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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규범에 입각한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최근  세계 으로 안 한 에 지 공 을 하여 지속 가능한 에 지원

으로써 원자력의 상이 재평가 되고 있고 원자력에 한 에 지 의존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차세  원자력 시스템은 지속 가

능성, 안 성, 신뢰성, 경제성과 더불어 핵비확산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자

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을 심으로 하는 GIF와 IAEA를 심으로 하는 INPRO에서는 차세

 원자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 에 있고 핵비확산을 최 화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스템에 

하여 핵비확산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원자력 시스템별로 다양한 공정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핵비확산

성을 정량  정성 으로 평가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제 으로도 핵비확

산성 평가에 한 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

여 최 의 방법론을 도출하려는 과정 에 있다. 국내에서도 GIF와 INPRO의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제 인 핵비확

산성 평가 방법론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한 국제 인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더욱 발 시켜 국내 모델 개발에 활용

할 계획이다. 

  차세  원자력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의 요성에 따라 핵비확산

성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이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 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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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고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목 으로 2007년 원자력 장기 

과제가 태동되었다. 재 원자력 시스템에 하여 핵비확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자체 모델 개발을 한 연구가 수행 이고 국내 고유의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향후 원자력 시스템의 수출에 기여하고 국제 으로 원자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국내 고유의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고유 지표 평가 방법론 개발

을 한 1단계와 고유지표 평가 기술개발의 2단계 그리고 종합화 기술개발

을 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고유지표의 선정, 고유지표 평

가 모델 도출, 고유지표의 허용기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GEN 

IV/ INPRO 방법론 비교평가, 고유지표 개발,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고유지

표 허용기  선정, 고유지표 정량화  평가모델, 고유지표의 기술 요건 검

토를 수행하 고 고유지표 허용기  선정, 고유지표의 기술 기  수립 방안

검토, 원자력 시스템에 다른 고유지표 특성 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며 핵물질의 정용 경로 해석을 한 방법론 동향 분석을 수행

할 정이다. 한 국내ㆍ외 련 문가와의 회의, 세미나  기술자문을 

통하여 신뢰성 있고 검증된 고유 평가 방법론 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의 국내 고유 모델  방법론 개발을 하여 

GEN IV/INPRO 방법론 비교평가, 고유지표 개발,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고

유지표 허용기  선정, 평가모델 개발, 고유지표의 기술 요건 검토를 수행하

다. 수행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GEN IV/INPRO 방법론 비교평가

•GEN IV PR&PP의 measures, metrics, attribute 특징분석 수행

•INPRO PR의 BP, UR, Indicator 특징 분석 수행

- 고유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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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 외 , 보장조치 련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수행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내 , 외 , 보장조치 련 고유지표의 설정  평가 수행

-고유지표 허용기  선정

•각 고유지표의 정량화  허용 기 의 범  개발

- 평가모델 개발

•국내 고유 평가 모델 개념 설계

- 고유지표의 기술 요건 검토

• 표 GEN IV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 항성 특성 검토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 항성 확보를 한 시스템의 기술  요건 

검토  도출

이러한 결과들은 핵비확산 평가관련 국내 모델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

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핵비확산성은 국제사회가 새롭게 추가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안전요건으

로서 정량적인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주로 GEN-IV 및 INPRO에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GEN IV의 제4세대 원자로의 개발은 2020

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INPRO에서는 혁신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2030년

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노형을 선정

하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에 대한 핵비확산성 만족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연구 개발중인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기술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 설계 강화 및 개선에 활

용될 것이고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인허가 규제요건 개발에 활용될 것

이다. 또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수출시 반드시 요구되는 핵비확산성 평가

에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핵비확산 평가 모델 개발은 차세대 원자력 시스

템 개발에 따른 기술 수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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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cently, nuclear energy is being reconsidered for the safe energy 

supply in the world as a sustainable manner and energy dependance on 

the nuclear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herefore,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 must satisfy sustainability, safety, credibility, economics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GIF around the States and INPRO around IAEA selected future nuclear 

reactors and the research is going on. One of the goals of the research is 

to magnify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Therefore, a evaluation 

methodology to quantify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n a nuclear system 

is being developed. However, because each nuclear system has various 

different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an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proliferation resistanc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ternationally, the 

evaluation methodology is not established yet and the optimum 

methodology will be drawn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thodologies. Korea actively participates in GIF and INPRO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methodology development and contributes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Moreover, the 

international results will be adopted and modified in the domestic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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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importance of proliferation resistance of future nuclear system,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enhance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was adopted as one of goals of the national nuclear long 

term R&D project,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was started from 2007. The national model is 

now being developed and the model will contribute to the export of 

nuclear system and the increase of nuclear transparenc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e domestic evalu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essential indicator 

development in 1st phase, assessment of indicators in 2nd phase and 

integration in 3rd phase are classified. In the 1st phase, selection of 

indicators, model development for evaluation and allowable limit are the 

major areas. First of all, comparative study of GEN IV/INPRO, indicator 

development, feasibility study of indicator, selection of allowable limit for 

indicator, quantification of indicator,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and 

technical review of requirement were performed. Next year, selection of 

limit for indicator, technical standard for indicator, indicator property 

evaluation on nuclear system will be studied and stream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pathway for diversion will be performed as well. 

Moreover, through meetings, seminars or technical advis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e evaluation methodology will be approved. 

Ⅳ. Result of Project

  In order to develop the national model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comparative study of GEN IV/INPRO 

methodology, indicator development, feasibility study of indicators, 

allowable limit selection,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and technical 

review of requirement for indicators were done. The results are as 

followed. 



- vi -

- Comparative study of GEN IV/INPRO methodology

•Analysis of property for GEN IV PR&PP measures, metrics, attributes

•Analysis of property for INPRO PR BP, URs, Indicators

- Indicator development

•Analysis of property for intrinsic, extrinsic, safeguards indicators

- Feasibility study of indicators

•Creation of intrinsic, extrinsic, safeguards indicators

- Allowable limit of indicators

•Quantification of each indicator and standard limit development

-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Conceptual design of the national evaluation model

- Technical review of requirement for indicator

• Review of proliferation resistance property on representative GEN IV 

and future nuclear system  

•Cre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for future 

nuclear system 

These results will be appli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valuation methodolo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s proliferation resistance is an additional safety requiremen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is being developed in GEN IV and 

INRPO. GEN IV expects 4th generation nuclear reactor at 2020 and 

INPRO expect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at 2030. Therefore, the 

R&D for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 needs to be performed 

domestically. Because of the require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in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 the domestic evaluation technology will 

be used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in the 

design of future nuclear system and it will be used in the regulatory 

requirement of permission and authorization. Additionally, it will be used 

in the evaluation of proliferation resistance for export of futur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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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hich is required. Therefore, the national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 development and the following technology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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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세계 으로 에 지 가격 폭등  수  불안으로 인하여 에 지 자원의 

지속 인 안 한 공 이 국가  심사항으로 두되고 있고 에 지 해외 의존도를 

이고 자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온실가스 배출 증 에 따른 지구 

온난화 상으로 환경 괴가 증 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구 온난화

를 방지하기 한 안으로써 원자력 에 지 이용의 확 가 많은 국가에서 계획되

어 있고 지속 으로 원자력 에 지에 한 의존도가 증 될 것이다. 한 지속 인 

경제 발 에 따라 에 지 수요는 증가될 것이 상되고 지속 가능한 에 지원으로

써 원자력 에 지의 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국제 으로는 원자력 이용의 극 화를 하여 미국을 심으로 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로그램을 통한 핵주기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

고 이러한 핵주기 기술 개발에 따라 련 원자력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을 심으로 제 4세  원자로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GEN 

IV(Generation IV)에서는 차세  원자로를 선정하고(Sodium Fast Reactor (SF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 Liquid Metal Fast Reactor (LMFR), 

Gas Cooled Fast Reactor (GFR), Molten Salt Reactor (MSR), Super Critical 

Water Reactor (SCWR)) 시스템 설계  개발단계에서부터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PR&PP),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 성 (Safety), 신뢰성 (Reliability) 그리고 경제성 (Economics)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노형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 IAEA를 심으

로 INPRO 로그램에서도 차세  원자로에 한 기술 력  개발이 국제 으로 

수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차세  원자력 시스템에서는 핵비확산을 최 화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핵비확산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에 GIF(GEN IV Information Forum)와 

INPRO에서 각각 독립 인 평가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게 되었다. INPRO에서는 미

래의 신 원자력 시스템에(Innovative nuclear system) 하여 경제성, 지속 가능

성, 환경친화성, 안 성, 폐기물 최소화 등과 함께 핵비확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제 으로 체계 인 핵비확산은 1970년  IAEA의 INFCE(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xamination)과 DOE의 NASAP(Non-proliferation alternative systems 

assessment program)에서 핵확산을 최소로 하는 핵연료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1]. 그러나 INFCE 1980, NASAP 1980 보고서에서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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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보유하려는 국가에서 핵확산에 한 기술 인 요건들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는 결론과 핵비확산에 한 정량  평가 결과 도출에 실패하 으며 INFCE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재처리를 선호하는 국가들과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선

호하는 미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국제 인 합일 을 도출하는데 실패하 다. 

1980년 에는 핵물질 이에 한 확률론 인 분석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하 고 

2000년 에 들어서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성이 강조되면서 

GEN IV  INPRO에서 정량  평가를 한 평가 방법론들의 연구개발이 구체화되

기 시작하 다. 

  한 국내에서도 GIF와 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개발에 극 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2000년에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정

책 목표  하나로 채택되면서 핵확산 항성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IAEA의 CRP(Coordinate Research Project)를 통하여 INPRO의 핵비확산 방법론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 고 특히 DUPIC 공정에 한 case study[2]를 수행함으로

써 INPRO 평가 방법론의 문제 과 개선 을 도출하여 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

법론을 한 User's Manual[3]를 발간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하 다. 한 향

후 원자력 시스템의 해외 수출과 국내 원자력 시스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의 

국제 인 신뢰성과 투명성 증진을 하여 독자 인 평가 방법론 개발을 2007년 원

자력 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국내 자체모델 개발을 한 

연구개발을 시작하 다. 국제 으로는 GIF  INPRO의 핵비확산 연구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므로써 국제  평가 방법론 개발에 이바지하고 핵비확산에 한 국가

인 노력을 반 하며 국내의 자체 평가 모델 개발에 따라 핵비확산의 의지를 내

외에 보이는 역할을 하고 국가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 된다. 

  재 세계 으로 정량 인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는 상태이

고 GEN IV의 PR&PP 그룹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들에 한 시도가 수행되고 있으

며 INPRO에서도 정량 인 평가 방법론 개발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량

인 평가 방법론 개발은 고려하여할 다양한 인자들에 하여 정립된 표 이 없기

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핵비확산성 평가 결과는 원자력 시스템의 설계 기단계부터 반 이 되어야 하고 

핵비확산성 평가  강화 설계 방안은 향후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의 요 요건  

하나로 핵비확산성 강화 설계개념이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국

내에서는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기술 개발을 통하여 향후 개발해야 할 차세  원

자력 시스템에 한 인허가 규제요건의 필수 기술의 확보를 해서 활용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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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GEN-IV PR&PP에서의 PR 개발 황

    핵비확산의 목표는 미신고 시설에서 복사될 수 있는 기술, 장비 는 미신고 

핵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공정과 용할 수 있는 핵물질 모두를 포함

함.

   ○ Gen IV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체계의 구성[4]

      6개의 기본 measures와 metric, attribute로 구성됨

   ○ Gen IV 핵비확산성의 measure(평가척도) 평가 항목들의 특징분석

      - 핵확산 항성의 주요 요소

• 공개된 핵물질 흐름 혹은 장고에서 비 리에 핵무기 핵물질을 용하

여 핵무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핵물질의 용: concealed diversion)

• 공개된 시설내에서 비 리에 핵무기 핵물질을 생산하여 핵무기를 취 하

고자 하는 국가(시설의 오용: concealed material production)

• 공개된 장비 혹은 시설의 비 모사, 혹은 격리된 비  로그램에 의해 

핵무기를 취 하고자 하는 국가(비 복제: concealed material productin 

by replication)

• 국가가 핵비확산 조약의 탈퇴후 핵무기  물질, 시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Gen-IV 시스템이 미치는 기여도(Overt diversion of 

material and Overt materials production)

• 평화  원자력 활동에서 취득한 지식의 비  핵활동에 한 기여도

      - 주요 평가 척도 (표 2.1)

• 핵확산에 요구되는 기술  어려움 (Proliferation Technical Difficulty, 

TD)

   criticality hazards, radioactivity levels, availability of open information, 

access to specialized export controlled components 

• 핵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Proliferation Cost, PC)

    minimum cost for setting up the minimum needed infrastructure to 

complete the segment, cost from misuse of civilian 

infrastructure/personnel

• 핵확산에 소요되는 시간 (Proliferation Time, PT)

  maximum diversion or production rate, storage duration, ext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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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equipment modifications

• 핵분열물질의 종류 (Fissile Material Type, MT)

   spontaneous neutron emission rate, Heat generation rate( ; Pu238), 

gamma radiation activity, bare-sphere critical mass

• 탐지확율 (Detection Probability, DP)

   DIV, Nuclear material accounting, C/S

• 탐지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성 (Detection Resources Efficiency, DE)

   ○ 평가방법론 (그림 2.1)

      - 시스템에 한 잠재  핵확산자, 반국가단체에 의한 을 받는 challenge

를 정의함

(Host state, sub-nation, 핵확산자의 능력과 목 을 정의)

      - 이에 한 시스템 방호반응을 결정

• 핵물질, 공정, 장비, 정보를 포함하는 타겟 결정

• 시스템 공정별 는 운 별로 기본 인 구성 요소를 분석

그림 2.1 GEN-IV PR&PP 평가방법론.

      - 핵물질 흐름 경로에 한 분석 수행

      - 설계요소들에 한 measures와 metrics를 평가하여 시스템의 핵비확산 정

도를 평가

      - 평가요건들은 항인자 (material, technical, extrinsic barriers)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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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and metrics
Metrics scales

bin (median)

Proliferation 

resistance

proliferation resistance measures determined by intrinsic features

proliferation technical 

difficulty (TD)

0-5% (2%)

5-25% (2%)

25-75% (2%)

75-95% (2%)

95-100% (2%)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proliferation cost (PC)

0-5% (2%)

5-25% (2%)

25-75% (2%)

75-100% (2%)

>100% (2%)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proliferation time (PT)

0-3mon (2mon)

3mon-1yr (8mon)

1-10yr (5yr)

10-30yr (20yr)

>30yr (>30yr)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fissile material type (MT)

HEU

WG-Pu

RG-Pu

DB-Pu

LEU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detection probability (DP)

lower than IAEA goal

50% in 1yr (IAEA for 1SQ for 

LEU)

20% in 3mon, 50% in 1yr (IAEA 

for 1SQ for SF)

50% in 1mon, 90% in 1yr (IAEA 

for 1SQ for HEU,PU)

greater than IAEA goal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detection resource 

efficiency (DE)

<0.01 (0.005GWyr/PDI)

0.01-0.04 (0.02GWyr/PDI)

0.04-0.1 (0.07GWyr/PDI)

0.1-0.3 (0.2GWyr/PDI)

>0.3 (1.0GWyr/PDI)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 Table 2.1: example quantitative metrics and scales for PR measures

 WG-weapon grade (normally 94% fissile Pu isotopes) RG-reactor grade 

(normally 70% fissile Pu isotopes), DB-deep burn plutonium (normally 43% 

fissile Pu isotopes), LEU(low enriched uranium, mominally 5%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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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인자 (barriers)  평가지침

Barrier type Barrier Attributes

Material 

barriers

Isotope

 Critical mass

 Degree of isotopic enrichment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Heat generation rate

 Difficulty presented by radiation to weapons design

Chemical  Degree of difficulty in refining weapons material

Radiological (dose to humans)  Degree of remote handling normally required

Mass and bulk  Concentration of material, ease of concealment

Detectability

 Degree of passive detection capability

 Active detection capability

 Hardness of radiation signature

 Uniqueness of material's signatures

 Uncertainties in detection equipment

Technical 

barriers

Facility unattrractiveness

(degree of difficulty of 

production of weapons

material inherent in a 

facility)

 Complexity of required modifications

 Cost of modifications

 Safety implications of modifications

 Time required to modify

 Facility throughput

 Effectiveness of observable environmental signatures

Facility accessibility

 Difficulty and time to perform operations

 Need for specialized equipment

 Manual versus automatic, remote operation

 Frequency of operational opportunity to divert

Available mass
 Amount of potentially weapons useable material at a given point in a 

fuel cycle

Diversion detectability

 Type of material and processes wrt accountability

 Uncertainties in detection equipment

 Form of material as amenable to counting

Skills, expertise and 

knowledge

 Dual-use skills and knowledge

 Applicability of dual-use skills

 Availability of dual-use information

Time
 Time materials in a facility or process are available to proliferant 

access

Extrinsic 

barriers

(institutional 

barriers)

Safeguards

 Avail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Minimum detectability limits for material

 Ability to detect illicit activities

 Response time of detectors and monitors

 Precision and frequency of monitoring

 Degree of incorporation into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Access control and security

 Administrative steps for access

 Physical protection and security arrangements

 Existence of effective back-up support

 Effectiveness of access control and security

Location  Remoteness and/or co-location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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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PNNL 평가 방법론 개발

      - Attribute analysis[5]

• 핵물질의 내 , 외  인자들에 한 핵물질을 평가함으로써 핵물질의 잠

재 인 핵비확산 가능성을 평가함

      - Scenario analysis

• 핵물질 이동경로에 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핵물질의 

이에 한 사  측을 가능하게 하고 핵비확산 취약 지 에 한 핵

확산 탐지 방안을 조기에 마련함(그림 2.2)

      - 주요 입력요구 자료: 시스템 설계자료, 시스템 감시자료, 공정별 자료, 물질 

흐름자료, 물리 인 항인자의 자료들이 기본 으로 요구됨

      -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확률론 인 근방법을 고려함

      - Attribute 방법론과 시나리오에 한 방법론을 병행함으로써 핵비확산 평

가에 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함.

그림 2.2 핵물질 흐름도.

제 3  MIT 평가 방법론 개발

      - 용 핵물질의 양 인 평가를 한 근방법[6]

         basic event들의 확률 값들로부터 top event의 핵확산 는 핵비확산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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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을 도출 (그러나, 확률 값의 불확실성에 한 분석과 expert elicitation 

방법론 도출이 필요)

      - 핵확산 성공의 과정: 핵물질의 생산, 축출, 용, 핵무기로의 제조  핵무

기 개발 단계로 분리하고 있음.

      - 핵확산을 한 Success tree 모델 (그림 2.3, 2.4)

그림 2.3 Overall success tree for proliferation.

  

   

그림 2.4 Success tree development for event 2 (W2).

논리 트리는 fault trees를 구성한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모든 사건발생은 

Boolean event union operator에 의해서 계산된다. 

- Example of minimal cut set calculation

 T = (A+B)*(A+C) = A*A+A*C+A*B+B*C=A+A*C+A*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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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Engineering symbolism Mathematical symbolism

Idempotent law
X*X=X

X+X=X

∩  

∪  

Absorption law
X*(X+Y)=X

X+X*Y=X

∩∪ 

∪∩ 

Complementation
X*/X=0

X+/X=1

∩  

∪  

Associative law
X*(Y*Z)=(X*Y)*Z

X+(Y+Z)=(X+Y)+Z

∩∩ ∩∩

∪∪ ∪∪

Distributive law
X*(Y+Z)=X*Y+X*Z

(X+Y)*(X+Z)=X+Y*Z

∩∪ ∩∪∩

∪∩∪ ∪∩

      A+B*C(minimal cut set)

 T = (A+B)*(A+C)*+C*(C+D) = A*A+A*C+A*B+B*C+C*C+C*D=

      A+A*C+A*B+B*C+C+C*D=A+C(Minimal cut set)

-Boolean Algebra

성공확율 = 1-Pr(DD).

Pr(DD)=Pr(ND U CD U UD U AD U TD U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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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Pr(DD)=1-(1-Pr(ND))(1-Pr(CD))(1-Pr(UD))(1-Pr(ED))(1-Pr(TD))(1-Pr(AD))

여기서,

 Pr(ND)=1-(1-Pr(PP)Pr(NI)Pr(DF))(1-Pr(PP)Pr(NI)Pr(FR))(1-Pr(PP)Pr(NI)Pr(BF))

  Pr(CD)=1-(1-Pr(CI)Pr(CO)Pr(TA))(1-Pr(CI)Pr(CO)Pr(FA))

            (1-Pr(CI)Pr(CO)Pr(BCC))(1-Pr(CI)Pr(CO)Pr(PAC))

            (1-Pr(CI)Pr(CO)Pr(BCS))(1-Pr(CI)Pr(CO)Pr(PAS))

  Pr(UD)=Pr(UI)Pr(UO)Pr(SI)

제 4  랑스 SAPRA 평가 방법론

      - SAPRA는 미국의 Gen IV 방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TOPS 보고서의 내용

을 기 로 작성됨[7]

      - SAPRA(Simplified Approach for PR Assessment of nuclear systems)은 

multiple barriers analysis 방법론을 도입하고 핵물질 이동경로를 핵물질 

용단계, 수송단계, 변형단계, 제조단계로 나 어 각 단계별에서 barrier들을 

사용하여 핵비확산 정도를 평가함.

      - 각각의 barrier들은 4단계로 나 어 평가함(즉, very low resistant barrier

부터 very high resistant barrier까지). 

표 2.2 Comparative list of barriers between TOPS and S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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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
SAPRA

not
ediversion transport transform weapon 

fabricate

Material

isotopic

critical mass X 1

isotopic enrichment X X 2

spontaneous neutron 
emission X X

hear generation X X

radiation of the direct 
material X X

dangerousness (other than 
irradiation) X

chemical X X

radiological X X X

mass and bulk X X X

physical form X

detectability X X X

Technical

facility unattractiveness X 3

facility accessibility X X

available mass X X

diversion detection X X

skill, expertise, knowledge X X X

time X X X

technical difficulty X

collusion level X

construction detectability X

signature of installation X

Extrinsic

Safeguards X X

Access/control/security X X X

Location/distance (for transport) X X

1: In SAPRA, included in mass and bulk

2: when enrichment is inescapable

3: In SAPRA, included in other technical barriers linked to the diversion 

phase

      - 핵물질 획들을 한 Success tree 모델 (그림 2.4)

      - Top event의 확률은 값은 basic events의 값에 의해서 결정됨 

제 5  INPRO의 PR 평가 방법론

   ○ INPRO 평가방법론 분석평가[3,8]

      - 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은 bottom-up의 방식으로 최종 아랫단계의 

지표들을 시스템에 도입 평가함으로써 다음 상  단계의 기본 목표들을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상 단계에서의 핵비확산의 목표 달성도를 

최종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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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비확산 평가방법론의 구성

      - 1 BP와 5 URs 그리고 평가지표들로 구성

      - BP(Basic Principle): 최상  단계의 목표로 핵비확산 내 지표와 외 지표

들이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체 주기에서 핵물질 획득에 비 매력

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함.

   ○ UR(User Requirement)  평가 지표 특징 분석

      - UR1: 국가  기 별 핵비확산 련 수행 부분을 명시

•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과

• Institutional structural arrangements을 포함

      - UR2: Attractiveness of NM(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내 지표)를 

명시

• 핵물질의 질, 양, 형태, 기술들을 포함

      - UR3: Difficulty and detectability of diversion(외 지표)를 명시

• 핵물질 계량 리, 격납 감시, 핵물질의 측정, 공정  시설 변경의 어려

움정도를 포함

• 기술과 시설 오용의 발견정도 나타냄

      - UR4: Multiple barriers들을 명시

• 핵비확산 평가시 내 , 외  지표들의 포함 정도를 나타냄

• 핵물질 용  획득 경로에서 항인자들의 강건함 정도를 나타냄

      - UR5: 디자인 최 화

• 시스템 설계 기단계에서부터 핵비확산 인자들의 역할  수행을 고려

• 핵비확산 내   외  지표에 따른 비용 부담 최 화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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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RO Methodology in proliferation resistance of IAEA-TECDOC-1434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BPPR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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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me.

BPPR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RPR1.1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should be
adequate.

URPR1.2 The att 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in an INS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hould be low. This includes the attractiveness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that could credibly
be produced or processed in the INS.

URPR1.3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reasonably difficult and detectable.
Diversion includes the use of an INS facility for
the introduction, production or processing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URPR2.1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multipl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URPR2.2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in the design/engineering phase)
to provide cost-efficient proliferation
resistance.

IPR1.1.1 S 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IPR1.2.1 Material At tractiveness.

IPR1.3.1 Difficulty and detectability of
diversion.

IPR2.1.1  The extent by which the INS is
covered by multiple intrinsic features.

xtent? is the f raction of  plausible acquisition밇
paths.  It is understood that each acquisition
path is covered by appropriate verification
measures.

IPR2.1.2  Robustness of barriers covering an
acquisition path.

IPR2.2.1 Cost to incorporate thos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proliferation resistance.

IPR2.2.2  Verification approach with a level of
extrinsic measures agreed to between the
verificat ion authority (e.g. IAEA, Regional
safeguards organizations,  etc.) and the State.

Indicators

VPR1.1.1.1 ~
VPR1.1.1.14

VPR1.1.3.1 ~
VPR1.1.3.9

VPR1.1.2.1 ~
VPR1.1.2.5

Variables

○ Modified structure of BPs, URs and Indicators in INPRO PR area

BPPR 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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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me.

BPPR 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RPR 1.1 The 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technology in an INS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hould be low. This includes the 
attractiveness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that 
could credibly be produced or processed in the INS.

URPR 1.2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reasonably difficult and detectable. Diversion 
includes the use of an INS facility for the 
introduction, production or processing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URPR 1.3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adequate to fulfill internal 
standards.

URPR 2.1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multipl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URPR 2.2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in the 
design/engineering phase) to provide cost-efficient 
proliferation resistance.

IPR 1.1.1: Material quality
IPR 1.1.2: Material quantity
IPR 1.1.3: Material form
IPR 1.1.4: Nuclear technology

IPR 1.2.1: Accountability
IPR 1.2.2: Applicability of C/S measures
IPR 1.2.3: Detectability of nuclear material
IPR 1.2.4: Difficulty to modify the process
IPR 1.2.5: Difficulty to modify facility design

IPR 1.3.1: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IPR 1.3.2: Facilitiy/Enterprise undertakings to 
provide PR

IPR 2.1.1  The extent by which the INS is 
covered by multiple intrinsic features.  
“Extent” is the fraction of plausible 
acquisition paths. It is understood that each 
acquisition path is covered by appropriate 
verification measures.
IPR 2.1.2  Robustness of barriers covering 
an acquisition path.

IPR 2.2.1 Cost to incorporate thos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proliferation resistanc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Indicators

BPPR 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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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me.

BPPR 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RPR 1.1 The 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technology in an INS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hould be low. This includes the 
attractiveness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that 
could credibly be produced or processed in the INS.

URPR 1.2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reasonably difficult and detectable. Diversion 
includes the use of an INS facility for the 
introduction, production or processing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URPR 1.3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adequate to fulfill internal 
standards.

URPR 2.1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multipl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URPR 2.2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in the 
design/engineering phase) to provide cost-efficient 
proliferation resistance.

IPR 1.1.1: Material quality
IPR 1.1.2: Material quantity
IPR 1.1.3: Material form
IPR 1.1.4: Nuclear technology

IPR 1.2.1: Accountability
IPR 1.2.2: Applicability of C/S measures
IPR 1.2.3: Detectability of nuclear material
IPR 1.2.4: Difficulty to modify the process
IPR 1.2.5: Difficulty to modify facility design

IPR 1.3.1: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IPR 1.3.2: Facilitiy/Enterprise undertakings to 
provide PR

IPR 2.1.1  The extent by which the INS is 
covered by multiple intrinsic features.  
“Extent” is the fraction of plausible 
acquisition paths. It is understood that each 
acquisition path is covered by appropriate 
verification measures.
IPR 2.1.2  Robustness of barriers covering 
an acquisition path.

IPR 2.2.1 Cost to incorporate thos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proliferation resistanc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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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s manual에서의 평가 구조 (IAEA-TECDOC-1575)[3,9]

- UR1 평가 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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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2 평가 라메터

- UR3 평가 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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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GEN-IV/INPRO 평가방법론 비교 평가

   GEN-IV와 INPRO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을 평가 분석하므로써 국내 평가 방법론 도출  

정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GEN-IV PR&PP의 measures, metrics, attributes 특징 분석

    핵비확산의 목표는 미신고 시설에서 복사될 수 있는 기술, 장비 는 미신고 

핵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공정과 용할 수 있는 핵물질 모두를 포함

함.

   ○ Gen IV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체계의 구성

      6개의 기본 measures와 metric, attribute로 구성됨

   ○ Gen IV 핵비확산성의 measure(평가척도) 평가 항목들의 특징분석

      - 핵확산 항성의 주요 요소

• 공개된 핵물질 흐름 혹은 장고에서 비 리에 핵무기 핵물질을 용하

여 핵무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핵물질의 용: concealed diversion)

• 공개된 시설내에서 비 리에 핵무기 핵물질을 생산하여 핵무기를 취 하

고자 하는 국가(시설의 오용: concealed material production)

• 공개된 장비 혹은 시설의 비 모사, 혹은 격리된 비  로그램에 의해 

핵무기를 취 하고자 하는 국가(비 복제: concealed material productin 

by replication)

• 국가가 핵비확산 조약의 탈퇴후 핵무기  물질, 시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Gen-IV 시스템이 미치는 기여도(Overt diversion of 

material and Overt materials production)

• 평화  원자력 활동에서 취득한 지식의 비  핵활동에 한 기여도

      - 주요 평가 척도

• 핵확산에 요구되는 기술  어려움 (Proliferation Technical Difficulty, 

TD)

   criticality hazards, radioactivity levels, availability of open information, 

access to specialized export controlled components 

• 핵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Proliferation Cos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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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cost for setting up the minimum needed infrastructure to 

complete the segment, cost from misuse of civilian 

infrastructure/personnel

• 핵확산에 소요되는 시간 (Proliferation Time, PT)

  maximum diversion or production rate, storage duration, extent of 

required equipment modifications

• 핵분열물질의 종류 (Fissile Material Type, MT)

   spontaneous neutron emission rate, Heat generation rate( ; Pu238), 

gamma radiation activity, bare-sphere critical mass

• 탐지확율 (Detection Probability, DP)

   DIV, Nuclear material accounting, C/S

• 탐지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성 (Detection Resources Efficiency, DE)

   ○ 평가방법론 (그림 3.1)

      - 시스템에 한 잠재  핵확산자, 반국가단체에 의한 을 받는 challenge

를 정의함

(Host state, sub-nation, 핵확산자의 능력과 목 을 정의)

      - 이에 한 시스템 방호반응을 결정

• 핵물질, 공정, 장비, 정보를 포함하는 타겟 결정

• 시스템 공정별 는 운 별로 기본 인 구성 요소를 분석

그림 3.1 GEN-IV PR&PP 평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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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 흐름 경로에 한 분석 수행

      - 설계요소들에 한 measures와 metrics를 평가하여 시스템의 핵비확산 정

도를 평가

      - 평가요건들은 항인자 (material, technical, extrinsic barriers)들을 포함

   ○ Diversion pathway 기본 요건 분석

      - 핵물질 이 Pathways는 핵확산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행 자의 잠재

인 연속  행 로써 정의되고 Gen IV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함.

      - 핵물질 이의 양  평가 방법론 근방법 모색

• theft or diversion of natural uranium

• theft or diversion of LEU from enrichment plant (modification of 

enrichment facility to produce higher enrichment)

• theft or diversion of LEU and components containing LEU

• theft or diversion of spent fuel assemblies containing LEU and Pu

      - Proliferation pathway: 핵물질 이의 모든 가정 시나리오 분석 도입

• 주요 단계: 핵물질 획득, 핵무기 물질로의 처리, 핵무기의 제조 단계로 

나 어서 단계별 핵물질의 이 방법론 분석

      - 원자력 시설에서 고려될 주요 핵물질 용 지

• Transportation 

• 장 시설 (신핵연료,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 핵연료 제조시설

• 핵물질 환시설

• 핵물질 농축시설

•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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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인자 (barriers)  평가지침

Type Barrier Attributes

Material 

barriers

Isotope

 Critical mass

 Degree of isotopic enrichment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Heat generation rate

 Difficulty presented by radiation to weapons design

Chemical  Degree of difficulty in refining weapons material

Radiological (dose to 

humans)
 Degree of remote handling normally required

Mass and bulk  Concentration of material, ease of concealment

Detectability

 Degree of passive detection capability

 Active detection capability

 Hardness of radiation signature

 Uniqueness of material's signatures

 Uncertainties in detection equipment

Technical 

barriers

Facility unattrractiveness

(degree of difficulty of 

production of weapons

material inherent in a 

facility)

 Complexity of required modifications

 Cost of modifications

 Safety implications of modifications

 Time required to modify

 Facility throughput

 Effectiveness of observable environmental signatures

Facility accessibility

 Difficulty and time to perform operations

 Need for specialized equipment

 Manual versus automatic, remote operation

 Frequency of operational opportunity to divert

Available mass
 Amount of potentially weapons useable material at a given 

point in a fuel cycle

Diversion detectability

 Type of material and processes wrt accountability

 Uncertainties in detection equipment

 Form of material as amenable to counting

Skills, expertise and 

knowledge

 Dual-use skills and knowledge

 Applicability of dual-use skills

 Availability of dual-use information

Time
 Time materials in a facility or process are available to 

proliferant access

Extrinsic 

barriers

(institutional 

barriers)

Safeguards

 Avail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Minimum detectability limits for material

 Ability to detect illicit activities

 Response time of detectors and monitors

 Precision and frequency of monitoring

 Degree of incorporation into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Access control and 

security

 Administrative steps for access

 Physical protection and security arrangements

 Existence of effective back-up support

 Effectiveness of access control and security

Location  Remoteness and/or co-location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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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PRO PR의 BP, UR, Indicator 특징 분석

   ○ INPRO 평가방법론 분석평가

      - 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은 bottom-up의 방식으로 최종 아랫단계의 

지표들을 시스템에 도입 평가함으로써 다음 상  단계의 기본 목표들을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상 단계에서의 핵비확산의 목표 달성도를 

최종 평가함.

   ○ 핵비확산 평가방법론의 구성

      - 1 BP와 5 URs 그리고 평가지표들로 구성

      - BP(Basic Principle): 최상  단계의 목표로 핵비확산 내 지표와 외 지표

들이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체 주기에서 핵물질 획득에 비 매력

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함.

   ○ UR(User Requirement)  평가 지표 특징 분석

      - UR1: 국가  기 별 핵비확산 련 수행 부분을 명시

•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과

• Institutional structural arrangements을 포함

      - UR2: Attractiveness of NM(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내 지표)를 

명시

• 핵물질의 질, 양, 형태, 기술들을 포함

      - UR3: Difficulty and detectability of diversion(외 지표)를 명시

• 핵물질 계량 리, 격납 감시, 핵물질의 측정, 공정  시설 변경의 어려

움정도를 포함

• 기술과 시설 오용의 발견정도 나타냄

      - UR4: Multiple barriers들을 명시

• 핵비확산 평가시 내 , 외  지표들의 포함 정도를 나타냄

• 핵물질 용  획득 경로에서 항인자들의 강건함 정도를 나타냄

      - UR5: 디자인 최 화

• 시스템 설계 기단계에서부터 핵비확산 인자들의 역할  수행을 고려

• 핵비확산 내   외  지표에 따른 비용 부담 최 화를 달성

제 2  핵확산 항성 고유지표 개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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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비확산 평가시 고유지표들을 개발하여 개발될 국내 모델에서 핵물질의 정성   정량  

평가지표로써 활용하고자 함 

1 핵확산 항성 내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핵확산 항성 물질특성: 핵물질이 고유 으로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분류

      - 화학  형태

         핵물질의 속상태 는 산화물 상태를 고려하고 특히 루토늄의 경우 

재처리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한 인자. 한 핵물질내 핵분열 생성물과 액

티나이드 포함여부를 고려한 인자. 핵물질의 핫셀내 는 원격취 을 고려

한 인자들을 포함.

      - 방사선 장벽

         핵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고려 용자에 직 인 방사선 험도

를 고려한 인자로 국제 인 방사선 인체 향 정도를 고려함.

      - 공정물질 크기  질량

         핵무기에 직  활용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한 인자로 기본 으로 핵무기 하

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one Significant quantity, 1SQ) 상 핵물질의 크

기와 질량을 고려한 인자

      - 열 발생율

         핵무기 제조  성능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루토늄의 경우 주로 

Pu238의 함량을 기 으로 결정한 인자

      - 자발 성자 방출

         자발 성자 방출에 의한 조기폭발 염려로 인한 인자로써 루토늄 경우 

Pu240과 Pu242의 함량으로 결정되는 인자

      - 핵물질별 significant quantity[10]

물질 Significant Quantity(SQ)

<직접 핵물질 사용 경우>

 Pua  
 233U  

 HEU(235U>=20%)

                8kg Pu

 8kg U-233

 25kg U-235

<간접 핵물질 사용 경우>

 U(235U<20%)b 

 Th 

 75kg U-235

  (또는 10t 자연 U,  또는 20t 열화 U)

 20t Th

(((a 238Pu을 80%이하로 포함하는 Pu, b 농축, 자연, 열화우라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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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확산 항성 기술  특성

     

Indicator Key
parameter

Acceptance limit

Un *A. WK *A. Mod. *A. Str. *A. Very *A.

Isotope
content

Pu239/Pu (w/o) >93 80~93 70~80 60~70 <60

U235/U (w/o) >90 50~90 20~50 5~20 <5

U232 for U233 
ppm) >1 1~100 100~4000 4000~700

0 <7000

Chemical
form

Pure Pu
metal

PuO2

PuN
Fresh 
MOX

Spent 
Fuel

Spent fuel 
with high 
burnup

Radiation
field rem/hr <1 1~15 15~100 100~1000 >1000

Bulk &
mass

Kg <10 10~100 100~500 500~1000 >1000

cm <10 10~40 40~100 100~300 >300

Heat 
generation Pu238/Pu (w/o) <0.1 0.1~1 1~10 10~80 >80

SF neutron
generation

(Pu240+Pu242)/Pu 
(w/o) 1~10 10~15 15~20 25~50 >50

(*A. is acceptance)

2 핵물질 보장조치 련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Accountability: 핵물질 계량 리 방안으로 시설별 MBA와 KMP 결정에 따

라 평가함.

      - 핵시설내 주요한 KMP(Key Measurement Points) 지 으로는 Fresh fuel 

장소, Core and fuel handling 장소, Spent fuel 장소, spent fuel 

shipment 지  등이 포함됨.

      - 주요 방법론: 비 괴 측정분석 시스템과 괴 측정분석 시스템이 활용됨.

      - Gen IV 주요 평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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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Rationale

Uniqueness of 
material signature

The intrinsic material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 to the 
easiness of identifying/recognizing the nuclear material type 
and composition. Unambiguous material signature affects 
measures of discriminating the composition.

Hardness of radiation 
signature

An intrinsic material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s to the 
difficulty of concealing material radiation signature.

Possibility of 
applying passive 
measurement 
methods

The intrinsic materi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to 
characterize the nuclear material 

Item/Bulk Affects the accuracy of accounting

Uncertainties of 
detection equipment Uncertainties in detection equipment

Annual throughput
Amount of nuclear material produced by the process in a 
given period of time. It affects the accuracy of physical 
inventories and material balance.

Batch/continuous/pro
cess Batch way or continuous way affects measurements accuracy

Nuclear material heat 
generation rate Calorimetric analysis is used for verification purpose. 

radiation field Impact on accessibility to areas where nuclear material is kept

Amount of hidden 
inventory

To reduce uncertainty on nuclear material that can not be 
presented to inspector for verification

Possibility of near 
real time 
accountancy 
implementation

To make inspector  able to close mateial balance and make 
inventory verification

      - INPRO 주요 평가 인자

3r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

Acceptance limit

Un A. Wk A. Mod. A. Str. A. Very A.

Detectable
radiation

no reliable 
signature

no reliable 
signature

moderately 
deteted by 

active means

reliably 
detected by 
active means

easily 
detected by 

passive 
means

Diversion
detectability

MUF(kg)
Pu or U233

U235 with LEU
U235 with HEU

Th (ton)

>16
>50
>150
>40

8~16
25~50
37~75
20~40

4~8
25~12
18~37
10~20

2~4
7~6
9~18
5~10

<2
<6
<9
<5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environment open open
glove box
concrete

metal
hot cell geological 

media

Difficulty to modify 
fuel cycle facilities 

& process for 
undeclared 
production

degree of 
difficulty very easy easy moderate difficulty very difficulty

   ○ C/S(Containment/Surveillance) 주요 방법론

      - optical surveillance system : videotape, camera 

      - seals and tags:

• metallic seal(CAPS), fiber optical seal(COBRA), ultrasonic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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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eal (VACOSS-S)들이 주로 사용됨

      - Unattended and Remote monitoring

• unattended system: thermo hydraulic power monitor, spent fuel 

counter, core discharge monitor, fuel flow monitor에 사용됨

• remote system: digital camera, digital image surveillance

      - 환경 샘 링

      - Gen IV 평가 인자

Attribute Rationale
Operatinal practice

Extent of automation the extent to which procedures are carried out without the need 
of human intervention in the interested area.

Standardization of items in 
transfer

Standardized items will increase the easiness of performing 
surveillance on material transfer

Possibility to apply visual 
monitoring

Illumination and viewing angles inside facility area contribute to 
the easiness of performing surveillance by camera. Minimizing 
visual obstacle reduces the number of camera for coverage.

Number of possible 
transfer routes for items 
in transit

Limited transfer route improves easiness of performing 
surveillance.

Possibility to apply 
remote monitoring

Permanent surveillance improves the score of detection 
probability

   ○ Safeguards의 핵물질 탐지목표: 1SQ 해당 양을 핵물질 종류별 기에 탐지

해야 함[10]

 Material category                           Detection time

  Un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1month

  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3month

  Indirect use material                        1year

3 핵확산 항성 외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국제 핵비확산체제 

      - 국제 핵비확산체제란 평화 인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 제조에 용되는 것

을 방지하고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핵무기의 건 성을 확보할 목

으로 실시되는 핵실험을 지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 를 법 으로 보장

하는 국제 인 조약, 제도, 정 등의 총체를 말함. 

      -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심으로 하는 다자간 체제, 양

국간의 원자력 력 정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간 체제, 지역체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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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 정책으로 구성됨.

      - 재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문제 으로서 주요 잠재핵무기보유국들의 NPT

를 비롯한 핵비확산체제 미가입, IAEA사찰을 비롯한 국제 검증체제의 한계

성, 원자력 수출통제 제한성 등이 지 됨. 그러나, 그간 NPT를 심으로 하

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핵확산 방지 노력은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 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다자간 체제

• 다자간 체제는 특정지역의 국가들이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제로서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이나 

약 는 일부 국가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지침 등으로 구성됨.(그림 

3.2)

그림 3.2 다자간 체제.

• 핵비확산조약(NPT)을 심으로 하여, 핵무기보유국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을 방지하는 수평  확산 방지를 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 조

치체제,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국제 핵물질방호체제가 운용되고 있

음. 한 핵무기 양을 늘리거나 질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는 수직  확산 

방지를 하여 면핵실험 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이 체결되어 재 각국의 서명  비  에 있으며, 비핵지  

(NWFZ : Nuclear Weapon Free Zone) 련조약, 무기 핵물질생산 지

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등이 있음.

• 핵비확산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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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비확산조약(NPT)은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의 심으로서, 핵비확산

과 련된 가장 기본 이고 근본 인 국제규 범을 제공한다. NPT는 

미국, 소련, 국 등 3개 핵보유국(NWS: Nuclear-Weapon State)과 

비핵보유국 40개국 등 총 43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

으로 체결하여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조약 1)으로서 1995년 그 

효력이 무기한 연장됨.  

   ∘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기술 이 을 지시키고 있는 

NPT는 문 12항  본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핵보유국이 평

화  목 의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환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하기 

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NPT는 핵무기 

보유국  핵비보유국의 의무, 수평  확산방지를 한 핵보유국의 

의무, 평화  이용 증진, 핵군축  비핵지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가입국은 2006년 5월 재 5개 핵무기보유국을 포함하여 189개국에 

달함. 우리나라는 1968년 서명하고 1975년 4월에 발효됨. 재 핵무기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음. 

• IAEA 안 조치체제

   ∘ IAEA는 법 으로 평화  목 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  목 에 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국제 안 조치(Safeguards) 권한을 보

유하고 있음. IAEA 안 조치체제는 계량(Accountancy), 격납

(Containment)  감시(Surveillance), 사찰(Inspection)의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되며, 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해당국의 시설  시설외 지역에 장하고 있는 핵물질에 한 정

보 리

       ･ 기구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  평가 

       ･ 핵물질 국제 이 에 한 정보 리

       ･ 미계량 물질의 원인 분석  추  리

       ･ 기구 사찰  견을 통한 해당국의 의무사항 수 여부 확인  

시정 조치.

   ∘ IAEA는 원자력 력 정  다자간 조약[NPT, 비핵지 (NWFZ: 

Nuclear Weapon Free Zone) 조약]등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과 체

1) IAEA,"T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FRCIRC/140, IAEA, Vienna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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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안 조치 정에 따라 당사국의 평화  원자력 활동에 하여 

안 조치를 수행함. IAEA의 안 조치 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부분안 조치 정(INFCIRC/66) : 당사국 원자로 포함한 일부 시

설에 국한 용

       ･ 면안 조치 정(INFRCIRC/153) : 당사국 모든 원자력 시설에 

용

       ･ 자발  안 조치 정 : 핵보유 5개국 상.

   ∘ 2006년 말 재 140개국과 224개의 안 조치 정을 발효 이며, 이 

가운데 NPT에 따른 안 조치 정은 126개에 달함. 우리나라는 1975

년 4월 NPT을 비 한 이후 1975년 11월 IAEA와 면안 조치 정

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IAEA 안 조치를 받고 있음.

   ∘ 1993년 IAEA는 이라크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안 조치 강화방안 

‘93+2 로그램(Program 93+2)’사업에 착수하여, 1997년 5월 특별이사

회가 안 조치 정의 모델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2)
를 승인함

에 따라 강화된 안 조치체제 (SSS: Strenthened Safeguards 

System)가 확립됨2). ‘93+2 로그램’은 당사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을 

신고했는지에 해 검증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핵물질이 있는 시설에 한 확 신고, 환경시료채취 허용, 

핵물질이 없는 원자력시설까지 정보제공  추가 근, 환경시료채취 

확  등임. 

   ∘ 2006년 9월 재 추가의정서에 110개국이 서명하 으며, 78개국이 발

효하 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INFCIRC/540에 서명하여, 2004

년 2월에 발효하 음.

   ∘ 우리나라는 IAEA의 안 조치 강화에 효율 으로 응하고 한 한

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1992년 )에 비하기 하여 

국내 핵물질  시설에 한 국가검사제도(SSAC: State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를 도입․시행하고 있

음. 1994년 안 조치 문기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통

제기술센터(TCNC)를 설립하고, 2000년부터는 국내  원자력 시설

(2006년 재 35개 시설)에 해 국가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국제원자

력 리통제소(TCNC)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새로운 독립 문기

2) IAEA,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s) betwee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FCIRC/540 (Corrected), IAEA, Vienn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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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을 설립하여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

화 동향에 극 부응하고, 국내 핵물질 통제 등 국가 원자력 통제체

제를 강화하 음.

•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란 원자력물자 수출입 통제에 련된 국제

인 규범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일련의 국제  체제를 총칭

함. 원자력 물자의 수입 통제는 원자력물질, 시설  기술의 평화  

이용과 원자력 활동이 군사  목 으로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목 임. 

   ∘ 원자력 교역에 한 국제  틀은 NPT에 의해 제공됨. NPT 에서 

원자력 무역에 한 사항은 제1조에서 제4조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

며, 주요 내용으로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이   양도 

지, 핵비보유국으로의 핵분열성 물질 양도, 원자력의 평화  이용 

장려 등에 한 규정임.

  ∘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는 NPT에서 출발한 쟁거 원회(ZC: 

Zangger Committee)3), NPT와는 별도로 출발한 원자력공 국그

룹(NSG: Nuclea Supply Group)4),5), Wassennaar 체제(신

COCOM) 등으로 구성됨.

   ∘ 쟁거 원회

       ･ NPT 3조 2항의 구체  시행지침 수립 이행을 해 설립됨. 1974

년 원자력 수출통제의 기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최 로 실질 인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가 마련됨. 

       ･ 쟁거 원회는 2개의 별도 양해각서로 수출 조건  차와 통제품

목을 규정하고 있음. 수출통제 품목으로는 핵물질, 원자로  부속

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 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농축시설, 

수  련 생산시설 등이 있으며, 이 사용품목과 기술은 포함

하지 않고 있음. 쟁거 원회가 갖는 의의는 원자력 공 국이나 

공 국들이 핵비확산 측면에서 원자력 수출에 해 동일한 규제를 

하는 데 해 처음으로 동의했다는 데 있음. 

3) IAEA, "Communications of 15 November 1999 Received from Member States Regarding the Export of 

NM and of Certain Categories of Equipment and Other Material, " INFCIRC/66, Vienna (1968).

4) IAEA,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Certain Member States Regarding Guidelines for the Export of 

NM, Equipment and Technology," INFCIRC/254/Rev.4/Part 1 and 2, Vienna (2000).

5) IAEA,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Italy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INFCIRC/322, Vienn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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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말 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한국 등 35개국에 이르고 있

음.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가입하 음.

   ∘ 원자력공 국그룹(NSG)

       ･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하

여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하자 NPT 3조만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

는 데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1978년 1월 원자력공 국

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수출통제지침인 ‘런던 가이

드라인(London Guidelines)을 발표하 음. 

       ･ 쟁거 원회와 비교하여 NSG가 갖는 의의는 핵보유국이며 쟁거

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랑스가 참가했으며, 쟁거 원회보다 통

제를 한층 강화하 음. NSG 지침도 쟁거 원회 지침과 같이 공식

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지침 규정 원칙에 따른 참

가국들의 자율 인 수행 결정에 따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NSG는 재까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심을 이루고 있음.

       ･ NSG는 쟁거 원회에 비하여 IAEA 면안 조치 용, 물리  방

호조치 용 등 수출조건도 더 엄격하고, 이  용도품목  기술

을 포함하는 등 통제품목의 범 도 넓음. NSG 통제지침은 원자력 

용 품목인 Part 1과 이 사용품목인 Part 2로 구분하고 있음. 

NSG 출범 시에는 원자력 용 품목만 상이었으나 1992년 이

사용품목이 통제품목으로 추가되었음. NSG는 1978년 조직된 이후 

10여년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1990년 걸 을 계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2006년 4월 재 회원국은 모두 45개국으로, 회원

국  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NSG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95

년 10월 가입하 음.

   ∘ Wassennaar 체제 (신 COCOM)

       ･ 이 Wassennaar체제는 냉 체제 하에서 구공산권 경제의 쇄 역

할을 한 구COCOM이 공산권 붕괴로 소멸됨에 따라 이를 신하

여 북한, 이라크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하는 테러  지역분

쟁 우려국가에 한 수출통제 개념으로 설립하 음. 

       ･ 2003년 4월 재 회원국은 33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 으며, 통제품목은 COCOM의 핵 련물자 24개 

품목임.

• 핵물질방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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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에 한 물리  방호조치의 실 을 해 1979년 10월 IAEA 

주  하에 약문을 채택하여 1987년 2월 발효되었음. 2006년 5월 

재 핵물리 방호 약 (CPPNM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당사국은 총 117개국과 EURATOM

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12월 서명하 으며, 1982년 4월 비 하

음. 

   ∘ 핵물질방호 약은 핵물질의 안 한 장, 사용  운송에 있어서 핵

물질의 평화  이용을 진하고 핵무기 확산의 험을 방하기 해 

모두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물질에 한 범죄 방, 탐지  처

벌을 보장하기 한 국제 인 력의무 등 물리  방호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2002년 3월 IAEA 이사회는  핵물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테러 활동에 처하기 한 각국의 계획을 

승인하여 물리  방호체제를 강화하 음. 

      - 양자간 체제

• 다자간 체제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체제인 반면 양자간 체제는 양 당

사국간의 핵비확산에 한 방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하는 것임. 양자간 

체제는 특정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두 개의 국가 는 기  등일 경우 

형성되며, 일반 으로 두 당사국 에서 핵물질이나 장비 등을 공 한 

당사국이 규제권을 가짐. 

• 양자간 체제의 표 인 로서는 원자력 력 정과 원자력의 평화  이

용을 한 양국간 공동선언이 있음. 원자력 력 정에서는 양국간의 핵

물질 공   기술이 조건, 핵물질 등의 형상  내용변경 등에 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선언은 양국간의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따른 핵비확산 의무와 핵무기 개발의 포기에 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양국간 공동선언의 표 인 것으로는 남북한간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보장 이외에도 농축이나 재

처리 시설의 보유도 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외에도 양국간의 신

뢰를 구축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상호 확인하기 한 양국간 상호

사찰제도가 있음. 

• 원자력 력 정

   ∘ 원자력 력 정은 양국간 원자력 력의 틀을 양국 정부간에 법 으

로 약속하는 것임.  이 정은 다른 국제조약이나 약과는 달리 원



- 31 -

자력의 평화  이용개발을 한 력 수단이면서, 한 핵확산 방지

를 하여 공 국이 수령국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제공함. 

   ∘ 원자력 력 정은 력 당사국 정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력 정의 주요 요소는 크게 공 국의 권리, 수령국의 의무  력 

조건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주요 요소가 

모든 정에 그 로 반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채택되고 구체 인 내용이 결정된다. 일반 으로 정에 규정된 

통제권은 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된 품목이 수령국에 남아있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음.

   ∘ 재 우리나라는 양국간 원자력 력은 국가군별로 특화되어 추진되

고 있다. 2006년 말 재 19개국과 원자력 력 정을 체결하고 있으

며, 그 에서 1개국(스페인)과는 보충 정을 그리고 1개국(일본)과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고 있음6). 재 미국, 캐나다, 랑스 등 9개

국과 원자력공동 원회 개최를 통하여 양국간 원자력 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주요국의 핵물질 보유 황

      - 핵무기를 개발하기 해서는 핵물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일반 으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은 우라늄(U)과 루토늄(Pu)이며, 이외의 

핵물질로는 토륨(Th)  기타 Am과 Np 등을 들 수 있음. 이 에서도 

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은 매우 민감한 

인공 핵물질임. 루토늄은 핵무기 물질 자체나 이들의 처분, 원자력발 으

로부터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하여 얻어지며, 고농축 우라늄

(HEU)은 핵무기 물질이나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농축을 통하여 얻어짐. 

      - 핵무기 수는 각 국가의 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악할 없으나 

일반 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음. 동서 냉 의 종식과 핵무기 유지비용을 감하기 해 

미국과 러시아는 략무기 감축 정(START I, II)을 체결하여 핵무기의 

수를 감축하기로 합의하 으며, 재까지 악되고 있는 세계의 핵무기수

는 총 2,000두 이상으로 추정됨7).

      - 세계 으로 분리된 민생용 루토늄의 재고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6) 과학기술부, “2006년 원자력현황집,”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006).

7) 이병욱 외 6인, “핵비확산 핵드북 (2003),”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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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있음.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무기  Pu 50t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원자로에의 사용을 통하여 35t을 처분하 다고 발표하고 있음8). 

      - 재 세계 으로는 약 1870 t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HEU)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약 680 t 정도

로 추정됨9). 세계 으로 부분의 연구용 원자로는 일반 경수를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90% 농축도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HEU) 연료를 

사용하고 있음10). 러시아와 국의 90% 농축도 우라늄 연료 사용을 제외

하고는 모두 93% 농축도의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량 보면 재 세계 으로 사용후핵연료 량은 23만톤 이

상으로서 연간 약 만톤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세계 으로 이러한 추세

에 필연 으로 요구되어지는 고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 시설이 운  에 있는 것이 없는 실정으로서 많은 국가들

이 되어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원자력 시스템의 핵비확산성 제고 

   ○ 황

      - 모든 원자력 에 지시스템은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하여 핵무기 사용 

물질로 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는 핵확산 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핵

무기 물질로의 용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원자력을 평화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핵비확산성을 보유하는 원자력 에 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요함.

      - 이러한 에서 세기에 들어서 Gen IV  INPRO 국제공동 로그램에

서는 핵비확산성을 기술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강조한 차세  원

자로  핵연료주기를 결합한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연구개발을 주요 

이슈로 취 하고 있음. 이러한 핵비확산성을 강조한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이의 정량  평가를 한 구체 인 평가방법론의 필

요성도 제기되어져 평가방법론 개발이 재 보완･개발 에 있음11).12) 

   ○ 핵비확산성 제고 시 고려사항

8) Pluotnium 2000 Conference, Brussels, Belgium.

9) IAEA, INFCIRC/549, Vienna, Sept. 2003. 

10) UCRL-JC-151485, LLNL, May 2003.

11) NEA,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evision 5," GIF/PRPPWG/2006/005, OECD/NEA (Nov. 2006).

12) IAEA, "Methodology for the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Report of 

Phase 1B (first phase) of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IAEA-TECDOC-1434, IAEA, Vienna (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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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비확산성은 각각의 기술 보다는 그 기술들이 구 되는 체 시스템

의 에서 근하여야 함. 이러한 에서 시스템의 핵비확산성을 제고하

는 수단은 기술  수단뿐만 아니라 제도  수단인 그 시스템의 리체계

(안 조치, 핵물질 계량 리, 물리  방호 등)까지 포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함. 

      - 특정한 원자력 시스템의 핵비확산성을 제고하는 기술  수단은 해당 원자

력 시스템의 내재  특성(Intrinsic Feature)이나 시스템 내의 핵물질 특성

을 변화시켜 군사 으로 용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함. 기술  

수단으로서 민감한 핵물질의 노출 최소화를 한 핵연료주기시설의 동일부

지내 건설   핵연료주기 동안 루토늄의 비분리･재순환, 재처리 시설

내의 물리  방벽 보강 등이 제안되고 있음13),14),15). 한편, 특정 원자력 시

스템의 핵비확산성을 제고하는 제도 (institutional) 수단이란 시스템의 기

술  특성보다는 시스템에 한 리체계를 강화하여 핵확산에 용되기 

어렵도록 하는 수단을 말함. 

      -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자로  핵연료주기 기술에 하여 

설계 기부터 폐로에까지 이르는  단계에 걸쳐서 핵확산 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이러한 조치 방법은 핵비확산성을 한 내

재  특성과 외부  조치(extrinsic measure)들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음. 핵비확산성 제고를 해서는 내재  특성과 외부  조치와 같은 제

도  수단은 필수 이나 이들 단독 으로는 충분하지 못함. 를 들면, 핵

연료주기기술에서 제공되는 내재  특성의 효용성과는 계없이 국가의 수

행, 의무, 안 조치 수행과 같은 제도  수단들은 계속 요하다는 임. 

      -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 수행과 함께 핵비확산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기술 자체로는 핵확산을 방지할 수 없음. 기술은 특성 상 

핵비확산이라는 범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의 특성과 계

없이, 국가는 핵물질 통제  계량, 물리  방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오

직 국제사회를 통하여서만 국제 으로 핵비확산  련 통제, 보호 등의 

조치를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에서 볼 때, 핵비확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의 역할이란 외부  안 조치 등 제도  수단의 유효성을 

증 하고 궁극 으로는 원자력 에 지의 확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성

13) R. T. Liner, D .A. Outlaw and E. A. Straker,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alternative nuclear power systems," EN-77-C-01-2634, U.S. DOE (Nov. 1977).

14) IAEA,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IAEA, Vienna (1980).

15) J. Cazalet, "Future nuclear cycle systems and technology enhancing proliferation resistance,"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um, Tokyo, Japan, Ma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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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5 Material flow analysis tool를 한 자료수집  검토

   ○ PNNL 방법론 분석

      - Attribute analysis

• 핵물질의 내 , 외  인자들에 한 핵물질을 평가함으로써 핵물질의 잠

재 인 핵비확산 가능성을 평가함

      - Scenario analysis

• 핵물질 이동경로에 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핵물질의 

이에 한 사  측을 가능하게 하고 핵비확산 취약 지 에 한 핵

확산 탐지 방안을 조기에 마련함(그림 3.3)

      - 주요 입력요구 자료: 시스템 설계자료, 시스템 감시자료, 공정별 자료, 물질 

흐름자료, 물리 인 항인자의 자료들이 기본 으로 요구됨 

      -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확률론 인 근방법을 고려함

      - Attribute 방법론과 시나리오에 한 방법론을 병행함으로써 핵비확산 평

가에 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함.

그림 3.3 Material flow.

   ○ 루토늄 증감  순도 변화 경향 분석

      -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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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

(%)

Burnup

(GWd/t)
U235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Cm242 Cm244

3.10 30. 0.856 94.72 0.039 0.010 0.510 0.231 0.115 0.033 0.002 0.0008 0.001

3.40 35. 0.797 94.16 0.048 0.014 0.512 0.245 0.129 0.043 0.003 0.001 0.002

4.00 45. 0.679 93.04 0.068 0.024 0.511 0.263 0.150 0.064 0.004 0.001 0.004

4.50 55. 0.536 91.98 0.090 0.038 0.507 0.273 0.164 0.088 0.005 0.002 0.009

5.05 65. 0.427 90.90 0.112 0.054 0.502 0.277 0.172 0.108 0.006 0.002 0.016

      - PHWR

Enr.

(%)

Burnup

(GWd/t)
U235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Cm242 Cm244

0.71 7.00 0.236 98.58 0.002 0.0003 0.265 0.095 0.018 0.003 0.0001
0.0000

6

0.0000

1

1.00 15.0 0.123 97.65 0.006 0.001 0.289 0.173 0.045 0.022 0.0007 0.0004 0.0002

1.20 20.0 0.082 97.08 0.009 0.002 0.290 0.200 0.056 0.038 0.001 0.0007 0.0007

1.50 25.0 0.064 96.50 0.012 0.004 0.289 0.214 0.062 0.052 0.001 0.0009 0.001

제 3  고유지표 정량화  평가 모델

   개발된 고유지표들을 활용하여 핵비확산 평가 방법의 국내 모델 도출에 활용하고자함 

1 국내 고유 평가모델 개념 설계

   ○ 각각의 개발된 국내모델 지표들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하고 핵물질 경로 

이동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기 단 부터 평가하므로써 시스템 체에 한 

정성 이고 정량 인 핵비확산 평가체계 개발을 한 국내 고유의 독창 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고유지표 설정 

      - 국가의 의무 이행: 정, 약정, 조약등

• NPT, INFCIRC-66, -153, -540 , 핵물질 수출입통제, 국가간 정, 

Multi-laterial  bi-lateral 약정등의 평가 인자 

      - 핵물질의 핵비확산 친화성

• 핵물질의 질 인 평가: Material type, Isotopic composition, Radiation 

field, Heat generation,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rate

• 핵물질의 양 인 평가: Mass of an item, Mass of bulk materi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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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No. of items for SQ, No. of SQ (material stock or flow)

• 핵물질의 형태에 따른 평가: Chemical/physical form

      - 국제  Safeguards 친화성

• Accountability: sMUF/SQ, Inspectors measurement capability

• Amenability for C/S and monitoring systems: Amenability of 

containment measures, Amenability of surveillance measures, 

Amenability of other monitoring systems

• Detectability of nuclear material: Possibility to identify nuclear 

material by NDA, Detectability of radiation signature

• Difficulty to modify the process: Extent of automation, Availability of 

data for inspectors, Transparency of process, Accessibility of material 

to inspectors

   ○ 핵물질 경로이동 분석 개념 도출

      - 핵물질 용의 목표 설정

      - 핵시설에 따른 핵물질 흐름  이 경로의 방법론 개념 수립

      - 경로에 따른 국내 고유지표들의 용 타당성 모색

   ○ 시스템 분석 통합 방법론 타당성 모색

      - 국내 고유지표에 따른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모색

      - 핵물질 용의 양 인 분석 밥법론의 기  조사

      - 통합 평가 방법론의 타당성 모색

2 국내 고유 모델 평가체계

      - 우선 국가 는 기 에 한 국제 의무, 정,  약정에 한 수 검토

      - 안 조치 감시를 포함하는 시스템 설계 자료의 분석

      - 공정 설계자료 분석

      - 공정내 핵물질의 흐름 분석

      - 고유지표 인자들의 용  평가

      - 핵물질 용경로의 분석  평가

      - 시스템 평가 결과 도출

      - 핵확산 취약성 분석  핵확산 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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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핵비확산 평가분석 고유모델 평가 흐름도.

제 4  핵확산 항성의 기술체계  동향 분석

   국제  기술개발 동향 분석  공조로써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력을 합리 인 국내 평가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1 핵확산 항성 평가기술 국제동향분석

가 GEN-IV 핵확산 항성 평가 동향 분석

   ○ GEN-IV 로그램에서는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평가 분야를 주요 연

구 분야로 분류하고, 국제  합의 도출을 한 정기 인 회의를 주도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평가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Generation-IV Nuclear Energy System의 기술  목표로서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Proliferation Resistance & Physical Protection: PR & PP)가 

채택되었음

   ○ PR & PP 에서 원자력시스템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평가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GEN-IV Roadmap을 통하여 제기되었음

   ○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문가 그룹(PR/PP WG)의 목표는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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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음:

      - GEN-IV 원자력에 지 시스템을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에서 

체계 으로 평가하기 한 정량 인 방법론 개발

      - 핵확산  안보 (Threat)의 특성 분석 

      - 시스템의 PR  PP 특성 악, 측정 방안 개발 

      - PR  PP 특성 평가방법론 개발

      - Implementation Guide (software-based evaluation tool)개발

   ○ 핵확산 항성 평가 척도로는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핵확산에 요구되는 기술  어려움 (Proliferation Technical Difficulty: TD)

      - 핵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Proliferation Cost: PC)

      - 핵확산에 소요되는 시간 (Proliferation Time: PT)

      - 핵분열물질의 품질 (Fissile Material Type: MT)

      - 탐지 확률 (Detection Probability/Safeguardability: DP)

      - 탐지에 소요되는 자원 (Detection Resources Efficiency: DE)

   ○ 미국, 캐나다, 국  우리나라 등 참여 국가와 IAEA  EU 등의 국제 기

구를 포함하는 GEN-IV PP/PR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evision 5, September 30, 2006)를 

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음.

   ○ 평가방법론으로는 Pathway Analysis를 선정하 으며, 여기에는 Qualitative 

Assessment Approach, Logic Tree Modeling Approach (ET/FT), Markov 

Model Analysis를 사용할 수 있음.

나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동향 분석

   ○ IAEA의 INPRO 로그램에서도 미래 원자력 발 소를 개발하는데 필수 인 

요소로 핵확산 항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술의 국제  표 을 정하려

는 노력을 하고 있음.

   ○ INPRO의 목표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핵확

산 항성 평가 방법론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INPRO 기 에 부합하지 못하는 격차를 악하고, 핵확산 항성을 개선하

는 데 있어서 원자력 기술 개발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 어떤 원자로 개념을 추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책임있는 계기 에게 핵확

산 항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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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론은 임의의 국가가 핵무기 로그램에 기여하는 가능성에 을 

두고, 신원자력시스템 개개의 요소를 포함한  핵주기를 통해 어떤 국가 

는 지역에 설치되는 신 원자력시스템 체를 평가하 음.

   ○ 평가방법론의 계층 구조는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 인자와 기 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3.5 INPRO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다 핵확산 항성 국제  응방안 검토

   ○ 국내에서는 DUPIC  PYRO 등 핵주기기술의 개발 과정의 일부로 평가 기

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제  로그램에 독자  기술로 제안할 

정도의 수 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으로 핵확산 항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

   ○ 국제  로그램에 제안할 수 있는 국내 평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핵확

산 항성에 한 국제  응은 국내 원자력 발  로그램의 성공  추진을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재 사회 으로 큰 이슈인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에서도 련 정책의 핵확

산 항성 보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임.

   ○ 국내 으로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 개발을 한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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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련 국제 로그램의 검토를 통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향후 국제  

응에 필요한 련 기술을 보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 임.

   ○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로 도입하여 시

행할 수 없으며 국내 환경에 합한 독자  기술 개발이 필수 임.

   ○ 국제  합의  로그램에 참여하기 해서는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의 국

내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국가 기술 주권의 문제임.

   ○ 국내 으로 핵연료주기에 한 정책의 확립은 핵확산 항성의 보장에 의해 

가능하며 반드시 국제  인정이 필요함.

   ○ 국내  환경에 부합되는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의 자체  확보는 국내 기술

력 제고에 있어 매우 요.

   ○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 개발에 한 국내  논의를 통하여 원

자력발   국가 정책에 한 련 문가의 논의를 도출할 수 있고, 일반 

국민에게 일 성 있는 정책의 제시가 가능.

2 GEN-IV/INPRO 련 활동 기술지원  최신 연구 동향 분석

○ 기존의 INPRO Phase 1의 활동실 에 한 논의와 Phase1에 이어 Phase 2의 

개발을 한 INPRO 운 원회에 참여하여 향후 연구계획을 논의함. Phase 2의 

연구 개발 련 한국측은 PR(Proliferation Resistance) 분야의 평가방법론 개발을 

하여 ROK1(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proliferation 

resistance)에 한 연구계획을 제안 발표함. 

○ 한국측이 제안한 ROK1(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proliferation 

resistance)에 하여 실질 인 Phase 2 수행을 한 Kick-off 회의에 참여하여 

각 년차별 연구 목표, 수행내용, 방법론등을 포함하는 ToR(Terms of Reference)

를 작성하고 과제 수행에 한 검증을 최종 으로 INPRO로부터 획득함.

○ 제15차 GEN-IV PR(Proliferation Resistance)/PP(Physical Protection) 문가회

의에 참석하여 PR/PP 평가방법론 보고서(Methodology report, Rev. 5)  

ESFR (Example Sodium Fast Reactor) Demonstration Study 개발 황자료를 

수집.

○ 제16차 GEN-IV PR(Proliferation Resistance)/PP(Physical Protection) 문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PR 련 개발 인 Country Report를 소개하고 련 자료를 획득함. 특히 GEN IV에서는 

시스템 designer  타 문가 그룹( , Risk & Safety Working Group), IAEA 활동 등과 연

계성을 강화하기로 함. 한 Demonstration Case Study 연구로써 반 인 ESFR(Example 

Sodium Fast Reactor)에 한 PR/PP 평가 시범연구를 수행하기로 함. 이러한 결과의 획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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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와의 긴 한 력은 국내 고유 평가 모델 개발에 매우 도움이 클 것임.

○ 그러므로 GEN IV 핵비확산 평가방법론  핵물질 경로/ 이분석 방법론의 구체

 기술개발 문기 인 PNNL의 문가  LLNL의 문가와 긴 한 조체제

를 이룩할 계획임. 

제 5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선택된 고유지표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국내 핵비확산 평가의 고

유지표로써 활용하고 평가 방법론 도출  정립을 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핵확산 항성 내  고유지표 설정

    내  고유지표의 설정에서는 정성 인 평가와 정량 인 평가들이 동반되고 핵

물질의 양 인 평가에 기 을 두는 것과 핵물질 상태에 기 을 둘 수 있는 방

법이 공존함

   ○ 내  고유지표의 특성

      - 핵물질의 생산, 사용, 수송, 장, 처리하는 동안 핵물질의 핵무기화를 일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 인 특성을 포함함

      - 핵물질의 이를 지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 인 특성을 포함해

야 함

      - 직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미신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  특성을  포함해야 함

      - 핵물질 검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 기술 특성들을 포함해

야 함

   ○ 내  고유지표 활용 인자

      - 핵물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 핵물질내 동 원소들의 구성, 핵물질 자체 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세

기, 핵물질 취 에 향을 미치는 열 발생량, 핵물질의 종류별 타입들을 

포함

      - 핵물질의 양 인 항목

• 핵물질의 양, 체물질에서 핵물질의 양, 1 SQ를 도달하기 한 핵물질

의 양, 체시설에 하여 얻을 수 있는 SQ의 양

      - 핵물질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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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핵물질을 얻기 한 화학 인 형태

      - 핵물질을 얻기 한 핵기술의 정도

• 농축시설의 유무, 재처리 시설의 유무, 핵주기 시설의 존재

     

2 핵물질 보장조치 련 고유지표 설정

국제 인 핵비확산 평가분류에서는 핵물질 보장조치 련한 지표들을 외 고유

지표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에서는 보장조치 련한 고유지표는 국제 인 

핵물질 감독 리에 매우 요한 요소이므로 독립 으로 분리하여 고유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항목들을 도출하려고 함

   ○ 특성

      - 보장조치 고유지표의 설정에서도 정성 인 평가와 정량 인 평가들이 동반

된다. 그러나 보장조치 련 고유지표에서는 보장조치에 근거한 정성 인 방

법에 의한 지표설정과 평가 방법이 주요 항목을 이룸

      - 보장조치는 원자력 시스템의 소유자와 소유 권한에 한 검증, 통제  의

무에 한 합법 인 정을 포함하는 척도임

      - 국제 으로 IAEA 헌장으로부터 IAEA는 각국 시설에 한 보장조치를 확

립하도록 하고 있음

      - IAEA 안 조치는 4가지 기능을 포함함: accountancy(핵물질 계량 리), 

containment and surveillance(C/S, 격납 감시), inspection/in-field 

verification (사찰  검증), evaluation of information (사찰  핵시설에 

한 평가)

   ○ Accountancy of nuclear material(핵물질 계량 리)

      - 핵물질의 종류 형태  양을 IAEA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계량 리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 핵물질의 정보에 하여 정확도를 

검증해야 함

      - 3가지 단계로 구성됨: 시설단계, 국가의 의무, 국가차원에서의 검증

• 시설 단계: 물질수지구역(Material Balance Area, MBA)에 하여 일정 

기간동안 핵물질의 계량 리를 수행하고 Material Unaccounted For 

(MUF)를 계산함으로써 물질수지구역내 핵물질의 양을 별

• 국가 으로는 시설내 핵물질의 양  변화를 리 감독해야함

      - MUF의 계산

 MUF = (PB + X – Y) –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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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bulk handling facility δE

Uranium enrichment 0.002

Uranium fabrication 0.003

Plutonium fabrication 0.005

Uranium reprocessing 0.008

Plutonium reprocessing 0.010

Separate scrap storage 0.04

Separate waste storage 0.25

 PB는 물질수지 구역내 기 양을 의미하고 X 는 물질수지 구역내 

핵물질의 증가를 나타내고 Y는 물질수지 구역내 핵물질의 감소를 PE는 

최후의 핵물질 양을 나타냄. 즉 단  개수에 따른 핵물질의 이동은 

MUF값이 0이나 공정물질 흐름내 단 갯수에 의하지 않은 핵물질의 경우는 

0이 아닌 일정값을 나타낼 수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값들을 평가하여 물질 

수지 구역내 핵물질의 이에 한 건 성을 단해야 함

      - 측정 불확도

단 갯수의 흐름이 아닌 공정내 핵물질의 평가에서 핵물질의 평가를 한 

측정장비  값의 불확도 평가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함. 표1은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물질 측정에러에 한 상  분산값을 나타내고 있음

표 3.1 물질수지 구역내 상 인 분산 δ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Abs (MUF) ≤ óMUF (= TP * δE)

여기서 TP는 throughput을 의미함. 그러므로 시설내 핵물질의 양  

불확도는 의 수식에 따른 결과보다 어야 핵물질 안 조치의 목 을 

만족할 수 있음. 즉 불확도가 의 값보다 클경우에는 핵물질의 이가 

그만큼 용이하게 발생될 수 있음. 그러므로 시설에 한 핵물질의 리에 

있어서 의 값은 핵물질 이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함

   ○ Containment/surveillance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의 격납 감시)

      - 주요목

• 핵물질의 이동  흐름에 있어서 핵물질의 복제의 검증  안 하게 보

됨을 확인

• 핵물질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하는것, 즉 재 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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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의 장비,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

• 외 인 경우 필요하면 검증된 핵물질에 한 제한

      - 핵물질 격납 감시의 주요인자

• 핵물질 이의 감시를 향상시키기 한 C/S의 설치여부

• 격납장치의 존재 여부

• 감시장치의 존재 여부

• 감시 시스템의 여부: 비주재 감시, 원격감시, 원자로 방출 감시,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 측정기, 원자로 출력 감시, 방사선 감시들의 인자들이 해당

됨

• 격납인자: 인에 의한 방법과 감시측정과 주기 인 검으로 시설에 

한 격납을 확인함

• 감시인자: 핵물질 는 핵물질과 련된 이동의 감시를 주목 으로 함. 

격납에 한 간섭과 IAEA 장비  데이터들의 방해의 감시를 목

   ○ 핵물질 탐지성 주요 지표

      - 괴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시설내 용여부와 비 괴 분석 방법으로 구분

되고 비 괴 분석에는 핵물질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활용하는 수동  방

법과 능동  방법의 인자들이 사용됨

   ○ 시설개조 어려움의 주요 지표

      - 시설 변경의 복잡성, 시설 변경을 한 비용, 변경에 따른 안 문제, 변경

을  해서 소비 되는 시간들의 함수를 지표에 활용

      - 이러한 인자들은 정량  평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성 인 평가

를 수행

   ○ 핵물질 검증을 한 사찰 의 근성에 한 주요 고려 인자

      - 모든 련 핵시설  핵물질 정보에 한 근성 

      - 효율 인 정보들에 한 분석 가능성

      - 용범 의 완성도 (즉 안 조치는 핵물질의 다양한 모든 이 방법과 시

나리오들에 한 탐지성을 제공해야 함)

      - 핵물질 용에 한 기 탐지 가능성 여부

      - 핵물질 계량 리여부

      - 설계자료 검증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DIV)

• 설계자료의 투명성: 핵시설에 한 설계자료의 획득  분석

• 설계 자료내 검증 장치를 쉽고 편리하게 설치함으로써 핵물질 용에 

한 설계자료의 검증을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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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자료와 데이터들에 한 포 성: 정확하고 완성된 시설 설계자료에 

한 문서화

      - 미신고 핵활동에 한 탐지와 확인

3 핵확산 항성 외  고유지표 설정

외  고유 지표들의 설정에서는 주로 정성 인 지표들이 포함. 핵물질의 정량

인 평가 보다는 상 차원의 핵물질 리에 한 국가, 기  는 활용처에 한 

규제 의무사항 이행정도의 고유지표를 포함. 그러므로 이러한 외  고유지표들

은 내  고유지표뿐만 아니라 보장조치 고유지표와 모두 련이 있고 평가 시

설  국가에 하여 반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핵물질 핵시설 련 국제 인 신뢰도  의무 이행여부를 포 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표들임

   ○ 외  고유지표의 분류

      - 국가의 이행 의무  정책

      - 국가간 수출입 련 정

      - 합법 인 상업  기 간의 약정(핵물질과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리, 

다국 인 핵연료주기 시설 련, 사용후핵연료 인수 련)

      - IAEA 검증  지역 , 양자간, 국가 인 척도

      - 합법 인 기 간의 약정

   ○ 국제 인 주요 조약들로써 국가  기 에 한 가입여부에 따른 핵비확 의

지의 정성 인 평가를 수행

      - 핵비확산 련 조약

• NPT(international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핵무기 소유국과 비소

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지역 인 핵비확산 체계: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ies

• Tlatlelolco Treaty in Latin America

• Tarotonga Treaty in South Pacific

• Pelindaba Treaty in Africa

• Bankok Treaty in Southeast Asia

• Bilaterial agreement between Argentina and Brazil

       -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핵무기 실험 지 조약)

       - Export control policies(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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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Exporters' committee (Zangger Committee)

• Nuclear Suppliers' Group

• Wassenaar arrangement 

       - Bilaterial agreements(양자 정)

• export of NES components

• exporting

       - Bilaterial arrangements(양자간 약정): 핵연료의 공   반환

       -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

• Multi-national  ownership(다국 소유)

• Management or control of NES(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리)

       - Safeguards agreements(안 조치 정)

• INFCIRC/66 type: 기의 IAEA 안 조치 형태

• INFCIRC/153 형태: 면 안 조치 형태

∘평화목 의 핵활동에 있어서 모든 핵물질 는 핵분열 물질에 한 

IAEA의 권리와 의무 부여

• INFCIRC/540 type

∘추가의정서로써 expanded access to and an increased level of 

information에 하여 IAEA에게 제공하도록 함

       - Arrangements(약정)

• Institutional structural arrangements 

• 상업  기 간의 약정 (즉, 핵주기 시설의 활용  사용후핵연료의 반환

에 한 약정)

• Bilateral arrangements 

• Multi-national ownership(국제 인 핵연료 장소  루토늄 리의 

개념)

• 핵분열 핵물질  원자력 기술에 한 국제 인 약정

   ○ 추가 인 외 지표 

실질 으로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무기로의 용은 주로 국가차원에서 수

행되기에 국가의 재 원자력 련 시설 황  연구 황, 자원 황등이 핵비

확산 평가에 고려되어야함

      - 우라늄  보유량

      - 원자력 인 라 구축정도

      - 핵연료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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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발 시설 용량

      - 원자력 발  type

      - 핵연료주기시설 유무

      -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 장처분시설 유무

      - 원자력 R&D의 종류

4 GEN-IV/INPRO 최신 연구 동향 

○ 미국 주도로 진행 인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m (GIF)에서는 

ESFR(Example Sodium Fast Reactor)에 한 GEN-IV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용 Case Study가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안 비교평가에 을 

맞추어 2년 정으로 수행되고 있음

○ 특히 PNNL에서는 핵물질 이 경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GEN-IV 노형

에 한 핵비확산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평가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물질의 흐름에 하여 MBA(material balance area)별로 구분

  - 각각의 MBA에서 Target material을 결정

  - Material transition 분석(방법론)

  - MBA별 Safeguards 장비 설치 황 분석(𐍅 & n detector, camera)

  - 핵물질 이를 한 방법론 분석

  - 각각의 설정된 핵물질 이 방법론에 한 평가

○ IAEA가 주도하고 있는 INPRO 로그램에서 기존 Case Study를 통해 제안된 

INPRO PR 평가방법론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하여 핵확산 항성에 

한 다 성(multiplicity)  강건성(robustness) 평가방법론 개발을 하여 

본연구원이 주도로 INPRO Collaborative Project( 용경로분석모델 개발)가 

추진 에 있음

5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결과

   ○ 우선 고유지표를 핵물질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 지표, IAEA 약을 근

거로 수행 인 국제  핵물질 감시체계인 보장조치 지표, 국가나 기 의 핵

비확산 의지를 포함하는 외 고유지표로 분류하고 각 지표별 활용될 인자들

을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았음

   ○ 내  고유지표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들을 포함

함으로써 핵물질 이 어려움의 정도  핵물질 무기로의 사용에 합성 여

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인자들을 포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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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38 (%) Pu240/Pu239 Plutonium enrichment (wt %)

Weapon grade

Reactor grade

0.01 0.062 93.9

   ○ 보장조치 지표로써 IAEA 안 조치에 련되는 주요 핵심 인자들을 포함하

고 외 지표 설정을 하여 국제 으로 핵물질 련 력, 약정, 조약들을 주

요인자들로 활용하여 국가나 기 의 핵비확산 의지를 포함하 음

   ○ 그러므로 핵물질 고유의 항성 인자들로부터 국가의 핵비확산 의지까지 각 

지표별 핵비확산성 평가를 한 인자들을 히 포함하 다고 단됨

   ○ 단, 핵확산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론들이 실 될 수 있기에 핵비확산 평가 방

법론의 완성을 해서는 많은 논의와 함께 개선의 필요가 남아있음

제 6  고유지표 허용기  선정

   설정된 고유지표들의 인자들에 하여 평가의 기 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 에 

따라 핵비확산 평가 방법의 국내 모델에 활용하고자 함이나 다양한 원자력 시스

템에 하여 보편 타당한 기 을 제시하기 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하고 특히 련 문가들과의 많은 논의가 이 져야 함

1 내  고유지표 주요 인자

   ○ 동 원소 조성: 핵물질의 동 원소별 조성은 핵물질의 괴력에 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임

      - 미국의 DOE에 따르면 루토늄의 경우 Pu239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이 분

류하고 있음

       • 핵무기  루토늄: 93 wt% 이상

       • 핵연료  루노튬: 80∼93 wt% 

       • 원자로  루토늄: < 80 wt% 

       • 원자로 재순환  루토늄: Pu239 70 wt% 

      - 우라늄의 경우는 농축도에 따라

       • 고농축 우라늄(HEU): >90 wt%

       • 농축 우라늄(LEU): <20 wt%

      - 표 3.2에서는 원자로 노형별 핵물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 원자로 노형별 핵물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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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R

 HWR

 LWR

 LWR/MOX

 ESFR

 MHTGR 

 (deep Pu burn)

 Molten salt reactor 

 (MSR)

0.2

0.11

2.4

3.5

4.2

1.0

3.3

0.231

0.383

0.410

0.585

0.690

1.058

3.92

81.4

72.7

69.8

61.1

49.0

42.8

14.7

지표 평가인자 평가등급

VW W M S VS

핵물질 질

핵물질 형태 UDU 1 IDU 2 LEU NU DU

동위원소조성

239Pu/Pu (wt%) W S
> 50 < 50 3

232Ucontam. for 
233U (ppm)

VW W M S VS4

< 400 400~1000 1000~2500 2500~2500
0 > 25000 4

방사선 세기
Dose (mGy/hr)
 at 1 meter < 150 150-350 350-1000 1000-10000 >10,000 5

열발생율 238Pu/Pu (wt%) < 20 > 20 6

자발중성자

발생율

(240Pu+ 242Pu) 
/Pu (wt%)

Pu-240 and Pu-242 content depends on 
 Pu-239 content

핵물질 양

핵물질 무게(kg) 10 10~100 100~500 500~1000 > 1000
SQ기준 공정물질 무게 
(dilution) (kg) 10 10~100 100~500 500~1000 > 1000

SQ 기준 물질 수 1 1~10 10~50 50~100 > 100
SQ의 수(material stock or 
flow) > 100 50 ~ 100 10 ~ 50 10 ~ 1 < 1

        (GMR= graphite moderated reactor, MHTGR=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표 3.3 고유지표의 평가 분류

      1
 Un-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UDU). 

2
 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IDU). 3 Following the spent-fuel standard.

      4 Weak(W), M(medium), S(Strong), SQ(significant quantity)

      - 표 3.3에서는 INPRO에서 정한 평가 인자별 평가 기 을 나타내고 있음

      - 우라늄의 경우 농축도에 따라 HEU와 MEU 그리고 LEU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루토늄의 경우 다양한 원자로에 따라 다양한 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으

므로 Pu239 기 으로 70 wt% 와 50 wt%으로 세분화된 기  분석이 필요

   ○ 화학  형태

재처리의 어려움정도를 고려한 인자로써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포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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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S와 W로 구분되고 핵물질에 한 핫셀  원격취 이 고려되면 S

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사선 장벽

      - 그림1에서 보듯이 보건물리에 따르면 100 rem/hr ~ 1000 rem/hr경우 인체

에 성 향을 

      - IAEA에서는 거리 1m에서 100rem/hr 경우 highly radioactive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DOE) 1m 거리에서 신체 체에 하여 15rem/hr의 방사선을 

쪼일 겨우 요한 장벽인자로 구분함 (즉 <15rem/hr인 경우는 W 장벽으로 

간주하고 15 rem/hr 경우는 M으로 간주함, 한  100 rem/hr 보다 클 S 

장벽으로 구분되고 1000 rem/hr보다 클때는 매우 강한 방사선 장벽으로 인

하여 근이 어려움, 즉 1000 rem/hr는 35000MWd/MTU burnup으로 10년 

냉각시킨 20kgHM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의 세기에 해당함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 근이 불가능함)

      - ICRP의 권고안에 따르면 1000시간동안 작업종사자의 경우 외부 선원으로 

부터 Dose Equivalent (DE)의 최고 허용기 은 DE = 1Sv/hr이고 최 기

은 DE = 5E
-4
Sv/hr로 규정하고 있음

      - 분류

• Very Weak: 선원으로부터 1m 거리에서 < 5E
-4 
Sv/hr

• Medium, 5E
-4 
Sv/hr ≤ external dose < 1 Sv/hr 

• Very Strong" PR (VS), external dose ≥ 1 Sv/hr

     - ICRP 자료에 의한 분류와 DOE의 기 에 따른 분류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그림 3.6. Whole body dos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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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물질 크기  질량

      핵무기에 직  활용될 수 있는 핵물질 1SQ(핵무기  핵분열을 일으키기 

한 핵물질 최소한의 양)를 고려한 인자로 핵무기 실험에 활용할 양을 고려

하여 1이하(VW), 1～5(W), 5～10(S), 

      10이상(VS)으로 나 는 방법도 타당할 것으로 단되며 표 3에서의 분리와 

비교 평가가 필요함

   ○ 열 발생율

      - 주요 물질: 루토늄의 경우 Pu238의 양이 열 발생율을 결정함, 한 핵분

열생성물의 경우는 
134
Cs, 

137
Cs, 

90
Sr, 

137
Ba 들이 주로 열을 발생함

• 루토늄의 경우 Pu238을(알 와 SF 성자 발생) 기 으로 10～80%일 

경우 매우 강한 핵비확산 항성을 갖음

      - 주요 향

• 핵물질 취 의 어려움

• 핵무기 장치의 열  경화

표 3.4 핵분열핵물질과 핵분열 가능 핵물질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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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Pu238에 의한 열발생율.

      - 그림 3.7에서 보듯이 Pu238의 양  증가에 따라 발생 열도 선형 으로 증

가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음[11]. 한 체 루토늄에 한 Pu238의 열 

발생율은 20%이하에서 격한 변화경향을 나타내므로 20%를 기 으로 S

과 W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그림 3.8 Pu240, Pu242에 따른 자발            그림 3.9. Pu240, Pu 242 증가

         성자 발생율.                               에따른 k값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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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평가 인자
평가 분류

VW W M S VS

계량관리
σMUF/SQ

Pu or 233U > 2 2 ~ 1 1 ~ 0.5 0.5 ~ 0.1 < 0.1
235U with 
HEU

> 2 2 ~ 1 1 ~ 0.5 0.5 ~ 0.1 < 0.1

235U with 
LEU

> 2 2 ~ 1 1 ~ 0.5 0.5 ~ 0.1 < 0.1

사찰관의 측정 능력 IC only DA only
Comb. 

NDA/NA 
NDA active

NDA 
passive

지표 평가인자
평가 분류

W S

   ○ 자발 성자 방출

      - 조기폭발 염려로 인한 인자: 산발 인 조기폭발을 유발하며 핵물질 체   

         기폭의 질을 낮춤

      - 핵무기로써의 성능에 심각한 향. 루토늄 경우 Pu240과 Pu242의 함량

으로 결정(표 3.3 참조)

      - 그림 3.8과 3.9에서 성자 방출율과 k값(criticality)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에서 Pu240과 Pu242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k값이 히 감소하는 것을 

나타냄 한 0.245% 이상에서 주성자 방출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고 0.1%이상에서도 k값이 criticality를 유지할수 있는 1보다 은 값을 나

타냄

      - 특히 루토늄의 양  비율이((Pu40+Pu242)/Pu) PWR에서는 30, CANDU

에서는 27을 나타냄, 그러므로 비율이 27과 30을 포함하는 20-50% 구간에

서는 M 값으로 분류할 수 있고 <20에서는 W로 분류되고 >50에서는 S로

써 분류할 수 있음

      - 특히 동 원소에 따른 인자의 구분에 있어서 핵무기 경우 93% Pu239을 

나타내므로 나머지 7%는 루토늄 동 원소로 채워짐 그러므로 Pu240의 

비율이 1-10%인 경우는 핵비확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

2 보장조치 주요인자

   ○ 핵물질 계량 리, 격납/감시, 시설  핵물질 검증에 필요한 인자들을 포함

   ○ 표 3.5와 3.6은 IAEA INPRO에서 정리한 핵물질 보장조치 고유지표의 주요

인자  평가 기 을       나타냄

표 3.5 고유지표의 평가 분류

   (IC: 이온챔버, DA: 괴검사, NDA: 비 괴검사)

표 3.6 고유지표의 평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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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지탐지성

NDA로 핵물질 참지의 가능
성

No Yes

특성 방사선의 탐지성 No reliable signature Reliable signature

    VW W M S VS

공정변경
어려움

자동화 정도 N/A
Manual 

operation
N/A

Partial 
automation

Full 
automatio

n

사찰관의 데이터 접근성

Operators 
Data 

available 
from his 
records 

only

** **  **
NRTA 
active

  W S

공정의 투명도 No Yes

사찰관의 핵물질 접근성 No Yes

시설설계 변경
어려움

사찰관의 시설 설계 검증 No Yes

시설의 오용 
탐지성

기술과 미신고 핵물질의 생
산 공정시설의 오용 탐지

No Yes

   ○ 표 3.5에서 핵물질 에러값 즉, σMUF을 조장조치의 주요인자로 평가함: bulk 

형태의 핵물질 시설 공정에서는 핵물질 측정 오차에 따라 에러값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에러값을 활용하여 장기 으로 핵물질을 축 할 수 있으므로 

SQ와의 비교 값으로 인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표에서는 보수 으로 0.1

에서 2에 한 분류를 하 고 에러를 축 하기 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

므로 시간에 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6에서 그 외의 인자들은 주로 정성 인 평가를 한 지표들로써 IAEA 

보장조치 련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 인자들과 평가 기 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 외  고유지표에서는 국가나 기 이 가입한 국제  조약, 정, 약정들

의 수 여부와 의지를 정성 으로 yes, no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내 고유 평가 모델 상세 설계

   미래원자력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 평가시 개발된 고유지표들을 활용하여 핵비

확산 평가 방법에 한 체계를 수립하고 핵물질의 정성   정량  평가 결과

를 도출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반 하여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 증 를 목 으

로 함

   ○ 모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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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로는 내 , 외 , 보장조치로 설정된 고유지표를 활용하여 핵비확산성을 

평가함

     - 원자력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는 시스템에 한 평가와 각각의 핵

물질 공정에 한 평가로 구성됨

     - 시스템 평가결과와 공정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으로 핵비확산성을 평

가하고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조기 반 하여 시스템의 최 화를 모색함

   ○ 평가체계(그림 3.10참조)

  - 외  고유지표 평가: 선정된 외  고유지표에 한 평가로 국가, 기 의 핵

비확산 노력과 의지를 평가결과를 나타냄

  - 시스템 분석: 원자력 시스템에 한 구성  핵물질 흐름등의 분석을 수행

  - 내  고유지표 평가: 선정된 내  고유지표를 시스템에 용 핵비확산성 평

가

  - 보장조치 고유지표 평가: 선정된 보장조치 고유지표를 시스템에 용 핵비

확산성 평가

  - 핵물질 이 평가: 각각의 공정별 핵물질의 흐름  이를 한 방법론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

  • 우선 핵물질의 이동 련 물질 수지구역 설정

  • 물질 수지구역내에서 이 핵물질을 결정

  • 이 방법론을 한 시나리오 설정

  •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존 핵물질 보장조치 장치들 분석

  • 내 , 외 , 보장조치 지표 이용 이 경로별 지표들의 강건성을 평가

  • 한 시나리오별 핵물질 이 가능 확률을 수행

  - 시스템  로세스 핵비확산성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통합 리

  - 평가 결과에 따라 핵비확산 인자를 도출하고 시스템에 재 용함으로써 시

스템의 핵비확성을 증 시킴

  - 최종 으로 시스템  로세스에 한 핵비확산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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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핵비확산 평가 개념도.

  ○ 모델의 특징

     - 외 고유지표의 평가를 우선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 의 핵비확에 한 의

지를 평가할 수 있음

     - 시스템과 공정을 나 어 평가함으로써 핵시설에 한 보다 자세한 핵비환산

성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단, 공정별 핵물질의 이 경로 분석에 한 시나리오 도출과 평가 방법론

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함

제 7  고유지표 기술요건 검토

   선정된 고유지표를 활용 원자력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

선된 고유지표  평가 모델을 도출하기 하여 국내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핵비확산에 한 기술  요건을 검토하며 궁극

으로는 핵비확산성 확보를 한 요건을 제시하여 시스템 설계에 결과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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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 

1 표 GEN IV/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 항성 특성 검토

가 시스템 선정

   ○ GEN IV에서는 차기 원자력 에 지 시스템 (nuclear energy systems, NESs)

으로 Sodium Fast Reactor (SF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 Liquid Metal Fast Reactor (LMFR), Gas Cooled Fast Reactor 

(GFR), Molten Salt Reactor (MSR), Super Critical Water Reactor (SCWR)

을 선정: 시스템 설계  개발단계에서부터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PR&PP),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 성 (Safety), 신뢰성 (Reliability) 그리고 경제성 

(Economics)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선정

   ○ 국내에서는 SFR, VHTR, SCWR에 해서 장기과제로 로형 개발 기술을 

수행

   ○ 최근에는 pyro-process 연계 SFR 핵연료 개발을 국가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

으로 결정하고 핵심기술개발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핵비확산 평가를 한 미래원자력시스템으로 SFR과 VHTR을 선정하고 SFR

에 한 시스템 특성 검토  PR의 특성 검토를 수행하고 VHTR에 한 시

스템 특성 검토  PR 특성 검토는 탁과제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함

   ○ VHTR 시스템 용을 하여 평가지표의 정량화에 필요한 자료를 악, 확

보하고, 비 용을 통해 용에 필요한 추가 요건을 도출하 음

나 시스템 특성 검토

   ○ 시스템 구성

     - 국내개발 노형인 KALIMER는 PWR 사용후 핵연료를 공 받아 

pyroprocessing 처리를 거쳐 SFR 핵연료를 제조 공 하는 폐쇄핵연료 주기 

시스템을 가정

     - PWR 사용후핵연료를 pyro processing을 거쳐 SFR 핵연료를 제조하고 

SFR 핵연료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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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폐쇄 핵연료 주기 내 핵물질 흐름도

       하여 타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pyro processing 공정을 거쳐서 SFR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그림 3.11 참조

     - 그림과 같이 PWR 사용후핵연료 장소, pyro process와 SFR 핵연료 제조

장치, SFR 원자로, SFR 사용후핵연료 장소, 폐기물 장소로 구성됨 그러

나 재 원자로외의 것에 해서는 구체 인 진행이 없어서 자료 획득에 어

려움이 있음 

다 시스템 PR 특성 검토

   ○ 핵물질 질

      SFR핵연료는 핵비확산성을 증 시키기 하여 PWR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

하는 핵물질을 사용하며 핵연료내에는 U, Pu, MA  일부 FPs(Cs, Sr등: 붕

괴열원)의 혼합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Pu  MA들로부터 많은 성자를 

방출하고 있고 핵분열 생성물들로 인하여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고방사성을 

나타냄

      - 핵물질 형태

        재 KALIMER-600은 산화물 핵연료가 아닌 속 핵연료 형태를 갖음: 

         U-15TRU-10Zr

      - 동 원소 조성

        Pu239/Pu = 62wt%를 갖고 나머지는 핵분열성 핵물질로 구성되어 있음

      - 열발생율

        Pu238/Pu = 1.4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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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수
Weapon

grade
PWR

KALIMER-600

(no blanket)

자발 중성자 발출율(MBq/kg)

열 발생율(w/kg)

동위원소 조성(Pu239+Pu242)/Pu

52.9

2.22

0.999

258.2

12.86

0.692

376.0

10.68

0.636

표 3.7 KALIMER-600의 특성

      - 자발 성자 발생율

        (Pu240+Pu242)/Pu = 32.9 wt%

   ○ 핵물질 양

      - Mass of item

        5318kg/batch: 한번 교체시 42개 핵연료 집합체가 나옴

      - Mass of bulk material for SQ

        16.9kg/assembly: 한 집합체당 16.9kg의 루토늄이 존재

      - No of SQ

        42개 핵연료 집합체 교환/재장

      - Chemical/physical form

        속형태의 Pu

   ○ 핵물질의 질과 양 인 평가로부터 루토늄의 동 원소 조성에서는 Pu239의 

고함유로 인하여 W 항성을 나타내고 열발생율에서도 Pu238의 함유로 인

하여 W를 나타내며 자발 성자 방출에서는 M의 결과를 나타냄(표 3  내

고유지표인자 참조)

   ○ 표 3.7로부터 KALIMER-600은 핵물질에 하여 자발 성자 방출과 열발생

에서 PWR 보다 핵확산 항성이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원자로에 장 된 핵연료는 장주기를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원

자로에 장 되어 있는 경우는 원자로로부터 핵연료의 핵물질 방출  이가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원자로 장  핵물질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보다는 원

자로와 연 되어 있는 핵물질 재순환 처리시설, 사용후핵연료 장소, 폐기물

장소에 한 물질 구역별 핵물질 흐름에 따른 핵비확산성 평가가 함께 수

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구체 인 설계가 이 지지 않은 상태임

라 미래원자력 시스템 용 검토 

   ○ VHTR에 하여 고유 평가지표의 용성 검토를 해 객 화을 통한 용가

능성을 제고하고, 평가지표의 가 치 부여를 하여 최 화 방법론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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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지표의 요도를 고려 검토하 음

   ○ 평가 지표의 분석을 한 방법론은 다기 을 근거로 최 화된 옵션을 결정하

는 근법을 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음의 2 가지 방법이 존재

- 다기  기법 (Multicriteria Method): 가능한 모든 안을 서로 독립 인 기

에 의하여 으로 비교하며, 최종 인 결정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반

복하는 방법으로  안간의 완 한 우선순 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서로 

독립 인 많은 기 을 고려할 수 있고, 정성 인 측면을 다루는 간단한 

차를 제시한다는 장

- 총계 기법 (Aggregative Method): 서로 다른 안을 상 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 의 평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치 (Figure of Merit)

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여러 기 의 정량화에는 효용 함수가 주로 쓰임

- Aggregation 방법은 용이 간편하고 시스템 간의 비교 결과의 분석이 직

인 장 이 있지만 각 속성의 강   약 이 무시되어 시스템 분석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 으로 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지표 분석방법론의 검토

- 각 속성에 한 가 치 부여는 속성의 가치 결정이 쉽지 않으므로  단계

에서는 용에 제한 있음

- 핵비확산성 평가 지표를 Extrinsic과 Intrinsic으로 분리하여 각기 정성 , 

정량  방법론을 용하는 것이 합리

- 어떤 분석 방법론을 용하더라도  단계에서는 문가의 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음

- GEN-IV에서는 다양한 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표 인 방법론을 

표 3.8 GEN IV의 다양한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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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표 3.8과 같음

   ○ VHTR 시스템의 용 검토

- 국에서 VHTR과 유사한 High Temperature Gas-cooled Test Reactor 

HTR-10에 한 핵비확산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재까지 공개된 자

료가 부족하고, HTR-10을 VHTR 시스템의 참조로 고려하기는 어려움

- VHTR 시스템 련 연구는 평가 지표의 정량  평가를 한 입력 자료의 

제공이 어려운 단계로 단되나 핵연료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고속로 설계

와 유사할 것으로 상할 수 있음

- 간 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global parameter를 

상으로 타 시스템과 비교하여 핵비확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Pyro 시스

템을 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다음의 global parameter를 사용

∘ 순수한 혹은 부분 으로 순수한 루토늄의 발생이 없음

∘ 자기 방어 특성 (Self-protecting features): DOE에서는 1 m 떨어진  지

에서 0.15 Sv/hr 이상의 고방사선이 존재하면 도난 가능성이 하게 

어드는 것으로 단

   ○ 추후 VHTR 시스템의 핵비확산성 평가를 해 도출된 요건은 주로 ① 핵물

질 특성에 의한 고유 항인자와 련되는 것으로 단되며, ② 핵물질 보장조

치 련 항인자의 일부 항목도 정량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상

   ○ 항인자들 간의 상  요도 (가 치) 부여와 인자 자체의 정량  값에 

한 객 화가 평가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필요함

   ○ 시스템의 종합  평가를 해서는 핵물질 용 경로 해석과 각 용 경로별 

항인자 (평가 인자)의 종합화가 정립되어야 함

2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 항성 확보를 한 시스템의 기술  요건 검토  도출

가 기술개발 황 검토

   ○ 설계요건(핵물질 친화 인 에서)

      - KALIMER는 사용후핵연료의 근성을 방지하기 해 원자로 용기내 장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 Pu의 생성을 제한하기 하여 증식을 한 블랭킷 사용을 배제하고 

단지 노심내에서 Pu와 MA들의 소멸을 목 으로 함

      - 핵연료주기 시설을 통합건설 는 동일부지내 설계로 핵물질 수송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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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폐기물 리의 최 화를 고려함

      - 핵물질 안 조치 강화를 시스템 설계부터 고려할 계획

   ○ 폐쇄 핵연료주기를 이용한 SFR의 핵비확산 특성

      - 우라늄 농축의 필요성을 경감: U235의 농축 필요없음

      - 루토늄 축 의 감소: 즉 노내에서 burning에 의해서

      - 루토늄의 에 지 생산을 한 재사용

      - 핵연료내에 Pu와 더불어 Np, Am, Cm, FP들을 첨가함으로써 높은  

방사성 핵연료 생성

      -  루토늄의 분리가 필요 없음

나 핵확산 항성 제고를 한 필요 기술 제시

   ○ 핵확산 항성 향상을 한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요건

      - 핵물질 친화성(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 장주기 연소 (increased burnup)

       • 루토늄 분리없는 재사용 (recycling without separation of plutonium)

       • 핵분열생성물들과 함께하는 핵연료 (recycling with the extraction of 

fission products): 즉 dirty fuel

      -  근성 (accessibility, physical protection)

       • 통합된 순환구조 (integrated cycle)

       • 탐지 기술 향상 (detection techniques and control)

       • 이동의 최소화 (minimize the transports)

      - 안 조치 강화방안 마련

   ○ 루토늄은 분리없이 공정내에 우라늄과 항상 함께해야 함

   ○ 핵물질 수송의 최소화로 핵물질 이의 가능성 차단

   ○ 루토늄 축 의 최소화

   ○ FP도 가능한한 포함되어야 함: 즉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가깝게 함

   ○ 공정은 batch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조치 에서(계량 리의 편

이성)

   ○ 시설내 핵물질 획득을 한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

   ○ Pu의 증식을 최 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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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 1차년도 연구 목표  수행내용

연구목표 연구내용 (RFP) 수행내용 (2007년도)

GEN-IV/INPRO 

평가방법론 비교 

평가

◦ GEN-IV PR&PP의 measures, 

metrics, attributes 특징 분석

- Gen IV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체계분석

- Gen IV 핵비확산성의 measure(평가척도) 평가 

항목들의 특징분석

- Gen IV 평가방법론 검토

- Diversion pathway 기본 요건 분석

- 저항인자 (barriers) 및 평가지침

◦ INPRO의 PR의 BP, UR, 

Indicator 특징 분석

- INPRO 평가방법론 분석평가

-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의 구성 분석

- UR(User Requirement) 및 평가 지표 특징 

분석

핵확산저항성 

고유지표 개발 및 

개선

◦ 핵확산저항성 내적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핵확산저항성 물질 특성 분석

- 핵확산저항성 기술적 특성 분석

◦ 핵물질 보장조치 관련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Accountability 분석

- C/S(Containment/Surveillance) 분석

- Safeguards의 핵물질 탐지목표 분석

◦ 핵확산저항성 외적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국제 핵비확산체제 

- 주요국의 핵물질 보유 현황

- 원자력 시스템의 핵비확산성 제고 

- Material flow analysis tool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검토

고유지표 정량화 및 

평가 모델
◦ 국내고유 평가모델 개념 설계

- 고유지표 설정 

- 핵물질 경로이동 분석 개념 도출

- 시스템 분석 통합 방법론 타당성 모색

- 고유모델 평가 개념도 작성 

핵확산저항성의 

기술체계 및 동향 

분석

◦ 핵확산저항성 평가기술 국제 

동향 분석

- GEN-IV 핵확산저항성 평가 동향 분석

- INPRO 핵확산저항성 평가 동향 분석

◦ GEN-IV/INPRO 관련 활동 

기술지원 및 최신 연구 동향 

분석

- GEN-IV/INPRO 관련 활동 기술지원 및 최신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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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 목표  수행내용

연구목표(RFP) 연구내용 수행내용 (2008년도)

고유지표 타당성 

평가

◦ 핵확산저항성 내적 및 보장조치 

고유지표 설정

- Gen IV/INPRO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체계분석

- Gen IV/INPRO 핵비확산성의 평가척도 평가 

항목들의 특징분석

- 저항인자 및 평가지침 분석

- 분석 결과를 통하여 내적 및 보장조치에 활용될 

고유지표들을 설정

◦ 핵확산저항성 외적 고유지표 

설정

- Gen IV/INPRO 평가방법론 분석평가

- Gen IV/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의 구성 

분석

- 국제 핵비확산체제 분석

- 평가 지표 특징 분석을 통하여 외적 고유 

지표들을 설정

◦ 핵확산저항성 평가기술 국제 

동향 분석

- GIF 및 INPRO의 핵확산저항성관련 최근의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

- Diversion pathway 타당성 분석

고유지표 허용기준 

선정

◦ 핵확산저항성 내적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핵확산저항성 물질 특성 분석

- 핵확산저항성 기술적 특성 분석

◦ 핵물질 보장조치 관련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핵물질 계량관리 분석

- 핵물질 격납 감시 분석

- 안전조치의 핵물질 탐지목표 분석

◦ 핵확산저항성 외적 고유지표 

특성 평가 분석
- 설정된 외적고유지표의 활용

◦ 국내고유 평가모델 설계

- 선정된 고유지표의 활용 및 체계 정립

- 핵물질 경로이동 분석 개념 도출

- 고유모델 평가 체계적 흐름도 작성 

고유지표 기술요건 

검토

◦ 미래원자력 시스템 분석

◦ 핵비확산 증대를 위한 요건 

분석

- 선정 시스템에 대한 특성 분석 

- 핵비확산 증대를 위한 필요 기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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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기여도 

  차세  원자력 시스템에서는 핵비확산을 최 화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 개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스템에 하여 핵비확산을 정량 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국내외 으로 두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서 평가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 GIF와 INPRO의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설에 한 평가 방법론의 용 평가를 수

행하므로써 국제 인 핵비확산 평가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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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핵비확산성은 국제사회가 새롭게 추가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안 요건으로서 정

량 인 평가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채 GEN-IV  INPRO의 미래원자력시스

템 개발에서 평가 방법론을 개발 에 있다. 국제 으로 GEN IV의 제4세  원자로

의 개발은 2020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INPRO에서는 신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기술의 연구

개발은 시기 하며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 설계 강화  개선에 활용될 

것이고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한 인허가 규제요건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

로 재 장기로 수행 인 신개념 원자로 개발을 한 기술 립형 규제체계 개발

과제와 긴 한 력이 필요하다. 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수출시 반드시 요구되

는 핵비확산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고 국내 핵연료 주기에 한 핵확산 항성 평가 

사용하여 핵확산 항성이 증 된 핵연료 주기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핵비확산성 국내 고유 평가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국내 최 이며, 국제 력을 통

해 검증을 받는다면 그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한  

국제 신뢰도 제고와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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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had been performed. In 2nd year, feasibility study 

of indicator, allowable limit of indicator, review of technical requirement of indicator were 

done. The results of PR evaluation must be applied in the beginning of conceptual design of 

nuclear system. Through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PR evaluation methodology, the 

methodology will be applied in the regulatory requirement for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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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Resistance, GEN IV, INPRO, Evaluation Model, 

Indicators, Allowable limit, Regulator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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