ,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 체크한 국가는 CUC 후보국가  CUC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기로 한 

국가임. 

그림 3-5. CUC 개발 참여 국가  원자로 기술 공 국

(라) CUC 국가의 원  수요

IAEA에서는 CUC 국가들에게 력  원 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

며, 이들 국가들의 원  수요조사 결과를 방문 면 조사 국가들의 결과에 포함

하여 분석하 다. 그림 3-6은 CUC 국가그룹과 다른 국가그룹간의10) 2005년 기

 발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C 국가들은 

재 체 발  용량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다. 

10) Group 1: CUC 54 개국

   Group 2: Low and middle per-capita income countries that currently have large-scale 

NPP construction projects (≥ 4 projects)China, India and Russian Federation

   Group 3: Other low and middle per-capita income countries (875$/인 이하)

   Group 4: High per-capita income countries($10,72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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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UC 국가그룹과 다른 국가그룹의 발 용량 비교(2005)

그림 3-7. 2030년까지 국가 그룹별 발 용량 증가량

  그러나 이들 CUC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상 으로 높기 때문에 력 

소요량도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3-7은 2030년까지 각 국가 그룹

들의 25년 동안 증가하는 발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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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CUC 국가 그룹의 발 용량 증가는 선진국의 증가량보다 많은 량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UC 국가들의 발 용량 증가량은 660GWe이고, 이는 

체 세계 증가량의 약 30.5%를 차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UC 국가들의 발  용량 증가량  상당 부분을 원자력이 충당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IAEA의 PRIS database에 따르면 54개국의 CUC 국가  13개

국에서 원자력발 을 이용하고 있다.11)  한 표 3-5는 IAEA PRIS에서 분석한 

2030년까지 54 CUC 국가들의 원  수요 측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C 국가들의 새롭게 건설되는 원  수요량은 최소 26GWe에

서 최  76GWe에 이를 것으로 이는 상 에 지 총수요의 최소 55%에서 최  

73%를 원자력발 이 차지한다고 상하고 있다. 

최  수요 상 최소 수요 상

상 에 지 총 수요
시설용량 104GWe 47GWe

원자로 수 132 58

원  신규 건설
시설용량 76GWe 26GWe

원자로 수 94 29

표 3-5. CUC 국가의 원  수요량

(마) CUC 국가의 원 도입 련 설문조사

  IAEA의 CUC 개발 에서는 CUC 국가들을 상으로 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 다. 54개국 CUC 국가  원  수요조사에 참가한 국가는 29개국이었

으며, 이들 조사 결과를 표 3-6에 정리하 다. 

구분 2007(Present) ～2025 ～2040 ～2050

원  도입국 8 23 26 26

체 원  기수(기) 27 85 152 214

원자력 발 용량(GWe) 22 78 140 190

표 3-6. CUC 국가들의 원  도입 설문조사 결과 

이 표에 따르면 29개국  재 8개국이 원 을 운  에 있으며, 2025년까

지 15개국이 추가로 원 을 건설할 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 발 용

11) 2007년 10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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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2035년까지 약 56GWe로 빠르게 늘어 날 것이며, 이후에는 2050년 까지 

190GWe에 이를 것으로 측하고 있다.  

  그림 3-8은 설문 답변 국가들이 도입하는 원  용량에 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1,000MWe 의 원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300MWe  이하의 소형원 을 도입하려는 국가들

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한 그림 3-9은 용량에 따른 원  도입 정 기수

를 보여주고 있다. 2050년 까지 300 MWe  이하의 소형 원 의 수요는 약 

40여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0MWe 의 원  다음으로 건설 수요가 가장 많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C 국가 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원 의 크기는 1,000MWe 과 300MWe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CUC 설문 답변 국가들의 원  용량에 한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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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UC 설문 답변 국가들의 원  용량별 도입 기수에 한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그림 3-9의 용량에 한 수요조사 결과는 단일 원 의 용량과 국가 

그리드의 계를 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AEA에서는 CUC 국가들의 단일 원  용량 크기를 결정하기 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용하여 54개 CUC 국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원  용량 크기를 

산정하 다. 

• 력의 안정 인 공 을 하여 단일 용량의 원  용량이 체 그리드의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원  1기의 건설비는 국가 GDP의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때 

건설비는 kWe 당 3000$로 가정)

그림 3-10은 이와 같은 조건을 용할 경우 54개국 CUC 국가들의 그리드 

크기에 따른 최  원 의 용량 계를 보여주고 있다.  54개국 CUC 국가  

32개 국가(59%)가 소형원 (용량 700MWe  이하)을 도입하여야 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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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개국은 300MWe  이하의 소형원 만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림 3-10. CUC 국가의 인 라를 고려할 경우 도입 가능한 최  원  용량 

(바) CUC 주요 내용

  IAEA에서 개발한 CUC는 주요항목, 부항목  각 부 항목에 따른 요구조

건 들로 구성되어 있다. CUC의 주요 항목에는 경제성  건설 산 련 요건

(economics and financing), 원  도입 인 라 련 요건(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원  안 성 련 요건(safety), 환경성 련 요건

(environment), 방사성폐기물 리 련 요건(waste management), 핵확산방지 

련 요건(proliferation resistance), 물리  방호 련 요건(physical protection) 

 기술사양 련 요건(technical specifications) 등 7개 주요 항목 련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주요 항목은 다시 세분화된 46개의 부 항목으로 구분되

며, 부항목에는 몇 개씩의 요건들로 구성되어 체 CUC는 94개 요건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3-7은 CUC의 구성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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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jor issues /Sub-issues 
# of 
requirements 

1 ECONOMICS AND FINANCING 

1.1 Electricity Generation Cost 2 

1.2 Capital Cost 2 

1.3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EPC) 
Duration 

2 

1.4 O&M Cost 2 

1.5 Fuel Cycle Cost 2 

1.6 Project Financing 1 

1.7 Reducing the Investment Risk 2 

2 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2.1 Type of Contract 1 

2.2 Local Infrastructure 2 

2.3 Licensing and Regulatory Functions 4 

2.4 Electrical Grid Infrastructure 2 

2.5 Assurance of Fuel Supply 3 

2.6 Assurance of Critical Materials and Components 3 

2.7 Local Participation 2 

2.8 Technology Transfer 3 

2.9 Human Resource Development 2 

2.10 
Development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1 

3 NUCLEAR SAFETY 

3.1 Licensing and Regulatory Requirements 2 

3.2 Safety Analysis Approach 2 

3.3 Safety Systems 4 

3.4 External Events 2 

3.5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2 

3.6 Dose to the General Public 1 

3.7 Accident Frequencies 1 

표 3-7. IAEA CUC 구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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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jor issues /Sub-issues 
# of 
requirements 

4 
ENVIRONMENT, RESOURCES AND WASTE 

MANAGEMENT 

4.1 Environmental Impacts 2 

4.2 Long-term Availability of Fissile Materials 1 

4.3 Amount of Waste 1 

4.4 Waste Management 1 

4.5 Spent Fuel Management 2 

4.6 Decommissioning 2 

5 PROLIFERATION RESISTANCE 

5.1 Safeguards Regime 2 

6 PHYSICAL PROTECTION 

6.1 Technical features for physical protection 1 

7 TECHNICAL REQUIREMENTS 

7.1 Proven Technology 5 

7.2 Standardization 4 

7.3 Constructability 2 

7.4 Unit Size 1 

7.5 Plant Life 2 

7.6 Simplification 1 

7.7 Design Margins 2 

7.8 Ease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4 

7.9 Plant Performance 3 

7.10 Maneuverability 1 

7.11 Operation Cycle 1 

7.12 Flexibility in the Use of Fuel 1 

7.13 Man-Machine Interface 2 

7.14 Siting 3 

표 3-6. IAEA CU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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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UC 활용

IAEA에서 개발한 CUC는 2008년 1월 에 IAEA TECDOC 문서로 발간될 

정으로 있다. 본 보고서는 워크 을 통하여 수정보완되어 발간할 정이다. 

IAEA의 CUC는 원 을 도입하려는 원  수요국가 뿐만 아니라 원 을 수출

하려는 원  기술 공 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CUC는 원  수요국

들이 원  기술 공 국에 요구하는 공통 인 요건과 요구 사항들이 잘 기술되

어 있기 때문에  원  기술 공 국 측면에서 보다 쉽게 원  수요국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CUC는 원  도입국들이 원  기술 공 국들

에게 요구하는 경제 , 기술   원  도입에 따른 한 서비스까지를 기술

하고 있다. 

원  수출을 통하여 원  기술 공 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CUC 요건을 잘 이해함으로써 원  수출의 안이나 장애를 극복하는데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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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시사

IAEA는 매년 발간하는 안 조치연례보고서(SIR)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원자

력 활동이 평화  목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재 IAEA는 

안 조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즉, IAEA는 회원국이 IAEA에 신고한 시

설 목록만을 검증하는 시설 근방식(Facility Level Approach)의 안 조치에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은 원자력 활동까지 범 를 확 하여 국가 체를 평가하는 

국가별평가방식(State Level Approach)의 안 조치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그동

안 개개 시설에 한 안 조치 결과의 요약으로 결정된 국가 원자력 활동에 

한 평가에서 앞으로는 개개시설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 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으

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서 IAEA는 회원국의 모든 원자력 연구개

발이 평화  목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IAEA에 한  는 물 기여에 다소 수동

인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단된다. 우리나라는 강제성을 갖는 의무 분담 을 

100% 완납해온 반면에 자발  기여 성격을 갖는 기술 력자 (TCF)에는 76%

만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15만불 특별기여한 원자력보안기 (NSF)이나 매년 

5만불 규모의 과학기술 기여도 국가  의지에 따라 자발 으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기여하는 피동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사회 특히, 원자력 활동의 심 역할을 담당하는 IAEA

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2007년에 집행한   

물 기여는 IAEA의 수요와 국가의 주도  의지가 결합되어 특별기여를 수행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개선할 사항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 과제 차원에서 수행하는 동 사업을 정부의 일반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USSP와 일본의 JASPAS 등을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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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 까지 우리나라는 특별기여에 따른 수혜 상이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수행하는 교육훈련  개도국 지원 활동을 주로 수행되어왔다. 이제

는 이러한 일반 근(general approach)과 함께 국제 원자력 사회의 여론을 주

도하는 특정 계층을 상으로  근(focused approach)도 병행해야할 것이

다. 이를 구체화하기 하여 국제사회의 여론 주도 계층들에 한 인맥 지도 

작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특별기여는 지원사업인 만큼 직간 으로 투명성에 어느 정도 련이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를 들면 우라늄/

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겠다.

넷째,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나라의 문가를 CFE형태로 필요 부서의 

요소 요소에 미리 견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IAEA 업무와 주요 직 를 분석해서 국내의 한 기 이 아니라 여러 기 이 

략 으로 많은 문가를 IAEA에 CFE로 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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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미국 IAEA 특별기여 사업(USSP)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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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Support Program Priority Statements

June 4, 2007

 

USSP Mission

 

The United States Support Program (USSP) will assist the IAEA i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AEA 

Safeguards, consistent with U.S.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policy,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expertise.

 

Vision Statement

 

To ensure the maximum benefit to the IAEA’s Safeguards mission, the 

USSP will build a broad and responsive technological base from the U.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at targets central and technically demanding 

safeguards challenges, including: 

•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advance measurement, monitoring and 

systems standardization efforts; 

• working with IAEA and manufacturers to ensure the delivery of 

highly functional, cost effective and reliable safeguards equipment; 

• encouraging and supporting a life-cycle approach for modernizing and 

managing safeguards equipment and the use of road mapping to 

identify future needs; 

• providing enhanced and cost eff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analytical capabilities; 

• developing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s to address the IAEA’s 

unique safeguards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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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ing familiar with technologies not yet utilized by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and assessing them for use in international 

safeguards activities; and 

• meeting specialized non-routine and routine needs by sponsoring 

cost-free expert, consultant and intern assignments, and training and 

recruiting regular staff.

     

Priority Statements

• Quality Management

•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 Destructive Analysis

•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 Safeguards Concepts and Implement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Collection, and Analysis

 

 

1. Quality Management

 

Objective:  Support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with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that will provide sound 

safeguards conclusions regarding the non-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placed under 

safeguards and, as appropriate,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Basis: An effective QMS will strengthen Member States' confidence in the 

safeguards conclusions drawn by the IAEA, minimize the number of 

non-value-added activities and eliminate duplication of effort. The USSP will work 

with the IAEA to implement a QMS based on standardized processes and conti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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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both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Department’s 

verification and evaluation activities. The aim is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Departmental QMS that will be consistent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ISO 9001:2000 standard. The USSP will work with the IAEA Safeguards Department 

to achieve its quality goals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performance practices, 

capabilities, and results. We will also work with the IAEA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and reliability required from IAEA facilities, systems and equipment used to 

obtain safeguards conclusions; encourage long-range planning to modernize and 

manage safeguards technology; and identify innovative ways to meet the Agency's 

functional requirements.  

 

Strategie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atic “cross-func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IAEA Department of Safeguards that conforms to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ISO 9001:2000 standards.

Support training to promote quality awareness and the use of quality tools among 

the staff of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Support modernization of safeguards technology through life cycle management. 

Tactical Goals:

Train staff and managers about the benefits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n 

awareness of quality tools and their everyday use in the workplace, methodology and the 

concept of continual improvement.

Performance Measures: 

1) Conduct (3) five-day Awareness Workshops for IAEA Safeguards staff as 

needed. 

2) Conduct (3) two-day Leadership Seminars for Safeguards managers as needed. 

Consider and support all QMS-related task proposals submitted to the USSP. 

According to the 2006-2007 R&D Programme, the Agency plans to submit three 

task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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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easures:

1) Consider 05/PST-002, "Consultant: Quality Manual Documentation Preparation"

2) Consider 05/PST-003, "External Quality Audit of Departmental Quality 

Management System" 

3) Consider New Task, "Production of a computer-based introduction to the 

Department's QMS" Work with contractors and IAEA to improve product 

quality.

Performance Measures:

1) Refine our business processes to address Quality Assurance issu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2) Present Product Quality Improvement process to IAEA

3) Present USSP Guidelines for IAEA Task Officers and Project Managers to IAEA

4) Present a laboratory’s perspective on USSP communications 

  

2.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Objective: Ensure that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has an appropriate mixture of 

regular staff and extrabudgetary experts who are qualified to meet the IAEA’s 

technical needs. Provide Department of Safeguards personnel with appropriate 

training to improve the technical basis and specific skills needed to perform their 

job functions. Increase U.S. representation at the IAEA to meet U.S. objectives. 

 

Basis: The equipment and methods used in inspection activities are unique, 

complex, and evolving. New and experienced safeguards inspectors need timely 

and effective training to perform required tasks and to learn new skills prescribed 

by new safeguards policies or agreements. The role of the inspector has changed 

from that of strictly an accountant to include that of a detective.  New safeguards 

procedures are required and experienced inspectors must be trained in the new 

procedures.  The USSP also recognizes the need for training safeguards support 

staff, particularly those who maintain and service safeguards equipment (S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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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se who perform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GIM). The USSP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IAEA with training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ll 

staff members and will continue to offer its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basic, refresher, and advanced training courses. 

 

A challenge facing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with respect to inspector training 

involves the unprecedented attrition of safeguards inspectors. Large numbers of 

experienced inspectors have been retiring,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for a few 

more years. The situation is further strained by the United Nations’ rotation 

policy.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knowledge and the average experience level is 

decreasing. The Section for Safeguards Training must provide basic and advanced 

inspector courses at an accelerated rate. 

 

The rate of attrition also requires the IAEA to recruit and place individuals at an 

unprecedented rate.  It is not always possible for the IAEA to find the correct mix 

of education, skills,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positions.  To fill gaps left by 

departing staff and the inability to recruit regular staff, the IAEA needs CFEs (cost 

free experts), consultants, and JPOs (junior professional officers) to assist with the 

IAEA’s workload. The IAEA also should start succession planning much earlier, 

especially in technical areas where key skills are rare worldwide.

 

In January 2007, U.S. representation at the IAEA was 12.1%, as compared to 11.3% in 

March 2005. As of January 2007, U.S. citizens are filling 12.1% of the professional 

positions subject to geographic distribution within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Overall 

the U.S. would like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U.S. citizens working at the IAEA to 

16%.  The United States remains interested in supporting this important organization but 

must redouble its efforts to identify well-qualified U.S. citizens for IAEA assignments.  

When recruiting inspectors, it is important to recruit at the P-3 level, as well as more 

senior levels, since most current senior IAEA inspectors are recruited from within the 

organization.  Also, there are other key positions that require inspection experience as a 

prerequisit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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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U.S.-sponsored training for IAEA inspectors in introductory, intermediate, 

and advanced subject areas, while providing training in a manner that satisfies U.S. 

security concerns.

Provide training at increased frequencies to counteract the effects of the high rates of 

retirement and the rotation policy.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and training materials.

Develop and update basic, advanced, specialized and job-related training courses to 

keep pace with existing safeguards procedures and meet the needs of a changing 

safeguards environment as a result of implementing the Additional Protocol.

Assist the IAEA in developing and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implementation of 

strengthened and integrated safeguards measures.

Help maintain and preserve institutional knowledge.

Tactical Goals:

Identify well-qualified U.S. citizens for IAEA Safeguards regular staff positions and 

experts as needed, and develop tools, brochures, and policy position papers for 

recruiting. Identify and target new or non-traditional pools of expertise for 

recruitment.

 Performance Measures:

1) Work closely with well-qualified applicants for submission of a PHF and 

resume, to coincide with the IAEA Job Vacancy Description.

2) Design a brochure to inform candidates regarding the issu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pouses.

3) Revise and update the ISPO’s, “Working for the IAEA – A Guide for US 
Citizens”, including a section for JPOs.

4) Develop a recruiting program for JPOs.

5) Work with DOE and national laboratories to revise policies regarding 

re-employment rights and ideas to provide incentives for employees – 
including   maintaining security clearances – as well as the Laboratory, in 

accepting positions at the IAEA.

6) Fully implement the recruitment module for the ISPO Information System. 

Ensure continued U.S. participation in NDA courses for new IAEA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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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Measures:

1) Ensure the continued accessibility of the NDA courses in the US (LANL or INL) 

or provide expert instructors if moved to a non-US location. 

Provide introductory and advanced inspector training courses

 Performance Measure:

1) Consider and support with funding all Agency requests submitted related to 

Enhanced Observational Skills, Enhanced Communications Skills, Advanced 

Plutonium Verification Techniques, Radiation Review Software, Complementary 

Access Exercise (Additional Protocol) and Enrichment Technology. 

           

3. Destructive Analysis

 

Objective:  To strengthen the IAEA’s ability to use destructive analysis, particularly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as a safeguards tool.

 

Basis:  Destructive analysis is an essential safeguards tool.  Measurement of bulk 

samples from declared materials provides precise information for bias defect test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can help detect and identify undeclared nuclear 

activities.  Key destructive analysis techniques include titration, coulometry, 

gravimetric analysis, mass spectrometry, and densitometry.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techniques include particle analysis and high efficiency chemical separations 

and mass spectrometry.    It has helped the IAEA detect undeclared activities in 

DPRK and Iran.  Location-specific environmental sampling can identify activities at 

a particular facility, site, or other locations, and is permitted implicitly under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explicitly and at a wider range of 

locations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Further, the number of complementary 

access inspections are increasing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and the inspectors 

are sending back new types of samples that may require new analysis methods 

and tools.  The Safeguards Analytical Laboratory (SAL) at Seibersdorf, Austria, 

together with the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NWAL), is responsible for 

handling and analysis of both nuclear material samples 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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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AL's Clean Laboratory is responsible for certifying and providing IAEA 

inspectors with sample collection kits, for sample screening, and for distributing 

samples for analysis by NWAL, in which U.S. laboratories are the leading 

participants.  Keys to improving destructive analysis include refining measurement 

procedures and techniques, developing reference materials, maintaining 

measurement equipment, and enhancing operator training.  The keys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are improving sensitivity, 

maintaining quality control, and reducing unit cost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particle analysis, given the difficulty of the measurement and increasing number of 

samples for analysis. 

 

In 2005 the IAEA requested USSP assistance in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for 

the upgrade of SAL infrastructure and the IAEA also expressed interest in 

replacing it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SIMS) with an “Ultra-High 

Sensitivity SIMS (Cameca 1280).”  The USSP notes that a former study conducted 

by NBL and KBR on SAL’s equipment utilization concluded that SAL is able to 

meet the IAEA’s overall safeguards mission, but that some management policies 

(such as the rotation policy) are inconsistent with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laboratory.  Recently two experienced staff members left and the laboratory is 

without expertise to perform SIMS analysis.

 

Strategies:

Strengthen quality assurance measures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estructive and 

environmental samples through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reference materials and 

standards and participation in related programs.

Support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quality of 

analysis, reducing the analysis time and unit cost, particularly of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and for sample screening to identify samples requiring 

high-sensitivity analysis and to avoid contamination. 

Determine the requirements of SAL and the NWAL, identify their needs, and provide 

technical support as necessary.

Support training for SAL staff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to SAL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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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viate the affects of attrition due to age and term limits.

Tactical Goals:

Provide U.S.-sourced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from NBL for analysis from 

existing U.S. supplies and cooperative efforts to produce additional supplies.

Performance Measures:  

1) Facilitate provision of plutonium references materials requested under Task 

A.263. 

2) Under Task A.202, facilitate meeting between the IAEA and Russia for 

negotiation of the contract for separation of the plutonium reference 

materials. 

Consider IAEA’s requests resulting from recommendations of December 2006 SAL 

Infrastructure Upgrade Workshop.

Performance Measures:    

1)  Continue to hold periodic interagency meetings as necessary to discuss 

requests from the IAEA for assistance at SAL.  
2)  Meet with MSSP counterparts to seek recommendations for responding to IAEA 

requests.  
3) Assist the IAEA in preparing a comprehensive project plan to address 

engineering studies, optimization of the NWAL, legal issues, staffing, continuity 

of expertise, and optimization of space in the existing SAL.

4) Assist the IAEA in strengthening the NWAL by encouraging member states to 

join NWAL.  
5) Assist the IAEA with a feasibility study and cost analysis for the options of 

renovating, rebuilding, or relocating the nuclear material laboratory.

6) Assist the IAEA with reviewing the timeliness requirements for sensitive particle 

anlaysis. 

Provid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to assist SAL.

Performance Measures:  

1) Place a CFE at SAL who can manage the SALIMS project.  
2)  Provide funding for Phase 3 of the SALIMS project whe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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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vide a consultant to assist with SIMS maintenance as required. 

Study the feasibility of replacing/upgrading SAL’s SIMS instrumentation.

Performance Measures:  

1) Develop a recommendation for the U.S. interagency regarding financial support 

that should be provided to the IAEA for procurement of a new instrument.

2) Assist the IAEA in developing a reasonable life-extension plan to ensure SIMS 

capability until a new instrument is purchased. 

Provide training for new and existing SAL staff.

Performance Measures:  

1) Provide clean laboratory training for new SAL staff.  
 2) Provide access to U.S. sources of training that can help existing SAL staff 

increase their abilities. 

 

4.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Objective: Maintain or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st-effectiveness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s for IAEA safeguards; expand the number of systems that 

are unattended and remotely monitored; and develop verification methods that help 

streamline the on-site inspection processes. 

 

Basis: Many of the IAEA’s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s have evolved to 

become complex, integrated systems that may include active seals, NDA 

instruments, video cameras, and other sensors. Increasingly, these systems operate 

autonomously and send analytical data to IAEA headquarters. These systems 

present challenges to the goals of improved system performance, standardization, 

reliability, maintainability, documentation, and cost effectiveness.  The individual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ubsystems are continually evolving as well. One 

critical lesson from past experiences is the need for cooperation and common 

objectives among the IAEA, the developer and the facility operator to create a 

successful, cost-eff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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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strategies, which are most often satisfied through the use of 

tamper-indicating devices, such as seals, are vital to ensuring that the IAEA’s 

equipment and storage areas under safeguards have not been compromised by a 

break in continuity of knowledge. Most of the IAEA’s seals have been in use for 

many years.  Some are being updated or replaced with the aim of reducing 

vulnerability to attack and increasing the ability to verify the seal either in-situ or 

remotely. A new concept, yet to be implemented, is the idea of using the intrinsic 

properties of a container or building to make it tamper resistant, or by 

incorporating tamper indicating mechanisms into container or building design.

 

Video surveillance has long played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continuity of 

knowledge on safeguarded nuclear material in order to avoid the need for frequent 

re-measurements that would otherwise be needed to detect certain diversions.  

There are longstanding problems of system reliability involving the loss of power 

and illumination and ambiguous movement, as well as occasional performance 

problems that cause anomalie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The USSP also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standardiz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s operating in unattended 

and remotely monitored configurations. Associated challenges are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equipment and regular updating and verification of system 

documentation for inspectors and maintenance staff. 

 

Strategie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improv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s that increase 

the inspectors’ efficiency and ability to verify continuity of knowledge and continue to 

make strides in system performance, standardization, reliability, and cost-effectiveness.

Encourage novel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verification approaches that 

streamline the IAEA’s inspection process and reduce costs.

Tactical Goals:

Continu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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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easures:

1) Complete Phase 3. 

2) Fund Phase 4. 

Continue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software and hardware configuration 

control and standardization of the IAEA’s monitoring software for plug and play 

compatibility across monitoring system platforms.

Performance Measures:

1) Work towards the completion of the following integrated review software (IRS) 

subtasks:

a) A.241 – LANL Integrated Review Software
b) A.241.01 – Adoption of Operator Provided Declaratioins (OPD) Data into 

Generic Software

c) A.241.02 – Prototype Analysis COM in Radiation Review

d) A.241.03 – Implementation of virtual Extension Interface (VXI) Integrated Fuel 

Monitor (VIFM) Analysis into Radiation Review (RAD)

e) A.241.04 - IRS Upper Layer Redesign and Standardization

2) Complete subtask A.247.19, “UNARM Tool COM Support for NDAR”

3) Complete subtask E.122.14, “INCC and ISO COM Conversion”. 

4) Complete subtask E.122.19, “Keith Tolk Equipment Security Support to the 

IAEA”.

5) Fund and complete subtask E.122.20, “Baseline 2 Revision 1” release.

6) Complete Sign and Forward System VA under Task E.149.

7) Complet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 New Shift Register under 

Task E.152.

8) Fund Baseline 3 release. 

Support IAEA requests for in-situ metal seal verification.

Performance Measure:  

1) Complete subtask E.144.01, “Metal Seal Wire Integrity Instrument”. 

Continue support for C/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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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easure:

1) Complete final phase 4 of task E.140, “Enhancement of Cobra Fiber Optic 

Seal System”.

2) Complete task E.145, “VOID -3 VA”. 

3) Complete task E.150, “Development of a Conduit Monitoring System”. 

4) Complete task E.151, “Tamper Indicating Foil VA”.

5) Complete the Tamper Indicating Foil VA under Task E.151.

6) Determine acceptable funding strategy for letter request E.146.xx, “Change 

Detection Software (CDS) Containment Verification Study”.

7) Fund SP-1 05/TNS-09 “Ultrasonic Sealing Bolt (USSB) VA”.

8) Address IAEA MiniGRAND issues so this instrument can be confidently deployed 

in the field by the IAEA. 

 

5. Safeguards Concepts and Implementation

 

Objective:  Suppor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nd efficient 

safeguards approaches and verification measures that address the IAEA’s challenges 

of integrated safeguards and unique facilities. 

 

Basis:  With the complet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safeguards 

-- defined as the optimal combination of traditional safeguard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 work has shifted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ate-specific integrated safeguards approaches.  The Agency has also returned to 

the question of improving its capability to detect undeclared nuclear facilities, 

materials and activities under INFCIRC/153-type safeguards agreements.  The 

Agency is constantly pressured to take a more flexible approach to safeguards 

implementation, which would allow it to focus more of its effort on problem 

countries. The IAEA is periodically faced with implementing safeguards at facilities 

that are unique in size, purpose, construction or undergoing decommissioning. With 

small gains in real budget growth, it is a challenge to add any new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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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a complex one like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RRP) in Japan, to 

the safeguards portfolio. Finally, the Agency exerts pressure on itself to identify 

and apply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to existing and future safeguards needs. 

 

A wa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 new safeguards approach is to estimate 

the change in inspector presence at a given facility. For example, the IAEA 

estimated that the use of installed equipment will reduce the inspection effort at 

the RRP from an unmanageable 2,900 Person Days of Inspection (PDI)/year to a 

more feasible 900 PDI/year.  In another example, the U.S. assisted the IAEA with 

the implementation of unattended monitoring systems at the Chernobyl 

conditioning facility and the fuel transport rail cars, which will obviate the need 

for around-the-clock inspector presence. Systems developed for RPP and Chernobyl 

are being standardized by the IAEA for use in other safeguards applications.

 

The IAEA will continue to rely on the use of technology from MSSPs to make the most 

efficient use of limited inspection resources. In 2003, the IAEA established Project 

SGTS-08 specifically for improving techniques and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by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for detecting the pre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s or 

activities. The consideration of new or novel technologies by the USSP will be based on 

proven cost and performance analyses. The USSP is willing to undertake such projects 

within the limits of available resources, where the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the 

safeguards system is maintained, and the costs and risks are manageable.

 

Strategies: 

Support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consistent with U.S. policy objectives.

Develop and evaluate new approaches to safeguards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use of randomized inspections and the integration of new technical measures.

Develop strategies, concepts, approaches, techniques an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alysis and verification activities for special inspections and complementary access 

to strengthen the IAEA's ability to detect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Develop inspection tools for use during routine inspections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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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 the 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s in cases where continuity of knowledge is 

not maintained.

Provide project management support, technical expertise, and equipment procurement 

funding to assist the IAEA in developing, implementing and testing safeguards systems for 

the complex and interdependent elements of applying safeguards at unique facilities.

Tactical Goals:

• Provide consultants to assist with developing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Performance Measures: 

  1) Continue to provide senior safeguards experts as consultants to the IAEA as 
needed. 

Support IAEA activities to identify new technologies and approaches, and assess 

the feasibility of their potential use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afeguards systems and verification operations. 

Performance Measures: 

         1)  Consider funding of projects for evaluation of novel technologies.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afeguards system for the JNFL MOX Fuel 

Fabrication Plant for light water reactors (J-MOX).

Performance measures:

         1) Consider all IAEA requests for support in this area. 

               

6.  Information Technology, Collection, and Analysis

 Objective: Support the IAEA in achieving an integrated and efficient safeguards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reliable and maintainable information systems 

and effective tools and resources to collect and analyze safeguards-relevant 

information.

 

Basis: The IAEA’s curr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lies on the obsolete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 (ISIS) mainframe database and on additional ad hoc 

elements. The IAEA is in the midst of a 3.5 year, $35 million project to re-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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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to create an integrated safeguards information infrastructure. A USSP-funded 

cost-benefit analysis indicates efficiency savings of $3.8-$5.1 million per year, and a 

risk of serious system failure if the project is not undertaken. The USSP has 

pledged $10.8 million to the ISIS Re-engineering Project (IRP) and IRP-related 

projects, which amounts to 50% of the extra budgetary portion of the project 

budget.

 

While the IRP is a major focus of the Division of Safeguards Information 

Management’s (SGIM) efforts in the next two years, the IAEA will need to 

maintain current information systems and maintain and strengthen its a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o support safeguards operations. This includes a 

continuing expansion of information analysis activities in support of strengthened 

safeguards, in particular the compilation and use of State Evaluation Reports 

(SERs). SERs are critical both for plann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for 

drawing safeguards conclusions. The IAEA’s capabilitie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need to expand and mature. As the amount of open-source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involved in producing SERs has increased, 

especial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 States with model Additional 

Protocols in force, the IAEA needs to streamline and automate its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to ensure the same quality contribution to SERs. In 

addition, the IAEA needs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nd practice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sensitive safeguards information.  To design an 

enhanced information analysis architecture, the IAEA has created a project called 

nVision.

 

The IAEA relies on Member State Support Programs (MSSP) for support in the 

expert analysis of open-source in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sensitive safeguards informatio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nd practices are key elements of the IAEA’s 

information infrastructu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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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Provide expertise, staff, financial, and other support, as appropriate, to continue assisting 

the IRP.

Provide funding and expertise to help plan and implement the IAEA’s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program.

Provide expertise, including expertise in the nuclear fuel cycle and other relevant 

substantive areas, staff support, and tools for the collection of open source 

information and for the analysis and integration of all safeguards-relevant 

information.

Support assessments of and improvements in information and security systems and 

practices.

 

Tactical goals:

Provide human resources assistance to the IRP.

Performance measures:

1) Recruit qualified candidates for positions advertised by the IAEA.

2) Provide a cost-free expert to assist with the management of the IRP. 

Continue to support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Unit (SGIM-ICA) by 

providing Junior Professional Officers (JPOs) and consultants.

 Performance measures:

 1) Provide consultants and JPOs.
 2) Identify and/or develop training for Agency staff designated to act as analysts. 

Support the design and definition of the enhanced information analysis architecture 

(n-Vision project).

 

 Performance measures:

1) Provide a cost-free expert to assist with the n-Vision development.

2) Recruit a JPO to assist with automated transl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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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INPRO 고속로  재순환 핵주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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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of Korean INS 

Since the Korean INS closed nuclear fuel cycle (CNFC) concept is an integrated 

system consisting of a metal fueled SFR KALIMER and a PWR (including 

CANDU)-KALIMER coupled nuclear fuel cycle, it beginsfrom the supply of feed 

uranium from foreign countries for the PWR fuel production to the fin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from processing. 

The system elements of the INS CNFC are shown in Fig. 1.

Figure 1. System flow of INS closed nuclear fuel cycle

In assess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Korean INS CNFC using INPRO 

methodology, the system elements composing of the PWR fuel cycle are not 

considered here. At present, activities from mining to enrichment are not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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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path

Diversion Target Evaluated

F1
•Misuse of reactor for 
production of undeclared 
NM

Pu production
IN2.1, IN3.1, 
IN3.2, IN3.3, 
IN3.5

F2

•Diversion of Pu

•Misuse of the reprocessing 
facility for extracting NM 
from further processing at 
clandestine facilities

Pu production
IN2.2, IN2.3, 
IN3.3, IN3.5

F3 •Concealed reprocessing Pu production IN2.2

in Korea, because all the enriched uranium oxide powder is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INS is at early stage of concept study for developing an 

advanced SFR. Most of designoptions applied to the KALIMER-600 system are to 

be kept for consistent design efforts. Therefore, most of indicators are evaluated at 

the early stage of SFR concept development. Regarding the fuel cycle, the national 

policy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ncluding spent fuel reuse has not been 

fixed yet. It will be determined considering public consensu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chieved hitherto. Pyroprocess is presently supposed its first solvable 

option. Main efforts will be given to demonstrate SFR closed fuel cycle based on 

pyroprocessing.

The overall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INS CNFC is evaluated very limited 

mainly to the INS design concept and the generic features of pyroprocessing under 

development. Potential acquisition paths that are evaluated are given in Fig. 1. 

Potential diversion and target in each acquisition path are given in Table 1. 

Table 1. Potential acquisition paths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the Korean INS CNFC are summarized in Table. 

2. More detailed acquisition path analysis will be performed with the desig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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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rinciple (BP1): Proliferation resistanc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hroughout the full life 
cycle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INS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 Both in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ser 
Requirement
s (UR)

CR1.1 : legal framework
Final 
Assessment 
of Indicator

Final 
Assessment RemarksIndicators 

(IN)

Evaluation 
Parameters 
(EP)

Acceptability Acceptance 
Limits (AL)

UR1: 
States’comm
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
ation and 
its 
implementati
on should 
be adequate 
to fulfill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non 
proliferation 
regime. 

IN1.1:  
States’ 
commitme
nts, 
obligations 
and 
policies 
established
?

EP1.1.1: 
Party to 
NPT

Yes
AL1.1.1:

Y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Yes

YES
- Korea joined NPT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in 
1975 and supported the 
extension of NPT for an 
indefinite duration without 
any condition in 1995.
- CSA (INFCIRC/153 type) 
and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concluded 
with IAEA are in force since 
1975. 
- Korea joined the Zangger 
Committee in 1995, NSG in 
1995 and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y in 1996, 
respectively. 

EP1.1.2: 
Party to 
regional 
non-prolifera
tion regimes

Yes

EP1.1.3: 
CSA in 
force

Yes

EP1.1.4: 
Additional 
protocol in 
force 

Yes

EP1.1.5: Yes

Table 2.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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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CIRC/66
-type SG 
agreement 
in force

- A nuclear law on national 
safeguard activities was 
enacted and a regulatory 
body, 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at present) was 
founded in 1997.

-e.g., 

.The Atomic Energy Act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Compensation Act/ 
Indemnity Agreement Act

-There is no RSAC in Korea.

EP1.1.6: 
Export 
control 
policies of 
NM and 
technology

Yes

EP1.1.7: 
SSAC or 
RSAC in 
force

Yes

EP1.1.8: 
Regulatory 
body 
establish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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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and Feedbacks for Improvement of Methodology and User’s Manual

It is suggested that the selection of the reliable and commonly acceptable 

values of the evaluation scales for intrinsic features should be developed. To 
achieve this goal, an international standard (or consensus) should be 
established at an effective and acceptable level in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Regarding indicators (IN2.1 - 2.4), numerical evaluation scales should be 

defined more qualitative ones.

Regarding acceptance limits (AL3.4 – 3.6),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ceptance limit should be modified to "suffici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practice".

Regarding indicators (IN 4.1 and IN4.2), the evaluation of the multiple 

barriers and its robustnes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diversion scenarios for the proliferation,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in the 
case of INS.

Concerning indicators (IN3.1 – IN 3.5, IN4.2),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ppropriately especially at very early stages of INS 
development including project planning because of the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indicator IN5.2, it is recommended that "Analysis is not yet done, 

but to be done" should be given as "Strong at early stages of I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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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한국의 원  도입 경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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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PREIENCE O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UCLEAR POWER PLANTS

1. Energy Situation in Korea

The primary objective of Korea’s energy policy has been to secure an 

economical and stable supply of energy by diversifying energy sources. At 

present, environment‐friendly energy policies gained ground due largely 

to a progress in climate change Convention negotiations. The impact of 

the two oil crises in the 1970’s on the Korean economy was severe. In 

response, the government tried to limit the annual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to about 7~8%. By the 1990s, however, consumption was 

growing at more than 10% annually. 

The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from 12.0 million TOE 

in 1965 to 233.4 million TOE in 2006. Due to the scarcity of indigenous 

energy resources, Korea is heavily dependent upon imported energy. The 

energy overseas dependence continuously rises from 47.5% in 1970 to 

96.5% in 2006.

As in many other countries that are not endowed with fossil fuel 

reserves, nuclear power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liable energy 

source capable of meeting the soaring energy demand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i.e. an economic growth rate of some 10% per 

year). Korea has consequently chosen nuclear power as one of its major 

energy sources. 



77

Coal Petroleum LNG Nuclear Others Total
1970 5,829 9,293 ‐ ‐ 4,566 19,678
1980 13,199 26,830 ‐ 869 3,013 43,911
1990 24,385 50,175 3,023 13,222 2,387 93,192
2000 42,911 100,279 18,924 27,241 3,532 192,887
2002 49,096 102,414 23,099 29,776 3,952 208,636
2004 53,128 100,638 28,351 32,679 5,442 220,238
2006 56,687 101,831 32,004 37,187 5,663 233,372

Table 1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Korea (unit: 1000 toe)

2. Brief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2.1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in the 1970’s

As early as the late 1950s, Korea took keen interest 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especially in view of its poor endowment of 

conventional energy resources. Under a ROK‐U.S. agreement on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ground was broken for a project to install 

a research nuclear reactor (a TRIGA Mark II model made by General 

Atomics) in 1959, which was completed in 1962. It enabled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to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hile also producing isotopes for medical and other 

applications.

Korea launched into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roduction during the early 1970’s with the aim to help satisfy the ever‐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arising from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With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the first stage of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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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contracted foreign firms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on a 

turn‐key basis.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1&2 and Wolsong unit 1 

were built in that way during the 1970’s.

Under this arrangement, a foreign company served as the prime 

contractor to design and supervise the project and supply most of the 

necessary equipment. Domestic firms took part on a limited basis in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 and the test operation of the completed power 

plants, as well as in the civil engineering and installation work, to learn 

the basics of how to do the job. This was regarded as the first phase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Korea.

2.2 Expansion and self‐reli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1980’s and1990’s

In the next step of absorption, covering the 1980’s,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egan to act as the manager of nuclear power 

projects based upon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gained during the 

previous arrangement. KEPCO contracted both foreign and domestic firms 

on a “component basis” to build Kori units 3&4, Younggwang units 1&2, 

and Uljin units 1&2 during the 80’s. Under this arrangement, foreign 

firms were engaged as the prime contractors to furnish the designs and 

the core equipment and machinery. Korean companies served as 

subcontractors to manufacture many of the components, thus increasing 

their local content. The civil engineering was undertaken by domestic 

firms primarily on their own responsibility, drawing on their experience 

during the first phase.

In the late 1980’s, Korea advanced to the second stage of adaptation in 

nuclear power technology. Korean firms served as the prime contractors 

in building Younggwang units 3&4, Uljin units 3&4, Younggwa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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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Plant Name Type
Capacity
(MWe) Reactor Supplier

Turbine 
Supplier

C O D 
yearGross

In

operation

Kori 1
Kori 2

PWR
PWR

587
650

WH
WH

GEC
GEC

1978
1983

5&6 and Uljin units 5&6. Foreign firms participated in these projects as 

subcontractors to the Korean prime contractors to provide assistance only 

in the most sophisticated aspects of the necessary technology. Korea thus 

progressively achieved near‐total self‐reliance in nuclear power 

technology, becoming able to design, manufacture and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almost on its own.

The contract base for Korean nuclear power projects can be 

summarized as in Table 2.

Table 2   Contract base of nuclear power projects in Korea

Innovation Stage Contract Base Nuclear Power Plants

Absorption Turn‐Key Kori 1&2, Wolsung 1
Component Approach Kori 3&4, Younggwang 1&2, Uljin 1&2

Adaptation
Joint Design Younggwang 3&4

In‐house R&D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Uljin 3&4, Younggwang 5&6, Uljin 5&6)

Innovation In‐house R&D APR 1400

2.3 Current situation

As of October 2007, a total of twenty nuclear power plants (16 PWRs 

and 4 CANDU) are in commercial operation and six units (6 PWRs) are 

under construction: four (Shin‐Kori #1&2, 3&4) at Kori and two (Shin‐
Wolsong #1&2) at Wolsong sites. In addition, two units are scheduled to 

be constructed by 2020 as shown in Table 3.

Table 3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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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3
Kori 4

Wolsung 1
Wolsung 2
Wolsung 3
Wolsung 4

Younggwang 1
Younggwang 2
Younggwang 3
Younggwang 4
Younggwang 5
Younggwang 6

Uljin 1
Uljin 2
Uljin 3
Uljin 4
Uljin 5
Uljin 6

PWR
PWR

PHWR
PHWR
PHWR
PH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950
950
679
700
700
700
950
950

1,000
1,000
1,000
1,000

950
950

1,000
1,000
1,000
1,000

WH
WH

AECL
AECL/Hanjung/KAERI
AECL/Hanjung/KAERI
AECL/Hanjung/KAERI

WH
WH

Hanjung/KAERI/CE
Hanjung/KAERI/CE
Doojung/KOPEC/CE
Doojung/KOPEC/CE

Framatome
Framatome

Hanjung/KAERI/CE
Hanjung/KAERI/CE
Doojung/KOPEC/CE
Doojung/KOPEC/CE

GEC
GEC
HP

Hanjung/GE
Hanjung/GE
Hanjung/GE

WH
WH

Hanjung/GE
Hanjung/GE
Doojung/GE
Doojung/GE

Alsthom
Alsthom

Hanjung/GE
Hanjung/GE
Doojung/GE
Doojung/GE

1985
1986
1983
1997
1998
1999
1986
1987
1995
1996
2002
2002
1988
1989
1998
1999
2004

2005

Under
construction

Shin‐Kori 1
Shin‐Kori 2

Shin‐Wolsung1 
Shin‐Wolsung2

Shin‐Kori 3
Shin‐Kori 4

PWR
PWR
PWR
PWR

APR1400
APR1400

1,000
1,000
1,000
1,000
1,400
1,400

Doojung /KOPEC/CE
Doojung /KOPEC/CE
Doojung /KOPEC/CE
Doojung /KOPEC/CE
Doojung /KOPEC/CE
Doojung /KOPEC/CE

Doojung/GE
Doojung/GE

Doojung /GE
Doojung /GE
Doojung /GE
Doojung /GE

2010
2011
2011
2012
2013

2014

In  Plan
Shin‐Uljin 1
Shin‐Uljin 2

APR1400
APR1400

1,400
1,400

2015
2016

WH: Westinghouse Electric, GEC: General Electric,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HP: Howden Parsons, Hanjung: Korea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Now 
Doojung)

In 2006, installed nuclear power capacity was 17.7 GWe accounting for 

27.0% of the total installed capacity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148.7 TWh accounting for 39.4%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The share 

of nuclear power capacity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be increased 

to 30.3% and 46.7%, respectively by 2015.

Korea has developed an advanced power reactor with capacity of 

1,400MWe, called APR1400, to enhance safety, availability and lifetime and 

to improve 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 plants. The first unit of 

APR1400 (Shin‐Kori #3) is expected to be in service b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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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Reasons for Introducing Nuclear Power

Korea is an energy resource‐poor country. There are no significant oil 

or gas resources and only limited anthracite coal deposits. Consequently, 

energy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prime concerns of the Korean 

government. Stable energy supply has been a principal consideration in 

formulating national energy policies to support the drastic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1970’s. At that time, annual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was at the range of 20‐25%.

The domestic uranium deposits identified so far are so low grade and 

uneconomical that their use has never been considered. Because nuclear 

power could be considered as a semi‐independent energy source as only 

the uranium had to be imported were the other components of nuclear 

energy were domestically available and self‐reliantly in desig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Korea government chose nuclear power 

as one of the main sources of it electricity supply.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wo oil‐crises in the 1970’s and the following economic 

crisis in 1979,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nuclear power for a 

long‐term steady development of its economy. 

4. Main Considerations on Introducing Nuclear Power

4.1 Reactor type

As for the selection of the first nuclear power reactor, initially there 

was a keen competition among UK GCR, US BWR (General Electric) and 

US PWR (Westinghouse). At first, UK GCR was favored as many Korean 

experts were trained there, but later through thoughtfu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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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ventions, Korean government chose the 

US PWR as the final winner of the competition. 

It was through thoughtful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technical,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nation and its national economy 

and nuclear technology. Some of the main reasons were the easiness of 

obtaining foreign funds, localization and self‐reliance of nuclear fuel 

technology and the localization of power plant design, component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Later, however, a decision was made to modify the 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y leaning toward the US PWR by adding PHWR, namely 

CANDU, to the nuclear fleet as a complementary type. With the 

introduction of CANDU, a 2+1 nuclear reactor strategy was envisioned in 

Korea, which means keeping the ratio of PWR to CANDU at 2 to 1. 

On the other hand, this strategy can be nothing but a “spread and 

thin” drawback of a nation’s technological potential if a small country, 

like Korea, launches into the pursuance of two reactor types from the 

beginning. After much pondering and on in‐depth study, Korea nuclear 

community decided to pursue one reactor‐type strategy, that is, PWR 

alone having terminated the further deployment of CANDU reactors.

The abandonment of the two‐reactor type strategy was also based on 

a consideration of the limitations of allocating public funding to localizing 

two different reactor technology while the government had to strategically 

allocate the available fund to the R&D of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and industrial areas such as IT, automobile, 

ship building and steel industries. 

4.2 Reactor size 

At first, in the early 1960’s, the initial size of the first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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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suggested by the Nuclear Power Planning Committee was 150 MWe 

considering the total capacity of electricity generation at that time (around 

1000 MWe). However, this size did not fit the economics in the 

commercial sense. In this regard, there prevailed an argument that the 

reactor size could be bigger since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would be increased more than five times after 6‐7 years of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high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20‐25%). Finally, 

there was a decision that the size of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would 

be 580 MWe. 

After the first unit, PWRs of 600Mwe and CANDUs of 700MWe were 

built. With the total grid size becoming larger, the choice of a larger 

capacity such as 900MWe like the 3‐loop Westinghouse PWRs or those 

competitive with type of this plant were considered. This partly led Korea 

to choose the CE PWR of 1000MWe with other considerations such as an 

easy technology transfer.

For better economic performance, the size of the advanced power 

reactor (APR1400) was increased to 1400 MWe.

4.3 Site selection  

For the site of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around 30 places were 

surveyed with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nd electricity demand, availability of water 

for cooling and general use, geological conditions, possibility of 

earthquakes, climate, transportation, power transmission, availability of 

land areas, etc. Finally, Kori, located in the south‐east sea‐shore area 

near Busan –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was determined as the 

site for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As the first unit, all the 

followed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were located in sea‐shor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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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calization efforts 

5.1 Localization of CANDU fuel fabrication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ith its qualified 

manpower and research facilities including research reactors, started 

CANDU fuel localization project since 1980.

A pilot scale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has been built and 

operable since 1978 at KAERI. Using this facility KAERI has performed 

fundamental researches on CANDU fuel manufacturing technology. In 

1981, government and KEPCO agreed to develop CANDU fuel fabrication 

technology as a national project. After two years, KAERI developed 

uranium conversion technology and prototype fuel bundles. Out‐of‐pile 

tests to verify the mechanical and material integrity of the fuel were 

performed at KAERI facility, which was constructed by domestic industry 

and designed and instructed by KAERI. Subsequent in‐pile tests for 

several prototype fuel bundles were carried out successfully at the NRU 

reactor in Canada with the cooperation of AECL.

Finally, KAERI decided to extend its effort to commercialize CANDU 

fuel fabrication technology. Thereafter 408 bundles of fuel were loaded 

successfully into the Wolsong unit 1 with governmental approval from 

1984 to 1986. Since July 1987, full core of the Wolsong plant began to be 

commercially loaded with KAERI made fuel. Through years of efforts to 

develop CANDU fuel fabrication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the 

commercial scale plant, our self‐reliance program in nuclear power 

technology could be established with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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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During the absorption stage (3 turn‐key and 6 component approach 

projects), significant level of technologies for construction, A/E, and 

hardware manufacturing could be archived.  But it was recognized that 

software technologies such as NSSS design and engineering were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indigenous R&D effort.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thus gained, Korea developed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The project to develop 

the KSNP was begun in 1984 under the Government’s plan for 

“technological self‐reli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by promoting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al was to develop an 

optimized design for use in constructing a series of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ountry that would feature improved economics and 

safety standards. 

Younggwang units 3&4 project was the first nuclear power project 

implemented on a component basis by local prime contractors. It was a 

turning point in Korean nuclear history because domestic involvement 

was markedly increased by technology transfer.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contract base; that is, Korean companies began to take major 

responsibilities as shown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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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ractual hierarchy of Younggwang 3&4 projects

KEPCO, the owner, designated KOPEC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as the prime contractor/Engineering, HANJUNG for the supply 

of the nuclear steam and turbine/generator, KNFC (Korea Nuclear Fuel 

Company) for nuclear fuel manufacturing, and HECC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 for the construction. Procuring 

the balance of the plant (BOP) was the responsibility of KEPCO as the 

owner. KAERI was designated as a subcontractor to HANJUNG and 

KNFC for the design of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and initial 

core, respectively. These entities subcontracted with foreign companies 

such as Sargent & Lundy (S&L), General Electric (GE) and AESA Brown 

Boveri‐Combustion Engineering (ABB‐CE) for engineering and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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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ght‐water reactor system for the KSNP has been developed by 

modifying and improving on the Asea Brown Bovery‐Combustion 

Engineering’s (ABB‐CE) System 80 design installed at Younggwang units 

3 & 4, whose technical excellence and safety had been well‐proven at 

the Palo‐Verde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States. Younggwang 

unit 3 went into commercial operation in March 1995.

The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work on the System 80 was aimed, 

first of all, at reducing its generating capacity of 1,300 MW to 1,000 MW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s total grid size. No less important, the 

KSNP design was based on the codes and standards of 1989, intended 

especially to more effectively prevent severe accidents, while System 80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U.S. codes and standards of the mid‐ 

1970s. Accordingly, the KSNP has many up‐to‐date design features not 

found in System 80. Furthermore, it has incorporated ergonomic features 

specifically designed to suit Korean operators who are relatively smaller 

than their Western counterparts. The non‐nuclear parts of the KSNP 

have been designed entirely by Korean engineers to constitute a balanced 

and well‐functioning whole with the other parts.

Other improvements include the simplification of operational 

procedures, enhancement of plant economics and increased plant 

availability, especially by minimizing the downtime needed for 

maintenance. The Korean engineers fully utilized computer‐aided 

engineering in developing the KSNP, and they also independently 

developed the necessary computer codes needed to develop and verify 

the final design. Younggwang units 3 & 4, the reference plants for the 

KSNP, were constructed with about 100 modifications to the 

Westinghous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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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Younggwang 3 & 4 

project, domestic nuclear industries became prime contractors with the 

support licensed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foreign subcontractors for 

Younggwang 3 & 4.  Korea aimed at achieving an overall self‐reliance 

level of 95 % by the end of 1995.

The successful and continuous self‐reliance effort for nuclear 

technology was completed earlier than expected and created the country's 

own KSNP. The first KSNP Uljin 3 was scheduled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 in 1998.

The KSNP design has been applied to the building of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Uljin units 5 & 6 and Younggwang units 5 

& 6. Efforts have been continued to further improve on it through close 

examination of the Uljin units 3 & 4 after they went into actual operation 

and through continu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s 

rate of self‐reliance in nuclear technology was estimated at 95 percent 

overall. The KSNP has already begun to attract interest from other Asian 

countries that are also seeking to develop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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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ertical path of technological learning in Korea

5.3 PW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In 1985, upon the success of CANDU fuel design and fabrication at 

KAERI,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localize PWR fuel technologies 

by using KAERI’s experience and capabilities. Thereby KAERI has been 

assigned for PWR fuel design and engineering while KNFC for fuel 

manufacturing.

To expedite self‐reliance in PW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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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ducement contracts were made in August 1985. One for fuel 

desig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raftwerk Union (KWU)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KAERI: and the other for fuel fabricatio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WU and KNFC.

For the design of fuel itself, joint effort with KWU was made in two 

steps. The first step is called preliminary joint design of which activities 

are defined as generation of manufacturing related documents and 

licensing reports. The second step is the final design, which is the design 

of the reload core using the fuel that was determined during preliminary 

design stage. From May 1986 until March 1988, preliminary design 

activities for reload fuel assemblies, to be fabricated during 1989, were 

successfully completed by joint effort of KWU and KAERI engineers. The 

final design has started in November 1987 in a stepwise manner for Kori 

unit 2. 

At present, KNFC supplies all the necessary CANDU and PWR fuels 

in Korea. Just recently KNFC decided to localize Zircaloy tub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one‐third of the nuclear fuel fabrication cost.

5.4 Development of APR1400

Based o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ccumulated in the course of 

KSNP project, the Advanced PWR Reactor 1400 MW‐class (APR1400) has 

been developed as the Korean Next‐Generation Reactor when work 

started on the project in 1992. APR1400 is designed to meet the future 

need of electric power at cheaper, more efficient and reliable manner. 

Korean  engineers have upgraded safety and economic aspects compared 

to the previous reactors by implementing advanced design features such 

as the protraction of plant design life span from 40 to 60 years, 

upgrading of safe shutdown seismic earthquake value from 0.2 to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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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ike. Cost is expected to be US$ 1400 per kilowatt, falling to US$ 

1200/kW in subsequent units. Two units of APR1400 are scheduled for 

construction at Shin‐Kori site next to Shin‐Kori units 1&2, with the 

target completion years in 2013 and 2014, respectively.

5. Key Lessons Learned 

5.1 Lessons from the deployment of nuclear power plants

5.1.1  Long‐term planning and its implementation

In Korea, the long‐term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gram was 

drawn up in the early 1960s, when electric power was in short supply, 

and the total nation’s electric grid was too small to accommodate even 

the smallest unit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 ruling elite as well as among the public that the dire power 

shortage problem had to be tackled by whatever measure was necessary 

and nuclear power was considered a break‐though solution.

Over the years the original development plan was modified a number 

of times to be consonant with the progress of reactor commercialization 

in advanced countries. In time, Korea’s role underwent a flip from 

technology recipient to supplier of nuclear technology. The remarkable 

transformation took three decades of toil, sweat, brainpower, and 

mobilization of many dedicated people in the industry.

5.1.2 Continued training of good‐quality manpower

Relevant and creative staffs are necessary to introduce nuclear power in 

a developing country. The most active nuclear training centre is the one 

that was established at KAERI, and it has been the delivery clinic, 

incubator, nursery and kindergarten for Korean nuclear personnel as well 

as for those from abroad. In the year 2005, KAERI’s Nuclea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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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offered 36 domestic courses to 1580 persons and 9 international 

courses to 116 foreign individuals, and it managed one international 

seminar attended by 122 participants.

Nuclear Training Centre of KHNP is better‐furnished and well 

equipped, and it is sometimes open to international courses. In addition, 

each power station has its own training centre furnished with respective 

simulators and experienced faculty members.

5.1.3 Technical backup by R&D

The nuclear sector being a knowledge‐based industry, the technical 

problems encountered usually call for technical expertise for resolution. 

When problem arise, the quickest solution is to resort to foreign 

consultants and engineering companies. This approach, however, can be 

costly, time consuming and, above all, it will not engender a local 

accumulation and accretion of technical expertise that should result from 

working on various problems and issues.

Given all this, it is best to adopt a “do‐it‐yourself” approach 

wherein a technical group is empowered to tackle various problems that 

will inevitably arise. This technical group, however, can only succeed if 

there is an effective R&D backup that can be called in to help address 

the most intractable of problems. Again, dedicated and high‐quality 

research manpower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local go‐it‐

alone approach.

All the nuclear‐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operate in‐house 

training centre and research centre for the technical upkeep and 

innovation of their employees and new recruits. Some organizations offer 

evening classes on specific topics to their members either by inviting 

outside experts or professors and/or in‐house professional seni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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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reactor operators, one of six shifts is always sent to training 

centre, while another shift is deployed to technical evaluation maintenance 

group at the site. 

5.1.4 Fund‐raising from favourable sources and capital cost

In as much as a nuclear power plant is an engineering project, it is 

still more an economic project. It must make economic sense to be viable 

and the bottom‐line is what matters ultimately.

Access to favourable financing terms and obtaining favourable interest 

rates on funding will determine to a large degree the long‐term success 

of 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This is especially true since a nuclear 

power plant is a capital‐intensive investment and, however, power plant 

construction takes place over several years which means that the discount 

rate used to evaluate a project can have a huge bear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viable or not over its designed lifespan.

Because of heavy burden of discount rate and capital cost, nuclear 

power plant must be operated as much and as long as possible, that is 

put for base load operation.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fuel cost 

consists of 70% of the total power generation cost for gas‐fired plant, 

whereas capital cost make up 70% of the total power generation cost in 

case of nuclear plant.

5.1.5 Construction management

Korea’s first and second nuclear power projects were undertaken on a 

turn‐key contract basis. The supplies were fully responsible from design 

to test operation and the projects were completed within schedule and 

budget. Korean engineers and technicians were involved in every step of 

the process and they were eager to learn and absorb the tangible know‐

how from the foreign suppliers. The deployment of Korean personne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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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aspect of the project meant, too, that the suppliers could realize a 

savings in their personnel expenses.

In short, it was a win‐win situation for both parties: the supplier 

could save in personnel development while the buyer’s personnel could 

become proficient in the new technology through on‐the‐project 

participation. This on‐the‐job learning gave us not only new knowledge 

but also fomented within us a determined self‐confidence necessary for 

confronting the subsequent projects which we, for the most part, carried 

out on our own.

After the completion of first two turn‐key project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e construction company dispatched many of 

their engineers to KAERI for the training on the nuclear basics and 

concept of quality control &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less to say, 

this construction company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bidder at the 

public bidding for many subsequent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Later on, this particular firm has grown to be one of the top‐

notch construction‐engineering companies in the world market in terms 

of work progress, quality and contracted amount.

5.1.6 Measures for winning public acceptance

In any society, one finds ardent supporters for national nuclear projects 

as well as activists agitating against them. The general public, for the 

most part, remains unperturbed, neutral and non‐biased.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in order to win wide pub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e must focus on the unthinking general public in the 

middle, for example the housewives, students, children and especially, 

those in the mass‐media, rather than waste our time wrestling with 

incorrigible anti‐nuke activists. A winning campaign will require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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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ommitment for the long haul, with lots of patience, sincerity and, 

of course, uncontestable facts and data with which to present our claims.

Using straight forward and simple language, we must appeal to reason 

and common sense, and make a case for how nuclear technology can 

ensu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a stable 

energy supply for now and for future generations.

5.2 Lessons from the localization effort

5.2.1 Technology Self‐Reliance Program

Embarking on a nuclear program is an important step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 country. Since the program requires a vast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strong support with a firm commitment to the program 

and lead by the government is crucia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Energy independence requires the ability to operate a plant 

throughout its lifetime a minimum need for imported expertise and 

materials. The value of self‐reliance supports the fact that it could 

reduce a energy dependency on foreign countries. A national self‐

reliance program for nuclear energy should be established to maximize 

the role of local industries and to reach its goal in the most efficient and 

economic manner.

5.2.2  Scope of Technical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The scope of a technical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volume of nuclear power 

plants to be considered. However, for pursuing technical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in the areas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the scope of a 

technical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volume of nuclear power plants to be 

constructed. However, pursuing a technical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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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eas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technology is recommended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lants si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for the entire plant lifetime and relatively small investment is 

required.

The total cost of a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consists of those 

of civil and installations of BOP and NSSS with turbine generator, each of 

which occupies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 total cost. Among them, 

localization of manufacturing of major NSSS equipments and turbine 

generator requires large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Shoul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plants be constructed in series, extending the scope to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of major components can be 

considered. Whereas, if only a few sporadic constructions are planned, it 

is not economical to extend the scope to the manufacturing of large 

equipment. In this case, it is recommended that the scope be determined 

in the area of civil work and part of the BOP equipment by considering 

the spin‐off effect of the technologies to be localized and national 

infrastructures.

5.2.3  Technology Transfer

A basic approach to reaching technology self‐reliance is to combine a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contract with a separat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In establishing a long‐term national plan for technology 

self‐relianc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set up a master plan 

incorporating all the nuclear industries related to the project including the 

utility. The master plan should include the type of contract, the scope, 

the field of technology transfer and a priority by considering the 

manpower resources, work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facilities of the 

related nuclea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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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ights on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priety rights, and copy right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and negotiated when making a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uture nee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should be foreseen 

and considered in the contract.

5.2.4  Evolutionary Development

There are a lot of benefits in taking an evolutionary development plan 

like in Korea when deploying nuclear power plants in series. When 

introducing the first unit, the use of proven technologies is recommended. 

Using proven technologies demonstrated by previous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a 

construction. In addition, use of a proven tcchno1ogy enhances the 

licensability of a plant.

For the follow‐up unit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a 

standardized design as early as possible by referencing to the first unit 

and implementing improved design features. Standardization assures cost 

savings for the follow‐up units. For example after three more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construction of YGN 3&4 in Korea, the 

construction cost for SKN l&2 was reduced by more than 20% when 

compared to that for YGN3&4. Once a sufficient technical base is 

prepared from continued developments,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innovation of a design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proven in other nuclear or industrial 

plants.

5.2.5  Distribution of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has to be clearly defined and carefully 

distributed among the relate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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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learning phase, the distribution of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does not affect the project much. However, after the 

technology level reaches a certain level and if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technology, e.g. developing a new system, the process could become 

ineffective depending on the distributed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Consider a case where responsibilities for very closely related technologies 

are distributed among several entities. Then, there will be unnecessary 

interfaces between the entities, and sometimes the interests of the entities 

may conflict with each other, which can hinder the progress a of 

technology advancement.

Examples are the initial core design, the NSSS system design, and a 

component design. These design areas are so closely related to and 

dependent of each other that it is not a good practice to distribute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for these design areas among several 

organizations. For a better performanc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gram,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three design areas, at 

least, be carried out by one lead organization.

6. Final Remarks

The Korean experiences over the last thirty years imply many lessons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intend to develop nuclear power 

technologies by technology transfer from advanced countries in the 

future. Korean experiences described so far might be regarded as a good 

model cas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implementing 

strategies, management systems, self‐reliance policies and manpower 

training, etc. 

However, the success of a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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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depends on the country‐specific factors such as infrastructure, 

economic level, manpower quality, and energy 

resources. Therefore, developing countries pursuing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consider all the country‐specific f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dvanced countries. 

Now Korea is under way taking a step forward advanced nuclear 

technology. The basic strategy to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is to 

perform the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program and the 

continuous expa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hop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in the near future through 

feedback of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and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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