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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 한 불 연구협력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 6위의 원자력 이용국가로서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핵연료주

기 이용 및 개발을 위해 국내 핵연료주기 대안의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

가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유일의 전주기적 핵연료주

기 완성 국가인 국 및 프랑스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핵연료주기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현시점에서 핵연료주기 정책대안을 평가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전주기적 핵연료주기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현 시점에서 정책 대안을  

평가하되 중장기적 원자로 이용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1. 중기적 대안: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평가(현재 ∼ 2030년)

   3가지 열중성자로 핵연료주기 추진대안(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MOX순환핵연료주기 및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및 환경 친화성

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Database를 개발하 으며, 현 시점에서 각 단

위 주기별(정련, 전환, 농축, 가공, 수송, 재활용, 처분 등) 경제성 및 환경친

화성(우라늄 자원 보호성,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독성 및 처분성 등) 평가

하 다.  상기 평가 모델, Database 및 평가결과를 한 불 연구협력을 통해 

검증하 고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2. 장기적 대안: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평가(2031년 ∼ 2100년) 

   2030년 이후 예상되는 열중성자로 이용 대안인 미래형원자로(고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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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멸로)의 핵연료주기(고속로형 핵연료주기, 소멸로형 핵연료주기)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Database를 개발하 으며, 현 시점에서 

각 단위 주기별 환경친화성(우라늄 자원 보호성,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독

성 및 처분성, 우라늄 및 고준위폐기물 감축의 원자력발전 원가개선 효과 

등)을 평가하 다.  상기 평가 모델, Database 및 평가결과를 한 불 연구협

력을 통해 검증하 고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국내 중장기적 원자로 이용 여건에 따른 핵연주기평가 모델을 한 불 

연구협력을 통해 개발 및 검증하 으며, 현 시점에서 핵연료주기 정책 대안

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중기적 대안: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현재 ∼ 2030년) 

  1) 핵연료주기 경제성은 직접처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MOX순환핵연

료주기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성 차이는 핵연료주기 평가 인자의 미래 

불확실성 수준 안에 있음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 핵연료주기 정책 대

안도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

  2) 핵연료주기의 환경 친화성은 MOX순환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하

고 직접처분이 가장 낮았다. 

  3)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는 중수로원전이 최소한 8기 이상 되어야 

추진가능하나 2015년까지 총 4기 밖에 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중수로의 적

극 도입이 없는 한 추진 가능성이 낮다

2. 장기적 대안: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평가(2031년 ∼ 2100년)

      1) 2030년 이후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는 Breakeven형 고속로 도

입으로만 가능하며, TRU -Burner형 고속로나 소멸로는 부분적인 

대체 만 가능하다.

      2)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와 TRU폐기물의 감축에는 Breakeven형 

고속로와 TRU-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이다.

     3) TRU 폐기물의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 을 경우는 TRU-Burner 형

고속로와 MA-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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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래형원자로 도입에 의한 우라늄 및 고준위처분비용 감축 효과는 

TRU-Burner형 도입이 가장 크다.

     5)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은 국내 고준위폐기물의 량과 독성과 처분비용

의 괄목할 만한 감축(1/100이하)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은 2100년까지 우라늄 소요량을 최대 절반 수

준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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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KAERI/BNFL/COGEMA Joint Cooper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Fuel Cycle Option Study in Kore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pent fuel management is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Korea, who has a plan for 

developing the nuclear power program as a major energy supply 

option should address that issue successfu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conomically viable back-end fuel cycle 

options, and to enlarge the capacity to analyze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back-end fuel cycle option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d how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uclear 

fuel cycle such as spent fuel arising and radio-toxicity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will be affected if various fuel cycle scenarios be 

adopted. The scenarios were developed by KAERI research team 

and were reviewed by BNFL and COGEMA. The techno-economic 

data were also prepared by KAERI with the support of BNFL and 

COGEMA. The methodology and result of the study was consulted 

with expert group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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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by reactor installation 

period ; mid-term for 2000-2030 and long-term for 2031-2100. 

1.  Mid-term analysis: evaluation of fuel cycles for thermal 

reactors

  To develop fuel cycle scenarios, the reactor installation 

scenario was determined in advance. As the first step to develop 

the reactor installation scenario, the future demand of electricitywas 

projected. It was assumed that per-capita demand of electricity 

would increase in a logistic curve shape and be saturated at a 

certain level(10,000 kWh/person·year) by 2030. Coefficients of 

logistic curve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historical data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projection data of population growth. 

After that,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nuclear 

power was calculated on the assumption that 40% of nuclear share 

in the whole electricity supply system, in terms of electricity 

generation, will last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n, the capacity 

of nuclear power needed was obtained by assuming the 80% of 

capacity factor through the whole period. Finally, the reactor 

installation program was made by combining the existing electricity 

expansion plan for 2000-2015 with hypothetical installation program 

for 2016-2030.

Based on the given reactor installation program, three different 

fuel cycle scenarios were developed as follows; Once-through fuel 

cycle, MOX(Mixed Oxide) thermal recycling and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 fuel cycle. In the 

once-through fuel cycle, all spent fuel from PWR and PHWR will 

be disposed after cooling in the centralized storage facility by 2050. 

In the MOX recycling fuel cycle, the spent PWR fuel was 

reprocessed and fabricated into MOX fuel abroad. MOX fuels would 

be used from 2020. Spent MOX fuel assumed not to be reu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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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disposed after cooling down. DUPIC fuels assumed to be used 

from 2020 through the fabrication process in a domestic facility.

NUFCAP(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 which had 

been developed by KAERI was modified for evaluating economic 

vi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ose scenarios. 

2.  Long-term analysis: evaluation of advanced fuel cycles

   For the long term analysis, it was assumed that Fast 

Reactor(FR) and/or Accelerator Driven System(ADS) would be 

introduced into the future korean nuclear power program by 2030. 

Once-through fuel cycle was considered as the reference scenario. 

With FR and ADS, three following strategies can be envisaged. 

A first strategy, TRU burning strategy, is to close the fuel cycle 

for the TRU elements. TRU elements from LWR spent fuel can be 

recycled in the FR or ADS. The fission products are vitrified and 

disposed in geologic repositories. A second strategy, the 

transmutation strategy, is to close the fuel cycle for the minor 

actinides(MA) by recycling all actinides in ADS. Some fission 

products can also be transmuted. Lastly, Break-even fast reactor 

strategy aims primarily at improving the uranium utilization and to 

this end, substitutes LWRs by fast reactors at a large scale. It can 

burn TRU elements in the driver fuel and can sustains reactions 

without fuel supply from outside using blanket materials which are 

converted into plutonium by neutron. It is assumed that 

pyrochemical reprocessing process will be applied for all the case.

NUFCAP was modified for analysing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new technologies. Economic analysis was limited to 

evaluate the savingsof uranium resource and management cost 

savings by reducing the amou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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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Discussion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Mid-term analysis: evaluation of fuel cycles for thermal 

reactors

(1) Once-through fuel cycle is the most economical option,  the 

DUPIC is the second one, and the MOX recycling is the last one.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scenarios are not so significant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input data and future projection. 

Therefore, in the economic point of view, any scenario can be 

chosen. 

(2) In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MOX fuel cycle is the 

best option mainly because it reduces the amount of spent fuel 

which will cause various environmental impacts. Once-through fuel 

cycle is the worst option due to the opposite reason.

(3) In the case of DUPIC fuel cycle, at least 8 units of 

CANDU reactor are required to use up the amount of DUPIC fuels 

fabricated from the currently planned capacity. According to the 

existing long-term electricity expansion program, however, there is 

no plan to build another CANDU reactor until 2015. Hence, without 

ambitious installation of CANDU reactor after 2015, DUPIC cycle 

scenario can hardly be put into practice. 

2.  Long-term analysis: evaluation of advanced fuel cycles

     (1) FR with break-even core is the most effective option for 

substituting PWRs at a large scale after 2030, while FR and ADS 

as TRU burner can only substitute LWRs partially because of 

limited amount of PWR spent fuel. Introducing the FR with 

break-even core can cut the uranium requirement in halves until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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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RU waste, the 

combination of FR with break-even core and ADS as MA(Minor 

Actinide) burner is the most effective option. If the fuel 

reprocessing losses are sufficiently small, complete closure of the 

fuel cycle would result in a considerable reduction of the actinide 

contents, and hence the long-term radiotoxicity, of the HLW. 

     (3) To introduce the innovative reactor types and fuel cycles, 

new recycle infrastructures, including the pyrochemical or dry 

reprocessing technique, would be necessary, especially for burning 

highly concentrated transuranics and minor actinides. 

     (4) With the assumed reactor and fuel cycle parameters, 

introduction of innovative reactors and fuel cycles can achieve 

significant reduction(more than hundred-fold) in the long-term 

waste radiotoxicity compared with the once-through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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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수행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전력공급의 40%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은 기술 

집약형 고 도 에너지로 비축이 용이하고 타 에너지에 비해 연료의 발전원

가 비중이 매우 낮으며 기술자립으로 에너지의 준 자립 달성도 가능해 에너

지의 대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원자력기술개발 노력으로 원자력발전 및 핵연

료제조 분야는 기술자립을 달성하 고 해외 기술 수출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공급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저장, 재활용, 처분 등 후행핵연료주기분

야는 국제 민감 기술로  분류되어 국가 정책 수립도 못한 채 국제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중간저장과 방사성폐기물 처

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행핵연료주기 국가정책설정 연구를 1994년-1995

년에 걸쳐 수행하 다.  우리나라의 장기 원전건설계획을 추정하 으며, 원

자력발전 방식과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대안별 후행핵연료주기 물량 및 핵연

료주기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력연구원이 공

동으로 수행하 고 국내에 부재한 후행핵연료주기 엔지니어링 분석은 국  

BNFL과 프랑스 COGEMA의 정책연구 용역으로 수행하 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을 중심으로 Generation 4 원자력기술개발이 

국제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DUPIC(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

기), KALIMER(고속로), 미 임계로, 소멸처리 등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방안

을 제안하여 함께 비교 평가를 하고 있다.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방향은 자

원 보존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핵 비확산성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국민수용성을 중시하여 환경친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방향 정립과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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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위해 1995년대에 수행한 핵연료주기 정책자료 보완과 후행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능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 BNFL과 프랑스 COGEMA에서 1995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후속 

으로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연구에 무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본 

연구를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기술

을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및 경제성/환경친

화성 평가모델 개발

(2차년도) 미래형 원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및 환경친화성 

평가모델 개발

제 2 절 수행 범위

    원자력발전의 연료주기는 여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다

양하다는 점에서 다른 발전원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원자로 및 연료의 

특성에 의해 다양한 후행핵연료주기 추진전략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크게 구분하여 열중성자로만 고려한 핵연료주기와 열중성자로

에 고속로와 소멸로를 접목시킨 미래형 핵연료주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열중성자로의 핵연료주기에서는 직접처분주기, 재처리 및 MOX 이용 주기, 

DUPIC 주기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후행핵연료주기의 시나

리오를 예상하고, 예상된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는 모델을 발

전시키고,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기존에 경

제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 던 NUFCAP (BY BNFL&KAERI) 코드를 발전

시켜 환경친화성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미래형 핵연료주

기에서는 열중성자로의 직접처분주기를 기준으로, 열중성자로와 고속로(FR : 

Fast Reactor)와 소멸로(ADS : Accelerator Driven System)를 적절히 병행

하 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각 시나리오를 세우고, 기존의 NUFCAP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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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고속로와 소멸로를 고려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각 시나리오별

로 환경친화성을 평가를 하 다. 이를 통해 미래형 원자로형이 기존의 발전

소 시스템과의 조합이 끼치는 향과 고준위폐기물 감소 효과, 이로 인한 우

라늄 자원 절약 및 처분비용 감소 효과 등을 계산하여 평가하 다. 세부 연

구개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1차 년도(00. 9 - '01. 10) 연구>

      ◦ 열중성자로 건설과 연계한 핵연료주기 추진 시나리오 개발 

         - 2000년까지는 국내 실적을 2015년까지 산자부 전원계획을 그리

고 2030년까지 전력수급 예측모델을 사용한 열중성자로 이용 핵

연료주기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타당성 KAERI/BNFL/COGEMA 관련 전문가 검토

      ◦ 상기 시나리오의 경제성/환경친화성 평가모델 개발  

         - KAERI의 NUFCAP 핵연료주기 평가코드를 기반으로 세부 공정 

단위별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음

         - 상기 모델 타당성 KAERI/BNFL/COGEMA 관련 전문가 검토

   □ 미래형 원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2차 년도(01. 11 - '02. 12) 연구> 

      ◦ 고속로/소멸로와 연계한 핵비확산성 건식핵연료주기 시나리오 개발

         - 2030년부터 미래형원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추진 시나리오

           ①고속로(Breakeven로형, TRU Buerner형) 핵연료주기

           ②소멸로(TRU Burner형,Minor Ac소멸로) 핵연료주기

           ③ 상기 두 원자로 Mix 핵연료주기

           * 단, 기준시나리오는 열중성자로(PWR) 이용 핵연료주기

    ◦ 추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평가 모델 보완 및 database 개발

        - 핵연료주기 경제성평가 모델개발

        -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모델개발

        - 핵연료주기 평가 경제성/환경친화성 database 개말

    ◦ 핵연료주기 경제성, 환경친화성 평가 결과 종합 검토 및 토의

        - 핵연료주기 경제성평가 및 결과 분석

        -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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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수행방법

1. 추진전략

  핵연료주기 평가모델 개발 방향은 거시적 평가모델인 원자력연구소의 기

존 핵연료주기평가 코드인 NUFCAP(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

를 기반으로 후행핵연료주기 분야를 단위 공정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 다.  MOX를 이용하는 경우와 고준위 폐기물 처분, 소멸처리 및 

Pebble bed형 Gas Cooled Reactor 이용 방안의 database는 한 불( 국 

BNFL, 프랑스 COGEMA)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확보하 다. 

DUPIC 핵연료주기의 Database와 기술자료는 원자력연구소내의 DUPIC 연

구실의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 및 평가하 다. 미래형 원자로

를 이용한 핵비확산성 건식핵연료주기 평가는 OECD/NEA 및 GEN IV 연구 

결과를 반 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과를 분

석하 다. 적절한 시기에 Workshop을 개최하고, 핵연료주기 개발 과제 책임

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 자문 위원들도 활용하 다. 

2. 추진체계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그림 1.1에 도시하 다.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내용

을 BNFL과 Cogema에서 검토 및 보완하고 이들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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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원전계획 

/핵연료주기시

나리오 수립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모델

개발

핵연료주기 

평가 Database

개발/보완 및

모델 검증,

미래형 

핵연료주기

평가도구 개발

국내 미래형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 

< BNFL and COGEMA, 

OECD/NEA, GEN-4, 국내외 전문가 

>

< KAERI >

(1차년도 : ‘00.9--’01.11) (2차년도 : ‘01.11--’02.12)

정보 검토 정보 검토

⇒⇒ ⇒

  그림 1.1 연구개발 추진체계.

3. 한 불 국제 공동연구 내용 및 업무 분장

  가. 연구 내용 및 범위

    1)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및 Database 개발

    2) 핵연료주기평가 모델 및 전산코드 Updating 및 개발

    3) 핵연료주기 경제성, 환경친화성 평가코드 검증

    4)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별 경제성, 환경친화성 평가 결과 종합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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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나. KAERI, BNFL,COGEMA의 역할분담

    1) KAERI 

     - 시나리오 및 모델 개발

     - 원전/핵연료수급, 공정별 물질수지 근거한 DUPIC/직접처분 database

개발

     - 전산코드 개발/검증 및 국내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

    2) BNFL과 COGEMA 역할

     - 시나리오 및 모델 검토

     - 공정별 물질수지 근거한 재처리/직접처분 database 개발 

     - 모델, 전산코드, 경제성/환경친화성 평가결과 검토     

4.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방안

  가. 국제공동연구는 상호 필요성에 의해 수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

담한다.

  나. 자료와 의견 교환은 주로 e-mail 서신 등의 방법으로 하되, 중간결과 

발표, 종합 검토 및 토론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매년 2회 한국, 국, 프랑스

에서 개최한다.

다. 공동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자

  - KAERI : 오원진 /임채 , 고원일

  - BNFL : Mr. Hagger /Mike Dunn

  - COGEMA : Mr. Dalcorso /Corb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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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열중성자로형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

제 1 절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연구

1. 가정 및 시나리오 수립 근거

   열중성자로만 고려한 핵연료주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최초 고

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1978년도를 시작으로 하여 2030년까지로 설정하

다. 이 기간 중 2000년까지는 실제 발전소를 운전한 실적 자료를 사용하

고, 2015년까지는 산자부에서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의 원자력 

발전 계획 자료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를 자료를 이용,  

business as usual한 경제성장을 근거로 OECE/NEA의 “Nuclear Energy 

and its Fuel Cycle, Prospects to 2025"의 방법론에 따라 예측한 전력수요 

추계를 이용하 다. 고려된 열중성자로는 이미 건설된 PWR 노형들, KNSP, 

APR1400, CANDU, evolutionary CANDU(900MW)가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은 상업적으로 이용 실증된 기술로만 국한하 고, 2030년까지 건

설된 원자로의 수명 기간동안 운 되면서 발생하는 물량 흐름과 그 결과들

은 2100년까지 관찰하 다.

2. 핵연료주기 기술방식, 도입시점, 도입방식 및 도입물량

   후행핵연료주기 기술 방식은 크게 두가지, 즉 직접처분과 열중성자로에 

재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열중성자로에 재활용하는 경우는 또 다시 재처

리 후 MOX연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DUPIC의 경우로 나누어 관찰하 다. 도

입 시접은 가변적으로 하되 기준연도를 제시(재활용 2020년, 직접처분 2050

년)하 고, 도입방식은 국내 처리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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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 재사용은 해외 위탁처리도 고려하 다. 도입 물량은 가변적으로 하되 

기준 물량을 제시하 다.(재처리 600톤/년, DUPIC 400톤/년)

3.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 시나리오(2030까지)

가.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는 경수로 및 중수로에서 발생되는 모

든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하 다가 구 처분시키는 단순한 비순환 핵연

료주기로서, 세부공정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직접처분 핵연료주기의 경우 

중간저장 방식의 선택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른 저장 용량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장수명 핵종에 의한 방사능적 향 및 플루토늄 독성 핵종

에 대한 구 처분기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직접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앞에서 

기술하 듯이 미국과 스웨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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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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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처리 핵연료주기

  재처리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는 경수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

를 재처리하여, 회수된 우라늄은 재농축과정을 거쳐, 플루토늄은 혼합산화연

료(MOX)로 가공하여 경수로에 재순환 시키는 연료주기이다. 시나리오 상에

서 플루토늄의 추출이 수반되므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기에는 

국제적인 많은 제약이 예상되지만,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와 마찬가지

로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상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 생성물양

의 감소 측면에서 환경적 향의 감소가 기대되는 연료주기이다.  미래에 재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의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충분한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국내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외 위탁처리의 형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위탁처리 형태의 재처리 핵연료주기를 생각한

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처리 연료주기의 주요 추진 단

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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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재처리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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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중수로연계 연료주기(DUPIC)

  단일 노형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운  중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 국가

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와 가압중수로형 원자로를 동시

에 운전하고 있다. 경수로형 핵연료는 약 3.5wt%의 U-235의 저농축 우라늄

을 연료로 하고 경수를 냉각 및 감속재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수로 핵연료는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된 후 사용후핵연료로 배출되

는데 그 내부는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과 악티나이드족 물

질 그리고 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생성물 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악티나이

드족 핵종 중 연소되고 남은 U-235와 중성자 포획으로 생성된 Pu-239, 

Pu-241 등을 포함하여 핵분열 물질의 양을 무게 함량비로 환산할 경우 그 

값은 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30∼40 GWD/MTU의 연소범

위에서 1.1∼1.3 wt%에 해당하는 농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핵분열 물질의 

함량은 천연우라늄의 U-235 함량인 0.7wt%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한 산술적

인 의미에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중수로의 연료로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다. 이것이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의 기본 개념이다. 

 경수로형 원자로와 중수로형 원자로가 동시에 운전되고 있다는 특이

성 때문에 ․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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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경․중수로 연계 연료주기 시나리오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DUPIC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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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Permanent
DisposalCANDU

각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 1.5에 도시하 다. 

그림 1.5 우리나라에서 예상 가능한 전체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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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 방법

1. 핵연료주기 단위공정 분석

  가. 핵연료주기 단위 공정 구성

    1) 천연우라늄확보

    2) 우라늄변환(UF4 or UF6)

    3) 농축

    4) 핵연료제조(NU핵연료제조, MOX핵연료제조, DUPIC핵연료제조)

    5) 원전 핵연료연소

    6)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저장(On Site or AFR)

    7) 사용후핵연료처리(습식재처리, DUPIC)

     * 단, DUPIC은 사용후핵연료처리와 MOX핵연료제조를 동일 공정으로 

간주

     8) 구처분

  나. 후행핵연료주기 공정 중심 세분화

    1) 사용후핵연료재활용공정

     - 저장 및 기계적 처리공정

     - 화학적/물리적 분리공정

     - 방사성폐기물처리 공정

     - 기반시설

    2) 고준위폐기물 처분공정

     - 고준위페기물/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

     - 처분공정

    3) 기타 공정

     - 단위공정

    4) 우라늄 확보공정과 농축공정은 국내 시설계획 없으므로 공정분석 대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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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 방법

가. 평가를 위한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앞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 기간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소를 통해 운전이 시작된 1978년부터 2100년까지로 하 다. 원자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설하고, 그 이후에는 건설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 다. 현재

부터 2015년까지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 8월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

획(표 1.1)에서 제시한 계획안을 사용하 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50년

까지의 인구추계 자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전력소요와 원자력 발전 소요량을 계산하여 이를 노형전략의 근거로 삼았고, 

2050년 이후에는 전력소요 및 원자력 발전 소요량이 포화에 달하여 일정하

게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열중성자를 고려하는 경우는 2030년까지만 고려

하면 되지만 뒤에 언급할 미래형 핵연료주기 분석을 위해서 2100년까지 추

계를 하 다.

표 1.1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중 원자력 발전계획.

준공시기
발전소명 용 량

(천㎾)연도 월

2002
 5

12

 광원자력#5

 광원자력#6

1,000

1,000

2004  6  울진원자력#5 1,000

2005  6  울진원자력#6 1,000

2008   9  신고리원자력#1 1,000

2009
 9

 9

 신고리원자력#2

 신월성원자력#1

1,000

1,000

2010
 9

 9

 신고리원자력#3

 신월성원자력#2

1,400

1,000

2011  9  신고리원자력#4 1,400

2013  4  폐지-월성원자력#1 -679

2014  6  신규원전#1 1,400

2015  6  신규원전#2 1,400

  이렇게 하여 Phase 1에서는 발전소의 증가량을 두 가지 경우(표 1.2)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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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예상하 다. CASE1은 CANDU형 원자력발전소를 현재 운전중인 4호

기 이외에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즉 총 4호기의 발전소가 운

전할 것으로 가정하 고, CASE2는 CANDU형 원자력발전소가 추가적으로 4

기, 즉 총 8기의 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가정하 다. Case별 원자로 투입계

획은 표 1.3과 표 1.4에 나타내었다.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하여 

CANDU발전소의 신규건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CASE1을 기준안으

로 삼았다. 

  그 외 평가에 필요한 가정들은 표 1.5와 같다. 

표 1.2 시나리오.

CASE Option

1
PWRs + 4CANDUs(No more 

CANDU)

Once-Through
Reprocessing & MOX

DUPIC

2 PWRs + 8CANDUs
Once-Through  

Reprocessing & MOX
DU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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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ase 1의 원전 투입계획.

Year NPP Name

Generation Capacity
Installed Capacity Power Generatoion

New Decomm

PWR PHWR PWR PHWR PWR PHWR Total PWR PHWR Total

(MWe) (MWe) (MWe) (MWyr)

1978 고리 #1 587 587 587 205 205

1979 587 587 364 364

1980 587 587 393 393

1981 587 587 329 329

1982 587 587 434 434

1983 고리 #2, 월성 #1 650 679 1,237 679 1,916 636 316 952

1984 1,237 679 1,916 888 455 1,343

1985 고리 #3 950 2,187 679 2,866 1,127 638 1,766

1986 고리 #4, 광 #1 1,900 4,087 679 4,766 2,582 543 3,125

1987 광 #2 950 5,037 679 5,716 3,713 631 4,344

1988 울진 #1 950 5,987 679 6,666 3,872 536 4,408

1989 울진 #2 950 6,937 679 7,616 4,682 618 5,300

1990 6,937 679 7,616 5,501 584 6,085

1991 6,937 679 7,616 5,833 619 6,452

1992 6,937 679 7,616 5,815 589 6,404

1993 6,937 679 7,616 5,908 679 6,587

1994 6,937 679 7,616 5,998 561 6,559

1995 광 #3 1,000 7,937 679 8,616 6,962 568 7,530

1996 광 #4 1,000 8,937 679 9,616 7,961 550 8,511

1997 월성 #2 700 8,937 1,379 10,316 7,429 1,373 8,803

1998 울진 #3, 월성 #3 1,000 700 9,937 2,079 12,016 9,048 1,753 10,801

1999 울진 #4, 월성 #4 1,000 700 10,937 2,779 13,716 9,693 2,491 12,185

2000 10,937 2,779 13,716 8,750 2,362 11,112

2001 10,937 2,779 13,716 8,750 2,362 11,112

2002 광 #5,#6 2,000 12,937 2,779 15,716 10,350 2,362 12,712

2003 12,937 2,779 15,716 10,350 2,362 12,712

2004 울진 #5 1,000 13,937 2,779 16,716 11,150 2,362 13,512

2005 울진 #6 1,000 14,937 2,779 17,716 11,950 2,362 14,312

2006 14,937 2,779 17,716 11,950 2,362 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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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PP Name

Generation Capacity
Installed Capacity Power Generatoion

New Decomm

PWR PHWR PWR PHWR PWR PHWR Total PWR PHWR Total

(MWe) (MWe) (MWe) (MWyr)

2007 14,937 2,779 17,716 11,950 2,362 14,312

2008 신고리 #1 1,000 15,937 2,779 18,716 12,750 2,362 15,112

2009 신고리 #2,신월성 #1 2,000 17,937 2,779 20,716 14,350 2,362 16,712

2010 신고리 #3,신월성 #2 2,400 20,337 2,779 23,116 16,270 2,362 18,632

2011 신고리 #4 1,400 21,737 2,779 24,516 17,390 2,362 19,752

2012 21,737 2,779 24,516 17,390 2,362 19,752

2013 679 21,737 2,100 23,837 17,390 1,785 19,175

2014 신규원전 #1 1,400 23,137 2,100 25,237 18,510 1,785 20,295

2015 신규원전 #2 1,400 24,537 2,100 26,637 19,630 1,785 21,415

2016 신규원전 #3,4,5 4,200 28,737 2,100 30,837 22,990 1,785 24,775

2017 신규원전 #6 1,400 30,137 2,100 32,237 24,110 1,785 25,895

2018 신규원전 #7 1,400 587 30,950 2,100 33,050 24,760 1,785 26,545

2019 30,950 2,100 33,050 24,760 1,785 26,545

2020 30,950 2,100 33,050 24,760 1,785 26,545

2021 30,950 2,100 33,050 24,760 1,785 26,545

2022 신규원전 #8 1,400 32,350 2,100 34,450 25,880 1,785 27,665

2023 신규원전 #9 1,400 650 33,100 2,100 35,200 26,480 1,785 28,265

2024 33,100 2,100 35,200 26,480 1,785 28,265

2025 950 32,150 2,100 34,250 25,720 1,785 27,505

2026 신규원전 #10,#11 2,800 1,900 33,050 2,100 35,150 26,440 1,785 28,225

2027 신규원전 #12 1,400 950 33,500 2,100 35,600 26,800 1,785 28,585

2028 신규원전 #13 950 32,550 2,100 34,650 26,040 1,785 27,825

2029 신규원전 #14 1,400 950 33,000 2,100 35,100 26,400 1,785 28,185

2030 33,000 2,100 35,100 26,400 1,785 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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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Case 2의 원전 투입계획.

Year NPP Name

Generation Capacity
Installed Capacity Power Generatoion

New Decomm

PWR PHWR PWR PHWR PWR PHWR Total PWR PHWR Total

(MWe) (MWe) (MWe) (MWyr)

1978 고리 #1 587 587 587 205 205

1979 587 587 364 364

1980 587 587 393 393

1981 587 587 329 329

1982 587 587 434 434

1983 고리 #2, 월성 #1 650 679 1,237 679 1,916 636 316 952

1984 1,237 679 1,916 888 455 1,343

1985 고리 #3 950 2,187 679 2,866 1,127 638 1,766

1986 고리 #4, 광 #1 1,900 4,087 679 4,766 2,582 543 3,125

1987 광 #2 950 5,037 679 5,716 3,713 631 4,344

1988 울진 #1 950 5,987 679 6,666 3,872 536 4,408

1989 울진 #2 950 6,937 679 7,616 4,682 618 5,300

1990 6,937 679 7,616 5,501 584 6,085

1991 6,937 679 7,616 5,833 619 6,452

1992 6,937 679 7,616 5,815 589 6,404

1993 6,937 679 7,616 5,908 679 6,587

1994 6,937 679 7,616 5,998 561 6,559

1995 광 #3 1,000 7,937 679 8,616 6,962 568 7,530

1996 광 #4 1,000 8,937 679 9,616 7,961 550 8,511

1997 월성 #2 700 8,937 1,379 10,316 7,429 1,373 8,803

1998 울진 #3, 월성 #3 1,000 700 9,937 2,079 12,016 9,048 1,753 10,801

1999 울진 #4, 월성 #4 1,000 700 10,937 2,779 13,716 9,693 2,491 12,185

2000 10,937 2,779 13,716 8,750 2,362 11,112

2001 10,937 2,779 13,716 8,750 2,362 11,112

2002 광 #5,#6 2,000 12,937 2,779 15,716 10,350 2,362 12,712

2003 12,937 2,779 15,716 10,350 2,362 12,712

2004 울진 #5 1,000 13,937 2,779 16,716 11,150 2,362 13,512

2005 울진 #6 1,000 14,937 2,779 17,716 11,950 2,362 14,312

2006 14,937 2,779 17,716 11,950 2,362 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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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PP Name

Generation Capacity
Installed Capacity Power Generatoion

New Decomm

PWR PHWR PWR PHWR PWR PHWR Total PWR PHWR Total

(MWe) (MWe) (MWe) (MWyr)

2008 신고리 #1 1,000 15,937 2,779 18,716 12,750 2,362 15,112

2009 신고리 #2,신월성 #1 2,000 17,937 2,779 20,716 14,350 2,362 16,712

2010 신고리 #3,신월성 #2 2,400 20,337 2,779 23,116 16,270 2,362 18,632

2011 신고리 #4 1,400 21,737 2,779 24,516 17,390 2,362 19,752

2012 21,737 2,779 24,516 17,390 2,362 19,752

2013 679 21,737 2,100 23,837 17,390 1,785 19,175

2014 신규원전 #1 1,400 23,137 2,100 25,237 18,510 1,785 20,295

2015 신규원전 #2 1,400 24,537 2,100 26,637 19,630 1,785 21,415

2016 신규원전 #3,4,5 4200 1400 0 0 28,737 3,500 32,237 22,990 2,975 25965

2017 신규원전 #6 0 0 28,737 3,500 32,237 22,990 2,975 25965

2018 신규원전 #7 700 587 0 28,150 4,200 32,350 22,520 3,570 26090

2019 700 0 0 28,150 4,900 33,050 22,520  4,165 26685

2020 0 0 28,150 4,900 33,050 22,520 4,165 26685

2021 0 0 28,150 4,900 33,050 22,520 4,165 26685

2022 신규원전 #8 1400 0 0 29,550 4,900 34,450 23,640 4,165 27805

2023 신규원전 #9 650 28,900 4,900 33,800 23,120 4,165 27285

2024 0 0 28,900 4,900 33,800 23,120 4,165 27285

2025 1400 950 0 29,350 4,900 34,250 23,480 4,165 27645

2026 신규원전 #10,#11 2800 1900 0 30,250 4,900 35,150 24,200 4,165 28365

2027 신규원전 #12 950 0 29,300 4,900 34,200 23,440 4,165 27605

2028 신규원전 #13 1400 950 0 29,750 4,900 34,650 23,800 4,165 27965

2029 신규원전 #14 1400 950 0 30,200 4,900 35,100 24,160 4,165 28325

2030 0 0 30,200 4,900 35,100 24,160 4,165 2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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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평가에 필요한 가정.

Parameter PWR CANDU

Plant capacity 

[MW(electric)]

KSNP : 1,000

APR1400 : 1,400
700

Plant load 

factor

∼2000 : 실적자료

2001∼ : 80%

∼2000 : 실적자료

2001∼ : 85%

Lifetime 
KSNP : 40yr

APR1400 : 60yr
40yr

Fuel discharge 

burnup

(MWd/TU)

 33,000 (1978∼1984)

 40,000 (1985∼1996)

 43,000 (1997∼2000)

45,000 (2001∼2010)

55,000 (2010∼    )

7,500(천연우라늄일 때)

15,000(DUPIC연료 때)

Fuel enrichment

3.3%(1978 에서 1984)

3.8%(1985 에서 1996)

4%(1997 부터)

5%(MOX Pu연료일때)

0.71%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각 시나리오 별 발전량과 이에 필요한 우라늄의 양

이 그림 1.6 ∼ 그림 1.9와 같이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는 기술적, 물리적인 부문만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 고, 사

회적인 부분은 배제하 다. 즉 주민 보상금, PA에 드는 비용 등과 같은 부분

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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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원자력 발전량(Case 1, MWyr).

그림 1.7  원자력 발전량(Case 2, MW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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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우라늄 소요량(Case 1)

(위부터 Once-through, 재처리, DU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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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우라늄 소요량(Case 2)

(위부터 Once-through, 재처리, DU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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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성 평가 방법

(1) 경제성평가 모형

    각각의 Case에 대해 직접처분(Once-through), 재처리(MOX재순환), 

DUPIC 핵연료주기를 적용할 경우 변화하는 시스템 비용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 경제분석실에서 개발한 전산모형 NUFCAP 

(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을 수정, 사용하 다. NUFCAP은 

1996년에 개발된 핵연료주기 경제성평가 전산모형으로 전체 원자력발전시스

템을 대상으로 한 핵연료주기요소별 물량 및 비용을 계산, 분석할 수 있다

[1]. 

분석에 사용된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비용은 해당년도 초에, 발전량은 해당년도 중간시점에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며 이 시점으로부터 기준년도로 할인된다.

◦ 중간저장, 최종처분, DUPIC핵연료 제조설비등 모든 핵연료주기 요소의 

비용은 투자비와 운 비를 합한 단가를 사용한다.

◦ 신규로 도입되는 발전소는 해당년도 초에 가동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2) 경제성평가 주요 입력 자료

    각 후행핵연료주기의 각 시나리오 당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NUFCAP 코드의 INPUT에 입력할 단위비용을 표 1.6에 기술하 다. 단위비

용은 1994년 OECD/NEA에서 제공하는 단위비용을 기초로 하여 최근 BNFL

과 COGEMA로부터 제공받은 값들을 보완하 다. 단 1994년 OECD/NEA의 

연구에는 DUPIC 핵연료주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DUPIC 핵연료에 대

한 단위비용은 직접 계산하 다. DUPIC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각 공정별 제

조비용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UPIC팀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 다. 이는 

표 3.7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입력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 DUPIC의 단

위비용은 635$/kg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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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NUFCAP 코드의 INPUT에 입력할 핵연료주기의 공정별   

      단위비용 (OECD/NEA 2001 & COGEMA, 2002). 

Physical Unit cost($/unit)

Uranium (kgU) 20∼80

Conversion
PWR(kgU) 3∼8

PHWR(kgU) 3∼8

Enrichment (kgSWU) 80∼120

Fabrication

PWR(kgU) 200∼300

PHWR(kgU) 65.0

MOX(kgHM) 1000∼1500

DUPIC(kgHM) 635.0

Transportation

PWR(kgHM) 50.0

PHWR(kgHM) 13.0

DUPIC(kgHM) 44.0

Interim Storage

PWR(kgHM) 100∼300

PHWR(kgHM) 60.0

DUPIC(kgHM) 108.0

Reprocess PWR(kgHM 500∼900

Final Disposal

PWR(kgHM) 300∼600

PHWR(kgHM) 73.0

HLW(kgHM) 80∼200

DUPIC(kgHM)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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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DUPIC 공정별 단위비용.

Content Sub-content cost (k$) Remarks

Capital Cost

direct cost 585,115 0.45 

       . site preparation 12,592

       . process systems 328,642

       . main processing building 204,403

       . site support facilities 39,478

indirect cost 455,411 0.35 

contingency 260,132 0.20 

Total 1,300,658 1.00 

O&M Cost

(annual basis)

staff 23,993 0.16 

utilities 10,102 0.07 

materials 22,339 0.14 

equip. replacement 23,405 0.15 

waste disposal 74,851 0.48 

0.00 

total 154,690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direct capital cost per 

year(%)

1.25 decommissioni

ng fund

(annual basis) decommissioning cost 9,142

Sensitivity analysis

discount rate(%) 5.00

contingency(%) 25.00 % of cap. cost

Others basis year 2001

capacity(MTHM/yr) 400

escalation rate 0

  다. 환경 친화성 평가 방법

(1) 평가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의 각 공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그것을 NUFCAP CODE와 연계하여 평가하 다. 각 공정

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단위 방생량을 조사하여 각 시나리오의 연간 방출량 

및 평가기간인 2100년 시점에서의 총발생량을 계산하 고, 이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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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있도록 비용으로 전환하여 각 시나리오의 환경친화성을 분석하

다. 

 방사성폐기물 단위 발생량은 Chow, B. G. and Jones, G, S.(1999)와 Won 

Il Ko, Ho Dong Kim and Myung Seung Yang, 논문을 참조하 다. 위 논문

에서는 모든 공정에서의 방출량을 나타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서 실행하는 공정에서의 방출량만을 분석하 다. 변환과 농축은 우리나라에

서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 다. 또 발전소에서 운전 후 발생되는 저 

준위폐기물은 최근 10년간의 실적 자료를 조사하여 참조하 다.

    (2) 환경친화성평가 주요 입력자료

     (가) 선행핵연료주기의 폐기물 단위 발생량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행중인 선행핵연료주기의 공정은 핵연료 가

공 공정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PWR 연료와 CANDU 연료를 제조할 때 연료 

1ton 당 0.12∼0.35㎥/MTHM의 저준위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하 다. 본 연구

에서는 평균치인 0.23㎥/MTHM 자료를 사용하 다. MOX연료를 제조할 때 

연료 1ton 당 1.27 ㎥/MTHM의 저준위폐기물과 3.35 ㎥/MTHM의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을 본 연구에 인용하 다. 또 DUPIC 연료를 제조할 때 2.11㎥

/MTHM의 저준위폐기물, 0.13㎥/MTHM의 중저준위폐기물, 그리고 0.13㎥

/MTHM의 고준위폐기물 발생량을 인용하 다. 

(나) 원자로 운전 중 폐기물 단위 발생량

     운전 시는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이 

발생된다. 사용후핵연료는 후행핵연료주기의 처분관점에서 다루었고 저준위

폐기물만 고려하 다. 최근 10년동안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양이 표1.8에 

표기하 다. 년도별 원자력연감을 참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PWR의 연료 

운전 시 115.4 ∼ 82 ㎥/GWe-yr를 CANDU 연료 운전 시 61.3 ㎥/GWe-yr

를 적용하 다. 또 위 두 논문에서 PWR 연료와 MOX 연료를 운전할 때 1.1 

㎥/GWe-yr가 CANDU와 DUPIC 연료로 운전할 때는 1.6 ㎥/GWe-yr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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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최근 10년간 우리 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저준위폐기물 발생량.

고리 광 울진 월성

년도 발생량 발전량 단위 발생량 발전량 단위 발생량 발전량 단위 발생량 발전량 단위

드럼(200ℓ) Mwe
㎥/Gw

e
드럼(200ℓ) Mwe

㎥/Gw

e
드럼(200ℓ) Mwe

㎥/Gw

e
드럼(200ℓ) Mwe

㎥/Gw

e

1990 2,491 3,137 158.8 1,296 1,900 136.4 924 1,900 97.2 231 679 68.0 

1991 2,129 3,137 135.7 990 1,900 104.2 1,081 1,900 113.7 207 679 60.9 

1992 2,199 3,137 140.2 1,076 1,900 113.2 1,077 1,900 113.3 225 679 66.2 

1993 1,995 3,137 127.2 888 1,900 93.4 988 1,900 104.0 187 679 55.0 

1994 1,236 3,137 78.8 836 1,900 88.0 1,018 1,900 107.1 220 679 64.8 

1995 1,963 3,137 125.1 989 2,900 68.2 1,028 1,900 108.2 220 679 64.8 

1996 1,178 3,137 75.1 934 3,900 47.9 748 1,900 78.7 267 679 78.6 

1997 1,756 3,137 111.9 1,249 3,900 64.0 742 1,900 78.1 336 1,379 48.7 

1998 2,038 3,137 129.9 1,076 3,900 55.1 404 2,900 27.8 668 2,079 64.2 

1999 1,128 3,137 71.9 973 3,900 49.9 923 3,900 47.3 580 2,779 41.7 

2000 3,173 692 3,900 35.5 3,900 2,779

2001 3,173 782 3,900 40.1 3,900 2,779

평균 115.4 74.7 87.54 61.3 

     (다) 후행핵연료주기의 폐기물 단위 발생량

       1) 중간저장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소에 들어갈 때 중준위방사성폐기물과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PWR과 MOX 연료를 저장할 때 0.077 ㎥

/MTHM의 중준위폐기물과 0.007 ㎥/MTHM의 저준위폐기물이 발생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CANDU 연료와 DUPIC의 경우에는 자료를 찾을수 있었기 

때문에 DUPIC 연료의 경우에는 PWR, MOX 연료와 같은 값으로, 그리고 

CANDU 연료에는 50% 값으로 예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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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처리 공정

     재처리하는 동안 발생되는 중요한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이다. 재처리 공장에서 중․저준위폐기물이 발생된다. 

위의 논문을 통해서 2.7 ∼ 3.7 ㎥/MTHM의 저준위폐기물이, 0.77 ∼ 1.73 

㎥/MTHM의 중준위폐기물이 그리고 0.08 ∼ 0.15 ㎥/MTHM의 고준위폐기

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종 처분

     본 연구에서는 OECD/NEA(1994)의 중준위폐기물 0.2 ㎥/MTHM 

부피를 사용하 다.  또 저준위폐기물은 중간저장의 값과 같은 값을 사용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값은  OECD/NEA(1994)의 값 1.5 ㎥/MTHM 사용하

고, MOX 연료의 처분 시에는 고준위폐기물이 OECD/NEA(1994)의 값 

0.115 ㎥/MTHM을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후핵연료외 고준위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예상하 다. 또 CANDU 중․저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은 각각의 50%

인 0.0039 ㎥/MTHM의 저준위폐기물 발생량, 0.1㎥/MTHM의 고준위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 다. 

위의 모든 자료를 표 1.9에 표시하 다. 또한 발생량을 비용으로 전환

하기 위한 단위비용을 표 1.10에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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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방사성폐기물 단위 발생량. 

PWR MOX CANDU DUPIC

Fabrication ㎥/MTHM

LLW 0.23 1.27 0.23 2.11

ILW - 3.35 - 0.20

HLW - - - 0.13

Reactor operation ㎥/MTHM
LLW 94.8 94.8 61.3 61.3

ILW 1.1 1.1 1.6 1.6

Interim Storage ㎥/MTHM
LLW 0.007 0.007 0.0035 0.007

ILW 0.077 0.077 0.039 0.077

Reprocessing ㎥/MTHM

LLW - 3.17 - -

ILW - 1.25 - -

HLW - 0.115 - -

Disposal ㎥/MTHM

LLW 0.007 0.007 0.0035 0.007

ILW 0.2 0.2 0.1 0.2

HLW - 0.115 - -

Spent Fuel 1.5 1.5 1.5 1.5

표 1.10 발생량을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위비용.

Components Vallue in this study

LLW $/㎥ 8,150 

ILW $/㎥ 16,300 

HLW $/㎥ 1,217,000 

PWR Spent Fuel $/㎥ 300,000

CANDU Spent Fuel $/㎥ 48,700 

HLW $/kgHM-HLW 4,666 

PWR Spent Fuel $/kgHM-SF 450 

CANDU Spent Fuel $/kgHM-SF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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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평가 결과

1. 경제성 평가 결과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면 대체로 직접처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다음이 

DUPIC, 그리고 재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값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처리나 DUPIC의 경우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발생하지만 반면에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줄어들어 이를 처

리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핵연료의 재순환은 선행핵주기에

서의 우라늄 필요량을 감소시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시나리오별 비

용 차이가 크지 않은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분석대상기간이 제한적인 것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15년까지의 원자력 발전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 유동성 있게 변화시켜볼 수 있는 기간이 약 15년 밖에 되

지 않고, 따라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노형전략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하

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Case별 경제성 평가결과를 표 1.11과 1.12, 그림 1.10과 1.11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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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CASE 1 의 경제성 평가 결과.

표 1.12 CASE 2의 경제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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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경제성 평가 결과 - 각 공정별 cost(Case 1).

그림 1.11 경제성 평가 결과 - 각 공정별 cost (Case 2).

2. 환경 친화성 평가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그림 1.12와 1.13에, 사용후핵연료 

발생 누적량을 그림 1.14와 그림 1.15에 나타내었다. 직접처분시나리오와  비

교하여 재처리 시나리오와 DUPIC시나리오 모두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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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처리시나리오의 경우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반면, DUPIC 시나리오의 경우 경수로와 중수로 

모두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UPIC 핵연

료와 기존의 중수로핵연료 사이의 연소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총 발생량을 그림 1.16과 그림 1.17에 표기하여 

비교하 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표 1.13과 표 

1.14, 그리고 그림 1.18과 그림 1.19에 나타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재처리 

시나리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감소효과는 가장 크

지만 재처리공정에서 중준위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여 그 양이 크

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저준위 폐기물의 증가로 모든 공정에

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총 처리비용이 DUPIC과 비교하여 증

가하게 된다. 

그림 1.12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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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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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S/F 연도별 발생누적량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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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S/F 연도별 발생누적량 (CASE 2).



- 37 -

그림 1.16 방사성폐기물 총 발생량 (CASE 1).

그림 1.17 방사성폐기물 총 발생량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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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방사성 폐기물 총 처리비용 (CASE 1).

LLW ILW HLW
SF

(PWR)

SF 

(CANDU)

합계

($/GWe-Yr)

Direct Disposal 987,824 138,907 0 
15,732,55

2
723,573 17,582,856 

Reprocessing 2,080,725 622,078 9,441,667 4,656,750 723,573 17,524,783 

DUPIC 1,021,147 133,015 432,357
14,708,03

3
603,394 16,897,946 

표 1.14 방사성 폐기물 총 처리비용 (CASE 2).

LLW ILW HLW
SF

(PWR)

SF 

(CANDU)

합계

($/GWe-Yr)

Direct Disposal 998,803 164,369 0 
14,394,40

3 
1,863,086 17,410,661 

Reprocessing 1,974,846 612,426 8,730,194 4,153,214 1,863,086 17,333,765 

DUPIC 1,168,249 137,075 2,325,296 8,884,345 1,216,743 13,731,709 

그림 1.18 CASE 1 방사성폐기물 총처리비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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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CASE 2 방사성폐기물 총처리비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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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요약

    국내 중장기적 원자로 이용 여건에 따른 핵연주기평가 모델을 한

불 연구협력을 통해 개발 및 검증하 으며, 현 시점에서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현재 ∼ 2030년) 정책 대안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핵연료주기 경제성은 직접처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MOX순환핵연

료주기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성 차이는 핵연료주기 평가 인자의 미래 

불확실성 수준 안에 있음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 핵연료주기 정책 대

안도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

  2) 핵연료주기의 환경 친화성은 MOX순환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하

고 직접처분이 가장 낮았다. 

  3)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는 중수로원전이 최소한 8기 이상 되어야 

추진가능하나 2015년까지 총 4기 밖에 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중수로의 적

극 도입이 없는 한 추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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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형 핵연료주기 환경 친화성 평가(2030∼2100)

제 1 절 미래형 핵연료주기 평가 기본 방향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행핵연료주기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

과 관련하여 안면도 및 굴업도 등지에서 발생한 주민의 반발에서 알 수 있

듯이 향후 원자력발전의 성패는 발전에 따라 생성될 수밖에 없는 방사성물

질의 처리와 처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High Level radioactive Waste; HLW)인 사

용후 핵연료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증대로 그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

는 반면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리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조 하게 배치하여 저장한다고 해도  2015년이면 발전소내 저장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 관리문제

는 조만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현황을 조사, 요약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결하는 방법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유망한 것은 지층처분을 통해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다. 최근에 미국의 유카마운틴 최종처분장의 건설이 결정되고 핀란드도 처분

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처분장 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장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

술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제

약으로 인해 건설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용후 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향의 대부분은 사용후 핵연료에 존

재하는 플루토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장수명 방사성 핵종에 기인한다. 

장수명 방사성 핵종이란 반감기가 매우 긴(수만년에서 수백만년까지) 물질로 

원자로내에서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 생성되는 Np, Am, Cm과 같은 Minor 

Actinide와 일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FP)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반감기가 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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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물질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생태계와 격리되어 관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수명 핵종을 중성자조사 등의 방법으로 단반감기 핵

종이나 비방사성 핵종으로 변환하는 연구(소멸처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멸처리방법을 사용하면 지층처분을 위한 공간도 적게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격리기간은 현저히 짧아져 지층처분은 기술적으로 보다 용이

하고 완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소멸처리방안으로는 고에너지로 가

속된 양자 또는 전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안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

로 보다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를 생산하여 핵종을 변환시키는 장

치로서는 크게 고속로, 그리고 가속기를 이용한 미임계로를 들 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고속로와 미임계로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환경친화성 개선효과에 대해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이를 

경수로만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기준안으로 설정하 다. 그런 다음 경수로, 

고속로, 미임계로로 구성된 새로운 핵연료주기 대안을 설정하여 대안별 차이

를 분석하 다. 한가지 노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핵연료주기 구성이 가능하지

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경수로의 경우 직접처분 핵연료주기만을 고려하 고 

고속로와 미임계로의 경우 건식처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다중재순환

(multiple recycling)하는 방법을 고려하 다. 

분석을 위해 열중성자주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 던 

NUFCAP코드[2]를 고속로와 미임계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이를 

통해 고속로나 소멸로의 도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 등 고준위폐기물 

감소 효과, 우라늄 자원 절약 및 처분비용 감소 효과 등을 계산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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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과정

1. 분석 대상 핵연료주기

  가.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직접처분 핵연료주기는 경수로 및 중수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 하 다가 구 처분시키는 단순한 비순환 핵연료주기로

서, 세부공정 흐름은 그림 2.1과 같다. 직접처분 핵연료주기의 경우 중간저장 

방식의 선택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른 저장 용량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

되는 장수명 핵종에 의한 방사능적 향 및 플루토늄 독성 핵종에 대한 

구 처분기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1 직접처분 핵연료주기.

천연우라늄 변환 농축 성형가공

최종처분 중앙 저장 소내 저장 경수로

천연우라늄 변환 성형가공

최종처분 중앙 저장 소내 저장 중수로

  나. 미래형 핵연료주기

 미래형 핵연료주기에서는 현재 원자력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

수로를 고속로로 대체하거나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초우라늄원소

(Trans Urnanic Elements; 이하 TRU)를 고속로나 미임계로를 통해 재활용

하는 형식의 핵연료주기이다. 이는 현재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Generation IV, 즉 제 4세대 원자력 시스템 연구 개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

는 연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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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대상 핵종으로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TRU 핵종들(특히 Pu, 

Np, Am, Cm)과 초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 Tc-99(반감기 : 2.13x105년), 

I-129(1.57x107년)가 이에 해당한다. TRU 핵종들은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에서 

핵분열로 소멸되며, Tc, I는 열중성자 스펙트럼에서 중성자 포획 및 붕괴를 

통해 단반감기 또는 안정된 핵종으로 변환 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 반응

식과 같다.  

237Np────→
fission

FPs

(2.1×10
5
yr)   (a few hundred years)

99
Tc + n─→

100
Tc────→

β
16sec

100
Ru+n─→

101
Ru+n─→

102
Ru

(2.1×105yr)      (16 sec)          ( stable)          ( stable)          ( stable)

129 I + n─→ 130 I────→
β

16sec
130Xe+n─→ 131Xe+n─→ 132Xe

(1.6×10
7
yr)     (12.4hr)         ( stable)         ( stable)         (stable)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독성 핵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방

사성독성이 감소하게된다. 

(1) 고속로 연계 미래형 핵연료주기

  고속로(Fast Reactor; FR)는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으로 운전하여 플루

토늄을 소모하는 동시에 U-238로부터 중성자 포획 및 붕괴로 인해 다시 플

루토늄을 재생산해내는 원자로형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고속로가 존재하고, 전환률(Conversion Ratio; CR)에 따라 매 주기마다 외부

연료를 도입하기도 하고, 자체 생산된 플루토늄을 재활용하여 외부 연료를 

반입하지 않고 초기 장전으로 수명 끝까지 운전하기도 하며, 사용량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고속중성자를 이용한다는 측면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플루토늄 생산으로 인해 우라늄 자원 활용률을 극

대화하여 전체적인 우라늄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현

재 우라늄-235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최고 60배까지 자원을 늘리는 효과



- 45 -

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초우라

늄 핵종들을 연소시켜 장반감기 핵종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플루토늄은 물론, 마이너 악티나이드(Minor Actinide; MA)도 고속중성자 스

펙트럼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핵분열 생성물로 변환된다. 즉, 수십만년에서 

수십억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긴 반감기를 가진 핵종들을 수백년 반감기의 

핵종들로 변환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는 고속로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환율이 1인 Break-even 방식의 고속로로 이는 PWR

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핵연료주기를 이룬다. 초기노심에 한번 핵연료를 장

전하면 매 주기마다 사용량에 해당하는 핵연료를 재생산하므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추가적인 연료공급이 필요 없는 노형이다. 여기 들어가는 초기노

심의 핵연료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가능하며, 플루토늄을 사용할 경우 기

존 PW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 Break-even 방

식의 고속로는 우라늄 이용효율의 증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초우라늄 원소를 태우는 TRU burner로서의 고속로이다. 이는 

PWR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중 TRU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 소멸 효과가 크다. 고속로를 연계한 핵연료주기를 그림 2.2와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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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reakeven 방식의 FR 핵연료주기.

천연 우라늄

성형가공

고속로
C.R.=1.0

건식
처리

고준위폐기물
(TRU, HM)

Blanket
가공

TRU

U

U

1년간 저장

2년간 냉각

U

Losses:
U
Pu
MA

1년간 저장

2년간 냉각

그림 2.3 FR(TRU burner) 연계 핵연료주기.

천연 우라늄

농축

경수로연료
성형가공

경수로
건식
처리

감손 우라늄

고속로 연료
성형가공

고속로

고준위폐기물
(TRU, HM)

건식
처리

2년간 저장

조사된 
농축우라늄

1년간 저장

2년간 
냉각

U
Pu
MA

Pu
MA

Losses:
U
Pu
MA

Losses:
U
Pu
MA

4년간 냉각

(2) 미 임계로 연계 미래형 핵연료주기

  미임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심은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면

서 가속기로 구동되는 원자로(ADS : Accelerator Driven System)인데 주로 

플루토늄이나 MA의 소멸처리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소멸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속기에서 가속된 입자로 중금속 물질을 

충돌시켜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이 중성자로 인해 MA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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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을 발생시키고 핵분열 생성물로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또한 ADS는 적

절한 감속을 통해 열중성자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어 Tc-99, I-129와 같은 

초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의 소멸도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임계로는 TRU burner로서의 미임계로

와 MA burner로서의 미임계로가 있다. TRU bunrer로서의 미임계로는 고속

로와 마찬가지로 TRU를 소멸시키며 PWR과 연계 이용시 이는 PWR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중 TRU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 소멸 

효과가 크다. 그림 2.4는 경수로와 미임계로가 연계된 핵연료주기이다. 

MA burner로서의 미임계로는 Pu을 제외한 MA만을 소멸처리하기 때

문에 처리효율이 더 뛰어나다. 그러나 MA Burner의 경우 Pu을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Pu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TRU burner의 추

가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경수로, TRU burner로서의 고속로, MA burner로

서의 미임계로를 모두 연계하여 운전하는 핵연료주기를 도식화하면 그림 2.5

와 같다.

그림 2.4 ADS(TRU burner) 연계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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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가정 및 입력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이 시작된 



- 48 -

1978년부터 2100년까지 건설되는 원자로를 대상으로 핵물질 흐름을 

분석하 으며 발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여 물량흐름은 2160년까지 하 다. 

고속로와 미임계로는 2030년부터 건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2.5 FR(TRU burner), ADS(MA burner) 연계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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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건설은 2015년까지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 8월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안을 사용하 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 자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2050년까

지의 전력소요와 원자력 발전 소요량을 계산하여 이를 노형전략의 근거로 

삼았고, 2050년 이후에는 전력소요 및 원자력 발전 소요량이 포화에 달하여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2050년부터2100년까지는 기존에 건

설된 원자로가 수명이 다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원자로의 건설만이 이루

어진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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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기간도 매우 장기간이기 때문에 미래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

되어 있다. 이러한 입력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핵연료주기에서

의 핵물질 흐름이라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OECD/NEA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 다[3]. 동 연구는 주요국의 고속로와 미임계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미임계로와 고속로에 대한 비교연구인데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주요 입력자료는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 입력자료.

인수 경수로 중수로

단위 용량 (MWe)
KSNP : 1,000

APR1400 : 1,400
700

이용률
∼2000 : 실적자료

2001∼ : 80%

∼2000 : 실적자료

2001∼ : 85%

설비수명
KSNP : 40년

APR1400 : 60년
40년

인출연소도

(MWd/TU)

 33,000 (1978∼1984)

 40,000 (1985∼1996)

 43,000 (1997∼2000)
45,000 (2001∼2010)

55,000 (2010∼    )

7,500

농축도

3.3%(1978 ~ 1984)

3.8%(1985 ~ 1996)

4%(1997 ~)

5%(MOX Pu연료일때)

0.71%

3. 연도별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 전망

   핵물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 동안의 원자력발전량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와 일인당 소비전력량에 바탕을 두고 

원자력발전량을 추정하 다[4].  추계 과정을 간단히 보면 그림 4.6과 같고,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50 -

- 일인당 발전량(일인당 전력소비량)은 ‘S’형태의 곡선을 그리며 장기

적으로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총 전력의 40%로 유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발전량은 2050년에 10,000 KWh로 수렴하는 것

으로 가정하 다. 이 때 일인당 발전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계산의 편의성

을 위한 것으로 쉽게 송배전손실과 소내 소비율을 적용하면 일인당 전력소

비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림 2.6 원자력 설비용량 추정 과정.

인구자료
(1965-2050)

일인당 발전량
(1965-2015)

발전량 자료
(1965-2015)

logistic 곡선을 이용한 일인당 발전량 외삽
(2016-2050)

총발전량 계산
(2016-2050)

원자력발전량 계산
(2016-2050)

원자력 설비용량 계산
(2016-2050)

원자력 점유율
(40%)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80%)

2050년까지의 인구 예측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자료를 사

용하 으며 2015년까지의 발전량 및 노형전략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사용하 다. 

추정을 위해 사용한 로지스틱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추정의 편의를 위

해 함수를 선형으로 변형하고 2015년까지의 자료에 대해 최소제곱법 추정을 

하 다.(그림 2.7) 이를 통해 계수 a, b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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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일인당 발전량을 계산하면 그림 2.8과 같다.

Et =
E∞

1+e
-( aE+ bET)

T : 실제년도-기준년도  즉,T= t-1995 
Et : t년의 일인당 발전량
E∞ : 일인당 발전량 수렴치
aE, bE : 추정계수

aE+bET= ln [
Et

E∞-Et ]

그림 2.7 2015년까지의 일인당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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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50년까지의 일인당 발전량 추계.

이렇게 얻어진 일인당 발전량에 인구를 곱하면 총발전량을 얻을 수 있

다.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을 40%로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량을 구한 다음 이

용률을 고려하면 원자력 설비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자력 설비용량의 전

망을 표 2.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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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원자력 설비용량 전망.

(단위: MWe)

연도 하한안 기준안 상한안 연도 하한안 기준안 상한안

2016 24177 25507 26743 2034 25360 27954 30482 

2017 24417 25882 27242 2035 25277 27886 30434 

2018 24627 26218 27696 2036 25183 27803 30366 

2019 24810 26519 28109 2037 25076 27704 30279 

2020 24969 26787 28483 2038 24958 27590 30174 

2021 25107 27025 28821 2039 24830 27463 30052 

2022 25224 27235 29124 2040 24691 27323 29914 

2023 25323 27419 29395 2041 24541 27169 29759 

2024 25405 27578 29633 2042 24380 27001 29588 

2025 25470 27712 29841 2043 24209 26821 29401 

2026 25518 27822 30019 2044 24028 26628 29200 

2027 25550 27910 30167 2045 23837 26424 28985 

2028 25566 27977 30289 2046 23637 26208 28757 

2029 25568 28022 30383 2047 23428 25983 28516 

2030 25555 28047 30452 2048 23212 25748 28265 

2031 25528 28053 30496 2049 22988 25505 28004 

2032 25486 28038 30514 2050 22759 25254 27734 

2033 25429 28005 30510 2051∼ 22759 25254 27734 

4. 분석 대상 시나리오 설정

   앞에서 설명한 핵연료주기에 바탕을 두고 추정된 원자력 발전량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원자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6개의 case를 표 2.3과 같이 

설정하 다.

CASE 1은 열중성자로만을 이용한 비순환 주기를 가정하여 나머지 경

우를 위한 기준안으로 삼았다. CASE 2-1과 CASE 2-2는 고속로가 도입되

는 시나리오로, CASE 2-1은 열중성자로로 운 하는 과정에 Breakeven형 고

속로가 병행되는 경우이고, CASE 2-2는 고속로가 TRU burner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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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열중성자로와 연계되는 경우이다. CASE 2-3은 ADS가 도입되는 경우

를 가정해보았다. 이때 ADS는 TRU burner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도입

되는 경우로 CASE 2-4는 Breakeven형 고속로와 TRU burner인 ADS, 마지

막으로 CASE 2-5는 TRU burner인 고속로와 MA burner인 ADS 두 가지 

모두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 다.

표 2.3 미래형 핵연료주기 평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열중성자로 고속로 미임계로

CASE 1 ○ × ×

CASE 2-1 ○ FR(Breakeven) ×

CASE 2-2 ○ TRU burner ×

CASE 2-3 ○ × TRU burner

CASE 2-4 ○ FR(Breakeven) TRU burner

CASE 2-5 ○ TRU burner MA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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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래형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가 결과

1. 장반감기 핵종 발생량 감소

   미래형 핵연료주기의 도입에 따라 TRU 핵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평가하 다. TRU핵종도 크게 나누어 Pu와 MA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TRU bruner를 가동하면 TRU핵종이 많이 감소하나 사용후 핵연료 

재고중에 초기노심에 필요한 플루토늄이 부족하다면 100%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보통 소모하는 MA보다는 Pu가 훨씬 많으므로 TRU 

bruner를 가동할 경우 Pu 연소 효과는 좋으나 MA는 다소 남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노형이 MA burner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연소효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계산 결과도 이 예측과 일치한다.(그림 

2.9 ~ 2.12)

그림 2.9 TRU 발생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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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MA 발생량(kg).

그림 2.11 Pu 발생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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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ton).

Breakeven형 고속로의 도입은 축적된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효

과는 적으나 한번 장전한 초기노심의 연료만으로도 오랜 기간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PWR을 고속로로 대체할 경우 재장전을 위한 우라늄 

소요량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전력 생산시 우라

늄 자원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즉 우라늄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형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우라늄 자원 절약 관점에서의 

여타 burner 노형들은 실질적으로 경수로를 대체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못

하고 플루토늄 누적량의 한계로 많은 기수가 건설되지 못하는 관계로 우라

늄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그림 2.13).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Breakeven

형 고속로 사용 옵션을 제외하고는 사용후 핵연료중 우라늄 발생량이 상당

히 큰 부분을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총 발생량에 큰 향을 

주게 된다. 우라늄은 핵종 소멸과는 별도로 재처리 기술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우라늄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고려하여 우라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에 있어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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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림 2.13 우라늄 소요량(ton).

2. 방사능 독성 감소

   핵종의 발생량이 감소함으로 인해 이로 인한 독성 감소 또한 기대된다. 

그림 2.14와 2.15는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기간 직후의 독성과 시간에 따른 

독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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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평가기간 직후 독성(방사능).

그림 2.15 시간에 따른 독성(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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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 요약

     국내에 적용 가능한 후행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모델을 개발

하여, 국내에 2030년부터 고속로와 소멸로로 열중성자로를 대체하는 시나리

오를 세워 우라늄 보존성, 고준위폐기물의 감용성, 독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와 TRU폐기물의 감축에는 Breakeven형 

고속로와 TRU-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 TRU 폐기물의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 을 경우는 TRU-Burner형 

고속로와 MA-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이다.

-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100년까지 우

라늄 소요량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표 2.4 시나리오별 평가 결과 종합.

CASE I
CASE 

II-1

CASE 

II-2

CASE 

II-3

CASE 

II-4

CASE 

II-5

Number 

of 

reactors

PWR 62 35 56 60 35 56

FR 0 33 7 0 32 7

ADS 0 0 0 8 3 2

POWER

(GWyr)

PWR
∼2030 763

2031∼  2,647 852   2,244 2,324 673 2,084

FR -  1,787     383 - 1,728 356

ADS - - -    178 57 35

Total Power

(CANDU 포함)
3,500 3,490 3,479 3,354 3,309 3,327

U자원

보존성

U-소요량(ton) 749,328 364,758 653,211 681,740 328,110 630,065

U 비용(백만$)  37,466 18,238 32,661 34,087 16,406 31,503

환경

친화성

SF(MTU) 67,905 32,154 14 15 5 14

FP 3,684 38,873 17,803 16,253 42,753 17,619

HLW(THM) 0 36.26 2.44 0.62 35.26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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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현재부터 2030 년까지 중기적 대안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직접처

분, MOX 순환 핵연료주기,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의 3 종류의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과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 다. 현 시점에서 각 단위 주기별(정련, 전환, 농

축, 가공, 수송, 재활용, 처분 등)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우라늄 자원 보호성,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독성 및 처분성 등) 평가하 다. 그리고,  2030년 이

후 예상되는 열중성자로 이용 대안인 미래형원자로(고속로와 소멸로)의 핵연

료주기(고속로형 핵연료주기, 소멸로형 핵연료주기)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 으며, 현 시점에서 각 단위 주

기별 환경친화성(우라늄 자원 보호성,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독성 및 처분

성, 우라늄 및 고준위폐기물 감축의 원자력발전 원가개선 효과 등)을 평가하

다. 

  상기 평가 모델, Database 및 평가결과를 한 불 연구협력을 통해 검증하

고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이상의 연구내

용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표는 완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한 불 연구 협력 기술 파급 효과

1. 한 불 공동 세미나 개최

  가. 제1차 핵연료주기 평가기술 한 불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00. 11. 3, KAERI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

  (한국 전문가) 박현수, 최 명, 오원진, 이건재 외 20명

  (해외 전문가) M. Dunn, Corbier 외 4명

- 세미나결과:  Proceeding 발간

  나. 제2차 핵연료주기 평가기술 한 불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01. 6. 12, KAERI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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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참석자

  (한국 전문가) 박현수,김병구,송명재,오원진,이건재 외 20명

  (해외 전문가) Dalcorso, Hagger 외 2명

- 세미나결과:  Proceeding 발간

  다. 제3차 핵연료주기 평가기술 한 불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02. 4. 30, KAERI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

  (한국 전문가) 박현수, 송종순, 박헌휘, 송명재, 이건재, 오원진, 임채  

외 20명

  (해외 전문가) Mike Dunn, Dalcorso, Hagger, Corbier, Bonnet, F. 

Avezou, Thomas Hwang 외 2명

- 세미나결과:  Proceeding 발간

2. 중간 수행 결과 정부 보고

  가. 제1차 정부 중간보고

- 일시 및 장소: ‘01. 4. 9, 과기부 원자력국장실

- 주요 참석자

  (과기부) 조청원, 임시우

  (KAERI) 박현수, 오원진, 임채

- 협의내용 : 국내 실현 가능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방식 중심으로 

추진

  나. 제2차 정부 중간보고

- 일시 및 징소: ‘01. 8. 22, 과기부 원자력국장실

- 주요 참석자

  (과기부) 조청원, 윤동렬, 임시우

  (KAERI) 오원진, 임채

- 협의내용 : GEN-4와 연계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2단

계 연구에 추가하여 국내 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 관련 연

구과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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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불 공동연구 

  가. 시나리오 및 평가모델 서면 검토

- 검토 기간 : ‘01. 1 - ’01. 5

- 검토의견 제출 : ‘01. 6

  나. 핵연료주기환경친화성평가 KAERI/BNFL/COGEMA 연차 진도 

검토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01. 8. 31,  프랑스 파리

- 주요 참석자

  (KAERI) 오원진, 임채

  (BNFL) Mike Dunn, Hagger

  (COGEMA) Laurent Corbier,  Pierre Brault,  Jerome Bonnet, 

Dalcorso

- 회의결과 : 시나리오/모델 확정, 2차년도연구계획 확정

  다. 핵연료주기환경친화성 평가 KAERI/CEA 연구협력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01. 9. 3,  프랑스 파리

- 주요 참석자

  (KAERI) 박현수, 오원진, 임채

  (CEA) -Jacques Bouchard, Director, Nuclear Energy Direction, 

CEA

        - Patice Bernard, Director, Nuclear Development and 

Innovation Division, Nuclear Energy Direction, CEA

        - Marc Ponchet, Manager, Far and South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 Division

- 회의결과 :  KAERI/CEA 미래 핵연료주기 정책연구협력 합의

              접촉창구: 오원진(KAERI), Frank Carre(CEA)

  라. 핵연료주기환경친화성 평가 KAERI/BNFL/COGEMA 최종 진도

점검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02. 10. 4,  국 런던

- 주요 참석자

  (KAERI) 오원진, 임채 , 원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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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FL) Mike Dunn, Hagger, Thomas Hwang, 

  (COGEMA) Laurent Corbier,  Jerome Bonnet

- 회의결과 : KAERI/BNFL/COGEMA Database 및 최종보고서 수정

보완/일정 합의 (합의록 작성)

  마. 합의서 

NUCLEAR FUEL CYCLE IN KOREA : BACK END OPTIONS STUDY 
UPDATE

JOINT KAERI / COGEMA / BNFL PROJECT
NOTES OF 'KICK-OFF' MEETING NOVEMBER 3, 2000

TAEJON, REPUBLIC OF KOREA

Present:  Dr Hyun-Soo PARKKaeri
    Dr Won-Zin OH Kaeri

                Mr Jean-Pierre DALCORSOCogema
                Mr Laurent CORBIERCogema
                Mr Mike DUNNBNFL
                Mr Richard HAGGERBNFL

Principal Points Arising from the Meeting:

■ The official Government policy for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is still 'wait and see'. It is still the Government 
plan to have a central spent fuel interim storage facility 
available by 2016. However, the evolving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relative to the atmosphere at the 
time of the initial study in 1994-5 - may influence the path 
and outcome of the present review.

■ The update will not include more qualitative factors, such 
as social impact. It will be confined to assessment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implies that 
political, strategic, proliferation and even macr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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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re excluded from any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heir prior experience, and where appropriate, Cogema and 
BNFL may offer observations on these other issues.

■ Based on a limited number of well defined, unambiguous 
scenarios, the study will endeavour to:
■ be 'open-minded' and strike a balance between all 

currently available Back-end options, 
■ be realistic

■ Financing may be a significant issue affecting the future 
of nuclear in Korea once the moves towards privatisation 
begin

■ A small number of relevant scenarios will be proposed 
and when agreed, will be worked on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n a mutually acceptable work scope split 
and schedule.

■ The basic assumptions implicit in establishing the 
objectives, scope and process of this study update will also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co-operation, it is imperative 
that information on relevant work completed by Kaeri since 
the initial study and work currently in progress be shared 
with Cogema and BNFL.

Actions:
■ KAERI to prepare and submit to Cogema and BNFL by 

December 31, 2000:
■ Set of possible scenarios
■ Possible split of work scope between Kaeri and BNFL/Cogema
■ Schedule for completing the project, which will includ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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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targets/milestones, meetings, submittal dates for key 
documentation and analyses, etc

■ Assumptions made in establishing the proposed scenarios, and their 
relevance (applicability) to each scenario.

■ COGEMA AND BNFL to comment on the Kaeri submission within two 
months of its receipt, nominally by February 28, 2001.

■ Once scenarios accepted and validated by all parties (after end February 
2001), analysis of the detail for each scenario may then commence.

■ A progress meeting will be arranged for May or June 2001 - after the 
proposed nuclear bilateral meetings between Korea - France and Korea - 
UK.

■ One month before this meeting, KAERIwill provide to Cogema and 
BNFL information relating to work done by Kaeri (studies, analyses, 
reports, etc) to enable review of project status in advance of the meeting.

NUCLEAR FUEL CYCLE IN KOREA : BACK END OPTIONS STUDY 
UPDATE

JOINT KAERI / COGEMA / BNFL PROJECT
NOTES OF MEETING, AUGUST 31, 2001

PARIS, FRANCE

Present:  Dr. Oh, Won-Zin,              Project Manager - KAERI
    Dr. Lim, Chae-Young, Senior researcher, 

                                Economic 
Analysis Dept. - KAERI

   Mr Jean-Pierre DalcorsoCogema



- 67 -

   Mr Laurent Corbier
   Mr Pierre Brault
   Mr Jerome Bonnet

               Mr Mike Dunn  BNFL
               Mr Richard Hagger

Principal Points Arising from the Meeting:
■ Via the Kaeri representatives, Dr C W Cho, Director-General 

(MOST) conveyed his appreciation of the continued progress and 
efforts of the parties to advance the study.

■ The Kaeri delegation informed the meeting that MOST approval 
of funding for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update (i.e. from 
November 2001 until its conclusion in October 2002) was expected 
soon.    

■ Kaeri has accepted all the Cogema/BNFL comments on the 
February 2001 Kaeri submission describing modelling.

■ In particular, Kaeri accepts the joint recommendation not to study 
the 'on-shore' reprocessing option in detail. 

■ The existence of 4 additional Candu reactors was assumed by 
Kaeri in order to render the DUPIC option more realistic. The 
recent government decision to order no further Candu's represents 
at best a significant perturbation of the study basis in this regard.

■ Direct disposal for PWR fuel is not viewed as realistic for Korea 
given the current international climate.The topic is extremely 
sensitive in Korea at the political level. The recent USA energy 
initiative has not yet led to any changes in this respect.

■ Dr Oh reconfirmed the projected dates for commission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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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repository; LLW in 2008 and spent fuel from 2015. 

■ By way of clarific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for multiple recycle, it 
would not be valid to assume the existence - at the end date covered by 
the study - of further reactors able to burn any remaining Pu. The 
number of reactors is specified in the study and has to remain the same 
for all scenarios.

■ The Director General of MOST wishes to propose additional scenarios: 
dry reprocessing, transmutation and 'new' types of reactors. Although 
possibly of interest, BNFL and Cogema pointed out that cost information 
did not exist on these scenarios. At best qualitative information could be 
supplied, bu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analyse these options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s.

■ Life extension of units is not considered in the study. An operating 
lifetime of 30 years for Kori 1/2 is assumed, and 40 years for other 
units. 2030 is the last date to commence new reactor build. Up to 2015 
construction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shed government plan. 
Build from 2015 to 2030 is based on Kaeri estimates. Last reactor 
operation is 2070.

■ The model us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ransport must 
be Korea specific.

■ In part V 'Input Model Parameters':
■ 'Uranium Ore' and possibly even 'Social Cost'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 Forthe 'levelised cost' calculation, the formula appears complex and will 

possibly yield a generic result rather than one which is Korea specific. It 
is for Kaeri to determine the type of conclusion required from the overall 
study?

■ Concerning the model presentation by Dr Lim, it would be helpfu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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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objectives were Kaeri to send to BNFL and 
Cogema the model (even a 'sanitised' version).

KAERI Actions:

■ How is the historical backlog of fuel to be accommodated in the study?
■ How are spent fuel and HLW to be viewed - from the utility 

perspective, or nationally? Costs will rise if the repository has to handle 
wastes of different geometries

■ How much of the annual fuel arisings will be reprocessed - 100% is 
equivalent to around 1200 tU/year? Is there consequently a need to 
consider hybrid scenarios, where only a portion is reprocessed with the 
balance following another route?

■ Will there be a need to reprocess Candu fuel - for 'environmental' 
reasons?

■ With regard to 'IV Scopes' in the Kaeri presentation, a number of points 
need to be addressed:

■ #5 Input Model - Add new item # 5.1.2.7 Enrichment and Conversion
■ After # 7.2 Progress Review Meeting will be held in Korea in April 

2002 (coincident with KAIF). A further review meeting will be held in 
the UK in July 2002. The final review will not require a formal meeting 
of the parties and will take place in September 2002.

BNFL/COGEMA Actions

■ BNFL to review formulae provided in the 1994 Fuel Cycle study to 
verify their continued validity (BNFL)

■ For environmental friendliness, it may be difficult to convert the 
referenced criteria into monetary values. Further, the waste generation 
figures should not be Korea specific but world wide so as to give an 
overall picture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Kaeri requested BNFL and 
Cogema to provide input/advice on the environmental criteria t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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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s

■ "Progress Review Meeting for KAERI/BNFL/COGEMA Joint 
Co-oper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fuel Cycle Option in 
Korea"held in Daejon, Korea on November 6, 2001. [Update of the 
document circulated at the August 31, 2001 Progress Review Meeting in 
Paris]

Meeting Notes finalised following an informal review meeting in Daejon on 
November 6, 2001.

Notes accepted this day, 28 November 2001. 

NOTE FOR THE RECORD
The 4th Progress Review Meeting of the 
KAERI-COGEMA-BNFL Joint Study on

KOREAS BACK-END NUCLEAR FUEL CYCLE OPTIONS
4th October 2002, London, England

Present
KAERI

Dr Oh, Won-Zin, Project Manager, KAERI
Dr Lim, Chae-Young, Senior Researcher, Economic Analysis Dept. 

      Dr Won, Hui-Jun, Principal Researcher, KAERI     
COGEMA

Mr Laurent Corbier, Marketing Director
Mr Jerome Bonnet, Marketing Analyst

BNFL
Mr Mike Dunn, Strategic Studie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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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Richard Hagger,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sia)
Mr Thomas Huang,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Asia)
Mr Jun Kim, Technical Manger, BNFL Korea Office

Purpose of the Meeting

• To review project progress since the last meeting on 15 April 2002 in Taej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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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성과

가. 총괄표

              (단위 : 건수)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논 문  게 재
논 문  발 표 2 6 7 

나. 연구성과별 세부내용

1) 논문게재 및 발표

구분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년도/

호

주관기관

(단체)

주연구

(발표)자

국내 발표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Economic and Environment 

Friendliness Analysis of Back-end 

Nuclear Fuel Cycles

2001 

대한방사선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01/

10.22

대한

방사선

방어학회

장수

국내 발표
A Study on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GEN IV Nuclear Reactors on 

Environmental Friendliness in Korea

2002

한국원자력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02/

10.25

한국

원자력

학회

김용한

국외 발표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 

of Korean Nuclear Program

제1차 핵연료주기평가 

한 불 공동 세미나

‘00/

11.3
KAERI/BNFL

/COGEMA
임채

국외 발표
Modelling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Korean Nuclear Cycle 

Options 

제2차 핵연료주기평가 

한 불 공동 세미나

'01/

6.12
KAERI/BNFL

/COGEMA
오원진

국외 발표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DUPIC 

Option(1)

제2차 핵연료주기평가 

한 불 공동 세미나

'01/

6.12
KAERI/BNFL

/COGEMA
고원일

국외 발표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Economic and Environment 

Friendliness Analysis of Back-end 

Nuclear Fuel Cycles

2nd KAERI/JNC 

Workshop on R&D of the 

Geological Disposal

‘01/

10.31
KAERI/JAERI 송종순

국외 발표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DUPIC Fuel Cycle Option from

 the View Point of Waste

 Management

KAERI/CEA공동 세미나
'01/

10.18
KAERI/CEA 오원진

국외 발표

Analysis of the nuclear fuel cycle 

economics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the thermal reactor utilization in 

Korea

제4차 핵연료주기평가 

한 불 공동 세미나

'02/

4.30
KAERI/BNFL

/COGEMA
오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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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국내의 중장기적 원자로 이용 여건에 따른 핵연주기 평가 모델을 한 불 

연구협력을 통해 개발 및 검증하 고 현 시점에서 핵연료주기 정책 대안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의 중기적 대안(현재 ∼ 2030년)으로    

경제성 면에서 직접처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MOX 순환핵연료주기가 가장 

낮았으나 경제성 차이는 핵연료주기 평가 인자의 미래 불확실성 수준 안에 

있음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 핵연료주기 정책 대안도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핵연료주기의 환경 친화성 면에서 MOX 순환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하 고 직접처분이 가장 낮았다. 한편,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는 중수

로 원전이 최소한 8기 이상 되어야 추진가능하나 2015년까지 총 4기 밖에 

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중수로의 적극 도입이 없는 한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평가의 장기적 대안(2031 ∼ 2100년)으

로 2030년 이후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는 Breakeven형 고속로 도입으로

만 가능하며, TRU -Burner형 고속로나 소멸로는 부분적인 대체 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중성자로의 완전한 대체와 TRU폐기물의 감축에는 

Breakeven형 고속로와 TRU-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

으로 나타났다. 한편, TRU 폐기물의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 을 경우는 

TRU-Burner 형고속로와 MA- Burner형 소멸로의 병행도입이 가장 효과 적

으로 나타났다.  미래형원자로 도입에 의한 우라늄 및 고준위처분비용 감축 

효과는 TRU-Burner형 도입이 가장 크며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은 국내 고

준위폐기물의 량과 독성과 처분비용의 괄목할 만한 감축(1/100이하)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원자로의 도입으로 2100년까지 우라늄 

소요량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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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UFCAP(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 was developed to analyse the 

policy options for the future Korean nuclear fuel cycle strategy. 

The main purpose of this Guide is to explain how to use the NUFCAP. For that 

purpose, the things needed to understand and use the model such as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model, definition of the variables, embedded equations in spreadsheet cells, and 

so on are explained in this Guide.

Users are assumed to be familiar with Microsoft Excel spreadsheet program by which 

the NUFCAP was developed. Advanced users who want to modify the equations and 

extend the model should refer to the Excel manual. 

Many equations which were given to explain the logical flow of materials and money in 

this manual were often simplified for convenience. So it may be  required to follow the 

precise equations in the spreadsheet program itself for  deepe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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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ief explanation of the program

2.1 Objective

NUFCAP(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 was developed to analyse the various 

policy options for the future Korean nuclear fuel cycle strategy. 

2.2 Main features

① In the 'plant-level analysis', NUFCAP can analyze the techno-economic aspects of 

the typical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PHWR) 

on the fuel batch level of details.

② In the system-level analysis, NUFCAP can analyze various scenarios on the Korean 

future nuclear fuel cycle on the annual basis. 

2.3 Structure of the model

NUFCAP is consist of 3 Excel spreadsheet files. Each file is consist of the number 

of 2~6 worksheet.

① INPUT.xls

It contains common data that will be used in both 'plant-level' analysis and 

'system-level' analysis. It has 2 worksheet named ‘E' and ’T' respectively. Worksheet 

‘E’ has data related to the economics and the worksheet ‘T’ has the data related to 

technical aspects of the fuel cycle and/or reactor.

② PLANT.xls

It contains a data sheet, a calculation sheet and a result sheet of the PWR and 

PHWR fuel cycle respectively. It consists of 6 worksheets named ‘PWR’, ‘PFC’, 

‘RES-1’, ‘PHWR’, ‘HFC’ and ‘RES-2’. Worksheet ‘PWR’ has data related to PWR fuel 



- 81 -

cycle, worksheet ‘PFC’ has the material and the monetary flow of PWR fuel cycle. The 

Result of ‘PFC’ is summarized in worksheet ‘RES-1’. 

In case of PHWR fuel cycle, it has a same file structure. Worksheet ‘PHWR’ has 

data related to PHWR fuel cycle, worksheet ‘HFC’ has the material and the monetary 

flow of PHWR fuel cycle. The Result of ‘HFC’ is summarized in worksheet ‘RES-2’. 

③ SYSTEM.xls

This is the most important file in the system-level analysis. It consists of 6 

worksheets which include the data set(worksheet ‘B’, ‘M’, ‘T’, ‘E’), calculation 

mechanism(worksheet ‘FLOW’)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worksheet ‘RES-3’). 

Basic input such as fuel cycle scenario is given in the worksheet ‘B’. Worksheet 

‘M’ contains the nuclear 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schedule and calculate its 

resultant numbers such as nuclear power plant capacity,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nuclear power, and internal storage capacity and so on. worksheet ‘T’ has the 

technical data, while worksheet ‘E’ has economic data like unit cost of each nuclear 

fuel cycle step. worksheet ‘FLOW’ calculates the annual monetary flow of given 

scenario as well as nuclear material flow. Final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summarized in the worksheet ‘RES-3’ 

Detailed description of each file and worksheet is given in the nex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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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UT.xls

3.1 Worksheet ‘E’ 

This worksheet has only input cells and has not any calculation equations. 

3.1.1 BASIC DATA

It is basic data needed for the calculation of nuclear fuel cycle such as base year 

of cost, discount rate, local currency unit, and exchange rate.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U.S. dollar or 1,000 Korean Won as a local currency unit. The unit of exchnage 

rate will be changed automatically as the local currency unit is typed in. 

Table 1. Basic data in the worksheet 'E' of INPUT.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YRc base year of 

cost data

base year of price data 

in the fuel cycle step

C5

DR discount rate discounting the cost data 

for change into present 

value

C6

LC local 

currency unit

currency unit for using 

in the whole model

C7 recommendation : set the 

unit that the exchange rate 

is close to 1

(ex: 1,000Won, 100Yen)

XR exchange 

rate

exchange rate for the 

U.S. dollar

C8 assume constant value 

during planing horizon

3.1.2 COST DATA

Input data have 2 different options. ‘Option 1’ is the unit cost(or price) mode in 

which the unit cost(or price) and escalation rate should be given as input data. ‘Option 

2’ is the cost break-down mode in which data needed in the detailed cost calculation 

such as lifetime and capacity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and scale factor should be entered. 

In the plant-level analysis(PLANT.xls), only the option 1(unit cost mode)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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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either options can be used in the system-level analysis(SYSTEM.xls). If the 

facilities are built and operated in Korea, Option 2 is recommended for more precise 

calc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s are imported from abroad, the Option 1 

should be used without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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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st Data in worksheet E of INPUT.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UCi unit cost by 

process

unit cost(or priuce) by 

process in base year

i=process name

D16~

Y16

unit : $/Physical Unit

ERi price 

escalation 

rate

rate of annual price 

escalation by process, 

i=process name

D17~

Y17

annual escalation rate 

compared with base year

LTi economic 

lifetime

economic lifetime of 

facilities

M19~

Y19

applied in Option 2

BCi base 

capacity

capacity used as a basis 

in the capital cost 

calculation

M20~

Y20

link to the scale factor in 

calculation of capital cost 

by size

CCi capital cost total construction 

investment

M21~

Y21

payment in lump sum when 

construction is completed

COi O&M cost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in 

proportion to the 

throughput

M22~

Y22

fixed O&M cost is assumed 

to be 0

SFi scale factor variation rate of unit 

capital cost according to 

the capacity

M23~

Y23

range : 0.0 ~ 1.0 ( in case 

of chemical plant, typical 

number is 0.6)

PRUi premium for 

recycled 

Uranium

additional cost for the 

change in composition 

and radioactivity of 

recycled Uranium

F25~

L25

applied to the conversion, 

enrichment, fuel fabrication 

process of PWR, PHWR

3.2 Worksheet ‘T’

This worksheet also has only input cells for the technical data and has not any 

calculation equations. 

3.2.1 ENRICHMENT DATA

U-235 content in the natural Uranium and enrichment in tail assay are entered in 

this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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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richment Data in worksheet T of INPUT.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

NAT U-235 

Content in 

Nat-U

fraction of U-235 in the 

natural Uranium(%)

C5 typical value : 0.711

TA tail assay fraction of U-235 

content in tail assay (%)

C6 range : 0.2~0.3

3.2.2 LOSS FACTORS

The loss factors in each fuel cycle process by fuel types is put in this segment.

Table 4. Loss Factors in worksheet T of INPUT.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LFij Loss factors Loss factors in process 

i, fuel type j (%)

C9~

F12

3.2.3 LEAD/LAG TIMES

In this segment, the lead and lag time of each process in 3 different fuel types; 

PWR. PHWR, MOX fuel. Lead time means the time needed to do a activity before the 

fuel is loaded in reactor. Lag time means the time needed to do a activity after fuel is 

discharged from reactor.

Table 5. Lead/Lag Times in worksheet T of INPUT.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LEDij lead time period that certain 

activity is done before 

fuel is loaded

C16~

E19

applied only in plant-level 

analysis

assumed implicitly in the 

calculation equations in the 

SYSTEM level analysis. 

LAGij lag time period that certain 

activity is done after the 

fuel is discharged

C21~

E23

applied only in plant-level 

analysis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cenario in the 

SYSTEM 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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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ANT.xls

This file is made for the plant-level analysis.

English translation i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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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YSTEM.xls

This file is to analyze Korean nuclear fuel cycle scenario whi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PWR and PHWR. Its analyzing time horizon is longer than the plant 

life time, because it contains the time needed for management of spent fuel coming 

from reactor operation. In the system-level analysis, the lead/lag time defined in 

INPUT.xls is not applied but the existence of the certain facilities affects the transfer 

time to the next step instead. 

5.1 Worksheet ‘B’ 

General data and decision making data in the analysis are given in this worksheet. 

The discounted unit fuel cycle cost is also given as an output of the analysis to help 

the understanding how the change of input data affects the result with ease. 

5.1.1 GENERAL DATA

Basic data for the analysis such as base year of calculation, plant life time and so 

on. It is also given the switch to determine the calculation options in each fuel cycl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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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General Data in worksheet B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YRs base year of 

calculation

base year of calculation D5

LTi life time plant life time of PWR 

and PHWR

C7~

D7

typical value : 25-45

SWij option for 

cost 

calculation

cost calculation switch in 

each process

C10~

D13

1=unit cost, 2=capital and 

O&M cost breakdown

MSM Max. share 

of MOX 

fuel 

Maximum share of 

MOX fuel in a reactor 

core

C15 generally assumed 1/3

DFPu Decay factor 

of Pu fissile

decrease of Pu fissile in 

the fuel per year

C16 unit : %/year

5.1.2 DECISION MAKING DATA

Three different fuel cycle options is assumed in Korean nuclear system which consists 

of PWR and PHWR. 

First, spent PWR fuels and spent PHWR fuels are disposed after interim storage. In 

this case, interim storage facilities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are assumed to be built.

Second, spent PWR fuels are reused, while spent PHWR fuels are directly disposed. 

For the reuse of PWR spent fuel, reprocessing and MOX fabrication facilities are 

introduced in the future. To manage the surplus amount of PWR spent fuel, PHWR 

spent fuel and MOX fuel,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are also 

constructed. 

Third, spent PWR fuel are reused in the PHWR through the DUPIC 

technology(Direct Use of PWR Spent Fuel In CANDU reactor).  For that purpose, 

DUPIC facilities are introduced in a point of time.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are also constructed in this case.

Two different types of input forms are used for those facilities; One type for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the other type for reprocessing, MOX fabrication and 

DU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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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① features

- facilty life time is not defined

- additional construction happened in the same interval.

- maximum amount of delivery in a year is limited

② input form

Direct Input

(0=N, 1=Y)

Operate

From

Capacity

(tonHM)

Re-construction

Interval(yr)   times more

Max. Delivery

(ton/yr)

Interim Storage 

Facility (PWR)
0 2010 10,000 10 2 2,000

③ result

(2) reprocessing, MOX fabrication and DUPIC facilities

① feature

- plant life time is defined. (in INPUT.xls)

- same capacity of facilities can be built again after the plant life time 

(Re-construction) and additional capacities can be introduced at any point of 

time(Additional Capacity).

② input

Direct Input

(0=N, 1=Y)

Operate

From

Capacity

(tonHM)

Re-construction

Interval(yr)   times more

Reprocessing Facility 0 2020 300 30 1

Additional Cap. 2030 300 30 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Year

Capacity
1st Facil. 2nd Facil. 3rd Fa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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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sult

Table 17. Decision Making Data in worksheet B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SWs option for 

back-end 

fuel cycle

switch for back-end fuel 

cycle options

C19 1=direct disposal, 

2=reprocessing, 3=DUPIC

SWij direct input switch for selection of 

input method

C24~

C49

0=input in righthand cells

1=input in the worksheet 

‘FLOW'

YRij operate from start year of opertion D24~

D49

i=facility, j=reactor type

if this value is 0, no fcility 

is assumed.

CAPij capacity initial capacity of certain 

facility

E24~

E49

INTij reconstructi-

on interval

reconstruction interval of 

certain facility

F24~

F49

apply to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In case of reprocessing, 

MOX fabrication, and 

DUPIC, reconstruction 

interval is equal to plant life 

time, and the additional 

facilities are introduced in 

the middle, if needed. 

MORij times more frequency of 

reconstruction

G24~

G49

if the value is 0, no more 

re-construction is assumed.

MDij max. 

delivery

maximum delivery 

amount in a year

H24~

H49

apply to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Year

Capacity
1st Facil. Add. Const. Add. C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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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orksheet ‘M’

Nuclear reactor strategy by scenario is given and, based on that given reactor 

strategy, the generating capacity and amount of power generated is calculated in this 

worksheet. 

5.2.1 GENERATING CAPACITY

Historical data of nuclear reactors installation and the future commissioning schedule 

of  nuclear reactors is given in this section. Only 2 different types of Reactors can be 

considered in this worksheet; PWR and PHWR, because, in this worksheet, total 

capacity and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nuclear 

fuel required. Technical differences among reactors will be considered in worksheet 'T'. 

Total installed capacity is calculated using the plant life time given at worksheet 'B' 

and then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is calculated using availability data given in 

worksheet 'T'. This relation is given as follows. 

DCp( t) = NCp( t-LTp)

DCh( t) = NCh( t-LTh)

ICp( t) = ICp( t-1)+NCp( t)-DCp( t)

ICh( t) = ICh( t-1)+NCh( t)-DC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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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Generation Capacity in worksheet M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YRb first year first year of nuclear 

power program started

B32

PN NPP name name of nuclear power 

plant

D32~

D134

In case more than one 

reactor is commissioned in a 

year, combined name is 

used.

NCp New PWR newly installed capacity 

of PWR in a year

E32~

E134

In case more than one 

reactor is commissioned in a 

year, sum of capacities is 

given

NCh New PHWR newly installed capacity 

of PWR in a year

F32~

F134

In case more than one 

reactor is commissioned in a 

year, sum of capacities is 

given

Table 19. Generating Capacity in worksheet M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t year year index from the start 

year to end year

B33~

B134

DCp decomm. 

PWR

decommissioning capacity 

of PWR

G32~

G134

determined by the plant life 

time given in worksheet B

DCh decomm. 

PHWR

decommissioning capacity 

of PHWR

H32~

H134

determined by the plant life 

time given in worksheet B

ICp installed 

capacity 

PWR

installed capacity of 

PWR in a year

I32~

I134

ICh installed 

capacity 

PHWR

installed capacity of 

PHWR in a year

J32~

J134

5.2.2 POWER GENERATION

Amount of power generated by reactor type is calculated in this section. Calculation 

equations are given as follows;

QEp( t) =  ICp( t)×AFp( t),  t= year

QEh( t) =  ICh( t)×AFh( t)

QEt( t) = QEp( t)+QEh( t)

where,  AFp, AFh : average availability of PWR and PHWR given in workshee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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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Generation in worksheet M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QEp PWR, power 

generation

sum of generation by 

PWR

M32~

M134

link to availability data in 

worksheet ‘T’

QEh PHWR, 

power 

generation

sum of generation by 

PHWR

N32~

N134

link to availability data in 

worksheet ‘T’

QEt total, power 

generation

total sum of generation O32~

O134

5.3 Worksheet ‘T’ 

Technical data required for the material flow of given nuclear fuel cycle are given 

in this worksheet. data such as discharge burn-up, enrichment level. availability, 

efficiency, core density, on-site pool capacity and spent fuel composition are given 

annual basis. there is no calculation cells but input cells in this sheet. This input form 

which repeats same number in every year increases the number of input cells and may 

looks ridiculous, but it offers chance to change the technical changes of nuclear fuel 

characteristics in any year. Year index in column B is established automatically by the 

'YRb' value in worksheet 'M'.

In spite of physical relation among discharge burn-up, enrichment level and spent 

fuel composition, those values should be given separately at this moment. If, in the 

same year, PWR or PHWR reactors use the various nuclear fuels which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ose values should be represented in a value which is calculated on the 

weighted-average.

Availability data should be converted to its annual valu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eneration correctly. For example, if a power plant which started on beginning of 

July, 1990 and operated until the end of the year at its maximum power level, the 

availability of this power plant in 1990 should not be 100% but be 50%. In case of 

future installed capacity, it is assumed to operate at the beginning of the commission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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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input data in worksheet T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DBsp discharge burnup, 

PWR

average discharge burnup 

of PWR in a year

D11~

D113

DBsh discharge burnup, 

PHWR

average discharge burnup 

of PHWR in a year

E11~

E113

DBsd discharge burnup, 

DUPIC

average discharge burnup 

of DUPIC in a year

F11~

F113

should be given by user

ELsp enrichment level, 

PWR

average enrichment level of 

PWR fuel in a year

H10~

H113

ELsm Pu level in 

MOX

average Pu level in MOX 

fuel in a year

I10~

I113

fraction of Pu fissile in 

MOX fuel which has 

equivalent discharge 

burn-up to PWR fuel

ELsh enrichment level, 

PHWR

average enrichment level of 

PHWR fuel in a year

J10~

J113

AFp availability, PWR average availability, PWR 

in a year

M11~

M113

should convert into annual 

basis.

AFh availability, 

PHWR

average availability, PHWR 

in a year

N11~

N113

should convert into annual 

basis.

EFFp efficiency, PWR average thermal efficiency, 

PWR in a year 

O11~

O113

EFFh efficiency, 

PHWR

average thermal efficiency, 

PHWR in a year 

P11~

P113

CODp core density, 

PWR

core density, PWR in a 

year

R10~

R113

unit: MWe/ton-U

CODh core density, 

PHWR

core density, PHWR in a 

year

S10~

S113

unit: MWe/ton-U

PCp pool capacity, 

PWR

pool capacity for PWR SF 

introduced in a year 

T10~

T113

unit: ton-HM

PCh pool caapcity. 

PHWR

pool capacity for PHWR 

SF introduced in a year 

U10~

U113

unit: ton-HM

SFppf SF composition, 

PWR, Pu-f

Pu-f fraction in PWR 

Spent fuel discharged

W10~

W113

SFpu5 SF composition, 

PWR, U235

U-235 fraction in PWR 

spent fuel discharged

X10~

X113

SFhpf SF composition, 

PHWR, Pu-f

Pu-f fraction in PHWR 

spent fuel discharged

Y10~

Y113

SFhu5 SF composition, 

PHWR, U235

U-235 fraction in PHWR 

spent fuel discharged

Z10~

Z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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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Worksheet ‘E’ 

The economic input data of nuclear fuel cycle processes given in 'INPUT.xls‘ are 

calculated and displayed on annual basis in this worksheet. Those values will be used 

for the calculation in the 'FLOW' worksheet. the only input value in this worksheet 'E' 

is the SA(multipliers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and in the most of case, this value is 

1. 

Annual unit cost of each fuel cycle process can be calculated by following 

equations. 

UCLij = UCij⋅XR 

UCSij( t) = UCLij⋅(1+ERij) t-YRc⋅MSAij ,  t= year

Table 22. input in worksheet 'E'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MSAij m u l t i p l i e r 

for SA

multiplication factor for 

sensitivity analysis

D13~

AR13

default value: 1

표A23. output in worksheet 'E'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UCij cost unit cost of each fuel 

cycle process

D10~

AR10

link the value of worksheet 

'E' of ‘INPUT.xls’

UCLij local 

currency 

unit

unit cost of each fuel 

cycle process on the 

local currency unit

D11~

AR11

ERij escalation cost escalation of each 

fuel cycle process

D12~

AR12

link the value of worksheet 

'E' of ‘INPUT.xls’

UCSij unit cost of 

each year

unit cost of fuel cycle 

process in a year

D15~
AR118

note the physical unit is 

changed by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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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Worksheet ‘FLOW’

This is the most complex part of the model which calculates various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input valuses given at ‘INPUT.xls’ and ‘SYSTEM.xls’. Because three 

different scenarios such as direct disposal, reprocessing and DUPIC are managed in a 

worksheet, the euqations in the cell seems to be quite complex. However, basic logic of 

the calculation is similar to ‘PLANT.xls’.

5.5.1 Direct Input of Capacity 

If the switch SWij(C24~C49) in worksheet ‘B’ is set to be 1, capacity of som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ould be inputted directly in this worksheet instead of 

putting the value in the worksheet 'B'. The input cells of capacity data is made a 

distinction of a white-colored block.

5.5.2 REQUIREMENT

From left to right in the worksheet, material requirement in each fuel cycle step is 

calculated by scenarios. In case of front-end fuel cycle steps, one or two years of lead 

time is assumed in each process, while, in the back-end fuel cycle steps, the material 

flows is affected by the capacity of related facilities. 

In the plant-level analysis, material flows are considered on each reloading batch, 

the material flows in the system-level analysis are considered on annual basis for the 

simplicity. 

The material flows in each process in a year is as follows;

(1) Uranium Requirement

QSup( t) = [ (QSfpi( t+1)/1.5+QSfpr( t+1))⋅
ELsp( t+1)-TA
NAT-TA

+QSfm( t+1)⋅0.96]⋅(1+LFcp)⋅(1+LFfp),  t= year

QSuh( t) = QSfh( t)⋅
ELsh( t)-TA
NAT-TA

⋅(1+LFch)⋅(1+LFfh)

QSu( t) = QSup( t)+QSu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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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richment requirement

QSep( t) = [V(ELsp)+(
ELsp-TA
NAT-TA

-1)⋅V(TA)-
ELsp-TA
NAT-TA

⋅V(NAT)]⋅(QSfpi( t)/1.5+QSfpr( t))⋅(1+LFfp)

where V(x)= (2x-1)⋅ln
x
1-x

QSer( t) = [V(ELsp)+(
ELsp-TA

SFpu5( t-1)-TA
-1)⋅V(TA)

-
ELsp-TA

SFpu5( t-1)-TA
⋅V(SFpu5( t-1))]⋅QSfrr( t)

⋅(1+LFfp)

QSeh( t) = [V(ELsh)+(
ELsh-TA
NAT-TA

-1)⋅V(TA)-
ELsh-TA
NAT-TA

⋅V(NAT)]⋅QSfh( t)⋅(1+LFfh)

QSe( t) = QSep( t)+QSer( t)+QSeh( t)

(3) Requirement of fuel fabrication

QSfpi( t) = 
NCp( t+1)
CODp( t+1)

QSfpr( t) = 
QEp( t+1)⋅365

EFFp( t+1)⋅DBsp( t+1)
-QSfm( t)

QSfpr( t) = MIN [
QEp( t+1)⋅365⋅MSM
EFFp( t+1)⋅DBsp( t+1)

, 
QSrp( t-1)
ELsm( t),

 CAm( t)]

QSfrr( t) = [QSr( t-2)⋅0.96-QSru( t-2)]⋅

QSru( t-2)
QSr( t-2)

-TA

ELsp-TA

QSfh( t) = 
NCh( t+1)
CODh( t+1)

+
NCh( t+1)⋅365

DBsh( t+1)⋅EFFh( t+1)

- QSfd( t)⋅
DBsd( t+1)
DBsh( t+1)

QSfd( t) = MIN[
NCh( t+1)⋅365

DBsd( t+1)⋅EFFh( t+1)
, QSdd( t)]

(4) Spent fuel arisings

QSsfp( t) = (QSfpr( t-1)+QSfrr( t-1)+
DCp( t)
CODp( t)

)⋅0.97

QSsfh( t) = QSfh( t-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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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fm( t) = QSfm( t-4)⋅0.97

QSsfd( t) = QSfd( t-1)⋅0.99

QSsap( t) = QSsap( t-1)+QSsfp ( t)-QSfr( t)-QSdd( t)

QSsam( t) = QSsam( t-1)+QSsfm( t)

QSsah( t) = QSsah( t-1)+QSsfh( t)

QSsad( t) = QSsad( t-1)+QSsfd( t)

QSsa( t) = QSsap( t)+QSsam( t)+QSsah( t)+QSsad( t)

(5) Accumulation of fissile material

QSpfp( t) = QSsfp( t)⋅SFppf( t)+QSpfp( t-1)⋅(1-DFPu)

- QSrp( t-1)-QSdp( t-1)

QSpfp( t) = QSsfp( t)⋅SFpu5( t)+QSpfp( t-1)

- QSru( t-1)-QSdu( t-1)

QShfp( t) = QSsfh( t)⋅SFhpf( t)+QShfp( t-1)⋅(1-DFPu)

QShfu( t) = QSsfh( t)⋅SFhu5( t)+QShfu( t-1)

(6) Processing amount

QSfr( t) = MIN[CAr( t),
QSsap( t-1)

10
,

QEp( t+2)⋅365
EFFp( t+2)⋅DBsp( t+2)

⋅MSM⋅ELSm( t)⋅
QSsap( t)
QSpfp( t)

]

QSrp( t) = 
QSfr( t)
QSsap( t)

⋅QSpfp( t)

QSru( t) = 
QSfr( t)
QSsap( t)

⋅QSpfu( t)

(7) DUPIC processing Amount

QSdd( t) = QSfd( t)⋅(1+LFdh)

QSdp( t) = 
QSdd( t)
QSsap( t)

⋅QSpfp( t)

QSdu( t) = 
QSdd( t)
QSsap( t)

⋅QSpf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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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mount of On-site pool storage

CApsp( t) = CApsp( t-1)+NCp( t)⋅PCp( t)-DCp( t)⋅PCp( t)

CApsh( t) = CApsh( t-1)+NCh( t)⋅PCh( t)-DCh( t)⋅PCh( t)

QSpsp( t) = QSpsp( t-1)+QSsfp( t)+QSsfm( t)-QSfr( t)-QSdd( t)

- QSspn( t)

QSpsh( t) = QSpsh( t-1)+QSsfh( t)+QSsfd( t)-QSshn( t)

(9) Amount of interim storage

QSspn( t) = MIN [QSpsp( t)-CApsp( t)⋅0.9, MDsp] 

or MIN [MDsp, QSpsp( t)]

QSsp( t) = QSsp( t-1)+QSspn( t)-QSdp( t)-QSfr( t)-QSdd( t)

QSshn( t) = MIN [QSpsh( t)-CApsh( t)⋅0.9, MDsh] 

or MIN [MDsh, QSpsh( t)]

QSsh( t) = QSsh( t-1)+QSshn( t)-QSdh( t)

(10) Amount of final disposal

QSdp( t) = MIN [CAdrp( t-1)+CNdp( t), MIN [MDdp, QSsp( t-1)]]

QSdh( t) = MIN [CAdrh( t-1)+CNdh( t), MIN [MDdh, QSsh( t-1)]]

CAdrp( t) = CAdrp( t-1)+CNdp( t)-QSdp( t)

CAdrh( t) = CAdrh( t-1)+CNdh( t)-QSd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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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input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CNm MOX new 

capacity by 

user

new capacity of MOX 

fabrication facility in a 

year

P44~

P144
in case that C34=1 in 

worksheet ‘B’ (reprocessing 

scenario)

CNr reporcessing 

capacity by 

user

new capacity of 

reprocessing in a year

AL44~

AL144
in case that C32=1 in 

worksheet ‘B’ (reprocessing 

scenario) 

CNd DUPIC 

capacity by 

user

new capacity of DUPIC 

process in a year

AS44~

AS144
in case that C44=1 in 

worksheet ‘B’ (DUPIC 

scenario)

CNsp Interim 

storage of 

PWR SF by 

user

new capacity of interim 

storage of PWR SF in a 

year

BE44~

BE144
in case that C24, C37 and 

C47=1 in worksheet ‘B’ (all 

scenario)

CNsh Interim 

storage of 

PHWR SF 

by user

new capacity of interim 

storage of PHWR SF in 

a year

BG44~

BG144
in case that C25, C37 and 

C47=1 in worksheet ‘B’ (all 

scenario) 

CNdp Final 

disposal of 

PWR SF by 

user

new capacity of final 

disposal of PWR SF in 

a year

BR44~

BR144
in case that C26, C38 and 

C48=1 in worksheet ‘B’ (all 

scenario) 

CNdh Final 

disposal of 

PHWR SF 

by user

new capacity of final 

disposal of PHWR SF in 

a year

BT44~

BT144
in case that C27, C39 and 

C49=1 in worksheet ‘B’ (all 

scenario) 

YRdc counted 

from

base year of discounted 

value calculation

CW4 only affect on the 

discounted money flow. 

can be used in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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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quirement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QSup Uranium 

required,  

PWR fuel

natural Uranium 

requirement for PWR 

fuel in a year

C43~

C144

lead time : 2 year

(identical with the 

conversion amount)

QSuh Uranium 

required,  

PHWR fuel

natural Uranium 

requirement for PHWR 

fuel in a year

D43~

D144

lead time : 1 year

(identical with the 

conversion amount)

QSu Uranium 

required, 

total

total natural Uranium 

requirement in a year

E43~

E144

QSep Enrichment, 

PWR

required SWU for 

enrichment of natural 

Uranium for PWR fuel

G44~

G144

lead time : 1 year

QSer enrichment, 

recycled 

Uranium

required SWU for 

enrichment of recycled 

Uranium for PWR fuel

H44~

H144

QSeh enrichment, 

PHWR

required SWU for 

enrichment for PHWR 

fuel

I44~

I144

lead time : 1 year

(using the SEU fuel)

QSe Enrichment, 

total

total required SWU in a 

year

J44~

J144

QSfpi fabrication, 

PWR, initial

required tonU in initial 

core fabrication of PWR

L44~

L144

lead time : 1 year

QSfpr fabrication, 

PHWR, 

reload

required tonU in 

reloaded fuel fabrication 

of PWR

M44~

M144

lead time : 1 year

QSfrr fabrication, 

PWR, 

recycled U.

required tonU of 

recycled U for PWR 

fuel

N44~

N144

CNm MOX, new 

capacity

new capacity of MOX 

fabrication in a year

O44~

O144

in case C34=0 in worksheet 

‘B’ (reprocessing scenario)

CAm MOX, new 

capacity, 

accumulate

accumulated capacity of 

MOX fabrication in a 

year

Q44~

Q144

QSfm MOX, 

annual 

processed

amount of MOX fuel 

fabricated in a year

R44~

R144

lead time : 1 year

QSfh PHWR, 

annual

amount of PHWR fuel 

fabricated in a year

S44~

S144

lead time : 1 year



- 102 -

Table 25. Requirement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Cont'd)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QSfd DUPIC annual amount of DUPIC fuel 

fabrication in a year

T44~

T144

lead time : 1 year

QSsfp SF generation, 

PWR

PWR spent fuel generation 

in year

V44~

V144

coming from only 

fresh fuel

QSsfh SF generation, 

PHWR

PHWR spent fuel 

generation in a year

W44~

W144

coming from only 

fresh fuel

QSsfm SF generation, 

MOX

MOX spent fuel generation 

in a year

X44~

X144

QSsfd SF generation, 

DUPIC

DUPIC spent fuel 

generation in a year

Y44~

Y144

QSsap SF generation, 

Accum. PWR

accumulated amount of 

PWR SF generation

Z44~

Z144

end of each year

QSsam SF generation, 

Accum. MOX 

accumulated amount of 

MOX SF generation

AA44~

AA144
end of each year

QSsah SF generation, 

Accum.PHWR 

accumulated amount of 

PHWR SF generation

AB44~

AB144
end of each year

QSsad SF generation, 

Accum.DUPIC 

accumulated amount of 

DUPIC SF generation

AC44~

AC144
end of each year

QSsa SF generation, 

total

accumulated amount of 

total SF generation

AD44~

AD144
end of each year

QSpfp Accum. fissile 

in SF, PWR, 

Pu-f

Accumulated Pu fissile 

contents in spent PWR 

fuel

AF44~

AF144
excluding MOX SF

QSpfu Accum. fissile 

in SF, PWR, 

U-f

Accumulated U-235 

contents in spent PWR 

fuel

AG44~

AG144
excluding MOX SF

QShfp Accum. fissile 

in SF, PHWR, 

Pu-f

Accumulated Pu fissile 

contents in spent PHWR 

fuel

AH44~

AH144
excluding DUPIC SF

QShfu Accum. fissile 

in SF, PHWR, 

U-f

Accumulated U-235 

contents in spent PHWR 

fuel

AI44~

AI144
excluding DUPIC SF

CNr reprocessing, 

new capacity

new capacity of 

reprocessing facilities in a 

year

AK44~

AK144
in case C32=0, in 

worksheet ‘B’, 

(reprocessing scenario)

CAr repreocessing, 

installed cap.

installed capacity of 

reprocessing facilities in a 

year

AM44~

AM144

QSr reprocessing, 

processed 

PWR SF

amount of PWR SF 

reprocessed in a year

AN44~

AN144
excluding 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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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quirement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Cont'd)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QSrp reprecessing, 

recovered 

Pu-f 

amount of Pu-f recovered 

from reprocessing

AO44~

AO144

QSru reprecessing, 

recovered 

U235

amount of U-235 recovered 

from reprocessing

AP44~

AP144

CNd DUPIC, new 

capacity

new capacity of DUPIC 

plant in a year

AR44~

AR144
C44=0, worksheet ‘B’ 

(DUPIC scenario)

CAd DUPIC, 

installed cap.

installed capacity of DUPIC 

plant in a year

AT44~

AT144

QSdd DUPIC, 

processed

amount of PWR SF 

processed by DUPIC

AU44~

AU144
PWR SF (excluding 

MOX)

QSdp DUPIC, 

recovered, 

Pu-f

amount of Pu fissile 

recovered by DUPIC

AV44~

AV144

QSdu DUPIC, 

recovered, 

U235

amount of U-235 recovered 

by DUPIC

AW44~

AW144

CApsp pool storage, 

accum. PWR

total capacity of on-site pool 

storage of PWR SF

AY44~

AY144

CApsh pool storage, 

accum. 

PHWR

total capacity of on-site pool 

storage of PHWR SF

AZ44~

AZ144

QSpsp pool storage, 

stored in 

pool, PWR

amount of PWR SF stored 

in on-site pool storage

BA44~

BA144

QSpsh pool storage, 

stored in 

pool, PWR

amount of PHWR SF stored 

in on-site pool storage

BB44~

BB144

CNsp Interim 

storage, new 

cap., PWR

new capacity of interim 

storage for PWR SF in a 

year

BD44~

BD144
C24, C36 or C46 = 0, 

in worksheet ‘B’ 

CNsh Interim 

storage, new 

cap., PHWR

new capacity of interim 

storage for PHWR SF in a 

year

BF44~

BF144
C25, C37 or C47 = 0, 

in workshe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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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quirement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Cont'd)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CAsp Interim storage, 

installed cap., 

PWR

installed capacity of 

PWR SF interim storage 

facilities

BH44~

BH144

CAsh Interim storage, 

installed cap., 

PHWR

installed capacity of 

PHWR SF interim 

storage facilities

BI44~

BI144

QSspn Interim storage, 

newly stored in 

facility, PWR

amount of PWR SF sent 

to interim storage facility 

in a year

BJ44~

BJ144

QSsp Interim storage, 

accum. PWR

amount of accumulated 

PWR SF in interim 

storage facility 

BK44~

BK144

QSshn Interim storage, 

newly stored in 

facility, PHWR

amount of PHWR SF 

sent to interim storage 

facility in a year

BL44~

BL144

QSsh Interim storage, 

accum. PHWR

amount of accumulated 

PHWR SF in interim 

storage facility 

BM44~

BM144

CNdp Final disposal, 

new  capacity, 

PWR SF

new capacity of final 

disposal facility for 

PWR SF

BQ44~

BQ144
C26, C38 or C48=0 

in worksheet 'B'

CNdh Final disposal, 

new  capacity, 

PHWR SF

new capacity of final 

disposal facility for 

PHWR SF

BS44~

BS144
C27, C39 or C49=0 

in worksheet 'B'

QSdp Final disposal, 

disposed PWR SF

amount of final disposal 

of PWR SF

BU44~

BU144

QSdh Final disposal, 

disposed PHWR 

SF

amount of final disposal 

of PHWR SF

BV44~

BV144

CAdrp Final disposal, 

remained capacity 

for PWR SF

remained capacity for 

final disposal facility of 

PWR SF

BW44~

BW144

CAdrh Final disposal, 

remained capacity 

for PWR SF

remained capacity for 

final disposal facility of 

PWR SF

BX44~

B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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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MONEY FLOW

In this section, annual cost of each fuel cycle process is calculate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WR and PHWR fuel cycles. However, calculation method in some 

processes such as reprocessing, MOX fuel fabrication, DUPIC process, interim storage 

and final disposal are selected by the definition of calculation mode in worksheet 'B'; 

unit cost mode or breakdown mode(capital cost/O&M cost). 

(1) Front-end fuel cycle process

CSUu( t) = QSu( t)⋅UCu⋅(1+ERu) t-YRc,  t= year

CSUc(t) = QSup( t)⋅UCcp⋅(1+ERcp)
t-YRc

+ QSuh( t)⋅UCch⋅(1+ERch)
t-YRc

CSUe(t) = [QSep( t)+QSer( t)⋅(1+PRUe)]⋅UCe⋅(1+ERe) t-YRc

CSUf(t) = [QSfpi( t)+QSfpr( t)+QSfrr( t)⋅(1+PRUf)]⋅UCfp

⋅(1+ERfp)
t-YRc

 + QSfh( t)⋅UCfh⋅(1+ERfh)
t-YRc

(2) Back-end fuel cycle process

CSUt(t) = QSspn( t)⋅UCtp⋅(1+ERtp)
t-YRc

+ QSshn( t)⋅UCth⋅(1+ERth)
t-YRc

CSUr(t) = QSr( t)⋅UCr⋅(1+ERr) t-YRc : unit cost mode

or

CSUr(t) = CNr( t)⋅UCrc⋅(1+ERrc)
t-YRc

+ QSr( t)⋅UCro⋅(1+ERro)
t-YRc  : breakdown mode

CSUm(t) = QSfm( t)⋅UCm⋅(1+ERm) t-YRc : unit cost mode

or

CSUm(t) = CNm( t)⋅UCmc⋅(1+ERmc)
t-YRc

+ QSm( t)⋅UCmo⋅(1+ERmo)
t-YRc  : breakdown mode

CSUdu(t) = QSfd( t)⋅UCdu⋅(1+ERdu) t-YRc : unit cost mod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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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Udu(t) = CNdu( t)⋅UCduc⋅(1+ERduc) t-YRc

+ QSdu( t)⋅UCduo⋅(1+ERduo) t-YRc
 : breakdown mode

CSUs(t) = QSspn( t)⋅UCsp⋅(1+ERsp)
t-YRc

+ QSshn( t)⋅UCsh⋅(1+ERsh)
t-YRc  : unit cost mode

or

CSUs(t) = CNsp( t)⋅UCspc⋅(1+ERspc) t-YRc

+ QSsp( t)⋅UCspo⋅(1+ERspo) t-YRc

+ CNsh( t)⋅UCshc⋅(1+ERshc) t-YRc

+ QSsh( t)⋅UCsho⋅(1+ERsho) t-YRc
 : breakdown mode

CSUd(t) = QSdp( t)⋅UCdp⋅(1+ERdp)
t-YRc

+ QSdh( t)⋅UCdh⋅(1+ERdh)
t-YRc : unit cost mode

or

CSUd(t) = CNdp( t)⋅UCdpc⋅(1+ERdpc) t-YRc

+ QSdp( t)⋅UCdpo⋅(1+ERdpo) t-YRc

+ CNdh( t)⋅UCdhc⋅(1+ERdhc) t-YRc

+ QSdh( t)⋅UCdho⋅(1+ERdho) t-YRc
 : breakdown mode

(3) cost summation

CSTU( t) = CSUu( t)+CSUc( t)+CSUe( t)+CSUf( t)+CSUt( t)+CSUr( t)

+ CSUm( t)+CSUdu( t)+CSUs( t)+CSUd( t)

CPTr( t) = CPu( t)+CPc( t)+CPe(t)+CPf( t)+CPr( t)-CPpc( t)-CPuc( t)

CST(t) = 
CSTU( t)

(1+DR) t-YRs

EST(t) = 
QEt( t)⋅8760

(1+DR)
t-YRs

Unit cost of object fuel cycle system is determined as the sum of discounted cost, 

CST(t) is divided by sum of discounted electricity generation, ES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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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oney Flow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CSUu uranium undiscounted cost of  

natural uranium

BZ43~

BZ144

CSUc conv. undiscounted cost of 

conversion

CA43~

CA144
sum of PWR and PHWR

CSUe enrich. undiscounted cost of 

enrichment

CB43~

CB144

CSUf Fabri. undiscounted cost of fuel 

fabrication

CC43~

CC144
sum of PWR and PHWR

CSUt Trans. undiscounted cost of 

spent fuel transportation

CD43~

CD144
sum of PWR and PHWR

CSUr Repro. undiscounted cost of SF 

reproceesing

CE43~

CE144

CSUm MOX Fab. undiscounted cost of 

MOX fabrication

CF43~

CF144

CSUdu DUPIC undiscounted cost of 

DUPIC processing

CG43~

CG144

CSUs Storage undiscounted cost of  

interim storage of SF

CH43~

CH144
sum of PWR and PHWR

CSUd Dsposal undiscounted cost of 

final disposal of SF

CI43~

CI144
sum of PWR and PHWR

CSTU Sub-total(un

discounted)

sum of undiscounted 

cost

CK43~

CK144

CST discounted, 

cost

discounted cost CN43~

CN144
only the cost after the base 

year of calculation in 

worksheet 'B' is discounted 

EST discounted, 

electricity

discounted electricity CO43~

CO144
only the electricity after the 

base year of calculation in 

worksheet 'B' is discounted 



- 108 -

Table 26. Money Flow in worksheet FLOW of SYSTEM.xls (Cont'd)

symbol name description cell remarks

CSu uranium discounted cost of  

natural uranium

CR43~

CR144
calculated after the time 

YRdc (cell CU4)

CSc conv. discounted cost of 

conversion

CS43~

CS144 "

CSe enrich. discounted cost of 

enrichment

CT43~

CT144 "

CSf Fabri. discounted cost of fuel 

fabrication

CU43~

CU144 "

CSt Trans. discounted cost of spent 

fuel transportation

CV43~

CV144 "

CSr Repro. discounted cost of SF 

reproceesing

CW43~

CW144 "

CSm MOX Fab. discounted cost of MOX 

fabrication

CX43~

CX144 "

CSdu DUPIC discounted cost of 

DUPIC processing

CY43~

CY144 "

CSs Storage discounted cost of  

interim storage of SF

CZ43~

CZ144 "

CSd Dsposal discounted cost of final 

disposal of SF

DA43~

DA144 "

CST discounted, 

cost

discounted cost DB43~

DB144 "

EST discounted, 

electricity

discounted electricity DC43~

DC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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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미나 자료 

세미나 : 1

원자력 이용개발에서의 기술혁신의 방향 

Technology Evolution Direction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Joint Seminar among Korea, UK and France on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Fuel Cycle, KAERI, Taejon, June 12, 2001)

M. H. Yang, Head, Nuclear Policy R & D, KAERI

Abstract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has a long history more than 50 

years. Although evolution of nuclear technologies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in the past for the survival of nuclear industry, they are currently 

facing new environments requir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order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from the points 

of views of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as securing of 

proliferation resistance. Future directions for the innovation of nuclear 

technologies would be the securing of nuclear safety in rooted principles and 

economical competitiveness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with the technological 

confidence of nuclear proliferation-resist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wiping out of public concern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newly emerging markets and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through the wide ranged commercia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re 

also required. Through these efforts, nuclear technologies can make  sure of 

better future for our descendents as well as survival of nuclear industry.

 

 

1.  서언

에너지는 일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 문명생활에 필수적으로 동반하여 온 생존요

소중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우리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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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증가와 산업개발의 확대로 식량과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존자원의 한계인식과 에너지안정

공급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개발과 에너지의 소비확대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세계적으

로 우려의 확산과 특히 온실감스 방출감축의무 부과에 대응하여 국가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연계한  새로운 조명과 정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은 19세기말에서 시작된 학술적인 진보와 20세기에 들어 공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인류미래의 청신호로서 받아 들여 

졌다. 나아가  20세기 후반에는 경쟁력있는 에너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급속한 발

전과 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이용개발의 전개는 연구개발에 대

규모 투자소요와 전문 과학기술자의 양성과 훈련, 관련산업수준, 연구시설의 확보,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 등으로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작된 원자력에 평화적 이용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냉전시대에서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무기경

쟁과 이에 따른 인류평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즉 반핵 움직임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도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최근

에 들어 반핵운동이 환경운동과 연계되어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떠나 국제적인 연대

가 진행되면서 그 향력은 특정국가의 정책에 향을 줄만큼 강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이용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원자력이용 시설의 

안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는 기술적인 해결의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79년 미국 TMI원전의 사고로 미국에서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의 세계적인 확산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대규모 방사능누출 사고로 원자력이

용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발시켰으며 결국은 양대 원자력종주국의 원자력안전 

사고사례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확신에 많은 손상을 주게 되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보다 그리고 확신된 기술적인 해결과 안전 관리에 대하여 정치.경

제.사회적 즉 근원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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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련의 원자력이용개발에서의 사회적인 비판과 환경과 경제, 과학기술 

측면서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또한 동시에 기술적 진보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성 향상과 경제성 제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등이며 원전시설의 지역과 소비지역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원전시설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술연구 면에서도 물질구조의 탐구와 

에너지본질에 대한 학술경쟁도 치열하여 원자력 및 핵에 대한 학술 및 공학적 기술 

진보도 기술혁신측면에서 진보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이용개발은 이용 자체에서 비롯된 특성상 다양한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단계,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 사회적인 과학기술 문화 및 국제적인 산업경쟁과 정치.외교적인 

문제 등의 상황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측면들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조명이 요구

되고 있다.

2.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새로운 조명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에너지 국가정책은 다른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효율적으로 추

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수립은 국가경제와 산업에서 정책

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활용,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이용, 에

너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다른 정책분야와의 조화와 군형을 토대로 한 연계,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의 반  등 전반적인 국가 여건에서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정책수립과 수행이 바람

직하다.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

으며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자원의 부국과 빈국의 정책추진과 사회적 여건에서 이러한 점들은 잘 

나타나고 있다.

자원빈국인 일본과 프랑스는 친 원전국가로서 대표적이며 반원국가는 수력중심의 

에너지국가인 스웨덴, 녹색당의 정치적 향력이 강한 독일 등이 대표적이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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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들 수 있다.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부존 상황

과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원전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국제적 노력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

진국에게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의무가 부과되고 이는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물론 산

업정책에도 큰 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전력수급상황의 불안이 계속되고 뉴욕주에서도 전력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의 도입확대를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1979년 TMI사고이후 지금까지 신규원전발주가 

전혀 없었던 점과 상대적인 안전규제의 강화 등으로 원전의 경쟁력약화 등으로 원

자력투자에 침체상황에 있는 미국의 원자력 재추진 움직임 등으로 부시행정부의 원

자력 정책전환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에너지 및 전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으로 원자력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0년에 

수정 보완한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에서의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개발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0차 국가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의 적극 도입과 원자력산업수준

의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의 둔화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정책의 추진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감소,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이후 원자력안전에 대

한 사회적인 반대움직임의 강화와 이에 편승한 환경운동의 향력 증대로 원전추진

이 약해져 오고 있으나, 향후 온실가스방출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경제개발과 산업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에너지 및 전력수용의 급

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원자력 이용개발에서의 재원의 조달,  하부구

조의 취약성, 정책추진 능력의 미비 등으로의 개도국에서의 원자력 도입은 당분간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



- 113 -

으로 원자력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아시아 국가

들의 원전시장의 확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산업체들의 진출노력도 강화되

고 있다.

에너지의 대규모 소비는 환경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방출하여 환경공해와 지구온

난화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화

석연료소비에 따른  지구환경문제 완화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규제의 

강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방출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정책과 산업구조의 조정이 전망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 경제

에 많은 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수급에서는 지속가능

한 개발의 원칙아래 에너지(energy),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은 매우 다양한 이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공학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능력이 집약되어 나타

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원자력이용은 과학기술력이 뛰

어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3.  원자력이용과 기술혁신 방향

향후  원자력이용에서 에너지 공급에서 경제성에서의 경쟁력과  핵확산우려에 대한 

기술적인 해소, 환경문제 측면에서의 원자력시설의 안전확보 그리고 사고시의 사고

관리와 비상대첵,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페기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성과의 확산 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개발의  경우 1960년에서 19780년대 상용화 되는 제1세대원전, 1980년대 경

제성과 안전성 크게 개선된 2세대원, 기술의 다양한 진보를 반 하고 있는 현재의 

제3대 원전은 안정성확보와 경제성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전 운 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원자로개발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 혁신은 물론 핵확산저항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사회와 일반 국민 그리고 환경단체 들로부

터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의 불식과 국제사회에서의 반핵운동과 핵비확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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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혁신적인 안

전개념의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기술기준의 체계화와 적용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핵심분야와 전략적인 고유기술의 새로운 연구개발이 요구되

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성능 양성자가속기와 새로운 핵변환시스템의 개발, 원자력 

신소재 개발, 첨단 제어스템 개발, 원전안전 감시시스텡의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기술개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는 지금까지 시장수요와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에

너지이용에 비하여 투자가 안된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에 핵의학 등 다양한 이용

의 가능성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가 커 향후 산업측면에서

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환경친화적인 제염과 해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함께 일

반국민과 사회로부터 원자력이용에 대한 합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의 기준과 기술개발이 또한 요구

되고 있다.

원자력기술 혁신은 지금까지의 추진되어 왔던 연구성과를 토대로 빠르게 진행되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환경분야 등의 기술혁신과 연계되어 원자력기술혁

신의 필요성이 있으며 원자력 기반기술과 연구시설 분야와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원자력이용개발은 국민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하부

구조가 건실하고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

내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원자력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적극 강화와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학연등 협력체제의 강화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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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자력이용개발은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원자력이용에 대한 

정책과 환경변화가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 이용은 에너지

의 안정공급과 환경보전, 정치. 사회적 요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 없이는 원자력이용개발의 발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또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이용은 특성상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근

원적이고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해결을 요구받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서만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성이 

확보된 혁신적인 안전개념의 원자로와 핵연료주기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

며 국제적인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기술기준의 체계화와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처분과 관리,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소분야의 신수요 창출을 이한 기술개발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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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장기 열중성자로 이용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을 평가하

였다.  경제성은 직접처분이 우수하나 그 차이는 경제성 평가인자의 미래 불

확실성 범위 이내이었고 DUPIC이나 재처리 대안이 영구처분 폐기물발생량이 

작아 환경친화성에 유리하였다

   2030년 미래형 원자로 도입대안의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을 평가하였으며 

Break Even형 고속로와 TRU Burner형 소멸로 병행 도입이 우라늄 자원보호

와 고준위폐기물 감축에 유리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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