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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미국 新정부의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조사， 분석 

。 오바마 행정부의 新에너지 정책 

- 미국회복및재투자법(ARM American Recovery and R밍lVestrnent Act) 발 

효 및 미국청정에너지및안보법(AIα<.SA， American Oean Energy and 

앓따ity A띠 제정 예정 

- Cap & Trade Program, RPS(Renewable Portfolio S때ndard)， CCS(Carbon 

〔녀pture and Sequestration) 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추진 

O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 Oean Energy [농ployment A야삐뾰ation(æDA) 설립 및 청정 에너지 프 

로젝트 지원/ 토륨 핵연료주기 이용， VHIR에 대한 지원 효로그램 법제화 

검토 

- Near-term 기술 개발로부터 long-term, science-based R&D로 이동I 당lergy 

Innovation Hub 신설， GEN-N R&D 확대， NP 2010 효 ç~ 랩 축소，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폐지， Yucca Moun떠in 프로그햄 종결 둥 

한 글 
미국회복및재투자법，미국청정에너지및안보법， 기후변화， 청정에 

색 인 어 너지， 에너지혁신허!!，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주기， 4세대 원전 
(각 5개 이상) 영 ARRA, ACESA, climate change, clean 윈lergy， Energy 

어 Innovation Hub, nuclear R&D, nuclear fuel cycle, GEN-IV 



요 약 문 

1. 제 Æ. .., 

국제 원자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이용개발 정 

책 분석 연구 

II. 연구의 펼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口 미국 新정부의 출범에 따라 새로이 추진되는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국내 대웅책 마련이 필요 

。 중국/ 인도/ 브라질 퉁 신흥공업국들의 개발 가속화 및 급속한 산업화 

진전에 따른 원유， 석탄 둥 화석연료 이용 급중의 결과， 세계는 고유가 

퉁 심각한 자원 부족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직면 

o 2009'년 1월 출범한 美 오바마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온실 

가스 감촉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이에 따라 미국 내 원 

자력 이용개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New Energy for America(미국 신에너지)" 계획은 청 

정 에너지의 미래를 구축하는 민칸의 노력올 자극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1，500억 달러의 연방정부 투자를 실행 

스티본 추’ 에너지부 장관은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에서 대체에 

너지 사용올 중가시키고 원자력이 t에너지 구성 (energy mix)에 중요한 

일부분올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개최된 원자력위원회에서 ”미래 원자력시 

스댐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LTP， Long-Term Plan)"을 통과시키고， 소 

륨냉각고속로(SFR)，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 기술r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댐(VHTR) 개발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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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口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조사·분석 및 주요 시사정 식별 

口 우리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올 위해 필요한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방향과 대웅 방안 검토 

m. 연구의 내용 및 범위 
口 미국의 新원자력 기술정책 조사·분석 

。 미국 상·하원 상정 법(안) 

O 행정부 발효법， 행정명령， 지침r 성명 퉁 

O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 미국 국무부， 상무부， NRC, NWTRB, National Lab 동의 원자력 기술개 

발정책 

。 EPRI， NEI 퉁 민간 원자력 단체의 R&D 계획 둥 

口 국내 시사점 식별 및 정책·제도 둥 대웅방안 도출 

。 국내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검토 

。 국내 원자력 산업계 반영 사항 식별 및 정책 ·제도 제안 

N. 연구결과 

口 미국의 新원자력 기술정 책 조사·분석 

。 미국회복및재투자법 (ARRA) 

- 이 법은 2월 17일 발효되었으며 에너지 부문에 약 387억불이 투입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약 168억불， smart grid 퉁 

송전 부문에 약 45억불， CCS 동 화석에너지 부문에 약 34억불올 지원 

。 미 국청 정 에 너 지 및 안보법 (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이 법은 2009년 6월 26일 219:212 표결로 하원올 통과 

- 1) 옹실가스 총량 제한 빛 배출권 거래제 (cap and trade system) 도입/ 

2) 에너지 이용 효융화， 3) 플러그인 자동차 확대， 4) 탄소 포집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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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업， 6) 

스마트 그리드 투자 동 제도화 

- 이 법에서는 원자력파 관련해서는， 1) O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CEDA)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 2) 토륨-핵연료 원자로(thorium-fueled nuclear reactor)의 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DOE에 요구， 3) 원자력 생산 열에너지를 회수， 이 

용할 경우에 대한 금전적 보상 프로그랩 신설할 것올 DOE에 요구 퉁 

o DOE의 FY 2010 민간 원자력 부문 예산은 총 8.12억불 규모 

- NP2010(7천 만불)， GEN-IV(2.7억 불， NGNP 2.5억 불 포함)， Fuel CycIe 

R&D(1.3억불)， INL & Other Infrastructure(2.6억불) 둥 분야에 사용 

- 연구개발 추진 방향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 보완 

Near-term 기술개 발(GNEP， AFCI)에 서 long-term, science-based 

R&D로 이동 

Energy Innovation Hub (modeling and simulatioπ extreme 

materi허) 신설 

GEN-N R&D 확대 

NP 2010 프로그램 축소 

NHI (Nucle따 Hydrogen 뼈tiative) 폐 지 

Yucca Mciuntain 프로그램 총결 

口 국내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 방향 검토 

。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개최된 원자력위원회에서 “미래 원자력시 

스댐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LTP， Long-Term Plan)"올 통과 

- 이 계획은 원자력시스댐과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기본방향올 셜정 

- 장기적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탬별 추진일정 풍 기본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는 GIF의 6개 시스댐 중 소륨냉각고속로(5FR)와 원자력이용수 

소생산시스탬(VHTR) 퉁 2개의 시스댐 공동 개발에 참여 

-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소륨냉각고속로(5FR)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 기술올 개발중 

- 이 분야에서 2002년부터 미국과의 국제 원자력 연구프로그랩을 통해 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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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를 수행중 

v. 결론 및 시사점 

口 오마바 행정부의 新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의 장기 전망에 정 

부의 정책방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짐 

。 Cap & Trade Program,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동의 정책과 기술개발 추진에 따 

라 발생하는 원자력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면밀한 관찰과 대 

웅이 필요 

O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에너지효율성， 자원활용성 퉁이 제고된 GEN-IV 

원전 개발이 가속화될 것임 

口 미국 정부의 Nuclear Fue! Cycle 정책에 대규모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관련 R&D 계획에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을 검토 

。 GNEP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의 pyroprocessmg 및 SFR R&D 프로그랭 

추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필요 

O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올 비롯하여 향후 이러한 연구개발올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의 원활한 교류와 인식 공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종전의 공학적 개발과정보다는 장기적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R&D(현상 

규명l 소규모 실험/ 모델 개발/ 시율레이션 퉁)가 중요시됨에 따라， 우리 

의 원자력 R&D 추진 방향과 내용도 적절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임 

。 토륨 핵연료주기 관련 사업의 신설과 적절한 수준의 국제협력도 시갇올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口 GEN-IV 원전 개발의 중요성올 재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GEN-IV 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인식됩 

。 미국은 GEN-IV 6개 노형 중 VHTR에 막대한 예산올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GIF 및 양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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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TR은 수소생산， 열에너지 활용 퉁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이용 효 

율화 정책과도 부합 

。 이에 비하여 SFR은 recycling, transmutation 둥 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와 관련한 후행핵연료주기와 연관되어 있음 

口 우리의 원자력 R&D 프로그랩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계획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이 중요해짐 

。 연구원 내에서는 정책 관련 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바/ 동향수집 

및 분석 둥에 활용할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 

。 최근 신설된 원자력 기술개발 이슈 및 핵심 R&D에 대한 사안별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통합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對 정부 건의가 필 

요할 것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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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January 2009, Barack Obama was swom in as U. S. President. The 

Obama Administration started to move ahead with "New 담\ergy for 

America" policy. As a result of the new and progressive policy planks, it 

became necessary for nuclear energy R&D plan of the Korean govemrnent 

to be reviewed and readjusted accordingly. 

On 17 Febru값Y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came into effect after Presid밍\t Obama signed it. According to the Act, 

the total budget of $38.7 billion is used for energy sector, including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16.8 billion), electricity transmission 

& smart grid($4.5 billion) and carbon capture storage & fossil energy($3.4 

billion). on 26 June 2009,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was 

passed i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by recorded vote as 219 -

212. The rernarkable provisions of the Act are as follows: 1) greenhouse 

gas ernission control using cap and trade systern, 지 energy efficiency 

program, 3) plug-in hybrid vehicle prograrn, 4)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5) renewable energy po바이io standards and 6) 

srnart grid. 

π\e irnport따\t provisions relevant to nuclear industry of the ACESA 

are as follows: 1) deployrnent of Clean Energy Deployrnent Administration 

(CEDA) and assistance to clean energy pr이ect by CEDA, 2) DOE is 

required to submit to Congress a report on the use of thoriurn-fueled 

nuclear reactors by 1 February 2011, 3) DOE is required to establish a 

rnonetary award prograrn for nuclear energy to encourage innovative 

rneans for recovering therrnaJ energy as a potenti려Iy useful byproduct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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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009년 10월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공황 이후 최 

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그러나 불과 l년 전을 돌이켜보연 BRICS로 대 

변되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둥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에 따라 국제 원유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 

신하는 한편 석탄은 공급자 위주로의 시장이 형성되는 둥 심각한 수준의 에 

너지 자원 문제가 대두되는 형편이었다. 2008년 당시 국제에너지기구(IEA) 

는 향후 원유 공급 부족현상이 종전의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 

망하고 2015년에 이르면 전세계적으로 히루 1 ， 250만 배럴의 원유가 부족할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의 이용 확대는 고유가로 인한 불가상숭 퉁 심각 

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급중에 따른 지구 온 

난화 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열거한 신흥공업국들의 

2008년도 이산화탄소 가스 방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면 

서 매년 빠른 속도로 G-8국들의 방출량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 

차 확인하면서 이의 이용올 적극적￡로 확대 빛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 

들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 때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상황 

으로까지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컨센서스는 미국에서 부시 정권 

이 종료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국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의원 당시부터 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업적 

이 있으며 원자력에 대해서는 공화당 부시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다지 우호 

적이지는 않았다. 2009년 l월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올 에너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대선 운동 때부터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은 "New Energy for 

America{미국의 新에너지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골자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구축하는 민간의 노력을 자 

극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 ，500억 달러를 연방정부가 투자하고， 2012년까 

지 미국 전력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여 2025년에는 25% 이상 

이름 상숭시킬 것올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 온실가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를 시행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의 약 

70%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자력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러한 역할 

에 부합하는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올 받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2009년 

1월 13일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원자력이 energy 

ffilX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화석에너 

지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계획에 원자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 

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대출 프로그램의 가속화가 필요함올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에너지 부문 예산 계획과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FY 2010 에너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함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GNEP, Yucca Mountain 

퉁 일부 프로그램들은 중지되었으나 現 정부가 기초 R&D를 중시하는 입장 

을 보인 점과 GEN-IV 풍 미래 원자력에 과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을 보인 점이 원자력올 향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할 필수적인 에너지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제 원자력 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들 

을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과 美 의회의 원자 

력 관련 법안 재정 현황 퉁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을 폭넓게 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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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데 있어 미약하나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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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핵과 월 

자력 환경 변화 

제 1 절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1. 미국의 신에너지 정책， rNew Energy for AmericaJ 

오바마-반이든은 2008년 대선 운동 중 기후변화 해결， 청정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둥을 주요 골자로 한 rNew Energy for 

AmericaJ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아래와 같은 세부 계획들을 포 

함하고 있는데， 종전의 에너지 산업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그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D 탄소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 래제 (cap and trade program) 도입 

@ 청정에너지 개발 및 500만개의 녹색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재(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퉁 청정석탄기 

술상용화 

@ 방사성폐기물에 건조저장기술 활용 동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융화 및 주택 weatherization 

@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에 대한 투자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플렉서블(hybrid/flexi비e) 자동차 이용 확대 동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 취임한 이래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의 공조 하에 통 정책들을 법제화 빛 제도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 

는 향후 추진을 준비 중이다. 미국회복및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이미 발효되었으며， 미국청정에너지및 

안보법(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 하원을 통 

과하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DOE는 개량형자동차제조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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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ATVMLP.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Loan 

Program)올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중에서 특히 cap and trade program. RPS. 

CCS. smart grid 둥은 그 전개 과정에 따라 향후 원자력 산업계에 큰 영향 

을 미철 수 있는 외부적 환경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 

과 대웅이 필요한 사항이다. 

첫째 Cap and trade program 하에서 형성될 온실가스 배출권 

(allowances) 가격은 향후 원자력이 他 발전원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가격 경 

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상숭할수록 석탄·가스 퉁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발전단가 

가 상숭함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 판매 가격은 비례하여 상숭하게 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에는 가격 경쟁력 강화와 순이익 충가라는 이중 혜택으로 나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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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전력 산업 구조 개편올 가속화하는 한 

편， 배출권 가격과 원자력 발전 비중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 

다. 에너지정보청(EIA)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않올 경우 원자력은 

2030년까지 신규로 약 llGW 중가하나，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에 따라 15GW-135GW까지 신규로 중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그렴 은 지 난 2009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ACESA에 따른 2016년 

과 2030년의 배출권 할당 분포이다. Cap and trade program 초기 단계에 

는 배출권 경매의 비중을 16.5%로 설정하나 정차로 이 비율을 높여서 2030 

년에 이르면 65.3%까지 상향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CCS, 1 
wo닝|에e& Res., 

0.39% 
Clean Tech., 1% 

A뻐pt.， 1% 

Low-’ncome 
Consumers, 15% 

Reduction, 
0.2% 

Adapl., 
0.1% 
wo얘fife & Res., 

0.62'‘ 

LDCs, 30% 
CoaI, 3.5% 

그립 2-2 2016년 기준 배출권 할당 분포 (출처 : 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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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le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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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미，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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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10r 
Years, 17% 

그림 2-3 2030년 기준 배출권 할당 분포 (출처 : CRS) 

옹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은 소위 탄소가스라고 불리는 이 

산화탄소가 차지 하고 있으며 , cap and trade program을 통해 감축하고자 

하는 대상도 주로 이산화탄소라 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댐이 존 

재하지 않는 현재의 경우 원자력은 발전단가에서 석탄， 가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탬이 갖추어진 후 탄소 배출권 

가격이 EUR25/tonne에 이르면 석탄과 가스를 밀어내고 발전단가가 가장 저 

렴한 에너지원이 되며， 이미 유럽에서 실시된 탄소 배출권 시스댐(ETS ， 

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 1단계 때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 

고가를 이루었던 EUR36/tonne에 이르면 2-3위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앞으로 지금의 예상과는~ 다르게 

형성될 가농성이 매우 높으며 ， 의외로 낮은 가격에서 거래될 경우 원자력 발 

전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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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reenhouse핀as Bmissions, 2007 

HfOI., PFCs, and $f, (，이 ‘a“ 1) otherc아[.) 
(1.411) 

C02 frαn !nergy Uso (a) 

(81.2'10) 

그립 2-4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원 비교 (출처 : CBO) 

美 의회 예산사무국(CBO)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11년 

$15/mtC02e에서 매년 중가하여 2019년 $26/mtC02e에 이를 것으로 예측 

하나 이는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배 

출권 가격 추이는 기술발전， 시장여건 풍 여러 요인에 따라 향후 초기의 예 

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EPA가 발 

전소에서 배출되는 S02 억제를 위해 거래시스댐을 도입하였올 때 가격이 

$250 ‘ -$700/tonne (최대 $l ，500/tonne)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장 

에서는 1996년 $70/tonne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다. 

표 2-1 2011 ‘ 2019 년간 배출권 가격 예측 (출처 : CBO) 

By Fiscal Yellf, In Dollars 

2011 2012 2013 2014 201S 2016 2017 2018 2019 

Estimaled GHG Allowance Price IS 16 17 18 19 21 22 24 26 

Estimaled HFC Allowance Price' D.3. 2 3 4 \0 12 \3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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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ap and trade program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 

이 있다. 지구 온난화의 배정에서 옹실가스가 차지하는 역할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후일 이것이 사실로 드 

러나게 된다면 원자력이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장점과 

배출권 거래 시스택 하에서의 누릴 수 있뉴 이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원자력에는 별로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이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한다. 사실 현재 미국 원자력 산업계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現상황을 사업 확 

대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로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음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지구 온난화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 낸 옹 

실가스에만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거나 또는 현재 예측하고 있는 온난화 

속도만큼 미 래에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과학자 

들 사이에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관찰된 대기 온도 상숭 정도는 컴퓨터 계 

산에 의한 종전의 예측값보다 낮았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고 한 

다. 지구가 대기 온도 상숭올 원상태로 복원하는 기능을 우리의 예상보다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In degree. Cel영U이 (10 degr.es Fahrenheitl 

" 
7 

11 

‘ 
l ’ 

’ • • 
‘ i 

2 • 

‘ 
2 

0 0 

-1 -2 

1850 18π 19<씨 1925 1951 197‘ 2000 2aU 2050 207S: 2100 

그림 2-5 과거의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예측 (출처 :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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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의견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재명가되게 될 것이며 원자력의 정제성은 타격올 받게 될 것이다. 바 

로 이것이 일부 원자력 산업계가 대대적인 로비와 투자에 주저하는 배경이 

며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논 이러한 입장 

올 견지할 것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2009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ACESA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12년 6%에서 단계적으로 상숭하여 

2020년에 이르면 20%를 공급하는 것으로 법제화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013년은 6% , 2014년 -2015년은 9.5% , 2016년 -2017년은 

13%, 2018년‘ 2019년은 16.5%, 2020년 -2039년은 20%로 되어 었다. 이 

법에서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로는 분류가 되어 있으나 태양력， 풍력， 바이오 

매스 퉁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RPS 기준은 원자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이러한 RPS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기료 상숭 빛 

가계 부담 퉁으로 이어지거나 또한 기술발전의 속도가 미홉할 경우， 온실가 

스 감축의 훨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을 RPS 퉁에 포함할 경우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5월 Ohio州는 州 입법을 통해 2025년까지 

alternative energy(원자력， CCS 퉁 저탄소기술)의 비중을 25%까지 중가하 

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9년 0.25%에서 2024년 12.5%까지 중 

가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올 때 미국의 각 州에 

서 RPS를 정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Z 
Arizona Corporate Coπunission Decision No. 69127 reqwres 15 percent of 
electricity sales to be renewable by 2025, with interim goals increasing annuaJJy. A 
specific percenlage of the target must be from distributed generation. Multiple 
credits may be given for solar generation and in-State manufaclured systems. 

2. CA 
Public UtiJi{j낭s Code Sections 399.11-399.20 mandate that 20 percent of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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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es must be renewable by 2010. There are aJso goals lor the longer term. 
Renewable projects wil야 above-market costs will be lunded by supplemental energy 
payments from a lund, possibly limiting renewable generation to less than the 
20-percent requirement. 

3. CO 
House Bill 1281 sets the renewable target lor investor-o"，깨ed utilities at 20 
percent by 2020. There is a 10-percent requirement in the same year lor 
cooperatives and municipals. Moreove.π 2 percent 01 total sales must be from solar 
power. Jn -State generation receives a 25-percent credit premium. 

4. CT 
Public Act 07-242 mandates a 27-percent renewable sales requirement by 2020, 
inc/uding a 4-percent mandate Irom higher efηCJ낭'ncy or CHP systems. 01 the 
overal/ total, 3 percent may be met by waste - to-energy lacilities and conventional 
biomass. 

5. DE 
Senate B ‘11 19 determined the RPS to be 20 percent 01 sales by 2019. There is a 
separate requirement lor solar generation (2 percent 01 야e total), and compliance 
'ailure resu/ts in higher penalty payments. Solar technologies receive triJ따 credits, 

and ollshore wiηd receives 3.5 times the credit amount 

6. Hl 
Senate Bill 3185 sets the renewable mandate at 20 percent by 2020. AlI exisω19 
renewable J능ciliti능s are eligible to meet the target, which has two interim 
milestones. 

7α 

Public Act 095-0481 created an agency responsible lor overseeing the mandate 01 
25-percent renewable sales by 2025. There are escala따g annual targets. and 75 
percent 01 the requirements must be generated from wind. The plan also inc/udes a 
cap on the incremental costs added from renewable penetration. 

8. lA 
An RPS mandating105 megawatts 01 renewable energy capacity has already been 
exceeded. ME ln 2007. Public Law 403 added to the State ’농 RPS requirements 
Origina/~χ a mandate 0130 percent renewable generation by 2000 was set to be 
lower than current generation. The new law requires a 10-percent increase in 
renewable capacity by 201 7. and 야at level must be maintained in subsequent years. 
The years leading up to 2017 also have new capacity mI1estones. 

9. MD 
House Bill 375 revi농ed the RPS to contain a 20-percent target by 2022, inc/uding a 
2 -percent solar target. Penalty payments lor U"n농r 1 "N compliance shortfalls were 
also raised to 4 cents per k I'lowatthour under the same legÌ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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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 
The RPS has a goaJ 01 a 4-percent renewabJe share 01 totaJ saJes by 2009, with 
subsequent 1-percent annuaJ increases to 2014. The State also has necessary 
payments lor compli김nce shoπfaUs. 

11. MI 
Public Act 295 established an RPS that wiJJ require 10 percent renewable 
generation by 2015. Bonus credits are given to soJar energy. 

12. MN 
Senate Bill 4 created a 30-percent renewabJe requirement by 2020 lor Xcel, the 
State’낭 largest supplier, and a 25-percent requirement by 2025 lor others. A1so 
specÍ.η'ed was the creation 01 a State cap-and-trade program that wi1J assi능t the 
program"s implementation. 

13. MO 
Proposition C, approved by voters, mandates a 2-percent renewable energy 
requirement in 2011, which 11’η increase incrementaJJy to 15 percent 01 generation 
by 2021. Bonus credits are given to renewable generation within the State. 

14. MT 
House Bill 681 expanded the RPS provi능，ions to aJl suppliers. lnitiaJly the law 
co vered onJy public utiliti농s. A 15-percent share 01 sales must be renewable by 
2015. The State operates a REC market. 

15. NV 
The State has an esc외'ating renewable targeι established in 1997 and revi능ed in 
2α75， that reaches 20 percent 01 total electricity saJes by 2015. 이， to one-quarter 
may be met through effici잉7Cy measures. There is also a minimum requirement lor 
PV systems, which receive bonus credits. 

16. NH 
House BilJ 873 legisJated that 23.8 percent 01 electricity sales must be renewable 
by 2025, and 16.3 percent 01 total sales must be from renewable lacilil따s that 
begin operation alter 2006. Compliance penalties vary by generation type. 

1 7. NJ 
ln21α76， the RPS was revi.농e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targets. The current 
level lor renewabJe generation is 22.5 percent 01 sales by 2021, with interim 
targets. There are diflerent requirements lor different technologies, incJuding a 
2 -percent solar mandate. 

18. NM 
Senate Bi11 418 directs investor-o ，，"까ed utJ7ities to have 20 percent 01 their saJes 
from renewable generation by 2020. The renewable portfolio must consist 01 
diversilied technologi농s， with wind and solar each accounting lor 20 percent 01 the 
target. There i능 a separate standard 0110 percent by 202010r cooperatives. 

” 
ι
 



19. NY 
The Public Ser끼'ce Commission issued RPS ru/es in 2()()5 that ca/l for an increase 
in renewable electricity sales to 24 percent 01 the total by 2013, from the current 
level 01 19 percent. The program is administered and funded by the State. 

20. NC 
Senate Bill 3 created an RPS 01 12.5 percent by 2021 for investor-owned utilities. 
There is a/so a 10-percent requirement by 2018 lor cooperatives and municipals. 
Through 2018, 25 percent 01 the target may be met through elliciency standards, 
increasing to 40 percent in later years. 

22.0R 
ln-"ω7e 21α77， Senate Bill 838 required renewable targets 01 25 percent by 2025 lor 
large utiliti농s and 5 to 10 percent by 2025 lor sma/ler utilities. Any source 01 
renewable e1ectricity on line alter 1995 is considered eligible. Compliance pena1ty 
caps have not yet been determined. 

23. PA 
The A1temative Energy Por.σ'olio Standard has an18-percent requirement by 2020. 
Most 01 the quaιfying generation must be renewab1e, but there j능 al녕o a pro v.서:ion 

that allows certain coa1 resources to receive credits 

24. R1 
The program requires that 16 percent 01 total sa1es be renewab1e by 2020. The 
interin7 program targets esca1ate more rapidly in 1ater years. 11 the target is not 
met, a generator must pay an altemative comp1iance pena1ty. 

25. TX 
Senate Bill 20 strengthened the State RPS by mandating 5,880 megawatts 01 
renewable capacity by 2015. There is a1so a target 01500 megawatts 01 renewab1e 
capacity other than wind. 

26. WA 
Voters approved lnitiative 937, which spec.찌es that 15 percent 01 sa1es from the 
State ’S largest generators must come from renewab1e sources by 2020. There is an 
administrative penafty 01 5 cents per kilowatthour for noncompfiance. Generation 
from any lacility that came on fine alter 1999 is eligJöfe. 

27. w1 
Senate Bill 459 strengthened the State RPS with a requirement that, by 2015,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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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J/ity’s renewable share of totaJ generation must be at least 6 percentage points 
above the renewable share from 2001 to 2003. 1껴ere is aJso a non-binding goal. 

셋째. 2009년 현재 석탄 발전은 미국에서 가스， 원자력 퉁을 포함한 전체 

energy mlX에서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발전수단의 하 

나이다. 그러나 석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C02 배출이며， 온실가스 감축 

의 정책 목표 아래에서는 그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 에너지 

수습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석탄발전은 유지하되 

C02 배출올 줄이기 위한 신기술로 CCS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CCS 

기술은 그 경제성은 물론이고 현재로는 기술적 가능성도 미확인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석탄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한다. 

원자력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약 40%의 fresh water를 더 소비하는 반 

면 천연가스발전은 60% 적게 소비한다. 참고로 물 소비량 중가는 발전원가 

상송에도 영향올 미치며， 지난 2007년 美 남풍부 지역의 가뭄 발생 시 이 

지역 원전 일부는 최대 50%까지 출력을 저감한 바 있다. 따라서 상용화 수 

준의 CCS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수자 

원 활용성 풍에서 원자력발전 대비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CCS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예상보다 크 

게 하락시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mart grid는 전력 이용 효율 

화 목적 외에도，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용력， 태양력 퉁)를 간접 지원하는 효 

과가 크다. 에너지원이 국지적으로 산개하여 분포되어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큰 일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노후한 전력망보다는 smart grid가 훨씬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지난 2008년 미국 의회는 DOE가 요청한 중소형 및 그리드형 원자 

로Csmaller or grid-appropriate reactor)에 대한 예산 신청은 거부한 사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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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회복및재투자법(ARRA) 

대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당연한 경제위기의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제성장의 기반올 마련하기 위헤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마 

련되어야 함올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약 7，8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인 미 

국회복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지난 2월 13일 상·하원 조정 하에 통과하고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 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발효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막대한 예산 중 에너지 부문에 

약 387억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FY 2010 DOE:의 총예산신청액 264억불 

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 에너지 효율화 퉁 f New Energy for 

Americaj 에서 선포한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구체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에너지 이용 효융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약 168억불， smart grid 

퉁 송전 부문에 약 45억불， ccs 둥 화석에너지 부문에 약 34억불올 지원하 
고 있으나 원자력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π
 
ω
 



제 2 절 원자력 환경 변화 

1. 부시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의 변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DOE는 지난 6월 29일 부시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GNEP 프로그램의 국내 사업에 해당하는 PEIS(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진행을 취소(canceJ)한다는 것을 공식적 

으로 발표한 바 있다(Federal Register Vol.74에 게재). 이는 4월 15일 

DOE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후 최종적인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이 발표 

문에서 DOE는 부시 행정부의 GNEP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었던 “국내의 

상용 재처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과， 現 정부의 추진 

방향은 FY 2010 DOE 예산 신청에서도 나타났듯이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유익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R&D"에 치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GNEP PEIS와 관련하여 DOE는 2008년 10월 17일 Federal 

Register에 공표되어 의견 접수를 개시한 이후， 12월 10일 이를 연장하여 

2009년 3월 16일 종료시까지 총 14 ， 5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 

PEIS에는 핵심내용으로 DOE가 GE, AREVA 퉁 민간 단체(기업)를 통해 기 

술검토를 진행한 총 6개의 재처리 대안(domestic alternative)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reprocessing) 및 재순환(recyc1ing)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 기술과 관련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최종 숭인된 Yucca 

Mountain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2009년 3월 11일 

Steven Chu DOE 장관은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Yucca 

Mountain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not a workable option) 방사성폐 

기물 처분을 위한 더 나은 해결책올 모색할 것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5월 

19일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에너지·수자원개발및관련기관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DOE의 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 Office of Civ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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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FY 2010 신청 예산 1.97억불은 

Yucca Mountain 계획을 종료하고 방사성폐기 물 처 분 대안을 마련하기 위 한 

Blue-Ribbon Commission 운영 퉁에 전액 사용될 것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토지 취득， 운송 도로 개발， 공학적 셜계 퉁 Yucca Mountain 관련 

개발 예산은 모두 종결하고 NRC 인허가 관련 및 대안 마련 비용만 유지하 

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Yucca Mountain 계획 폐지는 기술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것인 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분간은 부정적인 전망이 절대적이다. DOE의 

계획안이 NRC에 접수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며 충분히 추진이 가농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08년 대선 

당시 Nevada州는 민주당 중진 Harry Reid 상원위원의 지역구로 McCain 

공화당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지역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한 이전의 민주당 후보들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 약 10만표 이상의 표 

차이로 공화당 후보에게 숭리한 것은 Yucca Mountain 계획 철회 공약이 결 

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Harry Reid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 

지에서 FY 2011 DOE 예산에서 Yucca Mountain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종 

결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 정권 하애서는 종전의 Yucca Mountain 계획에 대 

한 대안으로 on-site dry cask storage 방식이 예상되나. 1) 20년간 $9B의 

예산이 투입된 점. 2) NIMBY 현상으로 타 지역에 처분장올 건립키는 곤란 

한 정. 3) NWPA에 따른 막대한 배상 책임 퉁으로 Yucca Mountain 계획은 

향후 재검토될 가능성은 있다. 

2.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기본 방향”은 원자력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energy mlx의 핵심적인 축으로 유지하되， 적극적인 이용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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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다는 핵비확산， 장기적인 R&D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Chu 장관은 지난 1월 13일 상원 에너지및천연자원위원회 인사청 

문회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척인 이용(continued commitment to 

nuclear energy)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 

(Jong-term plan)올 언급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촉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 중 하나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 

고 전 세계 전력의 약 70%를 생산하는 원자력”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Sources of Emlssion-Free Electricity 
2007 

그림 2-6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의 비율 비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원자력 현안은 정책 이슈에서 다소 밀려 

난 감이 없지 않으나 8월중 원자력 부문의 각료진 주요 인선이 마무리펌에 

미루어진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DOE 주요 보직에 대한 의회 인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장관 : Steven Chu. 1 월 20일 상원 인준 

a 부장관 Daniel B. Poneman. 5월 18일 상원 인준 

.... 차관 Kristina Mary Johnson. 5월 19일 상원 인준 

(에너지 부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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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원자력 담당 차판보 : Warran F. Miller Jr., 8월 7일 상원 인준 

(Office of Nuclear Energy 총괄) 

g 방사성폐기물 담당 국장 : Warran F. Miller Jr. , 8월 7일 상원 인준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총괄) 

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 국장 인준 이후 약 한 달 뒤인 9월 16일 

DOE 대변인은 Dow Jones와의 인터휴에서 Blue-Ribbon Commission과 관 

련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바， 위원회 관련법에 따른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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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쩌1111 대 의회와 뭘자력 환청 변화 

제 1 절 제 111대 의회의 구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할 제 111대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차이로 의석수를 확보하고 출범하였다. 선거 결파 하원에서는 민주당 

이 257석， 공화당이 178석으로 민주당이 6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였으 

며， 특히 낸시 벨로시 하원의장 측근들이 하원에 대거 진출하였다 상원에서 

도 민주당이 57석， 공화당이 41석이나， 무소속 2석이 사실상 민주계로， 의사 

진행방해(필리버스터링)올 막을 수 있는 60석에 1석 모자라는 압도적 우위 

를 차지하였다. 다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링을 막을 수 있는 정족수인 60석 

확보에는 실패함으로써， 상원의원 개인의 권한이 막강한 상원의 의사결정 특 

성을 고려할 때 공화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경우 법안 통파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경기부양법 (ARRA) 표결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공화당 의원(그 당시는 3명)올 협상， 포섭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방 

향대로 법안올 통과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정권 교체에 이어 민주당의 양원 의회 장악과 일부 상원 구성 변화로 원 

자력에는 이전의 부시 행정부에 비해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소 형성될 전 

망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원자력，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고속로 

프로그램에는 확고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현재 민주당 원내총 

무직을 맡고 있는 Harry Reid(네바다州) 상원의원의 영향력은 Yucca 

Mountain 퉁 현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Reid 의원은 Chu 

장관과 함께 "Blue-Ribbon Commission" 구성과 개최 퉁올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GNEP 퉁 원자력의 강력한 옹호자인 Pete 

Domenici(멕시코州) 상원의원의 은퇴는 원자력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 

로보인다. 

제 111대 의회에서 원자력 부문의 예산 심의를 주관할 예산 관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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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구성되었다. 제 110대 의회 (2007 - 2009)와 제 

111대 의회 (2009‘ 201 1)의 상·하원 예산위원회 (Committee on 

Appropriations) 내 에너지·수자원개발소위원회(Subcommittee on Energy 

and Water Deve!opment) 구성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미국 의회의 에너지·수자원개발소위원회 구성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위원장 민주당 공화당 위원장 

Byron Peter 
제 110대 9 8 Dorgan 10 7 Visclosky 

(민주당) (민주당) 

10 8 Byron 11 7 Peter 
제 111대 연임 :8 연임 :5 Dorgan 연임 :10 연엄 :3 Visclosky 

신규:2 신규 3 (민주당) 신규:1 신규:4 (민주당) 

최근 미 의회 산하 예산사무국(CBO)에서는 원자력 부문의 예산 관련 검토 

를 수행한 바 있다. CBO는 제 111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한 세입 및 지출올 변경하기 위한 

1887ß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 사용올 검토하였는데， 이 중 원자 

력 관련 중요 3개 대안을 “에너지 (Function 270)" 부문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 보고서에서 CBO는 AFCI , GEN-N , NHI R&D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종 

결할 경우 FY 2010년 예산에서 l.l 8억불올 절감하고， FY 2014년까지 12 

억불을 절감할 것으로 명가하였다. 또한 NP2010에 대한 예산 지원 종결시 

FY 2010년에는 63백만볼을， FY 2014년까지 6.62억불올 절감할 것으로 평 

가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회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DOE 퉁 행정부의 사업 계획에 시사하는 바 

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 -



제 2 절 주요 이슈에 대한 의회의 입장 

1. GNEP 

사실상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수십 년간 반복된 번복의 역 

사이다. 근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재순환은 고속로 가통과 직결되 

는 사안이며 플루토늄의 추출은 아무리 민수용 목적일지라도 군사적 목적으 

로의 전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1년과 1964년 ldaho에서 각각 운전을 시작한 EBR-I 및 

EBR- 1I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1 ，Il)가 그 시초가 된다. 이후 

1977년 최초의 상업용 고속로 개발을 위해 껄계된 FFTF(Fast Flux Test 

Facility)가 Clinch River, Tennessee에 건설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1977년 민주당 카터 대통령('77-’80)에 의해 중지되었다. 

그러나 1981년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80-‘89)이 당선되면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CRBR 계획을 재개하였으나 당시 의회에서 1983년 통 사업 

예산 교부를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DOE는 EBR- 1 ，Il의 운전 경험을 토 

대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여， 습식 재처리법 (PUREX법)이 아닌 

pyroprocessmg을 활용한 금속핵연료를 이용한 고속로인 IFROntegral Fast 

Reactor)과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연서 이 기술로는 순수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며 핵확산 위험올 감 

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3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92- ' 

99)는 DOE의 이러한 개량형 고속로 프로그램을 중지하며 EBR- Il의 

shutdown올 명령하게 된다. 또한 당시 의회는 동 pyroprocessmg 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종결하였다 과거 공화당 정부의 재처리 및 고속로 프로그 

램은 부시 행정부(’99-’08) 틀어서 GNEP 및 AFCI 둥(UREX+ & ABR)으 

로 이어져 추진되게 되었으나， 2009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재차 

중단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올 차지한 기간 중(’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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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에는 GNEP의 핵심인 AFCI는 의회에서 매번 예산 신청이 삭감되었다. 

즉， FY 2007에는 DOE 예산 신청 액 2.4억불올 1.6억불로， FY 2008에는 

3.9억불을 1.8억불로， FY 2009에는 3.0억불올 9천만불로 예산 삭감하였다. 

또한 美 의 회 (하원)는 DOE가 FY 2009 중 AFCI 기 술올 공학적 수준으로 

설중하기 위 해 계 획 한 AFCF(Advanr.ed Fllel CyclE' Facility) 부문 예산 1 

천만불과 SFR 개발에 초정을 맞춘 ABR(Advanced Bllmer Reactor) 부문 

예산 1.8천만불을 모두 거부하였다. 

민주당 정권이 대대로 재처리와 고속로에 부정적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에서 Pll-239를 추출한다는 정을 “군사적 용도의 핵확산”파 연계하여 인식 

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고속로 개발은 정권 주체에 따라 명암이 교차되는 

상황이다. GNEP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라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수로를 고속로로 대체하는 

해결책에는 핵무기 확산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LWR이 전세계적 

으로 상용화된 배경 중 하나는 핵확산에 대한 저항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美 의회조사국(CRS)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거론하며， 재처리를 통해 방사 

성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처분을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반대로 

폐기물처분장이 건설될 경우 재처리의 이러한 장정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재처리와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간의 상호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이다. 

美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008년 10월 DOE가 작성한 Draft GNEP 

PEIS(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GAO는 DOE 

가 당시 계획하고 있던 공학적 수준의 실중시설 계획 (engineering-scale 

approach)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1) 산 

업계의 참여 부족이 통 기술의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불필요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산업계에서는 동 기술의 상용화에 의문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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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파， 2) DOE의 추진 일정은 재처리시설의 설계요건올 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순환핵연료(recycJed fueO에 대한 R&D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처 

리시셜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될 수 없는 

형태로 분리될 수도 있는 점이다. 또한 DOE의 지원에 따라 4개 사업체가 

제아한 재처리 풍 방안에도 결함이 있음올 분석하며， 제안된 4개 방안 중 2 

개는 GNEP strategic plan에서 배제한 기술을 사용한 점과 나머지 2개는 

full-scale의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한 

점 둥을 보고하였다. 

GAO는 검토 결과에서 DOE가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풍을 활 

용하여 상업적 수준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GNEP을 이행하려 

하는 접근을 재고해야 함을 단정적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정부가 GNE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량된 재처리 기술에 대한 R&D에 시간과 재원 

올 더올 투입할 것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2. Yucca Mountain 둥 방사성 폐 기 물 

美 의회조사국(CRS)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Yucca Mountain 

계획 대얀 마련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검토한 보고에서 Yucca Mountain 

계획이 부시 행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으나 아직은 오바마 대통령 

이 이 계획에 결정적으로 영향올 미칠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합올 언급하였 

는데， 이는 1) DOE의 허가 신청 철회， 2) Yucca Mountain 관련 예산 삭감， 

3) NRC 위원의 임명， 4) 행정부 내 TF 또는 별도의 외부 단체에 Waste 

Program에 대한 재검토 지시 풍 다양함을 지적하였다. 이 중 예산 삭감 퉁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이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Yucca Mountain 계획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SF 및 HLW 처리 정책 

대안으로서， 1) 추진 주체를 종전의 DOE로부터 공기업， 위원회 및 민간단체 

풍을 신설하여 이관하는 방안， 2) on-site storage를 연장하는 방안. 3) 연 

방정부 또는 민간의 중앙식 중간저장시설을 건셜하는 방안， 4)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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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처리 및 재순환하는 방안， 5) 처분장 이외의 저장 방안， 6) Yucca 

Mountain 이외의 신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 풍을 비교 분석하였다. 

CRS는 이러한 대안들에 대한 개별 검토에서 의회 차원의 별도의 조치가 이 

루어지 지 않는 한 Yucca Mountain 계획 중단에 대 한 대 안은 장기 간의 

on-site storage 외에는 없유음 언급하였으며 ， 이 경우 신규 원전 건설에의 

부정적 영향과 장기간 저장에 따른 유지보수와 보안상의 문제정 발생 퉁의 

부작용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펼연적으로는 Yucca Mountain 이외의 다른 

처분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그림 3-1 연방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이 추진 주체가 되는 모델 

NWPA에 의해 1987'년 Yucca Mountain이 유일한 후보지를 선정되기 이 

전에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후보지들이 거 

론된 바 있다 이들은 Gulf Coas t를 따라 형성된 sa lt dome , Great Plain 

및 Midwest 지역의 bedded salt, 서부 지역의 화산 웅회암 지대， 북서태명 

양 지역의 현무암 지대를 비롯하여， 1986년 5월 Yucca Mountain을 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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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장관 John S. Herrington이 추천한 Hanford(WA) , Deaf Smith 

County(TX)이다. 이들의 위치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Yucca 

Mountain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틀이 재차 거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인식된 

다. 최근 들어서 New Mexico주 인근에 설립된 중준위폐기물 처분장인 

WIPP(Waste Isoliltion Pilot Plilnt)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New Mexico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ι .“““‘’t1b “”‘·‘’“ l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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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Yucca Mountain 이외의 영구처분시설 부지 

- 26 -



그링 3-3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이와는 별도로 美 의회 예산사무국(CBO)에서는 Yucca Mountain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CBO의 관련 

책임자는 지난 7월 방사성폐기물정책볍(NWPA，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에 따른 연방정부의 책임과 부담에 대해 예산 관련 정책의 관점에 

서 의회에 중언하였다. 이 중언에서 CBO의 관련 책임자는 2009년 7월 현재 

미국 정부가 Yucca Mountain 계획의 종료를 선언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올 

위한 대안을 모색중이나， 처분을 위해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민간 원자력 

사업자들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의 책임은 여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실제로 DOE는 아직까지도 법에 따른 의무인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을 위한 뚜렷한 대안도 

부재한 실정이나， 민간 사업자들은 처분 비용을 위해 연간 약 7천5백만불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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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3억을 이미 지불하였다. 정부는 현재 계약상의 처분 의무를 10년 넘게 

지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원자력사업자들의 소송(71건) 퉁으로 이미 

약 5천6백만불올 지급하였으며， DOE는 2020년경 처분을 개시할 경우라도 

약 120억불 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NRC가 현존 

워천듬의 정바 이상올 20년 수명연장할 경우 NWPA에 따라 계획된 처분장 

용량 상한선(70 ，000 metric tons)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가중 

될 것인 바， 이 경우 배상 풍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그립 3-4 폐기물 처분 지연에 따른 DOE의 법적 책임 

이에 따라， CBO의 관련 책임자는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DOE가 Yucca 

Mountain 이외의 다른 부지에서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것을 

숭인하기 위한 법 개정이 결국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저장애 따라 전력사업 

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납세자(국민)의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 

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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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CBO는 지난 8월 제출한 예산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 민간 

원자력사업자들에게 징수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분담금을 물가상 

승 퉁올 고려하여 매년 중액하여 부과할 경우를 평가하였다. 현재는 NWPA 

에 의커하여 nOE뉴 방사성폐기뭉 영구처분시셜 건설을 위해 민간 원자력사 

업자들에게 O.lcent/kWh의 요금을 정수하여 동 법에 따라 설립된 방사성혜 

기물기금(NWF. Nuclear Waste Fund)에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1) 초기 건 

설비가 너무 낮게 산정된 점. 2) 수명연장 둥에 따라 초기에 예측한 처분용 

량을 초과할 것으로 에상되는 점. 3) 분담금 정수 요융이 1982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퉁을 이유로 요율 변경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1월 현재 처분시설 건설비는 약 

960억불로 산정되었으나. NWF에는 부지 조사 둥 Yucca Mountain 설계에 

이미 71억불을 집행하고 현재는 약 224억불의 잔액만이 남은 상황이다. 

표 3-2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방정부의 현금유출입 (출처 : CBO) 

(Billions 01 dollars) 
CUnUative T，여a15， 

1983 깨rough2008 CBO'‘ Esti lT딩tes， 2009 

샤JClear Waste Fur닝 (for civilian ooclear waste) 
Deposits 

Annual 힘es 14.8 0.8 
One-time fees 1.5 0 

Subtotal 16.3 0.8 
Interest credited • 12.8 1.2 

Total 29.1 2.0 

Disbursements 7.1 0.2 

단ld-of-Year Balance 22.0 23.8 

General Fu뼈 (for defense-related activities) 
Appropriations 3.6 0.1 

이에 따라， 징수 요율올 매년 증액하여 2010년 l천3백만불. 2014년까지 

1.4억불. 2019년까지 6.2억불을 추가로 정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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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방사성폐기물 징수금 변경안에 따른 예산 수입 (출처 : CBO) 

3. GEN-IV 

미국의 GEN-N 정책은 사실상 헬륨-냉각식 VHT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이는 EPACT 2005의 NGNP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는 SFR이 사실 

상 ABR의 일부로서 AFCI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의회는 AFCI와는 달리 GEN-N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실 

제로 DOE가 GEN-N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한 FY 2008 예산 3천6백 

만불을 1.1 5억불로， FY 2009 예산 7천만불을 1.8억불로 중액하여 교부한 

바 있다. 참고로 FY 2009 예산 중 6천만불은 NGNP에 해당한다. 

다만， HTGR은 수소 생산올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어 수소 에너지를 자 

동차에 활용할 경우 기존의 석유를 대체하는 막대한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는 수소 에너지는 보류되고 하이브리 

드/플러그인 자통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경우 전력 이용 중가 동으로 LWR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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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 관련 법안 

1. 미국청정에너지및안보법 

미국챙청에너지및안보법 (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은 2009년 5월 15일 하원에 상정되었으며 이후 관련 위원회 및 소위원 

회를 거쳐 6월 26일 219:212의 근소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상원올 통과하여. 2009년 안으로 제정 및 발효될 

것으로 의회 내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1)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system) 도입. 2) 에너지 이용 효율화. 3) 플러그인 자똥차 확대. 4) 탄소 

포집 빛 처리 (CC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6) 스마트 그리드 투자 퉁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적인 에너지 공약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은 위 기술들과 함께 “제 1장 Clean Energy" 편에 포함되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관련 조항파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참고로 이 법에 

서 청정에너지 (clean energ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techno!ogy that can he!p stabi!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but 

for which insufη'"cient commercia! !ending is avai!ab!e" 

ACESA에서 원자력 관련 조항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r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CEDA)를 셜립하고， 이를 

통해 청청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재무부)올 조성하여 

활용토록 한다. 또한 이 기금은 EPACT(Energy Policy Act of 2005) 

에 따른 DOE의 Loan Guarantee(LG) 권한(재량)에 추가된다. J 

@ rCEDA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되， 단일 에너지 기술에 

이
 



동 재정지원의 3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J 

@ rDOE는 2011년 2월 l일까지 토륨-핵연료 원자로(thorium-fueled 

nuc1ear reactor)의 이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 

보고서논 TAEA-TECDOC-14fiO(Thorium fuel cycle-Potential 

benefits and challenges)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J 

@r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또는 열에너지생산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는 

자가 부산물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회수하여 추가 

전력 생산이나 기타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DOE 

는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올 신설하여야 한다 」

위 <D번 및 @번의 조항에 향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젝트의 수 

혜를 입게 될 전망이나， 상세한 예산 규모는 현재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 

문에 그 실효성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원전 건설시 소요되는 자 

금 규모가 타 청정기술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에 위 ‘30% 제한’ 조항은 원 

전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번 

조항과 관련하여， 토륨 핵주기에 대한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제 111대 의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우라늄 자원의 한정성 

과 토륨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 및 고준위폐기물 용량 저감화 퉁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번 조항은 NGNP 둥 VHTR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에너지·수자원개발및관련기관예산법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0) 

2009년 7월 13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7월 17일 320:97로 하원을 

통과한 후， 7월 29일 85:9로 상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FY 2010 DOE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5월 DOE가 신청한 예산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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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FY 2010 동안 DOE의 민간 원자력 부문 예산은 DOE가 신챙한 

$761 ,274 ,000 대비 약 6% 증가한 $812 ，000 ，000로 상향 조정되어 통과되 

었다. 

주요 사엽별 예산 내용으로뉴，_ NP2010에 7천만불， Fupl Cycle R&D에 

1. 3억불， GEN-IV에 2.7억불(NGNP 부문에 2.4억불 포함)， INL과 기타 인프 

라스트럭처에 2.6억불이 배정되었다 최근 3개년 통안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4 최근 3년간 DOE의 원자력 사업별 예산 규모 

FY 2010 

구분 FY 2008 FY 2009 
DOE 
Request 

Congress 

Nuclear Energy $961M $792M $761M $812M 

- NP20l0 $134M $178M $20M $71M 

- Fue! Cycle R&D $178M* $145M $192M $129M 

- GEN-IV $1l 4M $180M $191M $272M 

- Infrastructure $535M" $289M $358M $261M 

Nucleal' Waste Disposal $386M $288M $197M $197M 

• AFCI 
•• MOX fuel fabrication facility 포함 (FY 2009 이후 Defense 예산으로 이동) 

3. 기타 상정 법안 

2009년 8월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중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과 그 상정 일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들 중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 

되어 향후 표결 상황 동의 관심올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을 구분하 

면 •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와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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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예정.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 9. 16. S.1675. "Energy Development Program Implementation Act 

of 2009" 

o 9. 16. H.R.3505., "AmericaR Energy Production and Pricc Reduction 

Ac t" 

。 8. 6. S. 1593. "Social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Americas Act of 2010" 

。 7 . 31. H.R.3448. "To establish an expedited schedule for the 

issuance of a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reactors that meet certain condi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7. 29. H.R. 3385. ’ To authorize the use of amounts in the Nuclear 

Waste Fund to promote recycling of spent nuclear fuel. and for 

other purposes" 

。 7. 16. S.1462. ’ American C)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 

。 6. 24. S.1333. "Clean.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Act of 2009" 

o 6. 23. H.R. 3009. ’ American-Made Energy Act of 2009" 

。 6. 12. H.R. 2846. "American Energy Ac t" 

。 5. 21. H.R. 2539. ‘ No More Excuses Energy Act of 2009 ’ 

。 5. 7. I-I.R.2300. "American Energy Innovation Act" 

o 5. 4. H.R.2227. "American Conservation and Clean Energy 

Independence Ac t"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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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 장 DOE의 뭔자력 연구개발 정빽 방향 

제 1 절 DOE의 FY 2010 주요 사업 

DOE는 지난 5월 FY 2010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0.6% 중액된 264억불 

을 신청하였다. 주요 사업별 예산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1 DOE의 FY 2010 총 예산 신청 

Program 

Energy Efticiency and Renewable Ene멍Y‘ 1 ，7(껴 2,179 16,800 

티eclricity [농’ilery & Energy ~엄ìa찌찌 136 137 4,500 

Fossìl Energy ............ …‘ · “ . ... . … 889 1,110 3,400 

Nuclear Energy.. .... .. ““.................. 754 871 

Science.......... ‘ •.. ’ ‘ •....• “ 4,083 4,758 1,600 

15 400 

N혀때녕I Nuclear Secu끼ty Admìnislra\ìon “ 9,093 9,617 

Em.ronmenlal Managemenl ’‘ ••••• _ •.• “ 5,757 5,992 6，αm 

388 288 

주목해야 할 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09년 초 경기회 

복법 (Recovery Act)에 의해 에너지 부문으로 예산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으 

며， 이번 FY 2010 예산 신청 및 교부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물론 경기회복법에 의한 예산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1회성 특별 예 

산이나， 그 규모가 상당한 점과 新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에서 에너지 부문의 

주요 사업 항목에 대한 예산 규모롤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원자력은 경기회복법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FY 2010 DOE 

예산만이 존재한다는 것올 확인할 수 있다. 

야
 
ω
 



DOE는 FY 2010 기간 중 新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분야 

의 기초 R&D 사업을 신설하거나 또는 종전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8개의 Energy Innovation Hub를 구축하 

여 운영 할 계 획 이 다. Solar Electricity, Sunlight Fuel , Batteries and 

Energy Storage , Carbon Capture and Storage, Grid , Energy Efficient 

Building , Extreme Materials, Modeling and Simulation 둥 8개 Hub에 총 

2.8억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dvanced Research Proiects Agency-Energy(ARPA-E) 프로그램 

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R&D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산업계가 

추진하기 쉽지 않은 획기적이면서도 실패 위험도가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4.1억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지 막으로， 46개 의 Energy Frontier Research Center(EFRC) 지 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계， 비영리단체 퉁의 

에너지 관련 기초연구를 지원하게 되며， 총 1억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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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OE의 FY 2010 원자력 연구개발 정 책 

1. 예산 및 추진 방향 

DOE의 FY 2010 민간 원자력 부문 예산은 총 8.12억불 규모로， 

NP2010(7천만불)， GEN-IV(2.7억불， NGNP 2.5억불 포함)， Fuel Cycie 

R&D( 1. 3억불)， INL & Other Infrastructure(2.6억불) 퉁 분야에 사용될 예 

정이다. 이들 예산 항목의 최근 3년간의 동향은 아래 표와 같다. GEN-IV만 

이 매년 큰 폭으로 예산 지원이 상숭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DOE의 FY 2010 원자력 부문 예산 규모 

(단위 : 백만불) 

- ‘-ι-π ιτ‘?? { i1iR쩍lQD8i ’ 111 ‘imlJ.IIìIII 즐 Ii一 k‘”“lliI •. ’ ? 
‘-““ -‘ ’ ’ ... “ -“ ‘ -‘ x 、’ - “ • ‘ ~ ’ i 

‘ I 
, 、

”“ ι - ’‘ III ‘ -ι “ " ‘ 111 
t ‘ ‘‘ 、 - , ‘ "' ‘ } ‘ 

Nuclear Energy 961 792 761 812 

- NP2010 134 178 20 71 

- Fuel Cycle R&D 178 145 192 129 

- GEN-IV 114 180 191 272 

- Infrastruc ture 535 289 358 261 

RadWaste Disposal 386 288 197 197 

연구개발 추진 방향도 종전에 대해 대폭 변경되었는데 주로 다음파 같은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 Near-term 기술 개발(GNEP ， AFCI 퉁)로부터 long-term, SClence 

- based R&D로 이 동 

。 Energy lnnovation Hub (modeling and simulation, extreme materiaJ)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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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V R&D 확대 

。 NP 2010 프로그램 축소 

o NHI (Nuclear Hydrogen lnitiative) 폐지 

。 Yucca Mountain 프로그램 종결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될 FY 2010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Fuel 

Cycle R&D , GEN-IV , ldaho Facility Management 퉁 3개로 그룹으로 대 

표되며， 이들의 세부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기.. Fuel Cycle R&D 

(1) 기본 방향 

Fuel Cycle R&D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장 

및 처분하기 위한 관리 기술올 개발한다. Fuel Cycle R&D는 FY 2008까지 

는 AFCI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명칭 변경하고 추진 방향을 수정 

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FY 2008까지 추진된 AFCF, ABR. GNEP 퉁의 연 

구개발 사업은 FY 2010부터는 폐지되었다 반면에 Separation R&D , 

advanced fuel R&D , transmutation R&D , advanced computing & 

simulation 퉁은 종전파 마찬가지로 유지되었으나 그 추진 방향과 내용은 수 

정되었다. 

둘째， near-term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long-term , science-based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접적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실험， 이론 개발， 모델링 

및 시율레이션， 타당성 검중 실험 퉁올 수행하여，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개 

발올 위한 과학적 기초와 미래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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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준위폐기물의 양을 저감하고 장수명， 고방사능 핵종을 안전 

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핵확산 위험성 

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관리 기간을 수십만년에서 수백년으로 단축한다. 또 

하 사용후핵연료 빛 고춘위방사성폐기뭉 처분을 위한 다양한 대안(s꺼 1I 

formation , deep borehole 퉁)에 대한 R&D를 수행하는 한편， lo ng-term 

geologic storage에 대 한 과학적 검 토도 재 개 한다 

Engineerlng Approach Empirlcal -
。bservatlonal

Engineering a 

‘'Science-Based" Approach - Predictiva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다음의 3가지 활동을 추진한다. 

@ 소규모 실험 Csmall-sca l e experiment) 

실중 기반의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의 통합적인 실험은 지양하고， 타켓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단순 또는 복합적인 실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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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이에는 혁신적인 실험 설계 및 측정 기술을 포함한다. 

@ 이론 개발(theory development) 

다양한 관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재 이론을 보완하고 新 이론을 

개방하다 또하 이룸 개발과 실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접관한다. 

@ 모델링 및 시율레이션(modeling and simula tion) 

소규모 실험 및 이론 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최신 기술의 컴퓨터 계 

산에 이용하고 고급 모델령 및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된 시율레이션 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형화 

된 science-based approach를 개 발하고 이 행 한다 또한 Extreme 

Materials Innovation Hub를 통해， 극한 환경(고방사능， 고온， 장기간의 부 

식성 환경) 하에서의 소재의 거통에 대한 기초 지식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新 핵연료， 폐기물 형태， 구조재 개발을 지원한다. 

Extreme Materials Innovation Hub는 원자로， 폐기물 저장 및 처분， 기 

자재， 핵연료， 피복재， 폐기물 형패 퉁 원자력 기술을 위한 “고급 소재”에 대 

한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셜립된다. 최근에 고방사능 및 고온 상태와 같 

은 극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매우 개선된 소재의 개발 

가능성이 알려졌으며， 이 “고급 소재”의 사용시 현존 LWR의 안전성 마진파 

부품 교체 주기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Hub는 Modeling and 

Simulation Hub의 Integrated Performance and Safety Code 연구를 보완 

하고， DOE의 Office of Science에서 고성능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자원과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2) 세부 연구개발 내용 

향후 Fuel CycJ e R&D 분야의 세부 연구개발 사업은 separation R&D , 

radwaste form R&D , advanced fuel R&D , transm니tation R&D , 

advanced computing & simulation , Energy Innovation Hub 위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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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이다. 

口 분리 기술 R&D 

· 핵확산 저항성이 향상된 분리 기술 및 시스탱 연구 

· 다양한 대안 저장시설 환경에 적합하면서， 장기간의 성농저하에 견디고 거 

동이 예측 가능한 폐기물 형태 연구 

· 광범위한 화학적 환경 하에서의 악티나이드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을 이해 

하기 위한 과학적 계측 방법의 개발 빛 이행 

· 악티냐이드 분리를 위한 기초 연구 개시 

Co-60 선원을 이용， 용매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조작을 연구 

최신 시율레이션 도구를 이용， 특정 원소의 추출올 위한 新 분자 

(mo!ecu!e)를 조사 

· 미래의 분리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된 핵물질 계량 

을 위한 고급 안전조치 계측(기) 개발율 조정 (NNSA와 공조) 

口 방사성폐기물 형태 R&D 

· 사용후핵연료 및 핵변환핵연료(transmutation fuel)의 분리를 위해 선행 

· 사용후핵연료 내 일부 장수명 핵분열생성물은 특정한 지질학적 환경에서 

장기간의 방사능 영향올 야기하는 바， 이들을 분리하여 새로운 폐기물 형 

태로 처분하는 방안을 연구 

· 고준위폐기물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고급 유리 (g!ass) 물질 및 금속 폐기 

물 형태에 대해 연구 

· 미세-구조 설계와 특수 삽입 첨가물 풍을 통해 자가 발생 열 부식 및 방 

사선에 저항성이 있는 폐기물 형태를 개발 (공동연구팅 구성) 

口 개량형 핵연료 

· 핵연료 거동 현상， 모델링， 고급 실험 및 시율레이션 도구 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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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우수한 생능을 갖춘 개량형 핵변환핵연료 특성을 개발 

· 연장된 연소도와 증가된 원자로 온도를 견딜 고급 피복재 개발 

· 공정 손실과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연료 및 성형가공 기술 개발 

· 금속 및 산화 핵연료， 혁신적인 핵변환핵연료， 잠재력은 크나 기술 성숙도 

가 낮유 타켓 품질에 대한 연구를 확대 

· 미래의 핵연료 성형가공 시셜에 적용하기 위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된 

· 핵물질 계량 고급 안전조치 계측(기) 개발을 조정 (NNSA와 공조) 

· 금속 및 산화 핵변환핵연료의 시험과 조사를 ATR에서 계속 수행 

· 미세 구조 설계와 특수 삽입 첨가불 둥을 통해， 자가 발생 열 부식 및 방 

사선에 저항성 있는 핵연료 및 피복재 소재를 개발 (공동연구팀 구성) 

口 핵 변환 (transmutation) 

장수명 방사성핵종올 단수명 방사성핵종으로 전환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장 

기적 방사능을 우라늄광 이하로 저감 (반감기를 수백년 정도로 줄임) 

· 핵변환을 최적화하고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능을 저감하기 위한 속중성자 

기술 이용 

· 핵 데이터의 초정밀 측정，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민감도 분석， 고급 측정 

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 속중성자 영역의 새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도의 정밀도를 갖춘 핵 데이터 

라이브러리로 갱신 

口 모댈링 및 시물레이션 

Energy Innovation Hub for Modeling and Simulation에서 수행 

(GEN-IV 예산) 

口 시스댐 분석 및 통합 

· 개량형 원자력 시스댐 및 핵연료주기에 대한 “시스댐 수준의” 분석올 통해 

42 



전략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 

· 전산 코드와 모델올 포함한 분석 도구 및 데이터 세트를 개발， 유지， 갱신 

· 통합 시스댐올 정의하고 진보된 기술 대안에 대한 예비 명가를 수행 

·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지식관리 체계” 개발을 개시 

· 토륨-기반의 핵연료주기를 포함하여， 가능성 있논 여러 핵연R주기와 지질 

학적 저장 환경에 대한 상세 수준의 시스댐 연구를 수행 한 후， 이를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명세화 

口 Energy Innovation Hub for Extreme Materials 

소재 관련 이론의 결정올 식별하기 위해， 소재 거동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 

· 현존하는 소재 시험 시설 빛 역량 전반을 조사하여， 시험 능력의 부족한 

점을 식별 

· 현존하는 소재 모델링 도구를 조사하여， 원자력 발전 환경(고온， 방사능 및 

역학적/화학적/지질학적 환경 퉁)에 적합한 “고급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령 능력의 부족한 점을 식별 

· 식별된 결정들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링 및 시율레이션 도구의 개발을 개시 

시너지를 강화하고 사업중복을 막기 위해 “ Office of Science"와 공조 

나. GEN-IV 

(1) 기본 방향 

GEN-IV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GEN- IV 국제협력 (GIF)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에 의한 과학기술 기반 및 

R&D 역 량 강화하고， “ Technology Roadmap for Gen-IV Nuclear Energy 

Systems"에서 정한 6개 노형의 기술적 과제(핵연료， 소재， 중성자 이론， 열 

유체 모델링) 해결에 집중한다. 또한 near-term R&D로부터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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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로 전환하고， Energy Innovation Hub for Modeling and Simulation를 

설립하여 원자 내부로부터 통합 시스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최신 기술의 컴퓨터 모델링 및 시율레이션”을 적용，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 

이 개발， 이행， 허가되는 방식올 변화시키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한다. 

현재까지 원자로의 셜계와 인허가는 ‘원형로-실증로-상용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개과정에 의존한 전통적인 공학적 프로세스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실험과 V&V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존하는 상용로의 공학적 개발 과 

정은 정상상태 및 파도상태 하에서 시스댐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정확한 모 

델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충분히 보수적인 설계를 펼요로 하였다. 비록 최 

신 세대의 발전소 설계(GEN-III+ )에서는 가능한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근원적인 물리적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반영한 역학적 모델 

개량을 위한 산업계 전반의 체계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설 

계는 여전히 충분히 보수적인 공학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록 

그 새로운 셜계들이 많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현재 운전중인 발 

전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며 또한 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 Modeling and Simulation Hub"는 미국 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 

리 기술의 셜계와 인허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훨요한 “타 

당성이 입중된 고급 모델령 빛 시율레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 

며， 이로 인해 신규 원자력 시셜의 성능 개선파 비용 저감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2) 세부 연구개발 내용 

향후 추진될 GEN-IV 분야의 세부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nano-structured ferritic materials , 

nano-cluster dispersion materials 동 핵연료 피복재， 구조물 및 기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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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고급 소재 개발 

· 개량형 철강 합금 소재에 대한 초기 역학적 거동 시험 수행 

. DOE의 고속 병렬형 컴퓨터를 이용， 고급 모델령 기법올 연구를 지속하고 

“cJose-coupled neutronic & thermofluid code"를 개발 

. Fast Flux Test Facility 및 Phenix Fast Reactnr(프랑스)로부터 획 득한 

소재 샘플에 대한 방사선 조사후 연구를 수행하여， 소재 모델 개발에 사용 

하기 위한 역학적， 몰리적 특성올 식별 

· 초임 계 C02를 작동유체(working fluid)로 사용하는 “개량형 브레이톤 사이 

클 시스템”의 기술적， 경제적 가놓성을 입중(demonstrate) 

· 상용화 수준의 생산시설(AGR-2)에서 생산된 VHTR 핵연료를 INL ATR에 

서 방사선 조사를 개시 

. ATR에서 인출한 AGR-l 핵연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후 연구를 수행 

. AGC-l (1 st Advanced Graphite Creep) 시험 조사(irradiation)를 개시하 

여， nucJear graphite qualification올 위한 데이터를 제공 

· 최신의 고속 병렬처리 하드웨어 및 컴퓨터 계산 모률 체계를 사용하는 “고 

급 VHTR 시스템 시율레이션 소프트혜어” 개발을 지속 

. Energy Innovation Hub for Modeling and Simulation를 통해， 원자력 기 

술 시율레이션에 있어 혁명적인(revolutionary) 진보를 달성하며， 기타 도 

구들올 테스트(benchmark)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극도로 정 확한 3D 모 

댈을 갖춘 “ coupled thermal-hydraulic & neutronic model"올 개발 

· 또한 동 Hub를 통해， 원자로 시험， 안전성 분석， 향상된 컴퓨터 계산 방법 

검중을 위한 열적 파도현상 시험 풍을 포함하여， 미래 R&D 시험 활통 계 

획을 수립 

다. ldaho Facility Management 

INL(Idaho National Laboratory)는 ATR(Advanced Test Reactor) , 

MFC(Materials and Fuels Complex) , REC(Research & Education 

Campus)를 주축으로 다양한 R&D 프로그램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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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은 250MW LWR로서， Naval Reactors Program 관련 핵연료 및 소 

재의 시험， VHTR 핵연료 및 소재 시험， 의료 및 산업용 RI 웅용 풍의 연구 

개발에 이용된다. 

그림 4-2 ATR (Advanced Test Reactor) 

그리 고 MFC는 spent fuel treatment facility , hot cell, fuel fabrication 

facility 퉁으로 구성 되 며 , fuel cyde R&D의 대부분을 수행 한다. 

그림 4-3 MFC (Materials and Fue ls Complex) 

마지막으로 REC는 로봇， 유전학， 생물학， 화학， 정퓨터공학 동을 포항한 

넓은 분야의 광범위한 최첨단 연구를 포함하여， 원자력 연구개발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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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지원한다. 

INL에서 추진될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디음과 같다 . 

. NIlc.lear Re f;earc. h Re i1.c t.or Operi1.t.ions anrl M꺼m t.en;m c.e 

. Non-Reactor NucJear Research Facility Operations and Maintenance 

. Engineering and Support Facility Operations and Maintenance 

. National Scientific User Facility 

. Regulatory Compliance 

. Facility Infrastructure Revitalization Program 

. Research Reactor Infras tructure 풍 

3. 주요 Site별 예산 및 연구개발 사업 내용 

DOE의 FY 2010 민간 원자력 부문(총예산 약 8.1 억불) 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상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며， 주로 ANL, INL, 

ldaho Operation Office , LANL , ORNL 풍에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의회에 신청한 DOE 예산 신청(총 7.6억불)을 기준으로 

한 주요 Site별 예산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 5개 단체를 위해 신청한 예 

산은 총 6.1 억불이다. 7월말 통파된 예산 관련법에서 정한 예산(총 8.1 억불) 

을 반영한 사업계획은 아직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예산 신청 당시의 

규모 및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올 것요로 예상된다. 

표 4-3 주요 Site별 FY 2010 예산 규모 

(단위 : 백만불) 

[ ’ 1‘앙j “ -Fïiε1 CyCle r 

Site GEN-IV InCrastructure 기타 
- ‘ 

R&D ... 、‘’、，‘ a 
.~.:.."， ? 

ANL 15.0 1.7 0 0 

INL 69.0 74.2 216.8 0 

ldaho Operation 
34.0 

L2!딴른 
62 .4 1.4 20.0-

- 47 



LANL 12.8 1.2 27.0 0 

ORNL 15.0 3.9 5.2 0 

Washington H.Q. 40.2 46.2 30.0 0 

Tota! 723.7 (약 7.23억볼) 

* NP 2010 

ANL, INL, Idaho Operation Office, LANL, ORNL 및 Washington 

Headquarter의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口 ANL 

o Fuel Cycle R&D 

Al\ι supports electrηchemical separations and waste fonn development activities. 

ANL has the lead for key systems analysi.능 activities, incJuding certain transmutation 

analysis and data development activii따s 

o Gen-IV 

Al\ι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ducting key R&D in support of the 

Gen-IV program. ANL participates in system design and evaluation activities for the 

Gen IV systems, makes 끼1portant contributions to Gen IV fuels and materials 

efforts, and leads or participates in joint pro)능cts with 꺼W1ce， Korea, Canada, 
Euratom, and Japan. ANL is responsible for staffing the position of Generation IV 

National Technical Director for Design and Evaluation Methods, who coordinates the 

U.S. efforts on method development and validation. ANL provides one of two U.S. 

experts for the intemational experts group 

口 INL 

o Introduction 

The ldaho National Laborato.πy αNL} i능 an extensive research and engineering 

complex that has been the center of nucJear energy research since 1949. lt 

occupies 890 square miles in southeastem ldaho along the westem edge of the 

Snake River Plain, 42 miles northwest of ldaho Falls, ldaho. The lNL consists of 

three main engineering and research campuses: (J) the Reactor Technology 

Complex (RTC) at the site, (2) the Material닝 and Fuels Complex (MFC) at the site, 
and (3) the Research and Educa t.ion Campus in ldaho Falls. As lNL Landlord, NE 

also operates the Central Facilities Area (CFA) at the site that provides support to 

a11 the compounds and campuses at the site. The NE has Lead Program Secret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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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ice (LPSO) responsibility lor the Jdaho Operations Olfice αDλ JNL is the center 

lor NE's strategic nucJear energy R&D enterprise. JNL has a centra1 role in Gen JV 

nucJear energy systems development and luel cycJe R&D, and space nucJear power 

and propulsion applications. While locused on its role as 야e center lor nucJear 

R&α as a m uJti-program national labol경tory， nνl- also con따ues to pursue national 

secunσ， and homeland security activities. 

o Fuel CycJe R&D 

JNL is leading the Fuel CycJe R&D Technica1 ÚJtegration Office. JNL has assembled 

a unique set 01 expertise across a11 technical areas impo.κtant to luel cycJe 

programs. This expertise enables JNL to luJly integrate the range 01 information 

necessary to set requirements lor all elements 01 the program. JNL will be a key 

contributor in the development 01 a detailed program plan lor the Department능 luef 

cycJe R&D ellort. J^ι has developed the VJSJON code and coordinated development 

01 refated databases used to analyze various luel cycJe scen킹ios， supports R&D on 

transmutation luef and electrochemical sep8J견tions techniques, and can perform the 

ÙT8diations 01 transmutation luels. Related laciliti능s are concentrated at the 

Materials and Fuels Complex and at the Advanced Test Reactor, and incJude a 

compfete suite 01 gloveboxes, hot ce11s, and dedicated equipment 

o Gen ηy 

JNL is the lelld laboratory lor the Gen JV program and conducts the program 's 

technical integration activities. JNL, together with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is the principal laboratory responsible lor the developm앙It 01 advanced gas 

reactor luel and materia1s R&D in support 01 a11 Gen JV reactor concepts. JNL 

serves as the technica1 integrator 01 research lor Light ~녕ter Reactors. 

o Jdaho Facil끼ties Management 

JNL is a multi-program national laborato.πy that employs R&D assets to pursue a 

wide range 01 nucJear power R&D and other national energy security activities. The 

purpose 01 the Jdaho Faciliti능s Management (IFM) program is to operate and 

maintain the JNL infrastructure required to support mission needs and priori따sina 

manner that is in compliance with environment, salety and health rules and 

reguJations. NE is responsible lor 890 square miles 01 land west 01 Jdaho Fa1ls (the 

site) and numerous laboratory and administrative lacilities located in the town 01 

Jdaho Falls. NE operates and maintains buildings, nucJear and radiological laciliti농s 
and associ김ted support structures; a lufl complement 01 site wide utilities, incJuding 

power, communications and data transmission systems; 800 miles 01 paved and 

unpaved roads; 61 miles 01 high voltage electrical transmission Iines; and 14 miles 

01 railroa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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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adiological Faci따능s Management 

INL i능 responsible for maintain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assembl.χ tes따g， 

and delivery of radioisotope power systems. This capability focuses on the 

assembly of the encapsulated PlutoDÌum 238 (Pu-238) into heat sources, 꾀sertion 

of heat sources into generators, tes띠19 of the assembled generators, and delivery 

of the generators to customers. Acti까ties also incIude the transfer of 

neptunium-237 (l';φ-23η inventoIγ Irom the Savannah )δ'ver Site (SRS) to the INL 

for use in the future for Pu-238 production. ln FY 2008, INL began provJ'마η'g fuel 

for university research reactors incIuding fuel for conversions Irom highly enriched 

uranium to low enriched uranium, and shipped spent fuel Irom university reactors to 

DOE's SRS. In FY 2010 야is effort is funded under lFM 

口 ldaho Operation Office 

o Introduction 

The ldabo Operations Office pr.。이'des procurement, contract, cooperative agreement, 
and grant suppo.π This 0찌i:e also provJ'des suppo.π for contractor securi(γ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for DOE Federal employees and contractors. 

口 LANL 

o Introduction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 j능 a multi-disc.ψ'linary research facιlty 

located on approximately 28,000 acres near the town of Los Alamos in northem 

New Mexico. LANL is engaged in a variety of programs for DOE and other 

govemment agencies. LANL능 pnma.πy l1lJ능sion i낭 to engage in research and 

technical activities supportiη'g the Nation ’s defense. LAf.ι a!so supports DOE 

mJssions related to anns control, non-proliferation, nucIear mate.η;al disposition, 
energy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R&D in 

the basic sciences, mathematics, and computing have a broad range of app!Ji:ations, 
끼cIuding: national securiα non-nucIear defense, nucIear and non-nucIear energy, 

atmospheric and space research, geoscience,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o Fuel CycIe R&D 

LANL j능 leading safeguards acti'끼ties， and provides major support as the lead 
organization for oxide fuel research. LAfIIι has unique facilitie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nucIear data that are critical for the analyses of nucIear systems. 

LANL also provides expertise in the areas of advanced fuels, materia!s and 

accelerator-driv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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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en-IV 

LANL provides technicaJ support in the evaluation of materials compatibjJity for 

candidate materiaJs of construction for advanced reactor desi，뺑s. This work is 

coordinated IIν'th the SNL and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 Mixed Oxide Fuel Fabrication Facility 

LANL pro끼ides technical services, independent design revießι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safety basi능 for the MOX Fuel Fabrication FacjJity, and support 

for technical aspects associ김ted with 

monitoring and inspection activiψ'es. 

o Radiological FacjJiti낱s Management 

At LANL, the facJÏities at Technical Areas (TA) -3, -35, -48 and -55 provide 

uniQue nationaJ actinide capabilities in the areas of analyúcal chemistry, mate.ηws 

characterization, chemicaJ diagnostics, radiochemistry, and applied spectroscopy. A 

portion of the Plutonium F능cility-4 at the TA -55 is dedicated to Pu-238 actiνities 

and is used to purify and encapsulate Pu-238 used in radioi능otope power sources 

[or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space exploration 

missions and nationa1 security applicaúons. LANL capabilities were expanded to 

include establi능'hing a Pu-238 scrap recov，잉y capability to recycle Pu-238 scrap [or 

use in future missJons. 

디 ORNL 

o Fuel Cycle R&D 

ORNL provides key support for [uels, separations and waste form R&D. ORNL a1녕O 

conducts sa[eguards and nuclear data research. ORNL provides materia1s expertise. 

o G농'n -IV 
ORNL and INL are the principal 1aboratori농s responsible [or the R&D o[ advanced 

gas reactor fuel suitable [or VeIY High Temperature Reactors. ORNL a1so staffs the 

Generation IV National Techmcal Director for Materials, leads the development o[ 

the G농'neration IV Materials handbook efforts, and conducts much of the materials 

testing in support o[ the Generation π끼 

o Mixed Oxide Fuel Fabrication Facility 

ORNL provides technical support to NNSA in revi능wing regu1atoIY/licensing topics 

and documents. 

o RadJological Faciliti능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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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diochemical Engineering Development Center at the ORNL i날 the 

Department's production. StOf경'ge， and distribuLion center lor the heavy-element 

research acti끼'Lies. ORflι pro까냥'es the unique capabiliti낭s lor labricating carbon 

insulator and iridium heat s'ωrce components lor radioi능otope power sources used 

lor ^찌SA space exploration missions. These sophisticated heat source components 

are necessaκy lor the safe operation 01 these power systems during normal 

operation and during launch, reentry or other deployment accide.’ 'nts. Enriched stable 

isotopes are processed at two laboratories. The material laboratoIγ perlorms a wide 

variety 01 metaIlurgical, ceramic, and high vacuum processing techniques; the 

chemical laboratory performs scraping, leaching, dissolving, oxidizing processes to 

remove unwanted materi능ls and place the isotope into a ‘'chemicaIly stable W lorm. 

RadioacLive isotopes are chemicaIly processed and packaged in hot cells in 

B띠이'ngs 4501 and 7920. The MedicaJ lsotope Program was translerred from NE to 

SC in FY 2，α79. 

口 Washington Headquarter 

o FueJ CycJe R&D 

Headquarters (HQ) prol찌'es management 01 certain research activities and 

compeLitive solicitations. Jn FY 2010 HQ wiIl work on the deveJopment 01 a 

competitively-awarded materials Hub which will support R&D on advanced materials 

lor nucJear reactors and systems. 

o Gen-JV 

HQ will work on the development 01 a compeLitively-awarded modeling and 

simulation Hub that I‘씨1 support validated advanced modeling and simulation tools. 

o NucJear Power 2010 

IncJudes lunding lor cJosing out acti까ïies on the NuStart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 demonstration pro.앤ct. 

o Radiological Faciliti능s Management 

k lCludes lunding lor certilication 01 isotope shipping casks, independent !J'nanciaJ 

audits of 야e revolving lund, and other related expenses. The Medical Jsotope 

Program was translerred from NE to SC in FY 2009. ÚJ FY 2010 the Deparψηent 

plans to initJ닝te a project to restart the production of Pu-238 lor the Space and 

Delense program. AcLivities will incJud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documenta tJ'on and other saleα and design acLions necessary to meet the DOE 0 

413.3A requirements to obtain CD-1 in early F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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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근 동향 

Chu 장관은 지난 9월 14일 IAEA 총회 연설 중， 방사성혜기물， 핵연료주 

기. GEN-IV 퉁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연설에서 Chu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원사릭에 내한 두사를 서해하는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 

다. 또한 Yucca Mountain 계획 중단과 관련하여 최적의 대안을 개발하는 

동안 dry-cask storage 방식으로 충분히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IAEA가 제안한 핵연료은행 퉁 핵연료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지지할 입장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 

력 연구개발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계속하여， 장수명 악티나이드 연소를 통 

해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수명을 줄이기 위한 GEN-IV 원자로를 개발하는 한 

편 단일 호기로 건설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재장전올 요하지 않는 모률형 

원자로를 개발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GEN-IV (특히 NGNP)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 

투자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활발한 국제협력 퉁 

해외 공동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OE는 지 

난 9월 14일 비엔나에서 남아공과 “원자력 R&D 협력에 대한 협약서”를 체 

결하였는데， 이 협약에서 양국은 비용，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올 중진하기 

위한 개량형 원자로 빛 원자력 시스댐 기술에 대해 협력을 다짐하였다. 양국 

간 협력은 주로 PBMR(남아공) 및 NGNP(미국)과 관련한 R&D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DOE는 자국내 GEN-IV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9월 18일에는 

NGNP 개발을 위해 4천만불의 예산 사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NGNP는 발전 

및 수소생산 외에도 열 또는 중기(최고 950"(:)를 생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 

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데， 개량형 고효율 터 빈 가동， 원료물질로부터 플 

라스틱 부품 제조， 비료용 암모니아 생산 퉁 초고온을 필요로 하는 여타 산 

업용 시스댐에 전용이 가능하다. 또한 석유， 플라스틱， 바이오연료 퉁 생산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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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도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現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장정올 

갖고 있다. NGNP 프로젝트는 1단계(R&D . 개념셜계， 인허가 요건 개발 둥) 

과 2단계(상세설계， 인허가 검토. 2021년까지 실종시셜 건설 둥)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방표된 예산휴 개념설계， 실중시설을 위한 비용 및 일정 평 

가 퉁 l단계 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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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5 장 우리나라의 미래 뭘자력 기술개발 

우리나라는 2005년 GIF에 가입한 이래로， 2006년부터 GIF의 6개 시스템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소륨냉각고속로(SFR)와 원자력이 

용수소생산시스댐(VHTR) 퉁 2개의 시스댐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를 소륨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비확 

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 기술올 개발중이며， 이 분야에서 

2002년부터 미국파의 국제 원자력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공통연구를 수행 중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개최된 원자력위원회에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 (LTP， Long-Term Plan)"을 통 

과시킨 바 있다. 이 계획은 원자력시스댐과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기 

본방향올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미래 원자력시스댐 연구개발을 일 

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댐별 추진일정 풍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효율적인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 리스크 

를 분산하는 한편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수정 및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실험로와 실중로 운전경험은 미·일·프 퉁파의 국제 협력올 통해 획 

득하고 핵심 원천기술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자체 개발할 계획인 것이 

다. 이러한 장기계획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 

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연구개발은 핵비확산 

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예산투입이 비교적 적은 기 

초·원천 핵심기술 확보단계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감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차세대 원자력시 

스댐 건셜·운영 풍 실중단계 진입시에는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올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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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댐 개발 

이 프로그램은 사용후해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와 이와 연계한 소륨냉각고속로(SFR)를 개발 

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피-이로 건식처리를 거쳐 세로운 핵연료를 생산 

하며 고속로에서 연소시켜 고독성의 방사성해종을 재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 

의 처분을 극소화하는 계획이다. 

담혈 고렐순흰맴명료천11펠 

댈홀〕 

그럽 5-1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개요 

SFR의 주요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양 2011 , 상용 제4세대 소륨냉각고속로 고유개념 개발 및 실용 가능성 입중 

....,. 2015 , SFR 핵심기술 검증용 종합실중시험시설 완성 

....,. 2017 , SFR 실중로 표준설계 완료 

<7 2020, 실중용 원자로계통 성능입중·표준설계인가 획득 

.... 2023 , 실중로 건설허가 획득 (2028년 건설 완료) 

파이로(Pyro) 건식처리의 주요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2011 , 공학규오 건식처리 모의실험장치 설계 및 시스댐 구축 

% 



l7 2016 , 공학규모(10톤 HMI년) 설중시설(ESPF) 구축 및 사용후핵연료 이 

용기술실종 

- 2020 ,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100톤 HMI년， KAPF) 상세설계 완료 

- 2025 ,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KAPF) 건설 완료 

: 를밑 Pwr。시옐 
100tHMI녕 져버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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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탬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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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 

이러한 주요 개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소륨냉각고속로 개발〉 

口 소듭냉각고속로 고유개념 개발 

소륨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선정(-‘09) 

및 핵확산 저항성 확보를 위한 Gen-IV SFR 노심개념 개발 

및 안전성 입중을 위한 계통개념 (PDRC ， S-C02 계통 퉁) 설정 

- TRU 금속연료용 신 피복재 합금 및 연료심 시제품(U-Zr-X) 제조 

재4세대 

- 지속성 

- 경제성 

。

요건 개발， 고유개념 안전성 평가 

고속로 고유개념 구체화 및 실용가능성 입중(“ 11) 

- 노심·계통·기기 설채 기본제원 설정 

- 금속핵연료심 시제풍 및 구조개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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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완전피동 잔열제거계통 성농검중장치 (SPINCS) 개발 

디 소륨냉각고속로 기술실중 및 건설 

o 개념껄계(’ 12- ’ D) 

- 실중로를 대상드로 노심， 원자로계통 및 2차계통(BOP) 개념셜계 수행 

- 설계 전산코드 및 방법론에 대한 특정주제기술보고서 작성 

。 표준설계(’ 14- ’ 17) 

- 산업체와 공동으로 실증로 표준설계 착수 및 표준설계 안전성분석 보 

고서 완료 

- 실증로 사전안전성 검토 신청， 원자로계통 종합실중 시험시설 완성 

(‘ 15) 및 실중로 표준설계 인가 신청(‘ 17) 

0 표준설계 인가 및 예비설계(’ 18- ’ 2 1) 

- 표준설계 인가 지원(실험데이터 퉁 인허가 안정성 입증자료 제공) 및 

획득 

- 주요 기기 발주 및 실층로 건설허가 신청 

o 상세설계 및 건설(‘22- ’ 28) 

〈파이로(Pyro) 건식처리 기술〉 

口 파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 파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 (’08- ’09) 

- 정련연계 금속전환장치，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염 재생 고화 핵심기술 개발 

- 모의 사용후해 연료(SimFuel)를 이 용한 목표성 능 확보 및 공학규모 모 

의실험(Mock-up) 공정장치 설계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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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일관공정 CIntegrated System)의 구촉을 위한 공학규모 모의실 

험 시설(PRIDE)의 개념셜계 및 상세설계 

- PRIDE 시설 원격 운전 장치와 핵물질 안전조치 핵심기술의 개발 

。 꽁학규모00-톤 Iν여) 모의설험 장치 구축(’ 10- ’ 1 1) 

- 공정장치 개량 및 용량격상(scale-up)기술개발 

-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 일관공정 CIntegrated System) 설계 제작 

- 운전기술 확보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을 이용한 성능 검중 

- 공학규모 모의실험시설(PRIDE)의 건설 및 인허가 획득 

- 핫셀(Hot-cell) 유지·보수기술 및 실증용 공학규모 파이로시설(ESPF) 

설계요건 개발 

- 대용량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口 파이로 건식처리 실용화 시스템 개발 

。 공학규모(10톤 HM/년) 실중시설 구축 및 기술 실중(’ 12- ’ 16) 

-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시설(ESPF) 건설 및 인허가 획득 

- 사용후핵연료 기계적 전처리공정 및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 일관공 

정 구축 

-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ESPF 파이로 일관공정 성능 검증 

。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 실중 (’17- ’20)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처리 일관공정 실증 

-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000톤 HM/년) 구촉을 위한 공정 설계자료 

생산 

- KAPF 시설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시설 안전성 분석 및 인허가 신 

청 

。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KAPF) 완성·운영 (’ 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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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댐 개발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수소에너지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성있는 수소 생산 

이 가능한 수소생산시스템(VHTR)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VHTR에서 생산 

되는 고온의 열 (900"C시상)올 이 g 하색 열회학공정스로 물을 직접 분쾌히 

여 수소를 생산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대량생 

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시스댐 þ 

윈자호αHTRl 

그립 5-3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댐 개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템의 주요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2011 ,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 핵심기술 개발， 검중 

.... 2017 , 원자력수소생산시스댐의 핵심기술 성능 검중 및 기술현안 해소 및 

실중시스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완료 

.... 2019 , 원자력수소 실중시스템 건설허가 취득 

.... 2022 ,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완공 및 운영허가 취득 

.... 2026 , 원자력수소생산 실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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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일정 

> 1 g째수소 얻허가째뼈 빼V.채 
그림 5-4 

i고은기스s Tllil 언구 

이러한 주요 개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口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 ‘06- ’ 08년 핵심기술현안 해소를 위한 연구(진행중) 

-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개념 및 해석 기반코드 개발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재료 및 기기 요소기술 개발(소형 가스루프) 

- 대기입 요드황 공정 종합 시험장치 및 가압 단위공정 핵심기술 개발 

‘09- ’ 11년 원자력수소 생산시스댐 핵심기술 개선 및 검중 

- 초고온가스원자로 설계코드 검중 및 문서화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재료 및 핵심기기 성능 검중(중형 가스루프) 

- TRISO 제조 성능 검중， 실험실 규모 요드황 종합공정 개발 

。

‘ 12- ’ 17년 원자력수소생산시스댐의 핵심기술 성능향상 및 검증 수행 

- 61 -

。



口 원자력수소 실중시스템 건설 

。 원자력수소 실중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단계， 시스탱 

연셜 빛 실풋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o 원자력수소생산 실중시스댐 설계 및 건설 사업은 기술적 리스크가 대부 

분 제거되는 ‘ 10년 이후 착수 

。 ‘ 17년까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술 성능 검증 및 기술현안을 

해소하고 실증시스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추진 

。 ‘ 18- ’ 19년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댐 건설허가 인허가 검토 

。 ‘ 19년에 실중시스댐 건설허가 및 착공 

。 ‘21- ’ 22년 실증시스템 운영허가 인허가 검토 

。 ‘ 22년까지 실증시스댐 건설 완공， 운영허가 취득 및 핵연료 장전 

。 ‘26년까지 실증시스템을 이용한 원자력수소 생산 실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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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렬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내에서의 원자력 정책과 제 111 

대 의회의 원자력 관련 주요 통향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환정변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으며 사안별 검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대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 

고자한다. 

첫째， 오마바 행정부의 新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의 장기 전망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Cap & 
Trade Program,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풍의 정책과 기술개발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원자력 외부환경 변화는 사실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면밀한 관찰과 대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시행되는 Cap and Trade 

Program으로 인하여 다가올 미래에는 원자력발전이 석탄발전의 상당 부분 

을 수월하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미국 내에서조차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될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둥의 혁신기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원자력에는 적극적인 이용 확대 정책을 며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파도한 기대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별다른 정치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원자력정책 방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바，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에너지효율성， 자원활용성 퉁이 제고된 GEN-IV 원전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 

다. 이는 정부의 의지안 동시에 원자력이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아가 

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인식된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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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 정부의 Nuclear Fuel Cycle 정책에 대규모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관련 R&D 계획에 적절한 수정 및 보완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NEP의 핵심 프로그램의 중단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여 우리의 

pyroprocessmg 빛 SFR R&D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휠요항 것으로 인식흰다. 또하 하-미 워자력협정 개정올 비롯하여 향후 이러 

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의 원활한 교류 

와 인식 공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권고할 수 았다. 

Yucca Mountain 계획 중단과 대안 모색 과정은 고준위폐기물 최종 처리 

를 당면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고할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동향 수집 및 분석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Blue-Ribbon 위원회를 비롯하여 NWTRB(Nuc1ear Waste Technical 

Review Board)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주시해야만 할 대상일 것이다. 

NWTRB는 SF 및 HLW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기술 검토와 정책 대안 논 

의 결과를 DOE 및 Blue-Ribbon 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올 수행하고 있는 

데， 지난 6월 미팅에서는 very-long-term dry storage , future dry cask 

storage system, drip shield , DOE-owned SNF & HLW 퉁을 그리고 최근 

9월 미팅에서는 MOX fuel use , recycling & nuclear waste , Swedish 

practise 풍을 논의하여 DOE에 권고사항올 전달한 바 있다. 

또한 Prototype을 시작으로 하여 Actual(Commercia J) 시스댐으로 이어지 

던 종전의 공학적 개발과정보다는 장기적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R&D(현상 

규명， 소규모 실험， 모델 개발， 시율레이션 퉁)가 중요시펌에 따라， 우리의 

원자력 R&D 추진 방향과 내용도 적 절한 개선파 보완이 펼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토륨 핵연료주기 관련 사업의 신설과 적절한 수준의 국제협력도 

시간올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GEN-IV 원전 개발의 중요성올 재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GEN-IV 원전 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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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GEN-IV 6개 노형 중 VHTR에 막대한 예산올 투 

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GIF 및 양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었다. 이는 VHTR이 발전(용실가스 감축) 외에도 수소생산， 열에너지 

활용 퉁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인 것 

으로 품이원다. 이에 비하여 SFR은 발전 목적보다늑 rp~yding ， 

transmutation 퉁 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후행핵연료주기와 연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바， 중장기 

R&D 계획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자력 R&D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계획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 원자력 기술개발에 발생하는 변화의 범위， 수준， 속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대안 마련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캉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 내에서는 정책 관련 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바， 동향수집 및 

분석 퉁에 활용할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신껄 

된 원자력 기술개발 이슈 빛 핵심 R&D에 대한 사안별 분석을 수행하는 한 

편 효과적인 통합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對 정부 건의가 펼요할 것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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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록」 

Thorlum Fuel Cycle 

口 참고자료: 파EA-TECDOC- 1450 ， "Thorium fuel cycle-Potential 

benefits and challenges" 

수 년 전부터 본격화된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과 이에 따른 우라 

늄 가격 상숭 현상， 그리고 2009년 7월 美 의회 하원올 통과한 청정에너지 

법 (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둥으로 인하여 최 

근 국제사회에서 Thorium Fuel Cyc1e이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EU 풍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으며 많은 운전 경험과 기술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토륨은 천연에서 우라늄에 비해 3‘4배 정도 많이 존재하며， 특히 중국이 

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우라늄에 비해 월퉁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연우라늄이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농축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토륨은 Th-232 단일 종류로 존재 

하기 때문에 개발 및 이용 편의성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토륨 핵연료주기와 관련해서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로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인도 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독일(300MWe 

HTGR). 미 국(330MWe HTGR). 인도(220MWe PHWR)와 같은 국가들은 이 

와 같이 동력로 개발， 운전까지 진행을 한 경험이 있다. 노형 또한 다양하여 

HTGR. LMFBR. MTR. MSBR. PHWR. PWR. BWR 퉁 거 의 모든 유형 의 

시스댐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pebble bed. pin 

assembly. prismatic block 풍의 핵연료 형태가 연구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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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l\. 1. ThOiium utilizatio)J. in.피!Ie(entεX뼈imen때 and þOwer' reactors 

NaiiiC.II펴 CQóDIíy Tjpé, ‘빼한t F\lel O뼈ÎIliOil1";Ô<녕 

AVIl.Genn잊W H'fGJl 15 MV{(e) 다@Oia+d1ijt1d &J6탱g iElWpvsmbkiFa파gle‘ 1967-1988 

繼짧I 
πκtor) 

πITR. Germany lITGR 300 Th+"’ U. Driver Fucl. 1985 - 1989 
Po .... MW(야 CO야id@ed &6j djia pmbki&lsti 
(p<bble Type) 

μngen. Germany BWR 60MW(야 T..t Fuel (Th.Pu)O, Terminat<d in 
lmo섹ation:-te빼ng 야ιots 1973 

Døgøn.UlC m‘'GR 20MWt Th+'''U Driver FueL 1966 - 1973 
OECD-Euntom 피50 S .. 빼a、 E칙><rimental Coated fuel partides 
Norwoy & Switur1and 앤i←in-B1ock Dicar에d .. 

DesillD) 

Peacb Bottom. USA HTGR 40MW(야 Th껴l’U DriverFuel 1966-1972 
E찍><rimental COoliadteed & 6i IeXla pmIbi버clge‘ 
(Prismatic Bloclc) 

Fort St Vmin. USA JITGRPower 330 R껴반J Driver Fuel 1976 - 1989 
따ismatic Bloclc) MW(e) Coated fuel porticles 

Dicarbide 

MSRE MSBR 7_5MWt mu 1964 - 1969 
ORNL. USA Molten F1uorides 

Botu IV &Elk Rivu BWRs 2.4 MW(e) Th+"껴JDm .... F야l 1963 - 1968 
R..cton. USA (PinAss<t빼lies) 24MW(e) Oxide Pel1<ts 

SIùpp피8POrt & InWan Poinζ LWBR 100 Th+'''U Driver FUeI. 1977 -1982 1962 
USA PWR MW(e) Oxide PeUets - 1980 

(Pin A‘semblies) 285 
‘rn1l.、

SUSPOPIKSTR KEMA. AqueoU5 lMWt Th+ f또U 1974 - 1977 
Nedmlancls HomogeD뼈S OxicleP，깅lets 

Su앵e야'00 

σ‘n Ass<tnblies) 

NRU &. NRX. Canacls MTR Th+IDu IlT피iation-

(p띠 Ass<mblies) TestFue1 testing of few fu<l 
<lemel1l‘ 

KAMINI. MTR 30ltWt A1-"'u Driver Fuel All three r ...... cb 
CIRUS. & Thermal 40MWt T rodofTh& ThO, reactors m 
DBRW A. IndiI looMWt 'J’ rodofThO, 때a-atìon 

KKGAPSS 1& l&2,Z, 
PHWR 220 Tho， P에1015 cor피mrÎnginaU 

(pin Ass<tnblies) MW(e) F", DmIron f1ux oewPHWRs 
RAPS 2,3&4, h펴ia flatl빼ngofini뻐 

core .fter start-op 

FBTR. h찌ia LMFBR 40MWt πo， bl빠t In oponotioo 
(PinAsse빼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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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 핵연료(주기)의 주요 장점용 다음과 같다. 

. Abundance of thorium in nature and easy mining operations 

. Better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232 and U-233 

· Higher chemical and radiation stabillty of ThO2 

Excellent past performance of Th02. (Th.U)02. ThC2 and (Th.U)C2 

fuels in HTGRs 

. Excellent possibility in CANDU-PHWR, ACR and AHWR 

. Intrinsic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232-U-233 and burning 

plutonium in fast neutron reactor in ‘once-through cycle' 

Lesser problems in handling TRU waste 퉁 

토륨은 이와 같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단정도 갖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토륨을 핵연료로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개선할 필요성 이 있다. 

. Spent Th02-based fuels are difficult to dissolve in HN03 (inertness 

of Th02) 

High gamma ndiation associated with the daughter products of 

U-232 necessitates remote reprocessing and refabrication of fuel 

. Protactinium formed in thorium fuel cycle (THOREX) also cause 

some problems which need to be suitably resolved 

Database and experience of thorium fuel cycle are very limited 

최근 토륨 핵연료주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지연서 이에 대한 공 

동연구나 개발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특히， 중국이 

나 인도와 같이 토륨 핵연료주기가 장점올 갖는 국가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중국은 지난 7월 토륨 핵연료와 관련한 협력올 추진하기 위한 협약서를 

AECL과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서 중국과 AECL은 TQNPC(Third 

Qinshan Nuclear Power Company). CNNFC(China North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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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NPIC(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퉁 CANDU형 원 

자로에서 토륨 핵연료의 이용올 명가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토륨 핵연료의 이용을 개발 및 설중하고， Qinshanill에 건셜된 671 의 

CANDU형 원자로와 같은 원자로에서 토륨 핵연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엽적 ， 기술적 가늑성용 곳통으로 연구할 것을 역시하였다-

AECL은 토륨 핵연료에 대해 50년 이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캐나다 

에서 원형로 실험도 수행한 바 있다. AECL은 1950년대부터 우수한 성능과 

풍부한 매장량 퉁 핵연료로서의 토륨의 장정을 평가하여 토륨 핵연료를 

CANDU 개발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는 토륨 핵연료가 우라늄이 적고 

토륨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AECL은 최근 

토륨 핵연료주기를 자사의 CANDU 6/Enhanced CANDU 6 (EC6) 원자로 

및 Generation III+ ACR- lOOO에 대한 옵션으로 제안한 바 있다. 

AECL이 평가하는 가장 매력적인 CANDU 토륨 핵연료주기는 closed 

cycle로，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분리된 U-233의 recycling을 포함 

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은 소량의 fissile(driver fueO을 토륨에 더하여 연 

쇄반웅을 개시/지속하고， 중성자 포획을 통해 U-233을 중식한다. 그 결과 

연속되는 recycle로 인해 최초의 driver fuel은 점진적으로 recycled 

U-233으로 대체되는데， 이러한 driver fuel 물질로는 LEU , Pu, 사용후핵 

연료(LWR)에서 회수된 U 중 하나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PU 또는 FBR 

에서 생산된 U- 233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AECL은 단기 

전략으로는 heterogeneous Th-LEU bundle , homogeneous Pu/Th 

mixture , mixed-bundle thorium(일부 핵연료 pm은 Th02 핵연료를， 다른 

pm은 U02 핵연료를 포함) 둥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토륨 핵연료주기를 연구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 

한된 양의 우라늄 차원에 비해 풍부한 매장량의 토륨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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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단계로 구성된 원자력 프로그램올 개발하였는데， 이는 천연우라늄을 이 

용한 PHWR 발전(1단계). PH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회수된 플루 

토늄올 이용한 FBR 발전(2단계). FBR blanket으로 토륨올 사용하여 U-233 

올 산출한 후 Th/U-233 핵연료를 이용한 발전(3단계)로 구성된다. 

인도는 지난 20여년간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Th/Pu 

MOX 핵연료 빛 THOREX에 의한 U-233 회수도 수행하였다. 현재는 토륨 

핵연료에 기반한 AHWR(Advanced Heavy Water Reactor)를 셜계 중에 있 

으며， 약 3- 4 wt% 수준의 핵분열성 함유량올 가진 (Th!Pu) MOX 및 

(Th/U-233) MOX 핵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상용화된 수준의 closed thorium fuel cycle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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