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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열수송 발  시스템으로 나 며, 본 과제의 역무에 속하는 미임계원자로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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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1～2년의 기간에 걸쳐 1.5MY을 투입하여 개발하며, 개념설계는 2～3년간 6MY으

로 원자로 개념, 원자로  가속기 출력, 표 과의 연계, 핵연료, 노심의 안 성, 그리고 

토륨을 포함하여 핵연료 주기 방안에 한 개념을 설정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미임계로개발 계획(안)은 향후에 에 지 증폭기나 핵변환을 한 미임계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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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Collaborativ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Amplifie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Planning of Subcritical System Development for Energy Amplifie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A Planning of Subcritical System Development

     - Reactor Concept for Subcritical System

     -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ubcritical System

     - Plan for the Utilization of Thorium Fuel Cycle

Ⅳ. Result of Project

An energy amplifier system is composed of a proton accelerator and a proton 

transportation system, a target system, a subcritical reactor, and a heat transfer 

system. A development plan for energy amplifier should be individually prepared for 

each sub-sytem. For the development of a subcritical reactor, a feasibility and 

conceptual studies is recommended to be carried out till the basic research phase 

which is perform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ccelerator system. 

The feasibility study needs 1～2 years of research period and 1.5 man-year of 

efforts.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subcritical reactor will determine a reactor 

concept, the power of reactor and accelerator, the interface with a target system, fuel 

design, the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of the core, and the fuel cycle option 

including thorium cycle, and it requires 2～3 years of research period and 6 man-year 

of man power.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roposed plan can be used as a referenc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ubcritical reactor system for an energy amplifies system or for a transmu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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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1.1 자체과제 수행 배경 

지난해 말부터 성균 학교는 삼성 공업과 공동으로 토륨핵연료를 이용한 에 지

증폭기(Energy Amplifier)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 으며, 이 에 지증폭기 개발 계획 

수립에 우리 연구원의 력을 요청하 다. 우리 연구원은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를 이용한 핵변환로 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며,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는 에 지증폭기의 핵심 인 부분으로 우리 연구원이 기 축

한 경험은 에 지 증폭기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험과 기술력을 십분 활용하여 에 지증폭기 개발을 기술 으로 지

원할 수 있는 효율 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에 지증폭기는 력생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한 하나의 선택사항을 제

공할 수 있는 것이며, 토륨핵연료를 이용한 에 지증폭기는 우리나라에도 부존되어 있는 

토륨자원을 이용하므로서 원자력 자원의 안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미래에 닥쳐올 우라늄자원의 고갈에 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에 지증폭기는 미임계원자로를 이용함으로

써 가속기가 정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어 공 이 느끼는 안 성도 더 커지므로 

원자력의 사회  수용성이 증 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성균 학교는 WCU(World Class University)로 선정되면서 에 지과학 학과를 설

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에 지증폭기를 에 지과학과 교육에 한 해법의 하나로 구상

하고 있으며, 에 지증폭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 었다. 잠정 으로는 2009-2010에 개념설

계, 2010이후에 상세설계를 거쳐 1/7규모의 실증시설을 건설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으

며, 여기에는 에 지증폭기 개발자인 C. Rubbia 교수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

하 었다. 그러나 성균 가 에 지증폭기 개발  개발계획을 기획하기 한 재원 마련

이 난망함에 따라, 에 지증폭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미임계원자로에 한 개발 계

획 수립은 성균 와의 공조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개발은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을 통해서는 노심, 핵연료, 냉각

계통, 표 에 한 기본 개념이 설정된 바 있으며, 개념설계가 수행되었다. 노심개념설계

를 바탕으로 설계최 화를 하여 기노심, 핵변환능력, 사각형부수로 타당성, 핵연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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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 거동 분석 등 요소기술 개발도 일부 수행되었었다. 가속기분야는 이후에도 지속 으

로 연구가 진행되어 양성자 가속기가 2012년에 완성될 정이나, 미임계로분야는 2007년

부터 연구가 단상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수립한 미임계로개발 계획(안)은 향후

에 에 지 증폭기나 핵변환을 한 미임계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2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 필요성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의 필요성은 크게 보아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에 지

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에서의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의 

필요성을 다음 두 에서 기술하고져 한다.

1.2.1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 인 처리

 원자력발 에 의한 기에 지의 생산은 탄산가스의 생생이 거의 없는 그린 에

지원이라는 장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가 필수 으로 

발생되는데, 이의 처리 문제가 원자력을 반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반  이유  하나

일 뿐 아니라 원자력이 환경 친화 인 에 지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 해서 반드시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부분의 장반감기 방사성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분열

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방사성에 한 안 성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측면에서도 단히 

민감한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리는 두 방향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

다. 하나는 사용후 핵연료 의 핵분열성 물질들은 재처리를 통해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한편 남은 악틴족 원소들과 방사성원소들을 처분하는 방안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직  

심지층처분 (Deep Geological Disposal)하는 방안이다.

규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960년 부터 유럽의 랑스, 국을 심으로 수행

되어 왔으며, 일본도 규모 재처리공장을 재 건설 에 있다. 이들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미국 등 몇몇 나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발 소에 장하고 있으며 처리 처분

방안에 한 최종 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량은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단기간 내

에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시 성도 띄고 있다. 재 원자력 의존도가 35% 이상인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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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표 1.1은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장 황  장시설의 포화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핵종변환, 즉 문제가 되는 장

반감기 핵종들을 인공변환 (Transmutation)시켜 보다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원소들로 바

꾸어 처분을 한다는 개념이 기존의 심지층 처분이 갖는 정치-사회 인 문제와, 수만 - 

수십만 년의 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갖는 기술 인 문제  장기간 리에 따른 경제

성 문제의 해결을 하여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동기유인(Motivation)이 되고 있고 이러

한 기술개발의 주요한 흐름이 가속기를 사용한 핵종변환 기술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Technology) 개발이다.  

표 1.1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장 황

                                                              (단  : 톤)

발 소 지역명 장능력
계 장량

(2009년도 6월말기 )
상 포화년도

고리  2,253 1,714 2016

 2,686 1,652 2016

울진  2,327 1,375 2017

월성  5,980(9,440)
*

5,745 2018

합계 13,246 10,486

* Concrete silo

 기의 핵종변환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다음 남은 고  폐기물로부터 

반감기가 긴 방사성핵종 ( 우란 원소  Tc, Sr 등)을 분리하여 이들을 활용 가능한 원

자로 (LWR과 FBR 등)에서 변환시킨다는 개념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원자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안 성  변환 효율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 인 문제가 수반되

었다. 를 들어 LWR의 경우는 장수명 핵종의 장 량이 기존 핵연료 구성비의 1%를, 

그리고 고속로의 경우 5%를 과하면 설계 안 성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계로는 원자로의 특성이 핵연료 구성비에 크게 향을 받으

므로 핵연료의 핵종 구성비에 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연유로 충분한 안 성을 

가지면서 장수명 핵종을 보다 자유스럽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핵종 장 에 해 보다 큰 

탄력성을 갖는 새로운 원자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로 제안된 것이 가속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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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계로 개념이다.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는 유효증배계수가 1 보다 작으므로 이를 보상

하기 해 외부에서 성자가 공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속기에 의해 GeV 으로 

가속된 양성자를 미임계 내부의 속 표 에 조사시키면 핵 쇄 반응으로부터 생성되

는 다량의 성자를 이용한다. 미임계로 내부에서 장수명 핵종의 변환은 많은 경우 핵분

열에 의해서 수행된다. 따라서 미임계로는 독성을 소멸시키는 역할 이외에 부수 으로 에

지를 생산하는 발 로의 역할도 한다. 

사용후핵연료 소멸·재활용을 해서는 열 성자 보다는 고속 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는 가속기와 미임계 상태의 고속로를 결합한 개념

이므로 고속로의 환경에서 MA 는 TRU와 I-129, Tc-99는 성자 흡수를 통해서 소멸

처리된다. 고속로에서 MA 핵변환을 최 화하려는 목 으로 MA만을 장 하는 시도가 

1980년  후반부터 있었다.[1]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핵변환은 최 화할 수 있지만, 

유효 지발 성자 분율이 작아져서 원자로 제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알았다. 가속기 

구동 원자로는 MA-U만을 장 한 고속로에는 은 지발 성자 분율을 반응도의 미임계

로 보완하여, 미임계 상태에서 고속로를 안 하게 운 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참고로 

제4세  핵변환용 원자로로 개발 인 고속로는 속  MA 무게 비율이 5%를 넘지 

않으므로 MA 장 이 원자로 안 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1.1은 기존 경수로, 핵융합로, 가속기-미임계로 부터 나오는 발  부산물의 독

성을 상 으로 비교한 도표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수명 핵종의 향으로 1000여년이 경과된 후에도 독성이 감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핵융합의 경우 부산물의 독성은 모두 D-T나 D-D 반응으로부터 방출되는 성자에 의한 

구조물의 방사화에 의하며 100여년 이하의 비교  짧은 기간 내에 독성이 소멸된다. 토륨 

주기의 가속기 미임계로의 경우 자연 방사능  정도로 독성을 낮추기 해서는 400-500

여년의 리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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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원자력 발  부산물의 상  독성 비교

1.2.2 토륨을 사용한 청정 원자력 에 지원 개발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에 에 지 이용기술이 향상되어 에 지 수요의 증가가 둔

화되었다. 한 환경단체의 압력 때문에 원자력에의 추가 인 투자가 둔화되었다. 그 결

과로 우라늄 연료 공 의 요성이 감소하 다. 그러나 닥쳐올 화석에 지 자원고갈과 세

계 인 에 지 수요증가에 비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핵연료주기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2는 21세기 후반까지 이용 가능한 각 에 지원들의 

기여정도를 측한 도표이다. 

U-235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재의 열 성자를 이용한 원자로 (Thermal Reactor)와 

우라늄 연료주기로서는 재처리를 고려하더라도 이용률이 4%를 넘지 못하므로 부존 핵연

료의 이용 수명은 앞으로 30여년 정도로 추정된다. 처방안으로서 고속증식로와 토륨 연

료주기의 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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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ndar Year

(GTOE/yr)

 Consumption Rate Deposits

Fusion Energy
   (Expected)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Worldwide Total Energy Consumption (Estimated)

Fossil Energy Consumption
(Coal, Oil, Natural Gas)

Conventional Nuclear
Energy Consumption (U-235)

Fertile Energy Consumption 
(U-238, Th-232)

24

16

8

0

32

20

10

0

30

U-238+Th-232 
Deposits

Fossil Deposits (x 1/10)

Expected Period of NEW NUCLEAR 
ENERGY Contribution

ENERGING of Clean FUSION
ENERGY

Saving of Fossil Energy
Resource (x 1/10)

(PWh/yr)

34

68

102

136

0

(TTOE) (EWh)

0

43

86

129

그림 1.2  미래에 이용 가능한 에 지원들의 기여도 측

토륨연료주기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  이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라늄핵연료주

기보다 여러 가지 사회   기술  장 들을 가진다.  우선, 토륨은 우라늄보다  세계

으로 매장량이 많으며 지역  매장 분포가 우라늄과 다르므로 자원의 지역  의존을 

다양화 할 수 있다.  토륨과 우라늄의 지역별 매장량을 그림 1.3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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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토륨

우라늄

단위: kton

1) 토륨자료는 IAEA TECDOC-659 (1992)에서 참조 (중국, 러시아, 동유럽은 포함되지 않았음)
2) 우라늄자료는 OECD/NEA-IAEA (1987)에서 참조

그림 1.3  토륨  우라늄의 지역별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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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도 기존의 우라늄연료주기에 편향된 에 지 수 정책 때문에 아직 토륨

연료주기에 한 기술개발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우라늄연료

주기에서는 후발국가라 하더라도 토륨연료주기에서는 선진국보다 기술 으로 앞설 수 있

으므로 선진국에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재의 수동  에 지 정책을 피할 수 있다. 우라

늄연료 주기에서보다 우란 원소의 발생이 으므로 환경단체의 원자력에 한 항에

도 쉽게 처할 수 있다. 우라늄연료 주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처분

상 폐기물의 양을 이는 방법에 있어서, 처분 상 폐기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우

란 원소의 발생을 이는 방안으로 토륨연료주기의 고연소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핵확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과정 에 생성되는 루토늄과 같은 군사용 핵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토륨핵연료에 

U-238을 혼합하여 분열성 핵종의 함량을 12% 이하로 감소시킨다면 우라늄연료주기의 

루토늄 생성에서 나타나는 핵확산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생성되는 U-233이 비핵

확산에 되는 원소이지만 함께 생성되는 U-232가 Th-228을 거쳐 강한 감마선 방출

체인 Bi-212와 Tl-208로 붕괴되므로 U-233을 군사용으로 용하기는 어렵다. 토륨연료

주기를 재 원자력발 소에서 에 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는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해 보유하고 있는 루토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토

륨연료주기에서 토륨을 U-233으로 핵변환하고 U-238을 첨가하여 보 한다면 군사용으로

의 용을 방지하고 미래의 연료로서 보 할 수 있다. 재는 루토늄의 을 이는 

것에 을 맞추고 있지만 미래에는 루토늄으로부터 에 지를 얻는 것에 을 맞추

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에서도 유연성을 갖는 토륨연료주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우라늄연료주기에서와 같은 U-235의 농축공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단가를 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  효과도 있다.

이러한 토륨을 이용한 원자로 개발 시에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U-233이 고속로 개

념에서 이용될 때 핵분열에 의한 성자생성  성자흡수비가 2 보다 많이 크지 않으

므로 기존의 임계 고속증식로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면 임계를 맞추기 한 설계상의 제

약이 많다는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에 

토륨연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때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의 근본 인 장 인 

안 성도 보다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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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속기 미임계로 시스템  요구되는 가속기 조건 

원자로가 일정한 출력상태 (steady-state)로 운 되기 해서는 일정량의 성자가 

지속 으로 공 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계 원자로는 출력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성자

를 자체의 연쇄 핵분열반응으로부터 공 받는다. 그러나 미임계로의 경우는 자체의 핵분

열 성자로서는 시스템내의 핵반응을 계속 으로 유지할 수가 없으며, 시스템 내의 핵반

응을 지속시키기 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속 으로 성자가 공 되어야 한다. 그림 2.1에

는 앞 장에서 핵종변환에 사용되는 가속기 미임계로의 원리도를 도시하 다.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에서는 미임계로 운 을 해 외부에서 1018 n/s 정도의 성자

가 공 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율 인 성자 공 은 1 GeV 정도의 양성자를 핵물질인 

Pb, Pb-Bi, W 등에 조사시켜서 양성자 1개당 30개 정도의 핵 쇄 성자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자로를 가속기구동 미임계 핵변환로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System)라고 한다. 냉각재로는 Pb, Pb-Bi, Na 등이 고려되고 있고, 미임계로에서 추가로 

필요한 표 은 냉각재와 같은 Pb, Pb-Bi가 사용되거나 Na 냉각재의 경우 W 등이 사용

된다.

양성자가속기

1 GeV 급 양성자

표적

전력생산

장수명핵종

방출 연료

사용후 핵연료

단수명 핵종

송전

가
속

기
구

동
동

력

연료 순환
시설

미임계로

그림 2.1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 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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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빔 에 지 변화에 따른 성자 생성 변화 

                            (표 지름=30 cm, 표 높이=50 cm, 빔지름=10 cm)

그림 2.2는 빔 에 지의 변화에 한 성자 생성량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빔 에 지

가 0.5 GeV에서  2.5 GeV로 증가하면 생성량은 텅스텐의 경우 10 n/p 에서 80 n/p 정도

로,  납은 10 n/p 에서 60 n/p 정도로 증가한다. 빔에 지가 증가할수록 생성량도 증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된다. 그림 2.2로부터 단 에 지당 성자 생성량은 1.0 - 2.0 GeV 사이에

서 가장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핵 쇄 성자를 발생시키는 표 은 미임계로의 앙에 치하게 되는데 이는 핵 쇄 

성자의 핵분열 효율을 극 화하기 함이다. 생산된 성자는 미임계로로 유입되어 미임

계로의 핵분열성 물질과 반응하고 다시  핵분열 성자를 생산한다. 가속기에 의해 공

된 성자수를 N이라 하고 미임계시스템의 유효증배계수를 k라 하면 미임계시스템내의 

체 성자수 M은

                      M = N + kN + k
2
N + ... = N/(1-k)

가 된다. 만약 k = 0.9 인 경우라면 M = 10․N이 되며 체 성자  10 %는 핵 쇄 

반응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90 %는 핵분열반응으로부터 공 된다. 따라서 미임계로의 

출력은 시스템의 유효증배계수와 핵 쇄 성자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임계로

의 제어 역할을 가속기의 입자 류가 신하는 것이 가속기미임계 원자로이다. 가속기구

동 미임계로에서 생산되는 에 지의 10-15% 정도는 가속기를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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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 기술 개발 황

3.1 국외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 황

3.1.1 미국

70년  기부터 군분리-소멸처리(Partitioning-Transmutation), 즉 P-T법에 한 

연구는 ORNL(Oak Ridge National Lab.)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후 학  여타 국

립연구소로 연구가 확산되어 갔다.  

1980년  말에 BNL에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목 으로 1.6 GeV, 105 mA

의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미임계로인 PHOENIX 개념을 제안하 다. PHOENIX 개념은 분

리된 표 없이 연료격자에 양성자빔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유효증배계수는 0.9와 0.95 사

이로 설계되었는데 지 은 연구가 단된 상태이다. 1990년  부터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을 심으로 ADTT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Technology)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ADTT는 기본 인 공통 사항을 갖는 가속기 미임계로를 다음의 3 

가지 다른 목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로젝트이다.

- ATW (Accelerator-driven Transmuation of Waste) :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 ABC (Accelerator-Based plutonium Convertor) : 군사목  등으로 사용한 잉여 Pu의 처리  

- ADEP (Accelerator-Driven Energy Production) : 토륨을 이용한 력생산  

표 3.1 미국의 핵변환 연구 로그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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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에서의 ADS 연구는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에 

이 맞추어졌으며 핵종변환연구 체의 과 연 되서 간에 많은 개념변화가 있었다. 

국가차원에서의 연구는 1998년 미 국회의 요청에 의해 DOE 주 으로 ATW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개발에 요구되는 Roadmap을 작성하여 1999년 9

월에 국회에 보고된 이후부터이다. 그 후 국가차원에서의 산이 지원되기 시작하 으며 

한때 로젝트 명칭이 AAA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ATW는 나 에 후행핵주기를 반 인 측면에서 근하는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으로 변경되어 미임계로 소멸처리와 고속로 소멸처리를 

동시에 연구하 으나, 재는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 련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는 MA-U만의 장 을 가정하여, 가속기 구

동 미임계 원자로에 한 건설 수요를 최소화해야 그나마 경제성이 덜 희생되는데[2], 미

국의 경우 핵비확산 정책으로 Pu과 MA를 분리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 연구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AFCI에서는 단기 인 소멸처리 략인 Series One에서 TRU를 기존의 PWR을 이

용해서 TRU내의 Pu를 주로 소멸처리하고 장기 인 략인 Series Two에서는 잔여 

TRU를 보 하다가 2030년 GEN-IV 임계고속로를 이용하거나 미임계로를 이용하여 소멸

처리하는 략을 추진하 다. 2006년에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로

그램을 발표하여 향후 원자력 발  확 와 이에 따르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해

서 recycling이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국제 력을 통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수립하 고 

재는 미임계로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림 3.1 미국 AFCI 핵연료주기  기타 핵연료주기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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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본

1988년도에 국제공동연구 핵변환 로그램으로 OMEGA (Option Making of Extra 

Gain from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Transmutation)를 계획하 으며 여기에는 

JAEA, CRIEPI 등이 참여해 오고 있고 OECD/NEA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JAEA는 

Double Strata라는 핵주기 개념에 근거하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부터 나오는 MA를 

주 소멸처리 상으로 하는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Th을 

이용하는 ADS 연구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기에는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기존의 고

속로와 유사한 액체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고체 텅스텐 표 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었다. 그러나 곧 Pb-Bi를 냉각재  표 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 다. 2005년에 

JAERI와 JNC가 JAEA로 통합되어 JAEA에서 연구가 수행 이며 재 기본 시스템 설

계를 완료하 는데 그림 3.2에 시스템이 나타나 있다.

그림 3.2 JAEA ADS 개념도

KEK와 공동으로 용량 양성자 가속기 건설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건설하여 가

속기를 이용한 표   노심 련 실험을 2008년 5월경부터 수행할 정이라 발표한 바 

있다.[3] 2025년에 Demo Facility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이다. 재 납-

비스무스를 표 으로 하는 기본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 으며 용량 양성자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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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를 이용한 표   노심 련 실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600 MeV, 10W 

양성자 빔 (0.017 μA)을 이용한 미임계로 실험 (TEF-P)과 600 MeV, 200 kW 양성자 빔 

(0.33 mA)을 이용한 표  실험 (TEF-T, 그림3.3 참조)에 을 맞추고 있다. TEF-P와 

TEF-T 실험이 성공 으로 수행되면 단계 으로 수십 MWth  미임계로를 테스트하고 

최종 으로 800 MWth 미임계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외에 납-비스무트 

냉각재 기술, 미임계 원자로 노심 설계, MA 함유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 등에 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미임계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JAEA는 아시아 국가간의 미임계 연구 력에 심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3년 3월에 “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System and Asia ADS Network Initiative"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을 통

해서 한, , 일간의 미임계 연구 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한, , 일 3 

국이 교 로 워크샵을 주최하 었다. 

그림 3.3 TEF-P  TEF-T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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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유럽

1990년  반 이후에 CERN  랑스 CEA를 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1년 

랑스 의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반감기를 일 수 있도록, 장반감기 핵종들을 분리하고 

핵종변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CEA는 가

속기 구동시스템(Accelerator Driven System, ADS)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CEA는 

일본 JERI와 같이 Double Strata 개념에 바탕을 둔 MA 핵변환 연구를 수행하 다. 

1990년  반에 유럽 핵공동연구소, CERN,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C. Rubbia를 

심으로 Th-U 싸이클을 이용하는 고속로 형태의 가속기 미임계로인 EA (Energy 

Amplifier)가 제안되었다. 가속기는 1.0 GeV, 30 mA 규모의 양성자빔 선형가속기를 이용

하고 주목 이 토륨을 이용한 력생산이지만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장수명핵종이나 

군사용 루토늄 소멸처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4는 EA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0 GeV, 30.0 mA의 양성자빔이 가

속기에 의해 가속되어 높이 30 m, 지름 6 m의 미임계로를 채우고 있는 납과 반응해 

성자를 생성하고, 발생된 성자가 ThO2 형태의 연료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500 

MWth, 675 MWe의 출력으로 60 MW의 력은 가속기 구동을 해 사용되어 진다. 토

륨연료 연소후 생성되는 악티나이드는 재처리를 거쳐 재사용되므로 장할 필요가 없고 

핵분열 생성물만을 장․처분하게 된다.  

그림 3.4 CERN의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 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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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미임계로 연구를 수행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이어서 

TWG (Technical Working Group)이 형성되었고, 2001년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Rubbia 

교수가 주축이 되어 Roadmap을 작성하 다. Roadmap에 따르면 기존의 핵연료를 사용한 

미임계 시스템인 XADS를 2015년에 운 하기 시작하고, 2025년에는 소멸처리 상 핵연

료를 사용하는 XADT를 운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련되어 제5차 유럽

연합 연구 로그램 (1998-2002)에서는 총 13개의 련 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0년부

터 PSI, CEA, FZK, ENEA 등이 심이 되어서 Pb-Bi 표  조사 실험인 MEGAPIE 

(MEGAwatt Proton Irradiation Experiment)를 수행하여, 2006년 8월에 완성된 Pb-Bi 액

체 표 을 이용해서 세계 최 로 MW  액체 핵 쇄 표  빔 조사 실험을 시작하 다. 

4개월간의 성공 인 빔 조사를 진행하여 2006년 12월에 종료하 고, 향후 빔 조사 데이터

와 표  PIE 연구를 수행하여 성자속 이득이 40%정도임을 확인하 다.[4]  2002년부터

는 이탈리아 ENEA의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미임계 실증 실험인 TRADE (TRiga 

Accelerator Driven Experiment)를 수행하 다.

그림 3.5 FP5, FP6에서의 AD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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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UROTRANS의 연구 구조

최근에는 기존의 EC 미임계로 련 로그램들이 통합되어서 EUROTRANS라는 

EC 6차 연구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FZK를 심으로 CEA, ENEA, PSI, 

SCK∙CEN 등이 참여하여, 향후 단계 으로 개발할 수십 MWth  XT-ADS  수백 

MWth  EFIT의 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5에 FP5, FP6에서의 ADS 연구가 

기술되어 있고, 그림 3.6에 EUROTRANS의 연구 구조가 나타나 있다. 

벨기에의 SCK∙CEN는 2010년  반에 가동을 목표로 600 MeV, 2.5 mA 양성자 

빔을 사용하는 미임계로 MYRRHA를 개발 에 있는데, MYRRHA 개념설계는 마쳤으

며, 2005년부터는 설계개선을 거쳐 EUROTRANS의 일환으로 70 MWt  납-미스무쓰 

냉각 XT-ADS 설계가 진행되어 안 성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한 설계 개념이 확정되

었다. 2009～2013년 기간 동안은 세부공학설계, 핵심기기개발  비 안 성 분석 보고

서 작성이 정되어 있다.[5] 벨라루스의 YALINA 미임계시설에서는 ISTC  

EUROTRANS의 재정지원하에 미임계 원자로 유지  보수 기술, 장반감기 핵분열 생성

물  MA의 핵변환에 한 실험, 미임계 원자로 동  거동 특성 등에 한 실험 는 

연구가 진행 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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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인도에 건설 인 20 MeV  양성자 가속기 건설 부지 경

3.1.4 인도

인도는 핵변환용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보다는 가속기를 용융염 원자로, 수로, 

고속로 등과 연계하여 U을 체하는 Th 핵연료 주기 개발에 역 을 두고 있다. 기  연

구로서 원자로 설계, 표  설계, 냉각재 부식, 련 컴퓨터 코드 개발, 반응 단면  측정, 

가속기 개발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경 완공을 목표로 20 MeV  양성

자 가속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그림 3.7 참조).[7]

  



- 27 -

3.2 국내 가속기 미임계로 기술 개발 황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장기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총 10 년간을 1 단계(1997-2000년), 2 단계(2001-2003년), 3 단계

(2004-2006년)로 나 어 연구를 수행하 다. 1 단계에서는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시스템의 

기본개념을 설정하 고 2, 3 단계에서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련 요소 기술 연구를 수행

하 다. 유럽에서 수행된 미임계로 납-비스무스 표  조사실험인 MEGAPIE (MEGAwatt 

PIlot Target Experiment)에 2001년부터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 바도 있다. 

10년의 연구 후에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와 고속로와의 소멸처리 방법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 는데 경제성,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소멸처리는 고속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되어, 2007년부터 가속구동 미임계로에 한 연구는 단이 되었고  

신 고속로를 이용한 소멸처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 장기 개발 로그램을 통

하여 수행된 연구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3.2.1  1단계 연구 결과

가속기 미임계 핵변환 시스템인 HYPER개발은 2006년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이를 해 제 1단계 1997 - 2000년까지 4년 동안에는 미임계 시스템에 

한 개념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다.       

미임계 시스템은 기존 원자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차이 은 외부 성자원

을 생산하기 하여 가속기 빔에 의한 핵 쇄 역이 있다는 이다. 따라서 미임계 시스

템 개념 확립은 1)노심 개념, 2)핵연료 개념, 3)냉각계통 개념, 4)핵 쇄 표 개념 확립 연

구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3.2.1.1 노심개념 

핵변환 시스템이 요구하는 재순환에 따른 기술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라늄원소(Transuranium, TRU)를 핵변환 상으로 선정하 으며, 핵 인 에서 이

들 TRU 핵변환의 최 화를 해 고속 성자를 이용하는 개념을 도입하 다. 그러나 핵

변환 상인 핵분열 생성물 Tc-99, I-129은 이들 고속 성자에 의한 핵변환이 매우 비효

율 으로 진행된다. 이들 핵분열생성물의 핵변환율을 증가시키기 해 국부 으로 열 성

자를 생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개념도 도입되었다. 시스템의 핵변환 능력을 표시하는 인자

인 Support Ratio(SR)가 TRU  Tc-99, I-129에 해서 동일한 값이 되도록 장 략

을 수립하 고 체 으로 SR(TRU) ≈ SR(Tc-99, I-129) ≈ 4.5으로 개념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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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공정으로부터 불순물로 유입되는 우라늄을 제외하고 TRU연소

율을 극 화시키기 해 추가 인 fertile물질을 노심에 장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소에 

따라 반응도가 속히 감소하는 것을 보상하기 해 B-10을 기본 물질로 하는 가연성 

흡수체 개념을 도입하 고 결과 으로 약 40%의 반응도 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출력분포를 평탄화시키는 측면에서 노심은 4개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하여 TRU

농축도를 달리하여 장 하 고, scattered 재장  방식이 도입되었다. 노심이 핵 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Pu-240의 농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재순환 공정의 우라

늄 회수율을 99.9%로 가정한 조건에서 핵종  우라늄이 차지하는 무게비가 약 20%에 

도달하 다. 결과 으로 노심은 1000MWth 열출력을 생산하기 해 연간 약 258kg의 

TRU를 소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2.1.2 핵연료개념 

핵연료 형태에 한 비교평가 결과, 재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 을 때, HYPER시스템

의 핵연료 형태로서는 속연료 형태가 가장 합하 다. HYPER 노심의 경우 미임계도 

값으로 0.97 - 0.98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임계도에 근거했을 때, 기존 액 로 노심보

다 훨씬 작은 양의 TRU가 장 되며 실제 노심에는 TRU-Zr형태로 장 하기로 하 다.  

핵연료의 기계  형태로 환형과 형을 고려하 으나 제작측면 그리고 구조  안 성 

측면에서 형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속 핵연료의 혼합 형태에 해선 합

형(TRU-Zr Alloy)과 분산형((TRU-10Zr)-Zr) 두 가지에 해서 노내 거동 특성 그리

고 제조/제작 측면에서의 비교 연구를 시작하 으며, 이는 후속인 2단계에서도 계속 수행

되었다.  

합 형의 경우 상안 성 차원에서, 그리고 분산형의 경우 기 물질의 구조  안 성 

측면에서 Zr의 함량이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피복재로서 HT-9을 선정

하 다. 합 형의 경우엔 제작 도를 이론 도의 75% 정도로 하고  상단부에 충분한 

기체 넘을 설계하므로서 연소  팽윤(swelling)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반면 분산형은 자체 으로 팽윤에 매우 강하므로 smear density  개스 넘을 두지 

않았다. 최  달성 연소도 설계 목표치를 합 형  분산형 모두에 해 ～30at%에 두고 

있다.     

핵연료 집합체 형태로서 집합체당 장 수는 331, 169개  개념에 해 노심 장  

략 등을 고려하여  331개 핵연료 을 가지는 개념을 선정하여 이후 연구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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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냉각계통개념

HYPER 시스템의 냉각재로는 비활성이고 핵 쇄 표 물로서 공유할 수 있는 Pb-Bi

를 선정하 다. 참조 노심 설계 조건에서 시스템 냉각에 필요한 유량은 약 40,155 kg/sec 

이며 평균 냉각재의 유속는 약 1.1 m/s로서 기존 경수로나 소듐냉각고속로보다 상 으

로 냉각재 유속이 작다. 이는 Pb-Bi 침식  부식 특성, 무거운 량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과이다. HYPER 노심 hot channel의 온도분포 계산 결과, 냉각재 최 온도는 

639 
o
C로서 설계요건 650 

o
C 미만을 만족하 다. 자연순환  혼합유동 분석을 통하여 

HYPER 냉각방식은 강제순환 방식으로 하 다. 노심과 열교환기 높이를 ATW와 같은 

10.87m로 할 경우 자연순환 비 이 약 20% 정도 차지하는 혼합유동이 형성되었다.  

열출력 1000MW를 한 냉각재양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상 으로 작은 양의 Pb-Bi

를 필요로 하는 루 형을 HYPER 참조 노형으로 비 선정하 고 증기발생기는 분리형 

과열증기사이클을 갖는 타입을 선정하 으며 펌 는 효율이 우수한 기계식 펌 를 택하

다.  한 배 에서의 냉각재 속도와 압력강하를 기 으로 일차시스템 배열을 평가한 

결과 3 루  시스템이 최 의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각각의 루 는 1개의 과열증기 발

생기와 2개의 evaporator를 갖도록 설계하 다.  

3.2.1.4 표 개념

표 물질로 Pb-Bi, Pb, W, Ta 등을 고려해서 냉각이 용이하고 노심 냉각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Pb-Bi를 선정하 으며, Pb-Bi 표 냉각 방법은 기술 으로 어려움이 있

는 windowless 방법보다는 빔창이 있는 방식을 선정했고 노심 Pb-Bi와 같이 노심 하단

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정했다. 빔창 물질은 열, 기계  특성과 련해서는 특

성이 좋은 물질이 효율 이지만 빔창의 냉각이 가능하고 stress를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므로 보다 요한 특성인 수명과 련된 부식, 방사선 손상 특성을 

고려해서 advanced ferritic/martensitic(9Cr-2WVTa)을 빔창물질로 선정했다. 

지름 50cm의 표 채  하단에서 기온도 340
o
C, 기속도 1.5m/s의 Pb-Bi가 상승하

는 조건에서 지름 30cm 실린더 형태의 빔 튜 에 두께 2mm인 9Cr-2WVTa 반구형태 

단일빔창의 표 이 개념설계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표 에서 양성자 빔은 에 지 1GeV, 

류 8mA, parabolic 빔 류 도를 갖는 지름 25cm인 형태가 합한 것으로 연구되었

다.  개념 설계치인 1GeV, 8mA 지름 25cm인 parabolic 빔을 Pb-Bi 표 에 조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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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 지 14MeV인 성자가 1.5 x 10
18
 개/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한 방사화 

핵종 종류는 주로 Pb, Bi의 동 원소로 수백종 이상이며 방사능은 1년 조사시 2x10
5
 Ci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최  빔창온도는 542oC, 최  Pb-Bi 온도는 500oC에 도달하

으며, 최  Thermal 스트 스는 88MPa, 최  Mechanical 스트 스는 109MPa로 최  

Total 124MPa의 스트 스가 계산되었다. 개념 설계치인 1GeV, 8mA 지름 25cm인 

parabolic 빔을 Pb-Bi 표 에 조사시 빔창 dpa  He 생성은 최  57dpa/y, 4154appm/y

으로 측되었고 KAERI ion implanter를 이용한 100keV He 빔 조사실험 결과 

42000appm 조사시 microhardness가 1.4GPa 증가함을 발견하 다.

3.2.2   2단계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속기 미임계 핵변환로를 핵변환 방법으로 선정하여 HYPER 

(HYbrid Power Extraction Reactor)라고 명명한 시스템을 1997년부터 개발해 왔다.

이를 해 제 1단계 1997 - 2000년까지 4년 동안에는 미임계 시스템에 한 개념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2001년부터 2003년까

지의 2단계 연구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립된 설계 개념을 보완

하기 해서 필요한 요소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검증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1단계의 설계를 보완하 다.       

1단계에서는 1)노심 특성, 2)핵연료 개념, 3)냉각계통 개념, 4)핵 쇄 표 개념 확립 

연구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나 2단계에서는 1)노심설계, 2)핵연료 기술, 

3)Pb-Bi 기술의 3개 분야로 나 어 수행하 다.  

3.2.2.1 노심설계

HYPER 노심의 최  미임계도 결정을 하여, 가속기구동 시스템의 허용 가능한 미임

계도 역을 결정하는 체계 인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결과 으로 HYPER 노심의 미

임계도는 0.96 < k-eff < 0.991 범 에 있어야 함을 밝혔다. 가속기 출력의 최소화를 

해서 핵 쇄 성자원의 증폭을 최 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양성자 빔 모양 

에서 Hollow 형태가 최  성자 증폭을 제공함을 확인하 고, 노심의 H/D (높이/직

경) 비가 1.0에 가까울 때 외부 성자원의 증폭이 극 화됨도 밝혔다. 한편 미임계도가 

큰 것이 반드시 노심의 안 성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 종합 으로 

LBE 냉각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HYPER 노심에서 H/D 값은 0.6-0.7 범 에 있는 것이 



- 31 -

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합 형태의 TRU 연료가 장 되고 LLFP (Tc-99와 I-129)도 핵변환시키는 HYPER 노

심에 한 핵설계를 수행하여 노심의 성능과 특성을 분석하 다. 동시에 노심의 구체 인 

구조와 주요 구성단  (핵연료집합체, 표 , 안 집합체 등)의 구체 인 설계인자를 결정

하 다. HYPER 노심에서는 B4C 가연성흡수체를 사용하여 노심의 연소반응도 변화를 크

게 감소시켰으며, 한 제어 을 추가 으로 이용하여 필요한 최  가속기출력을 약 18 

MW로 감소시켜서 실 인 양성자 표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HYPER 노

심의 TRU  LLFP에 한 SR (Support Ratio) 값은 약 3.3으로 명되었으며, HYPER 

시스템은 일년에 약 282 kg TRU, 약 27.2 kg Tc-99, 약 7.0kg I-129를 핵변환 할 수 있

다.

다차원 과도상태 산코드 DESINUR를 개발하 으며, HYPER 노심의 다양한 과도상

태 해석에 용하 다. 노심에 한 과도상태 해석결과 HYPER 노심은 반응도 삽입 사

고에 해서는 매우 좋은 특성을 보이지만 냉각재 유량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고장 사고

의 경우에는 가속기의 Shutdown 없이는 노심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HYPER 시스템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가속기 제어기술이 요구된다.

효율 인 HYPER 노심의 해석과 설계를 해서 결정론  방법에 기 한 산코드 시스

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코드체계는 기본 으로 미국 알곤에서 개발한 고속로 설계 코드

체계이다. 이 산코드 체계에서는 핵설계를 한 단면 자료로 KAERI에서 생산한 

KAFAX-E66를 사용하고 있다. 

3.2.2.2 핵연료기술

연료  성능해석을 하여 합 형은 MACSIS-H, 분산형은 DIMAC 코드를 개발하

다. 기존 U-Pu-Zr의 열 도도는 HYPER 연료조성에는 부 하기 때문에 열 도도 모

델을 개선하 으며, 새로운 모델은 열 도도 평가에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41Am에 

의한 He 생성이 주요 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He 생성량을 계산한 후 코드에 설치하

으며, 합 형  분산형 연료 모두 He 생성에 의해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산형 연료에서의 Gap  열팽창에 의한 향을 분석하기 하여 DIMAC 코드에 Gap 

모듈  유효열팽창계수를 설치하 다. 분산형 연료 역시 합 형 연료와 마찬가지로 Gap

에 의해 변형율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소도 제한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 형  분산형 연료의 주요 설계인자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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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넘 길이, 갭  피복  두께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YPER 블랭킷 속연료는 최 의 핵연료 형태로 속핵연료가 선정되었으며 속

연료는 두 가지 형태, 즉 속합  형태와 속합 을 속기지 내에 분산시킨 분산형 형

태로 나  수 있다. 기 연료 의 심재로는 TRU-(50-60 wt%)Zr 합  는 (TRU-Zr)- 

(50-60wt%)Zr 분산형 연료심이 고려되고 있으며, 핵연료 의 피복재로는 Ferrite 

Martensitic Steel인 HT-9강을 사용하고 있다. 

속연료의 최  특성을 도출하기 하여 모의핵연료를 제조하여 제조성을 평가하

고, 분산형 속연료  합 형 속연료 특성을 비교평가 하 다. 분산형  합 형 연

료의 일반  성능특성  핵연료 성능분석을 해 기본 인 자료가 되는 열 도도, 열팽

창계수를 측정하 으며, 원자로 운 온도 구간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수행하여 연료의 열

 안정성을 조사하 다. 한 운 가동시 속연료와 피복재 사이에 팽윤으로 인한 반응

이 일어나므로 속연료와 피복재의 양립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합 형 연료의 경

우 Pb Gap과 같은 Smear Density를 설정하므로 핵연료와 피복 의 Pb 반응에 한 

향을 조사 분석하 다.

3.2.2.3 Pb-Bi 기술

나트륨 냉각 고속로 는 경수로 노심 부수로 해석을 해 기 개발된 SLTHEN, 

MATRA 코드를 수정하여, Pb-Bi 냉각 HYPER 노심의 열수력 해석에 용하 다. 수정

된 SLTHEN과 MATRA을 이용하여 Chopped Cosine 출력분포를 갖는 HYPER 단일집

합체에 해서 해석을 수행하여, 정량 , 정성  유용성을 확인하 다. 정량  비교에 있

어서, 수정된 SLTHEN은 해석  계산 결과  MATRA 계산 결과와도 비교하여 성능을 

입증하 다. 

집합체간 열 달량을 평가하기 하여, SLTHEN을 이용하여 7개 집합체에 한 분석

을 수행하 다. 그 결과 HYPER 조건에서는 집합체간 열 달량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 1주기 1/6 노심 45개 핵연료집합체 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수정된 

SLTHEN 코드를 이용한 노심 부수로 해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HYPER 1주기 

노심 부수로 해석 결과 최 피복재 온도는 설계 기 값보다 약 70℃ 이상 낮았다. 따라서 

참조노심의 설계사양은 열수력 설계기 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1000 MWth  ADS를 한 20 MW  핵 쇄 표 시스템의 최  설계변수 도출을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빔창의 직경과 두께를 변화시키며 설계 한계치를 만족하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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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빔 류를 수용하는 최  설계변수를 도출하 다. 특히, 표 시스템의 LBE 유량 

감소를 한 방안으로 Injection Tube (분사 )의 도입을 제안하 다. 연구 결과 빔 직경이 

30 cm인 Uniform Beam 용시 20 MW  표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 으며, Injection 

Tube 도입으로 최  허용 빔 류를 유지하면서 LBE 유량을 기존의 1/2로 일 수 있

었다.

Pb-Bi 요소기술의 자료 확보와 실험  검증을 해서 국제공동연구가 비용, 인력 측

면에서 단히 효율 이라고 단되어 국제공동연구 MEGAPIE (MEGAwatt Proton 

Irradiation Experiment)에 2001년도에 가입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MEGAPIE에는 PSI, 

CEA, CNRS, FZK, ENEA, SCK.CEN, KAERI, JAERI, LANL의 9개 기 이 참여하고 있

으며 2004년 반이후에 표  제작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했다. 

MEGAPIE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주 요소기술은 부식, 열수력, 빔창 방사선 손상인데 부

식 련해서는 참여 기 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한 결과 400℃ 까지는 큰 문제 없고 

500-550℃ 까지는 산소조 로 부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빔창 방사선 손상 

경우는 MEGAPIE 빔창 수명 측 결과로부터 HYPER 빔창의 목표 수명 6개월 달성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Pb-Bi 연구의 핵심인 부식연구를 해서 독일 FZK의 정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

하 으며 자체연구를 해서 정 장치의 제작을 완료해서 일부 실험을 수행하 다. 650℃의 

실험결과 산소조 로도 부식억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실험의 재 성 확보가 요함을 

알 수 있었다. Flow 환경에서의 부식실험 수행을 해서 자체 으로 루 를 설계, 제작

이며 2004년도 하반기에 운 을 시작할 정이다. 루 의 운 온도는 최  650℃ 까지

를 목표로 하며 속도는 2 m/s, 유량은 60 lpm이고 EMP를 자체 으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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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단계 연구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단계 연구에서는 최  핵변환 미임계로 시스템 노심 개념 

설계를 완료하 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핵연료와 냉각재 부분의 기반기술검증 연구도 계

속 수행하 다. 3단계에서는 1)노심 개념설계, 2)핵연료  FP 기반기술검증, 3)납합  기

반기술검증의 3개 분야로 나 어서 연구를 수행하 다. 

3.2.3.1 노심개념 설계

본 연구 1, 2 단계에서는 핵변환로 개념으로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를 선정하여 HYPER라 

명명하고 1단계 (1997년-2000년) 연구에서는 노심의 기본개념을 결정하 고 2단계 (2001

년-2003년)에서는 노심성능 최 화  핵설계, 노심동특성 해석, 노심해석용 산코드 개

발  확보의 세 가지 분야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 

3단계에서는 설계 최 화를 한 보완을 해서 기노심 분석, DUPIC 사용후 핵연료 

핵변환 분석, 사각형 부수로 도입 가능성 분석, 핵연료 집합체 거동 분석을 수행하 으며 

표 과 노심 냉각재의 냉각 효율성을 해서 Dual Injection Tube를 도입하 고 피복

의 부식 방지를 해서 입구온도를 감소시켰다. 

3.2.3.2 핵연료  FP 기반기술검증 

기반기술검증 부분은 크게 핵연료/FP와 납합 으로 나  수 있는데 기반기술검증은 

실험분야이므로 연구비, 인력 측면에서 효율 인 연구를 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우선 으

로 활용하고 자체 인 실험은 공동연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부분에 해서 수행하 다.

핵연료는 2단계에서 속핵연료인 합 형과 분산형을 연구해서 합 형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합 형 연구만 수행하 다. 2단계에서 문제 으로 나타난 핵연료 제조

시 Am의 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조법을 연구하 다. 그리고 제조  시험의 

례가 없는 FP의 실 성 검증을 해서 실제 Tc-99와 I-129를 체할 수 있는 모의 물질

로 만들어진 FP 표 을 제조, 반응 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3.2.3.3 납합  기반기술검증 

본 과제 1단계에서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의 설계 개념을 도출하 고 2단계부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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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확정을 한 기반기술검증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기반기술검증의 주요한 

분야로서 납합  분야가 있으며 납합  분야에서 기본 으로 검증이 필요한 연구로서 가

속기구동 미임계로내의 핵 쇄 표  실증 실험과 부식 연구가 있다. 납합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국제 력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자체 으로 실

험을 수행하 다. 표 인 국제 력 사례로서 MEGAPIE (MEGAwatt PIlot Experiment)가 

있으며 부식 실험의 경우는 일부 국외 기  실험 장치를 사용하 고 필요한 경우에 자체 

장치를 제작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납합  기반기술검증은 2단계부터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3단계까지 계속 진행되

었다. MEGAPIE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표 의 설계를 완료하 고 제작도 시작하여 3단

계인 2005년에 제작을 완료하 다. 2006년 8월에 빔 조사실험을 시작하여 4개월 후인 12

월에 실험을 성공 으로 종료하 다. 부식 실험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독일 FZK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 고 자체 으로 정 부식실험 장치를 제작, 실험을 수행하 다. 3단계에서

는 본격 인 정  실험을 수행하 고 부식루 도 제작하여 유동 액체 납합 에서의 부식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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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륨연료에 기 한 가속기구동 미임계 원자로 기술 개발 방안

4.1 개요

1990년   C. Rubbia 박사는 가압경수로의 사용후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원소의 

핵변환을 목 으로 소  에 지증폭기(Energy Amplifier)개념을 주장하 다. 에 지증폭기

는 기본 으로 가속기에 의해서 구동되는 미임계원자로 (Accelerator-Driven Subcritical 

System) 개념이며, TRU의 추가 인 생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토륨과 PWR TRU를 혼

합한 핵연료에 기 하고 있다. 토륨을 활용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토륨의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약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장기 인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지증폭기와 같은 가속기구동 미임계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요 동기는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출력폭주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  수용성을 제고하기 함이다.

미임계 원자로가 계속 으로 운 되기 해서는 가속기에 의해서 외부 성자가 연

속 으로 공 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고에 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여 가속된 양성자

를 노심내부에 있는 표 과 충돌시켜 소  쇄 성자 (spallation neutron)를 만들어 외

부 성자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쇄 성자가 미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에 지를 증폭하여 생산하는 것이 에 지증폭기의 원리이다.

에 지증폭기의 개발을 해서는 먼  시스템의 기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 에서 에 지증폭기의 역할을 구체 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륨연료에 기 한 유럽의 에 지증폭기와 유사한 개념의 가속기구동 미임계원자로의 개

발 방안을 주로 고찰한다.

미임계원자로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크게 외부 성자를 생성시키는 표 시스템과 

미임계원자로로 구분하는데, 미임계원자로는 기존의 임계원자로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가속기구동 미임계원자로 시스템  미임계로 자체에 한 개발 방안  기획은 

기존의 수행되었던 임계원자로의 개발계획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임계

로에 한 계획은 개 으로만 다루고, 다른 원자로와 차이를 나타내는 표 시스템 개발

에 해서는 보다 자세히 다루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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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 구성

4.2.1 시스템 개   에 지증폭 원리

여기서 고려하는 에 지증폭기 기능은 력생산을 기본 목 으로 한다. 에 지증폭

기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연속 인 외부 성자원을 생성시키는 양성자 가속기, 가속된 양

성자를 미임계원자로까지 운반하는 양성자 수송시스템,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여 쇄

성자를 생성시키는 표 시스템, 쇄 성자가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미임계원자로, 원

자로의 열을 제거하는 열수송시스템, 원자로의 열을 이용한 발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결과 으로 에 지증폭기의 구성은 양성자가속기와 표 시스템을 제외하면 기존의 임

계원자로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납과 같은 표 에서 생성된 쇄 성자는 미임계노심에서 핵분열반응을 통하여 다

수의 성자를 발생시키며 이 과정에서 핵분열에 지가 발생하여 에 지가 증폭된다. 납 

표 의 경우 1 GeV의 에 지를 갖는 양성자와의 충돌로 약 30개의 쇄 성자가 생성된

다. 만약 원자로증의 유효증배계수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를 keff 라고 입력에

지의 증폭이득 G (핵분열출력/양성자에 지)은 략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1/(0 effeff kkGG −=

여기서 상수 G 는 양성자당 쇄 성자 수, 핵분열당 성자 수, 핵분열에 지에 의

해서 결정되며, 납의 경우 략 2.0 정도이다. 따라서 만약 keff 값이 0.9라면 증폭이득은 

약 18.7이며, 0.95인 경우에는 G는 38 정도이다. 당연하지만, 노심의 증배계수가 1.0 에 근

하면 에 지증폭은 격하게 증가하면, 임계원자로의 경우 무한의 에 지증폭이 가능해

진다.

4.2.2 양성자 가속기  수송시스템

핵 쇄 성자를 얻기 해서는 고에 지의 양성자가속기가 필수 으로 필요하다. 

한 연속 인 에 지증폭기의 운 을 해서 가속기의 연속 인 운 이 필요하다. 한 에

지증폭기의 출력은 양성자 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양성자 류가 가능해

야 한다. 일반 으로 효과 인 쇄 성자 발생을 해서 양성자 에 지는 약 1 GeV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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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하며, 양성자 최 류는 약 10 mA 정도가 요구된다. 

양성자 가속기의 형태는 크게 선형과 원형으로 구분된다. 선형가속기의 경우 양성자

에 지를 증가시키기 쉽다는 장 이 있지만, 상 으로 큰 부피를 차지하며 양성자 류

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다. 반면, 원형 가속기는 상 으로 낮은 에 지를 제공하나 비

교  높은 류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양성자가속기의 설계는 원자로의 미

임계도  출력을 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속된 양성자를 노심 내부에 치한 표 에 충돌시키기 해서는 양성자 수송시스템

이 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 인 양성자 수송시스템 설계기술을 활용할 수 있

다. 다만 원자로 시스템과의 연결과 련하여 약간의 새로운 설계개념이 요구될 수 있다.

4.2.3 표  시스템

기존의 원자로와는 달리 핵 쇄 표  시스템(spallation target system)과 가속기

(accelerator) 시설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 쇄(spallation)는 가속기에서 생성된 양성자 빔

을 표 물질에 직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자원이 생성된다.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나 에 지증폭기는 미임계로이므로 지속 인 원자로 가동을 해서

는 외부에서 성자원이 공 되어야 하며, 핵 쇄 표 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그러므로 핵 쇄 표  시스템은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혹은 에 지증폭기의 핵심 요소이

며, 이에 한 연구개발은 에 지증폭기 개발에 있어서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 지증폭을 극 화하기 해서는 단  양성자당 발생되는 쇄 성자의 수를 최

화해야 한다. 이를 해서 일반 으로 납, 비스무스, 텅스텐,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핵

종이 표 물질로 사용된다. 납의 경우 1 GeV 양성자와 충동하여 약 30개의 쇄 성자

가 생성된다.

표 시스템은 크게 고체 표 과 액체 표 으로 구분된다. 쇄 성자의 효율을 높이

기 해서 표 은 일반 으로 노심 앙에 치한다. 고체 표 의 경우 표 의 수명이 비

교  짧고, 냉각이 어렵기 때문에 에 지 증폭기와 같은 형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어렵

다. 한편 액체표 은 기본 으로 양성자에 의한 표 의 수명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납합

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미임계원자로의 경우 냉각재 자체를 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표  설계는 표 과 양성자 수송 의 연결개념에 따라서도 크게 향을 받는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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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표 은 얇은 속으로 이루어진 창(window)를 경계로 양성자 수송시스템과 분

리되도록 설계된다. 이 경우 고에 지 양성자가 충돌하면서 투과하는 창의 냉각  수명

리가 주요한 설계 안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소  창이 없는 표 개념

도 개발되었다. 창이 없는 표 의 경우 액체형 표 물질이 냉각재와 독립된 루 를 통하

여 흐르는 개념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다. 한 표 에서 발생된 이물질에 의

한 양성자수송시스템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창을 사용하지 않는 표 시스

템의 가장 큰 장 은 용량 표  시스템의 설계가 상 으로 용이하다는 이다.

이외에도 용윰염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미임계시스템의 경우 양성자빔을 직  용융

염에 조사시키는 개념의 표 도 고려될 수 있다. 

노심 내부에 하나의 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 이나, 복수의 표 시스템

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는 주로, 단일 표 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성자 빔의 에

지가 클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핵 쇄 표 시스템은 높은 에 지의 양성자 빔이 직  조사되기 때문에 심각한 열-

기계  부하가 작용되며, 한 양성자, 핵 쇄 혹은 핵분열 생성 성자, 방사화 혹은 핵

쇄 물질들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핵 쇄 표 시스템은 원자로 가동동안 안

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자 효율, 물리 , 화학 , 기계  특성, 열수력 능력들 사

이에 균형 인 최 화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2.4 미임계원자로

미임계원자로 개념으로는 기존의 모든 원자로개념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자

로의 개념은 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핵변환을 목

으로 하는 경우 고속 성자로가 유리하다. 한, 만약 기존의 원자로에서와 같이 유형

의 핵연료 개념을 사용하면서 토륨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고속 성자로가 성자의 효율

성 에서 바람직하다. 열 성자로의 경우는 핵분열 생성물의 독작용을 연속 으로 제

거할 수 없다면,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아서 경제성이 낮다. 다만, 용융염 개념을 사용할 

경우 운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 성자 개념도 성립될 수 있다.

고속로 개념의 경우 냉각재에 따라서 소듐, 납합 , 가스 냉각로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듐 냉각재의 경우 련 고속로 기술이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소듐은 양성자 표 물질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 인 표 시스템이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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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한편, 납합  냉각인 경우 냉각재 자체를 표 물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 으로 용이한 표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스로의 경우 소듐에서와 같이 독립

인 표 시스템이 요구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스냉각 고속로의 경우 냉각재 상실

사고시 피동안 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 지증폭기의 미임

계원자로는 납합 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 개념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미임계원자로의 설계시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심의 미임계도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노심이 임계에 가까울수록 은 양성자 에 지를 가지고도 매우 큰 노

심출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의 에 지증폭기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당  에 지증폭기 개념이 추구하는 안 성을 해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에 지증폭기의 

안 성  경제성을 히 고려하여 최  미임계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

히 에 지증폭기의 원자로는 어떤 경우에도 임계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미임계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의 설계는 기본 으로 에 지증폭기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사용후연료에 포함된 우라늄 원소의 핵변환이 목 이라면, 토륨과 TRU가 혼합된 

핵연료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단순히 토륨 연료의 효과 인 활용만이 목 이라면 

토륨과 U-233으로 이루어진 핵연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핵연료의 형태로는 일반 고

속로에서와 같이 속 혹은 산화물 핵연료가 고려될 수 있다.

미임계원자로의 출력은 외부선원의 크기, 즉 양성자 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노심의 출력제어는 양성자가속기의 출력제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되

는 제어 은 개념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원자로의 설계에 따라서 재임계의 가능성을 제

거하고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소  안 용 제어 을 노심에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

미임계원자로의 설계를 해서는 기존 임계원자로 설계용 산코드의 수정  보완

이 필요하다. 먼  고에 지 양성자와 표 과의 핵 쇄반응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산코드가 요구된다. 한 임계원자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외부선원을 고려한 미임계노심 

해석이 필요하다. 한 고에 지 양성자를 통하여 생성된 핵 쇄 성자의 에 지는 핵분

열 반응에서 발생되는 성자보다 매우 높은 에 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핵 쇄 성

자의 에 지를 히 고려할 수 있는 설계코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4.2.5 열수송 발  시스템

기본 으로 에 지증폭기의 열수송  발 시스템은 기존의 임계원자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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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개발 방안

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어 추진되

고 있다. 특히 미래형 원 으로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미래형 원 에 해당되

는 에 지증폭기의 개발계획은 국가의 장기 인 원자력에 지 연구개발 략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시 에서 개념설계 이상의 연구개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우므

로, 여기서는 개념설계를 목표로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4.3.1 타당성 연구

원자력에 지는  지구 인 에 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 인 

에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극 으로 기존의 임계원자로 개념에 기

한 원자력발 을 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 지증폭기는 2000년   잠깐 

기 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지만, 부분의 나라에서 련연구는 종료되었거나 단되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에 지증폭기에 한 연구개발을 해서는 그 필요성  타

당성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수행할 연구내용과 이에 필요한 인력  기간을 요약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소요 기간  인력

에 지증폭기의 연구개발 필요성  타당성에 한 연구 (1～2 년, 1.5 MY)

         : 기존 국내외 에 지증폭기 연구개발 결과 평가

: 에 지 증폭기의 필요성 연구  기존 임계원자로와 비교평가

: 에 지증폭기의 기술성  경제성 비교평가

        
2)  수행체제

다년간의 미임계로 연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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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개념설계 연구

만약 에 지증폭기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확립되면 아래와 같은 개념설계 연구가 필

요하다. 에 지증폭기의 개념설계는 미래 에 지증폭기의 역할을 결정하고 가장 한 

미임계원자로 개념과 가속기 개념을 결정하는데 집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 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에 지증폭기의 일종이 HYPER 시스템의 개념

설계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 지증폭기의 개념설계는 HYPER의 경험을 충분히 

반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연구내용, 소요 기간  인력

미임계원자로 개념연구 (2～3 년,  6 MY)

         : 원자로 개념 비교 평가

         : 미임계도  가속기 출력 평가

         : 표  시스템과의 연계 개념 평가

         : 핵연료 개념 비교평가

         : 원자로 안 성 비교 평가

핵연료 주기 개념설정 (2 년,  2 MY)

         : 에 지증폭기 토륨 연료주기 개념 확립

         : 토륨기반 사용후연료의 재활용성 평가

가속기 개념연구 (2 년,  2 MY)

         : 가속기 형식  용량 평가  결정

         : 양성자 수송  개념설계

2) 수행체제

다년간의 에 지증폭기 련 연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학  산업체와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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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표 시스템 개발

4.3.3.1 냉각재 선정

우수한 성능의 에 지 증폭기 개발을 해서는 우선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합한 

냉각재와 선택과 이에 따른 냉각시스템의 합리 인 설계  개발이 필수 이다. 특히 냉

각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 앞서서 에 지증폭기의 목 에 합당하고 우수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합한 냉각물질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에 지증폭기의 설

계목 과 운 에 필요한 기본 인 사항에 부합하는 냉각재 물질들을 선택하고 이들에 

한 여러 특성들을 해 기 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한 냉각물질을 선정

하는 것이다.

냉각재의 선정시 이용 가능한 모든 물질에 해서 평가하는 것은 비효율 이며, 우

선 으로 만족해야 할 기 을 설정한 후 기 에 해서 제약을 받거나 합당하지 않는 물

질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후보물질들에 해서 상세 분석을 수행하며, 최종 으로 에

지증폭기의 목 에 부합하는 최  선정 기 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 결정하는 것

이 가장 효과 이다. 한 냉각재와 표 물질은 동일한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표 물질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후보 냉각재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 선정 기 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재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양과 사용가격

2) 성자와 방사능 조사 도가 높은 EA 노심에서 안정성 유지 여부

3) 냉각재의 열 달 효율

4) EA 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자 흡수 단면      

에 열거한 기 들을 통과한 후보물질 에서 최 의 냉각재를 선정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최 선정기 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노심 핵특성 향  표 물질 사용 합성

2) 원자로 안 성 확보를 한 냉각재 고유안 성 - 냉각재 폭발  화재, 반응도 사

고, 자연 류 특성, 냉각재 출, 열  특성(용융/비등 , 열 달률, 열용량등), 원

자로 구조재  핵연료 피복물질과의 양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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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성(public acceptance)

4) 경제성 -  냉각재 가격, 부가  취  기술 개발 소요 여부등

4.3.3.2 표 물질 선정

표 물질은 양성자 빔 조사시 핵 쇄가 일어나면서 성자원이 생성되는 물질로써, 고

체표 과 액체표 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자 생성이 크고 성자 흡수 단면 이 작을 것

2) 고온, 고  방사능 환경에서 손상이 없을 것

3) 용융 이 낮을 것

4.3.3.3 핵 쇄 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  문제 

냉각재 혹은 표 물질을 선정한 후, 핵 쇄 표  시스템개발에 있어서 기단계에 

선택되어야 할 기술 인 문제와는 계없이 공통 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료 물성  부품 성능에 작용하는 방사화 손상  재료/냉각재 상호작용에 의한 
향을 결정.

2) 상되는 원자로 운  상황과 재료 물성과의 함수 계를 문서화하고 혹은 그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이에 한 개발을 수행.

3) 냉각재와 원자로 구조재 혹은 빔창 물질, 핵연료 피복 등과의 양립성 분석  그
에 한 처 방안.

4) 구조재  빔창의 건 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 설계 제한치 개발.

5) 시스템과 구성 부품들에 해서 건 성이 보장되는 기간을 결정.

6) 열수력  안  련 해석 코드의 검증.

7) 필요한 물리  모델과 자료의 개발.

8) 냉각재 화학특성에 있어서의 핵 쇄 의한 향 분석.

특히 열거된 기술  재료와 련 기술 개발은 시간과 산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조

사시험도 수반되어야 하는 에서 매우 도 인 연구개발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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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핵 쇄 표 시스템의 개발 내용  일정

핵 쇄 표  시스템 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에 해서 개발  검증들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연구 개발의 단계  수행보다는 각 분야별 세부 내용과 일정들을 기

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DS에서 냉각재  표 물질로 주로 사용하는 Pb-Bi(LBE)를 상

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LBE 표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

별 할 수 있다. 

• 표 시스템 구조재  빔창의 물질 선정

• 조사  모든 재료의 물성자료집 구축

• 양성자 혹은 성자 조사와 LBE 환경하에서의 물성 변화

• 양성자 혹은 성자 조사에 의한 LBE의 화학 특성 변화

• 구조 설계 제한치 결정

• Pb-Bi의 핵자료

• 물리  모델과 련 산코드의 검증

• 표 시스템 열수력 설계 검증 

• 사고시 냉각재(LBE)로부터의 핵 쇄 생성물 방출

• 잔열제거를 한 자연 류 특성 검증

• 표 시스템 평가를 한 LBE 시스템 열수력 산코드 검증

• 실증표 시스템 설계

• 실증 표 시스템 건설

• 실증표 시스템과 가속기 조립  시험 가동

• 원형 가속기 설계  조립

• EA 가동

1) 표 시스템 구조재  빔창의 물질 선정 (소요기간: 4년)

LBE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조재  빔창재료는 400℃ 이상의 고온에서 LBE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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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식 특성을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알려져 있다. 이미 LBE 련 연구가 오

랫동안 진행되어온 러시아의 경우, LBE에 의한 고온 부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재료

(silicon-modified alloy)를 개발하 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여 히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빔창(beam window)은 냉각재 혹

은 표 물질과 진공상태의 빔 을 분리시켜주는 구조물로써, 가속기로부터 생성된 양성자 

빔이 진공상태의 빔 (Beam tube)을 지나 표 물질에 조사될 때 냉각재와 빔 의 압력

경계를 형성하게 되며, 양성자 빔이 직  조사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고, 방

사선 손상등이 상되는 곳으로 건 성 확보를 해 빔창물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시스템 구조재  빔창의 물질 선정과 검증분야에 있어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요건 수립(재료의 기계 , 화학  특성등) 

-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조사실험 혹은 부식실험 수행

- 원형 표 시스템의 부품들에 한 조사시험

- 재료, 구조물, 부품들에 한 조사시험 후 분석

- 실험 결과, 기존의 연구기 /산업계의 물성자료집등을 문서화하고, 설계를 한 물
성자료집을 단일화

2) 조사  모든 재료의 물성자료집 구축 (소요기간: 2년)

핵 쇄 표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에 한 조사  물성치를 확보하고 자

료집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연구  설계자가 일 성있는 물성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한 필요할 경우 확보된 물성 자료에 한 검증 실험을 수행한다.

 

3) 양성자 혹은 성자 조사와 LBE 환경하에서의 물성 변화 (소요기간: 4년)

냉각재인 LBE는 400℃ 이상의 고온에서 철 구조물 성분  철, 크롬, 니 등을 용해

시키고, 그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구조재의 건

성에 미칠 향은 충분히 상하고 남는다. 특히 LBE 유동 에 있는 구조물의 LBE에 

의한 부식과 침식에 한 연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한 연구 항목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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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성자 빔과 핵 쇄 과정시 생성되는 성자에 조사에 의한 빔창  구조물등의 물

성 변화  향 분석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LBE 환경하에에서의 물성 변화 혹은 향 분석은 작은 실험 장치를 통해 수행 가

능하지만, 고출력 양성자 빔 조사실험은 국내 실험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계로 해외 실

험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외 기술 황 분석

- 고출력 양성자 빔 조사 실험

- 조사 후 물성 분석    

4)  양성자 혹은 성자 조사에 의한 LBE의 화학 특성 변화 (소요기간: 3년)

양성자  성자 조사에 의한 구조물의 물성  향 분석뿐만 아니라 냉각재 자

체가 표 물질도 함께하므로 이에 한 물성  향 분석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5) 구조 설계 제한치 결정 (소요기간: 1년)

핵 쇄 표  시스템의 운  조건들을 검토 한 후, 이에 따른 각 구조물들의 설계 

제한치를 설정한다.

 

6) Pb-Bi의 핵자료 (소요기간: 5년)

성자 생성, 핵 쇄 생성물등의 측에 필요하며, 안 해석시 선원항의 주요 구성물

을 악할 수 있음. 

- Bi 성자 흡수 단면  측정실험

- Pb-Bi 핵 쇄 생성물질 측정

7) 물리  모델과 련 산코드의 검증 (소요기간 : 5년)

Pb-Bi 핵 쇄/핵분열의 모사를 한 물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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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성자 생산, 핵 쇄/핵분열 물질등을 측하고, 표 시스템에 미치는 향과 그

에 의한 손상등을 평가할 수 있음.

- Pb-Bi 핵분열/핵 쇄 생성 물질 모사 모델 개발

 

8) 표 시스템 열수력 설계 검증(소요기간 : 4년)

양성자 빔이 직  조사되는 빔창의 효율 인 냉각을 한 열수력 설계가 필요함. 

한 핵 쇄 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부품들에 한 냉각 성능에 해서 평가하

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scaling analyses

- 빔창 형상 설계

- 핵 쇄 표 시스템 냉각 유로 설계등

- 물을 이용한 유동 특성 실험

- LBE를 이용한 냉각 특성 실험

 

9) 사고시 냉각재(LBE)로부터의 핵 쇄 생성물 방출 (소요기간: 1년)

LBE 냉각재에 존재하는 핵 쇄 생성물들은 출 사고시 안 해석을 한 주요 선원

항이 되며, 사고시 이들의 주변환경으로 출되는 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10) 잔열제거를 한 자연 류 특성 검증 (소요기간 : 2년)

표 시스템의 잔열 제거시 자연 류에 의한 냉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한 냉

각능력  특성을 평가할 필요 있음.

11) 표 시스템 평가를 한 LBE 시스템 열수력 산코드 검증 (소요기간: 3년)

표 시스템 설계에 사용된 열수력 코드들의 검증과 이에 한 평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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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증표 시스템 설계 (소요기간 : 3년)

검증  개발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장치를 한 상세설계를 수행함

13) 실증 표 시스템 건설 (소요기간 : 3년)

실증표 시스템의 상세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 표 시스템 건설

14) 실증표 시스템과 가속기 조립  시험 가동 (소요기간 : 6년)

15) 원형 가속기 설계  조립 (소요기간 : 5년)

16) EA 가동



- 50 -

제 5 장  토륨 핵연료 기술 개발 방안

5.1 개요

토륨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요한 이유 의 하나는 Th
232
이 성자를 포획하여 

U
233
으로 변환되므로서 이 동 원소가 열 성자를 흡수하면 열 성자로에서 증식이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8]

1960년  부터 시범 으로 사용된 Th  Th-U 혼합산화물 핵연료는 주로 미국

의 Elk River reactor, Indian point reactor등의 경수로와 고온가스로 (HTGR) 인 Peach 

Bottom, Fort St. Vrain reactor 와 독일의 AVR  THTR에서 사용 되었다. Light 

Water Breeder reactor(LWBR)의 개념으로 가동된 원자로는 미국의 Shipping port 

reactor (PWR)로, 여기에는 Th-U233 cycle의 채택과 함께, ThO2와 ThO2-UO2 고용체의 

혼합 산화물 핵연료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 로, 최근 들어 토륨핵연료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는 연

구를 많은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연료주기  폐기물 리 측면에서 장수명

핵종 변환 등에 한 응용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토륨 핵연료 (ThO2)는 Th-232로부터 핵분열 단면 이 높은 U-233을 증식시켜 핵분

열을 일으키는 핵연료로써, U-Pu 핵연료주기에 비해 장수명을 갖는 minor actinide를 

게 생산하고, 열 /화학  성능이 UO2보다 우수하여 노내 연소 거동이 좋으며, 사용 후 

핵연료의 장기  보존  리가 보다 용이하다. 토륨핵연료 주기는 핵확산 항성과 사

용 후 핵연료의 환경 친화성이 UO2 핵연료보다 좋고, 매장량이 우라늄의 약 4배인 토륨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IAEA에서도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 소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라늄의 국내 매장량도 제한 이

기 때문에 우라늄 원료의 가격상승에 비하여 핵연료 공 의 안 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토륨 자원은 타 핵연료 자원에 비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국내 에 지자원 

확보 에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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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륨 핵연료 주기

토륨을 핵연료 물질로 이용하려는 기술개발의 이유는 열 성자로에서의 토륨핵연료

가 우라늄핵연료에 비해 핵 인 특성이 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우라늄핵연료는 자연에 

핵분열성 동 원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 토륨 보다 앞섰던 것이고, 따라

서, UO2 핵연료와 화학  재료  특성상 유사한 ThO2를 핵연료 물질로 이용하려는 시도

는 극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Fertile material로 U
238
 신 Th

232
를 사용하고, U

233
을 

주된 핵분열성 물질로 사용하여 우라늄핵연료 주기에서 Pu239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ThO2는 아주 안정한 refractory 재료며 화학 으로 타 재료와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특성을 지니므로 산화 우라늄에 비해 많은 장 을 갖는 핵연료 재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단 으로는 핵분열시 단 핵분열당 더 많은 핵분열 기체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처리 이후 U
233
 핵분열성 동 원소는 항상 약간의 U

232
를 포함하고 있어 재순환 

에서 더 어려움이 있다. U232는 반감기 1.9년으로 Th228로 decay 되며, 이 Th228은 강

한 α-선  γ-선 방출원소이다. 따라서, 핵연료주기상의 여러 단계에서 취  시 Hot cell 

에서의 원격 취 이 필수 이다.

우라늄핵연료 주기르 근간으로 하는 토륨핵연료 주기의 개략도를 그림 5.1에 나타내

었다. 이 cycle은 토륨-우라늄 혼합 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할 때의 핵연료 주기이며, 

Pre-breeding phase 와 breeding phase로 구분할 수 있다. 토륨핵연료 물질의 경우도 우

라늄 핵연료 주기와 유사하나, 다만 농축단계가 없이 정제된 토륨화합물을 ThO2 산화물

로 변환한 후 이를 UO2와 혼합하여 (Th-U)O2 소결체를 제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그림 5.1의 제조단계에서 채   정제된 토륨화합물이 ThO2 산화물로 우라늄산화물

과 혼합된다.

 5.2.1 토륨핵연료의 제조

토륨핵연료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라늄 핵연료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것이 

부분이다. 이 경우, 부분은 제조공정이 사용되어지는 기원료물질의 형태  화학  

조성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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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토륨핵연료주기의 개략도

Lahoda는 그의 토륨핵연료 제조비용 측에서 기원료물질에 따라 가능한 제조방

법 5 가지를 제시하 다.[9] 여기에서, Th(NO3)4의 ThO2로의 변환방법으로 우라늄화합물

과의 공침(co-precipitation), ThO2 분말로의 변환으로 크게 나 어진다. 즉, (Th-U)O2 혼

합핵연료 제조방법으로 (Th-U)O2의 공침방법, UO2+ThO2 의 혼합분말을 다른 방법으로 

제조, 이를 사용하여 (Th-U)O2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Pu를 이용한 

(Pu-U)O2 혼합산화물 핵연료 제조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Pu의 복잡한 화학당

량비 조성(stoichiometric composition)에 비해 토륨의 간단한 조성으로 인해 보다 더 간

단해 질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5.2에 (Th-U)O2 소결체 제조의 형 인 제조공정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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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Th-U)O2 소결체 제조 공정흐름도

이것은 ThO2와 UO2 분말을 기원료물질로 하는 경우로, 형 인 요업제조공정이

다. 즉, 분말의 압분, 소결  무심연마 단계를 거쳐 (Th-U)O2 소결체를 제조한다. 간

단계에서 혼합  분쇄(milling)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ThO2와 UO2의 고용체로서의 균

질한 (Th-U)O2를 얻기 함이다. 이 같은 고용체 형성, 최종 소결체의 여러 특성, 즉, 소

결 도, 결정립크기 등의 요구되는 특성은 사용되는 기원료 분말들의 특성과 각 단계에

서의 공정변수들을 히 조합하여 변화시켜야 한다. 표 1에 ThO2 분말의 특성을 UO2 

특성과 비교하 다, 표에서 미루어 보면 동일한 격자구조와 유사한 격자상수를 가지는 

UO2와 율고용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우 균질한 고용체를 가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ThO2의 경우, 재료특성의 에서 보면, UO2에 비하여 

소결성이 감소하는 것이 측 되고 있다. 를 들어, 통상 인 UO2의 소결온도에서 ThO2

의 소결은 이론 도의 80%정도를 보여주고 있다.[10] 이 도의 감소는 제조되는 원료분

말의 특성과 높은 용융 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는 분말의 소결성 증가를 한 소결변수의 변화(온도, 

분 기  시간) 뿐만 아니라 원료분말의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분말

특성 , 분말의 비표면 의 증가는 상 으로 소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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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UO2  ThO2 물성 비교

UO2 ThO2 비고

격자구조

격자상수(Å)

이온크기(Å)

FCC

5.47

0.97

FCC

5.59

0.97

  율 고용체 형성

이론 도(g/㎤) 10.962 10.000

용융 (℃) 2840 3300   ThO2가 매우 높음

산화가 4+, 5+, 6+ 4+
  ThO2는 산소분압의

  향이 없음

분말물성

입자크기 : 2-5㎛

비표면  : 3㎡/g

(DC  ADU공정)

  ThO2는 UO2보다

  우수해야만 소결가능

이 경우 입자크기는 평균 2㎛이하로 조 되어야 90%TD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이는 분말 제조시 하소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그림 5.3은 다양한 Th 화합물의 

ThO2로의 변환시 이에 한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다 낮은 하소온도에

서 보다 큰 비표면 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증가된 소결성을 지니는 ThO2 분말

을 얻을 수 있다. 한, 비표면 의 증가는 기계 인 milling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 milling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소조건이 다른 

경우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4의 경우는 Th-oxalate를 하소조건을 다르게 하

고, 이 게 얻은 ThO2를 milling의 반복횟수를 다르게 한 경우이다.

그림 5.3 변환방법을 달리한 Th 화합물의 하소온도에 따른 비표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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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Th-oxalate의 하소조건을 달리한 ThO2의 분쇄에 따른 비표면  변화

UO2의 경우, O/U비를 히 조 함으로서 소결성을 높일 수 있으나, 표 5.1에서 보

는바와 같이 ThO2의 경우 산화수가 +4의 단일가로 존재하므로, hyper- stoichiometric 조

성에 의한 소결성의 증가를 기 할 수가 없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소결 진제(sintering additive)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UO2 소결시 사용되는 additive  MgO (결정립 성장), Nb2O5 (소결성 증가), 

CaO 등을 사용할 경우, 소결 도 증가를 볼 수 있다. 특히 ThO2 소결의 경우, 공기 에

서의 소결도 가능하므로, 온에서의 고 도 소결이 가능하다.

보다 균질성 있는(Th-U)O2의 소결체를 얻기 한 방법으로, 두 분말의 물리 인 혼

합 신 Th 화합물  U 화합물의 공침법을 통해 얻어지는 혼합분말의 제조를 들 수 있

다. 이는 Th와 U의 wet chemistry 상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ADU 공정과 유사한 방법으

로 공침시키면, 용액상태의 두 물질의 균질한 혼합상태가 침  후 침 물에도 유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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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에 의해 기계 으로 얻어지는 균질성보다 더 증가된 균질성을 얻을 수 있고, 이 

균질성은 미세구조의 균질성과 함께 보다 증가된 소결성을 상할 수 있다.

ThO2의 변환방법으로, 좀더 특별한 경우, sol-gel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핵연

료로서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아닌, Vi-pac 핵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핵연료 에 소

결체가 아닌 ThO2-UO2 핵연료물질을 진동으로 채우는 경우, 미세한 입자를 제조하여 충

하는 제조방법으로 이때 미세한 핵연료 물질입자는 sol-gel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보통 ge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미세구를 제조하여 충 율이 최 로 되도

록 몇 개의 크기별로 분포되게 입자를 선별, 이를 연료 에 넣어 충 시키는 방법으로 핵

연료를 제조한다.

 5.2.2 토륨핵연료 재처리

토륨핵연료 재처리[11]  유용 핵연료 물질의 회수는 우라늄 핵연료와 유사하게, 크

게 decanning, decladding, voloxidation  dissolution 과정을 거치는 head-end 공정과 

핵연료물질 회수를 한 용매추출 과정을 부분으로 하는 분리공정, 한 앞의 두 공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크게 나 어진다. 

Head-end 공정은 기계  혹은 화학  decladding 과정을 포함하고, 습식재처리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물질의 용해  용해된 핵연료 물질용액의 1차 decontamination 처

리에 하여 핵물질의 수집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Pa233의 분리까지 포함 할 수 

있다. Decladding에 앞서 기계 인 shearing 차가 decanning 과정 이후 수행된다. 

Decladding은 주로 Zirflex 공정에 의한 cladding의 용해나 Zircex 공정에 의한 

volatilization으로 수행되며, 혹은 Thorex dissolvent를 이용한 핵연료물질의 용해로 이루

어진다.

이 같은 head-end 공정이 완료되면, 분리공정에 의하여 유용한 핵연료물질을 다른 

불순물 ( 를 들면, neutron poison fission products)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용매 

추출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우라늄의 경우와 다르게 보다 까다로운 Thorex 공정

(그림 5.5)  Interim U233 process로, TBP를 용매로 사용하고, 혹은 Hexone U233 

process 에서는 hexone을 용매로 사용한다. 한 열화학 인 방법으로 molten salt와 

속을 이용한 우라늄과 토륨을 회수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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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처분은 기체, 고체  액체 폐기물에 하여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

라 액체폐기물은 tank storage, 기체(Kr  I)처리를 한 방법도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고체 폐기물은 히 처리되어 매장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그림 5.5 용매추출에 의한 THOREX 분리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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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륨 핵연료 가공  재활용 시설

핵연료물질의 취 은 국내․외 으로 환경보 을 한 오염 확산방지, 방사선 리, 

종사자의 건강  방사선장해 등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취 되는 핵종과 그 

동 원소의 핵  특성의 악은 무엇보다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한 특정 핵종의 임계

질량이나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토륨  이를 근간으로 한 핵

연료의 취 , 가공시설  사용되어진 토륨핵연료의 재활용을 한 핵연료 물질의 분리 

 회수 시설,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고

려사항을 극 수용하여야 한다.

국내․외 으로 토륨을 기반으로 하는 핵연료 용 취 시설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륨핵연료는, 앞서 서론에서 언 하 듯이, 원자력발  창기에 우

라늄과 함께 이의 보조역할로 개발되다가 우라늄의 부존 확인량의 증가 등으로 재까지 

그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원자력 기술보유국에서 그다지 심이 없었다. 다만 수

로 원자력 발 소만을 보유한 캐나다는 1970년 에 CANDU를 이용한 U
233
의 증식로의 

고려사항으로 (Th-U
233
)O2 핵연료 원격가동 가공시설에 한 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토륨핵연료의 취 시설은 그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에 

앞서, 사용되어질 핵연료 물질의 규모, 련 핵연료 주기의 장기 인 망, 공 된 원자력 

발 소 부지와의 연 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 으로는, 소규모의 

실험실에서 기 기술을 익히고 습득한 후 보다 취 용량을 늘여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5.3.1 토륨핵연료 가공시설

천연상태의 토륨은 인공원소인 루토늄과 달리 핵연료 물질로서 다른 방사성 동

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천연상태의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폐 혹은 차폐시설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 (Th-U)O2 핵연료 가공시에는 우라늄핵연료와 마찬가지

로 일반 핵연료 취 시설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용후에는 핵연료가 재처리되어 다른 핵연

료물질(U
233
)과 이에 포함된 강한 γ선원인 U232의 daughter nuclei들이 회수되면 이들은 

hot cell 내에서 취 , 핵연료로 가공되어야 한다. 모든 과정과 공정단계에서의 작업은 원

격으로, 최소한 manipulator(master slave)로, 수행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수리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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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이런 취 시설에서도 작업자들의 직  

manipulator 작동보다는 자동화된 원격조작이나 robotics를 활용하려는 추세이다.

5.3.1.1 공정기기

사용되어질 공정기기로는 혼합  분쇄공정에 련되는 분말처리기기로 mixer와 다

양한 mill을 필요로 하며, 이에 앞서, 기 원료물질의 종류에 따라, 질산염에서 산화물로

의 변화에 필요한 precipitation vessel, calcination furnace, drying oven 등의 화학공정기

기도 확보 되어야 한다.    

가공되어지는 핵연료의 종류에 따라, 즉 입자가공에 의한 Vi-pac 핵연료 혹은 분말

제조에 의한 소결체 형태에 따라, 이에 합한 가공기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분말제조-소

결체 가공의 경우, 압분체 제조를 한 압분체 성형 press, 소결로  무심연마기가 공정

기기로 요구되며, 입자제조 - Vipac 핵연료 route의 경우, sol-gel법에 의한 입자제조 장

치, 소결로, 진동압분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기기에 맞추어, 각 단계마다 핵연료의 특성을 악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개발 창기에는 보다 많은 data 획득을 하여 특성분석의 빈도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상되므로, 보다 많은 기기가 소요된다. 표 인 특성분석기기로는 입자크기 분

석기, 미세구조 찰용 시편 비 장비  학/ 자 미경, 비표면 측정기, 기타 화학분

석 장비 등이다.

5.3.1.2 공정흐름  시설 

이러한 공정기기에 맞추어, 각 단계마다 핵연료의 특성을 악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개발 창기에는 보다 많은 data 획득을 하여 특성분석의 빈도수가 매우 증가할 

공정시설은 공정의 흐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토륨핵연료의 제조공정은 Th(NO3)4 에서 

ThO2 로의 화학공정의 변환에서 기계  가공공정인 소결체 연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성에 맞는 단  단계의 시설내 배치는 물론 타 공정과

의 연계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6은 캐나다 CRNL 연구소에서 개념 설계시 제안된 

(Th-U)O2 핵연료 소결체 제조시설의 개념도이다. Canyon 1～7까지의 hot cell은 ThO2 

 UO2 분말에서 소결체 최종 가공단계까지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반 편의 hot cell

은 제염  유지보수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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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사용후 우라늄핵연료의 재처리기술은 재 상용화되어 있으며, 이에 한 시설은 유

럽의 여러 국가에서 상용운 되고 있다. 토륨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은 우라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 즉,  사용후 토륨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확보는 재 가동 인 우

라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모방함으로서 이룰 수 있다. 다만, 경제  여건과 정책 결정이 

건이 될 수 있다.   

그림 5.6 토륨핵연료 가공시설 개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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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도입 시나리오

6.1 고  폐기물 리 측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에는 고 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심지층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 십만 년의 리 기간이 필요하며 이 게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생

태계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격리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리에 필요한 기간을 단

축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장반감기의 고  폐기물을 분리해내어 가속

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에서 소멸 처리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장반감기의 방사성 물질로는 우라늄원소 ( 루토늄  마이  악티나이드)와 장반

감기 핵분열 생성물이 있다. 이 에서 루토늄은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를 이용하

여 연소시키기에는 필요한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 기수가 무 많다. 가속기 구동 미

임계 원자로는 기본 으로 고속로에 가속기가 더 설치되므로 만약 고속로로 루토늄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는 고속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가 고속로에 비해 우 에 서는 방법은 사용되는 

연료 량을 우라늄원소로 장 하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경수로 사용후 연료내의 

우라늄원소  90%이상을 차지하는 루토늄은 고속로의 연료이며 고속로에서 무 

낮지 않은 환비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안 하게 고속로에서 연소가 가능하다. 마이  악

티나이드도 루토늄과의 본래 비율을 유지하여 고속로에 장 된다면, 안 성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결국,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가 고속로에 비하여 비교 우 를 가지는 경우는 원

자로에 장 되는 연료만으로는 임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고  폐기물 처리 

에서 이런 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  악티나이드 만으로 핵연료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언제 이것이 가능하게 될지 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용후 핵연료 리 

측면에서 도입 시기를 측하는 것 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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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속 가능한 에 지 개발 측면

원자로에 장 되는 연료만으로 임계에 이르지 못하는  다른 경우는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를 단순 재가공하는 것만 가능한 경우이다. 단순 재가공된 연료 만 원자로에 장

된다면, 지속 인 일정 출력에서의 가동을 해서는 가속기가 부족한 성자를 원자로

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 재가공된 핵연료는 고속로 환경하에서 임계도가 략 0.8에 불과하여 미임계도

가 무 크고, 이에 따라 가속기의 용량이 매우 커지게 되며, 이는 가속기의 경제성을 심

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국내 도입시기는 이로 재순환 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런 가운데 고속로 기술의 개

발을 꾀한다면 불리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우라늄보다 부존자원 측면에서 3배 가량 많은 토륨을 에 지원으로 사용하기 해 

특별히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가 도입되어 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U-Pu 주기

와 Th-U 가 함께 도입되면 복 투자에 따른 혼란만 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륨 

주기의 도입은 렴한 가격의 우라늄 원 이 소진될 것으로 상되는 2060년 이후로 도

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6.3 고속로 체 기술 측면

재 추세로는 고  폐기물 처분 기능이나 지속가능한 에 지원으로서 고속로가 

장차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를 모으고 있다.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는 단순히 

가속기가 더해진 고속로이므로 임계 고속로와 경제성이 비슷해지면 경쟁력을 갖추게 된

다. 

가속기의 지속 인 운 이 가능하고 설비비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가속기의 설치를 

감안하여 원자로 쪽의 나머지 안  설비를 단순화 하거나 제거하여 체 으로 임계 고

속로와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면, 향후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가 임계 고속로를 체

할 수도 있다. 이를 해서는 가속기  원자로 시스템 단순화를 한 꾸 한 연구가 따

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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