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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  제 목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 수행을 한 국제 력연구

I I .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지난 수년간 21세기의  세계 에 지의 안정  공 , 환경 보 , 안 성 

향상  핵확산 항성 확보 등을 하여 가장 실 성이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하여 차세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이 국제 으로 활발

히 추진되어 왔다. 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해 신원자력시스템 개발 로젝트

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심으로는 제 4 세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을 통해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필수 요건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제 4 

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21세기 에 지의 안정  공 , 환경 보 , 안 성 향상  핵확산 항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 성이 가장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하여 차세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이 국제 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INPRO를 통해 신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제 4 세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GIF)에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필수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 4 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인 에 지 정책의 기반을 확보하기 해서는 미래

형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해서는 국제 인 연

구 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동향  신기술을 효과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4년도부터 INPRO 로그램에 참여하여 신 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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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스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INPRO 로그램에서는 신 인 원자

력 시스템에 하여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폐기물 리 그리고 핵

확산 항성과 같은 5개 요건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INPRO가 제시한 

5개 요건  핵확산 항성 평가에 사용되는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사용

자 요건(User Requirements) 그리고 허용기 (Acceptance Limits)의 성을 

평가하고, INPRO 방법론을 사용하여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을 평

가함으로써 INPRO 방법론의 문제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I I I .  연구개발의 내용  범

지난 1992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캐나다 원자력공사, 미국 국무부 그리

고 국제원자력기구는 DUPIC 핵연료주기 개발을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주기를 INPRO 시범연구 상 원자력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INPRO 1A 단계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한 기

본 원칙, 사용자 요건  허용기 과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는데 주안 을 두었

다. 

먼 , INPRO 방법론에 따른 핵확산 항성 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해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한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허용기 을 분석하 으며, 

DUPIC 핵연료주기에의 용 방안을 도출하고 허용기 을 정량화함으로써 

DUPIC 핵연료주기 평가 모델을 구축(물질흐름, 시설규모, 기 핵연료 등)하 다. 

다음으로 도출된 평가 방안에 따라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주기

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해 핵확산 항성 평가의 기본 인 인자인 고유 항

성 (intrinsic features)와 외 수단 (extrinsic measures)를 평가하여 INPRO 평

가 방법론의 문제  도출  평가 방법론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 다.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을 제 4 세  원자력 시스템에서 제시

하는 고유 항성  외 수단과 상호 비교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에 한 기 과 모델

을 선정함으로써 평가 방법  기 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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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문가 세미나 개최, 원자력 련기   과기부 등과의 진도회의를 

통하여 연구 수행 간 결과  방법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 으며, 국제 으로

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 하는 INPRO 기술자문회의  운 원회에 참가하

여 진척된 연구 내용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

다. 

I V.  연구 개발 결과

INPRO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의 평가를 해 과

제 목표로 삼았던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DUPIC 핵연료 주

기에 한 INPRO 방법론 용  INPRO 방법론의 개선 방안 도출 등 당  연

구 계획을 성공 으로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INPRO 1A 단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허용 

기 에 한 반 인 INPRO 방법론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핵확산 항성 

분야의 평가 방법론상의 부족한 부분들에 해서도 INPRO 방법론을 용할 수 

있는 기 를 확립하 다. 

-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

  •DUPIC 핵연료주기를 8 단계로 나 어 각 단계별로 개 인 핵확산 항성 특성

을 평가하 고,

  •DUPIC 핵연료 주기의 8 단계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를 제외한 7 단계는 

기존의 가압경수로 혹은 수로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특성과 거의 유사

하므로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에 해 INPRO 방법론을 용하여 핵확산 항

성을 상세히 평가하 으며,

  •본 평가를 통해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의 구체 인 문제   개선 

사항이 악되었다.

- INPRO 평가 방법론의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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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RO 1A 단계 보고서에 제시된 INPRO 방법론인 5가지 기본원칙  5가지 

사용자 요건에 하여 개선된 2개의 기본원칙과 각 기본원칙에 련된 2개의 

사용자 요건을 제시하 고, 이들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 다.

- 따라서, 당 에 계획된 연구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핵확산 항성 측면에서

의 원자력시스템 robustness 평가  핵확산 항성 증진을 한 최  비용 

산출 방안 등에 한 창의 인 개념을 제시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핵

확산 항성 핵연료주기를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 21세기 국가 에 지의 안 공 에 기여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립하

고 핵확산 항성이 개선된 핵연료주기 개발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장기  INPRO Phase 1B  Phase 

II 단계에서 확장된 시범연구 수행 시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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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Title

A Collaboration on INPRO Case Study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DUPIC Fuel Cycle

I I .  Research Obj ective and Necessity

The most achievable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s are being 

actively studied over the world to secure the stable energy supp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safety improvement and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e 21st century. For exampl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s performing an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while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GIF), led 

by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Generation-IV nuclear systems following 

the key system requirements of the future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the future nuclear system and fuel 

cycle technology to create bases for the long-term energy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ost prevailing research trend and effectively import 

new technolog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Since 2004,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participated in the IAEA 

INPRO program and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DUPIC Fuel Cycle. The INPRO 

program has defined five requirements of the innovative nuclear system, which are 

the economics,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effect, waste management and the 

proliferation-resistance. The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for 

INPRO case study of the DUPIC fuel cycle is to assess th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and acceptance limits used to evaluate the proliferation-resistance; to 

assess the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e DUPIC fuel cycle by the IN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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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to identify technical issues of the current INPRO methodology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PRO methodology.  

I I I .  Research Content and Scope

Since 1992, KAERI,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 Unites States 

Department of States (USDOS) and IAEA have performed the DUPIC fuel cycle 

development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which was chosen as a 

target nuclear system of the INPRO case study. This study will focus on assessing 

th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and acceptance limits, which are defined in 

INPRO Phase 1A report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First, in order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based on the INPRO methodology, th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and acceptance limits were reviewed and quantified. Then the 

evaluation model (material flow, facility scale, reference fuel, etc.) of the DUPIC 

fuel cycle was developed. Second, in order to evaluate the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e DUPIC fuel cycle based on the INPRO methodology, key indicators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such as the intrinsic feature and extrinsic measures were 

evaluated to find the rationale and/or weakness of the INPRO methodology and 

draw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PRO methodology.

It was intended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method and 

criteria by developing appropriate standards and models for the DUPIC fuel 

cycle proliferation-resistance analysis through comparison of the IAEA INPRO 

methodology to th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of the Generation-IV 

nuclear system and consult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ecialists. 

Therefore the research content and intermediate results were examined through the 

specialists seminar and the project review meeting with nuclear-related organizations 

an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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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were also confirmed through the INPRO Technical Consultancy 

Meeting (CM) and Steering Committee Meeting (SCM).

I V.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objective of evaluating the INPRO methodology was 

successfully satisfied by reviewing the INPRO methodology, applying the 

INPRO methodology to the DUPIC fuel cycle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PRO methodology.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Evaluation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parameters

  •The INPRO methodology was generally evaluated for th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and acceptance limits, which were defined 

in the INPRO Phase 1A report for the five areas of the economics,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effect, safety, waste management and 

the proliferation-resistance. This evaluation established a basis for the 

INPRO methodology to be applicable to the undeveloped part of the 

evaluation methodology in the area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 Evaluation of the DUPIC fuel cycle proliferation-resistance by the 

INPRO methodology

  •The DUPIC fuel cycle was divided into 8 steps and the 

proliferation-resistance of each step was generally evaluated.

  •Because the proliferation-resistant characteristics of the DUPIC fuel 

cycle except for the DUPIC fuel fabrication step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 or CANDU reactor fuel cycle, the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e DUPIC fuel fabrication step was 

evaluated in detail by the INPRO methodology.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the weak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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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NPRO methodology was identified and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INPRO methodology. 

-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the INPRO methodology

  •Regarding the five basic principles and five user requirements of the 

INPRO Phase 1A report, this study has recommended two basic 

principles and two user requirements for each basic principle, and 

provid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rinciples and user 

requirements. 

- Therefore this study has achieved the research objective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lso suggested an innovative concept of the optimum cost 

estimation method to evaluate the robustness of the nuclear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liferation-resistance.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earch Results

- Based on the experience of evaluating the proliferation-resistance of the 

DUPIC fuel cycl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evaluate and 

determine the future domestic proliferation-resistant fuel cycle.  

-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for establishing a fuel cycle 

technology that can provide a stable energy supply of the 21st century 

and for developing an improved proliferation-resistant fuel cycle. 

- In case that the IAEA conducts long-term INPRO Phase 1B and Phase 

II case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also be effectively used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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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 수행 목   필요성

지난 수년간 21세기의  세계 에 지의 안정  공 , 환경 보 , 안 성 

향상  핵확산 항성 확보 등을 하여 가장 실 성이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하여 차세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이 국제 으로 활발

히 추진되어 왔다. 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해 신원자력시스템 개발 로그램을 수행 

해오고 있으며, 미국을 심으로는 제 4 세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을 

통해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필수 요건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제 4 세  원자

력 시스템 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주 의 INPRO에서는 신 원자력시스템 요건 발굴을 

한 Phase IA 최종 보고서가 2003년 6월에 발간되었으며, 여기서는 경제성, 

지속성  환경,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등 다섯 개 분야에 

한 평가 기본 원칙(Basic Principle), 사용자 요건(User Requirement)  

용인 단기 (Acceptance Limit)을 제시하고 있다.

INPRO Phase IA에서 제시한 평가기 들을 이용하여 INPRO 방법론의 

용 타당성을 평가하기 한 INPRO 시범 연구 수행에 한 INPRO Phase 

IB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국가별 INPRO 시범 연구로는 러

시아에서는 BN-series, 인도에서는 AHWR(Advanced Heavy Water 

Reactor), 아르헨티나에서는 CAREM-X 원자로, 국에서는 PBR(Pebble 

Bed Reactor), 체코에서는 GEN-IV에서 제시된 MSR(Molten Salt Reactor)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도 7월 28일자로 국제원자력기구 

INPRO 사업에 극 참여를 목표로 하여 DUPIC 핵연료주기를 이용한 핵확

산 항성 분야에 참여하기로 하 다. 한, 러시아, 인도, 랑스,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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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등에서는 개인별 시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 주 의 INPRO 시범 연구에 한국 측이 능동 으

로 참여함으로서 향후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 분야에 요한 기

술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6  강국으로서 걸맞은 국제 원

자력 사회에 공헌  국가 핵투명성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선정에 있어서 국제

원자력기구와의 연구 력을 수행함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 INPRO 로그램

에 국가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 국제 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주 의 INPRO 로그램

이나, 미국 주 의 GEN-IV 개발 로그램 이 에 지 까지 가장 범 하

고 체계 으로 수행된 핵확산 항성 평가 연구로서는 1978년 미국 DOE 주

 하에 수행된 NASAP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주  하에서

는 1979년에 66개 국가가 참여하고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수행된 

INFCE(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로그램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NASAP 연구나, INFCE 연구에서는 핵확산 항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데 실패하 으며, 특히 INFCE에서는 재처리 국가들과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선호하는 미국 측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국제 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데도 실패한 바 있다.

그 외 1980년  반에 핵확산 항성의 정량  평가와 련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기는 하 으나 원자력 사회에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 으며, 

1990년 에 들어서 미국의 잉여 루토늄 처리 로그램에서 핵확산 항성 

평가를 수행하 으나 정성  평가에 머물 으며, 2000년 에 들어서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에 있어서 핵확산 항성이 강조되면서 GEN IV 

 INPRO 로그램에서 정량  평가를 한 구체 인 평가 방법론들이 

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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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항성 분야에 있어서 국내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에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정책 목표

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핵확산 항성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미국처럼 활

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 다. 핵확산 항성 평가와 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199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 핵연료 기술개발 에서 기회로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정량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DUPIC 핵연료주기, 직 처분주기, MOX 핵연료주기에 해서 정량  평가

를 수행한 바 있으나, 핵확산 항성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찾는 연구는 소홀히 취 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는 핵확산 항

성 평가와 련된 기술은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여건과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있

어서 미국으로부터 사  동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새

로운 원자로  핵연료주기 도입에서 핵확산 항성은 가장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으로 인정이 가능한 핵확산 항성 핵연

료주기 기 , 객 성과 핵확산 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개발하

는데 직  참여하여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이러

한 에서 재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GEN IV 로그램의 

PR(Proliferation Resistance) & PP(Physical Protection) 평가방법론 개발 

로그램에 국내 문가가 직  참여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핵확산 항성 평가 기   평가 방법론들은 상기

한 국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문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극 으로 우리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체 인 핵확산 항성 평가는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의지를 내외

으로 보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가 핵투명성을 증진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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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수행 범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는 향후 50 년을 겨냥한 

신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해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페기물 

리, 핵확산 항성 등의 5개 분야에 해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  용인 

단기 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5개 분야  핵확산 항

성 평가 방법론을 평가하는데 주안 을 두었으며, 지난 1992년부터 한국원자

력연구소/캐나다 원자력공사/미국 에 지성/국제원자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로 개발되어온 DUPIC 핵연료 주기를 평가 상 원자력시스템

으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의 평가 방

법으로 INPRO Phase 1A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확산 항성에 한 기본 원

칙, 사용자 요건  용인 단기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실제 DUPIC 핵연료 

주기에 용시 문제   개선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론의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하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방법론에 따른 핵확산 항성 평가방안을 도출

하기 해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한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용인 단기

(Acceptance Limit) 분석하고 DUPIC 핵연료주기에 용 방안 도출과 용인

단기 의 정량화로서 DUPIC 핵연료주기 평가 모델을 선정(물질흐름, 시설

규모, 기 핵연료 등)하 다. 한, 도출된 평가 방안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의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해 

핵확산 항성 평가의 기본 인 항인자인 고유 항성 (intrinsic features)

의 평가  외 수단 (extrinsic measures) 평가를 수행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의 INPRO 평가 방법론의 문제  도출  평가 방법론의 개선사항도출을 목

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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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추 진 략   체 계

IAEA TECDOC-1362에 제시된 INPRO 평가 방법론과 평가 기 을 분석 

평가하여 DUPIC 핵연료주기에의 용 가능성  방안을 선정하고, INPRO 

 GEN-IV의 핵확산 항성에 한  고유 항성  외 수단의 상호 비교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DUPIC 핵연료주기의 핵비확산

성 평가에 한 기 과 한 모델을 선정함으로써 평가 방법  기 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재까지 DUPIC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통해 기 축 된 기술을 

INPRO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에 용하여 DUPIC 핵연료주기의 핵비확산

성을 평가함으로써 핵연료주기 개발 투명성을 확보하자 하 으며, INPRO 방

법론에 용하여 DUPIC 핵연료주기의 시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INPRO 핵

비확산성 평가방법론  기 들의 타당성과 합리성  21세기 신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한 INPRO 방법론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으로는 문가 세미나 개최, 원자력 련기   과기부 등과의 

진도회의를 통하여 연구 수행 간 결과  방법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국제 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 하는 INPRO 기술 문가회의, 운

원회 등의 참가를 통해 진척된 연구 내용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과의 

객 성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하 으며, 이들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그림 

1-1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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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Evaluation
Methodology for

DUPIC Fuel Cycle

Processes and Facilities of
DUPIC Fuel Cycle

Characteristics of
DUPIC fuel cycle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PR Assessment
of DUPIC Fuel Cycle

Qua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BP/UR of PR

Integral Assessment
of PR of DUPIC Fuel Cycle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INPRO Methodology
to DUPIC Fuel Cycle

Recommendations
on Further Development

of INPRO PR Methodology

그림 1-1. IAEA INPRO의 DUPIC 핵연료주기 시범 연구 업무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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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UPI C 핵연료 주기

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새로운 리 기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지속 인 원자력 산업의 발 을 목 으로, 핵확산 항성  경제성이 우수

한 핵연료 주기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경수로(PWR)와 수로(PHWR)를 

동시에 보유  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 로 이용할 수 있는 

경․ 수로 연계 (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 핵연료 주기 기술 개념을 설정하 다. 1991년 5월 한․미 원자력 

상설 원회에 추진계획 상정을 시작으로 한국(KAERI), 카나다(AECL), 미국

(DOE  LANL), 1996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도 연구에 참여함으로서 국제 

공동연구로 경․ 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을 추진 에 있으며 한

국에서는 1992년 9월부터 재까지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

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DUPIC 핵연료 주기는 경수로(PWR) 사용후 핵연료를 직  재가공하여 

CANDU 원자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재활용 개념으로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에는 약 1.5 wt%의 핵분열성 물질(0.9 wt% 235U와 0.6 wt% 

239,241Pu)이 잔존하고 있어 천연우라늄(0.71 wt% 235U)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로에 재사용이 가능하며 DUPIC 핵연료의 방출 연소도는 약 15,000 

MWd/T으로서 기존 수로보다 약 2배정도 높다. 특히 DUPIC 핵연료 주기 

기술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차폐시설 내에서 건식 공정을 통하여 루

토늄과 고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지 않고 많은 불순물이 함유된 분

말을 이용하여 수로 핵연료로 가공함으로써 핵확산 항성이 매우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주기 기술이 확립되면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수로 핵연료 제조용 천연 우

라늄을 감할 수 있고 고연소도 수로용 DUPIC 핵연료의 활용을 통하여 

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량도 감소시킬 수 있어 원자력 발 의 경제성 

제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핵확산 항성을 핵연료 주기로써 세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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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DUPIC 핵연료 주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경수로(PWR) 사용후핵

연료 장으로부터 DUPIC 사용후핵연료의 구 처분까지 총 8단계로 나  

수 있는 데, 세 번째 단계인 DUPIC 핵연료제조 단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계들은 기존의 후행 핵연료 주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Step 1 : PWR 사용후 핵연료 장

• Step 2 : PWR 사용후 핵연료의 DUPIC 시설로의 수송

• Step 3 : DUPIC 핵연료 제조

• Step 4 : DUPIC 핵연료의 CANDU 원자로에의 수송

• Step 5 : DUPIC 사용후 핵연료의 간 장 시설로의 수송

• Step 6 : DUPIC 사용후 핵연료 간 장

• Step 7 : DUPIC 사용후 핵연료의 구 처분장으로의 수송

• Step 8 : DUPIC 사용후 핵연료의 구 처분

따라서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하여 필요한 핵심 

분야는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크게 DUPIC 핵연료 원격 

제조, 성능 평가, 양립성, 핵물질 보장조치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  수 있

다. 주요 단계별 기술 특성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PW R  사 용 후  핵연료 장  DUPI C 시 설 로 의 수송

DUPIC 핵연료 주기의 기 단계로서, 원자로에서 방출된 PWR 사용후 

핵연료는 AR(At Reactor) 장조에 장 이며 일정 기간 냉각후 해상 수송

을 이용하여 DUPIC 시설로 수송하게 되는 데, DUPIC 시설이 CANDU 원자

로 주변에 치할 경우 트럭 수송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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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UPI C 핵연료 제조

가. DUPIC 핵연료 원격 제조  성능평가

DUPIC 핵연료는 열 , 기계  처리만으로 구성된 건식 공정에 의하여 경

수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루토늄을 포함한 핵물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

고 제조되며, 포함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하여 고 방사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제조 공정은 차폐시설 내에서 원격으로 운 되어야 하고 제조된 DUPIC 핵

연료는 제조  취  과정에서 특별한 차폐  감시가 필요하므로 DUPIC 

핵연료 주기 기술은 핵확산 항성이 우수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DUPIC 

핵연료 제조는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

의 해체 공정, 연료  인출  단 공정, 탈피복 공정, OREOX (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에 의한 분말 제조 공정, 소결체 제조 공정, 연

료   집합체 제조 공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먼  원료인 경수로 사

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연료 을 인출하여 사용후 핵연료 연료 을 

일정 크기로 단한 후 피복 과 사용후 핵연료 물질을 기계 으로 분리한

다. 분리된 사용후 핵연료 물질은 DUPIC 핵연료 제조의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는 OREOX 공정을 거치는 데, 이 공정은 사용후 핵연료 물질을 450℃

에서 산화, 700℃에서 환원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핵연료 물질을 

분말 상태로 변화시킨다. OREOX 공정에서 얻은 분말은 소결성을 더욱 증가

시키기 한 분쇄 공정을 거쳐 DUPIC 핵연료 제조에서 가장 요한 물질인 

DUPIC 원료 분말이 된다. DUPIC 원료 분말은 비 압분  과립화, 윤활제 

혼합, 최종 압분, 소결, 연마 등의 공정을 통하여 최종 DUPIC 소결체가 되

며, 이를 사용하여 DUPIC 핵연료   집합체가 제조되는데 이때 필요한 공

정들은 기존 CANDU 핵연료 제조 공정과 유사하나 모든 공정작업이 차폐 

시설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제조특성을 가지므로 기존 제조 작

업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다. 

재 IMEF M6 핫셀에 DUPIC 핵연료 제조 장비  검사기기를 설치하

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용 승인과 함께 DFDF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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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acility; DUPIC 핵연료 제조 연구시설)를 구축하 으며, 동 시

설을 이용하여 2002년에도 고리 발 소에서 방출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제조 최 화 공정조건을 확립하 으며 제조된 DUPIC 

소결체는 이론 도 95% 이상이 비교  높은 건 성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500W  Nd:YAG 이   섬유 송장치를 이용하여 핫셀 내에서 조사

시험용 DUPIC 핵연료 을 제조하여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DUPIC 핵연

료  조사 시험을 수행하 다. 최근까지의 조사 시험후 분석 결과 DUPIC 핵

연료의 조사거동은 기존 UO2 핵연료의 조사 거동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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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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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UPIC 핵연료 양립성 평가

DUPIC 핵연료를 수로에 사용하기 해서는 기존 계통과의 호환성이 

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료 조성의 균일성과 핵연료 취  계통의 호환성 보

장뿐만 아니라 노물리  열수력 특성, 안 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DUPIC 핵연료의 CANDU 노심에서 사용시 열출력 분포는 기존 천연 우라

늄 핵연료를 사용시에 비하여 더 균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수로

내에서 연료 다발과 압력 의 운  제한치 기 을 만족하기 하여 DUPIC 

핵연료를 장   인출 취  계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핵물질 보장조치

DUPIC 핵연료 주기의 큰 장 은 재처리공정에 비하여 핵확산 항성이 

큰 을 들 수 있으며 다각 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 다. DUPIC 시설에서 

핵물질 취 은 총량(bulk) 개념 운 을 기본으로 하며 고방사성 사용후 핵물

질 사용에 따라 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자체 방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질수지 구역내 핵물질 계량을 한 DSNC(DUPIC Safeguard Neutron 

Counter) 시스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핵물질 

보장조치 수단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  DUPI C 핵연료의 CA NDU 원 자 로 에 의 수송

수로에 근 한 해안지역에 치한 DUPIC 시설로부터 제조된 DUPIC 

핵연료를 트럭 는 해상수송이 가능하다. DUPIC 핵연료 캐스트는 시설내 

핵연료 장조에서 검사후 이송되며, 이송 차는 PWR 사용후 핵연료의 

DUPIC 시설로의 이송 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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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UPI C 사 용 후  핵연료 장

DUPIC 사용후 핵연료는 기존의 CANDU 사용후 핵연료와 비교하여 핵물

질 양  방사능 가 서로 다르므로 건식 장조를 이용하여 다발형태로 

건식 간 장이 가능하다.

5 .  DUPI C 사 용 후  핵연료 처 분 장 이 송   구 처 분  

DUPIC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이송은 단계에 수행한 DUPIC 핵연료 이

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울러 구 처분장에서의 처분 특성도 기존의 

CANDU 사용후 핵연료 구 처분 개념 특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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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핵확 산 항 성 평 가

제 1  I NPR O 평 가  방 법 론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는 핵확산 항성을 갖는 신 원자력에

지 시스템을 한 5개의 기본원칙과 5개의 사용자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

시된 기본원칙과 사용자요건들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의 핵확산 항성을 만

족시키기 해 원자력발 소  핵연료주기시설과 련된 정부, 후원기 , 

설계기 , 규제기 , 투자기   사용기 에게 안내서로 활용토록 할 정

이다.

원자력에 지 시스템의 핵확산 항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우선 고유 항

성과 외 수단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phase 1A 보고

서에서는 4개의 고유 항성과 5개의 외 수단을 정의하고 있다. 4개의 고유

항성에는 1) 핵무기 로그램에 활용하는데 비매력 , 2) 원자력물질 용 

방 는 억지, 3) 직 으로 사용가능한 타깃 물질의 비신고 생산의 방 

 억지, 4) 능률 이고 경제 인 핵물질안 조치가 포함된다. 

5개의 외 수단에는 1) 원자력 에 지시스템에 한 정부의 결의와 약속, 

2)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사용하는 원자력물질  부품의 수출입 정, 3) 

원자력물질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근을 통제하기 한 상업 , 법  

는 제도  정, 4)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과 지역, 양국  국가  수단의 

용 5) 원자력 비확산 는 평화  사용 약속의 반을 통보하는 법   

제도  약이 포함된다. 

INPRO 평가 방법론은 신 인 원자력 에 지시스템의 핵확산 항성에 

한 고유 항성과 외 수단을 평가하기 한 평가지표들(indicators)을 도출

하기 하여 "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 평가 지표들을 평가

할 때는 최하  평가지표부터 평가하여 상  지표들을 평가해 나가고, 이들

을 종합하여 사용자요건이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사용자요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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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취합하여 기본원칙들을 평가하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하  평가지표의 평가는 용인 단기  (Acceptance Limit, AL)을 설정한 

다음 이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핵확산 항성인 

경우 용인 단기 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INPRO 평가방법의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평가지표들의 체계도는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고, 기본원칙들과 사용자요건의 계도는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다. 

Basic Principles

Second Level Indicators

User Requirements

Criteria:
Indicators and Acceptance Limits

First Level Indicators

Third Level Indicators

Fulfillment Derivation

그림 3-1.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INPRO 평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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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provided i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misuse
of nuclear materials for nuclear weapons.

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uture NES to help
ensure that future NE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W programme.

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ould be considered
sufficientby itself. 2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complementary and redundant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that provide defence in depth.

3

Extrinsic proliferation resistance measures, 
such as control and verification measures will 
remain essential, whatever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intrinsic features.

3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to 
provide cost-effective proliferation resistance.

4
From a proliferation resistance point of view,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rinsic
features should be encouraged.

4
Proliferation resist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early as possible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nuclear energy system

5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will be 
facilitated by clear, documented and transparent 
methodologies for comparison or evaluation/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5
Effective intrinsic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should be utilized to facilitate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extrinsic measures.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그림 3-2. 기본원칙  사용자요건의 상호 연계성

1 .  I NPR O 기본 원 칙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핵확산 항성을 갖는 신 원자력에

지 시스템을 한 5개의 기본원칙은 표 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1. 기본 원칙

Principles Description

Basic Principle 1
Proliferation resistant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provided 
i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misuse of nuclear materials for nuclear weapons.

Basic Principle 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ould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Basic Principle 3
Extrinsic proliferation resistance measures, such as control and 
verification measures will remain essential, whatever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intrinsic features.

Basic Principle 4
From a proliferation resistance point of view,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rinsic features should be encouraged.

Basic Principle 5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will be facilitated by clear, 
documented and transparent methodologies for comparison or 
evaluation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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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 NPR O 사 용 자  요건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핵확산 항성을 갖는 신 원자력에

지 시스템을 한 5개의 사용자요건은 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2. INPRO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s Description

User Requirement 1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User Requirement 2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complementary and redundant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that provide defense-in-depth.

User Requirement 3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to provide cost-effective proliferation resistance.

User Requirement 4
Proliferation resist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early as 
possible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nuclear energy 
system.

User Requirement 5
Effective intrinsic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should be 
utilized to facilitate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extrinsic 
measures.

3 .  I NPR O 평 가 지 표   용 인  단  기

INPRO 1A보고서에는 사용자 요건별 평가지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타

내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INPRO 방법론인 “Bottom-up" 평가 방법을 

따르기 하여 평가 지표들을 재구성 하 다. 표 3-3는 본 연구를 해서 

UR1에 한 평가 지표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평가지표는 3단계로 구분되

어 있다. UR2 ~ UR5에 한 평가 체제는 부록 II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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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UR1에 한 평가 지표 체계

제 2   DUPI C 핵연료주기 핵확 산 항 성 평 가

본 에서는 앞 에서 기술된 평가방법과 평가체제를 이용하여 DUPIC 

핵연료주기에 한 핵확산 항성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DUPIC 핵연료주

기는 우라늄 원 에서 출발하여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까지를 모두 포함하

나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 주기 에서 가장 민감한 시설인 DUPIC 핵

연료 제조시설에 해서만 평가를 실시하 다. 이는 만일 가장 민감한 시설

이 INPRO 사용자 요건과 기본 원리를 만족한다면 다른 부문들은 자동 으

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1
st

 level 

indicator
2nd level indicator 3rd level indicator

Confidence that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that 
are implement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futures 
nuclear energy 
system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related treaties and convention
-NPT
-NW-free zone treaties
-CTBT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policies 
-Bilateral arrangements for supply and return of 
nuclear fuel
- Bilateral agreements governing re-export of NES 
components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ontrol access to NM and NES

- Multi-national ownership
- Management or control of a NES

Safeguards agreements, verification and response
- Safeguards agreements pursuant to the NPT
- State's or regional safeguards systems
- Safeguards approaches for the State's or regional 
safeguards systems
-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mechanism for 
violations

Un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Isotope content
Chemical form
Radiation field
Bulk and mass
Heat generation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rate
Detectable radiation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Diversion detectability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undeclared production 
of direct-use material

Difficulty to modify fuel cycle facilities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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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1A에 기술된 사용자요건 에서 UR3~UR5는 핵연료주기를 실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용 가능한 것으로  시 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UR1과 UR2에서만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1 .  평 가 지 표 에  한 용 인 단 기  결 정

표 3-4는 UR1에 한 3단계 고유 항성에 한 용인 단기 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에는 10개의 고유 항성에 한 평가 변수가 기술되어 있

으며, 각각을 다섯 등 으로 나 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

다.

고유 항성에 한 평가 변수들을 도출하고 각 변수들에 용인 단 등 을 

부여하는 타당성을 다음에 간단히 기술하 다. 구제 인 내용은 부록 II에 자

세히 나타내 있다.

 동 원소조성(Isotope content)

고농축우라늄 혹은 핵무기  루토늄이 용에 있어서 가장 매력 인 물

질이 될 것이다. 여기서 동 원소 조성은 공정물질이 은 하게 용되고 이

를 화학  재처리를 거친 후 얻어지는 핵물질내에 포함된 조성을 의미한다. 

루토늄에 해서는 239Pu 농도를 기 으로 하 는데 239Pu 농도가 60~70%

일 때 “Strong" 항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틀을 구성하 다. 

 화학  형태(Chemical form)

화학  조성은 용된 공정물질를 재처리하는 경우 재처리의 어려움 정도

를 나타낸다. 핵분열물질과 악티나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재

처리하기 해서 핫셀에서 취 해야하며, 한 원격취 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러한 물질은 “Strong" 항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틀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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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UR1 3단계 고유 항성에 한 평가변수  용인 단기

* U: Unacceptable, W: Weak, M: Moderate, S: Strong, V: Very strong

 방사선 장벽(Radiation field)

방사선 장벽은 매우 요한 고유 항 방벽 의 하나이다. 공정물질이 

용될 때 공정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향으로 인하여 용자

(proliferator)에 직 인 해를 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지 하여 용자

는 원격 취   차폐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시 감시시스템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방사선량이 100 rem/hr ~ 1000rem/hr 사이를 

3r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Isotope content

239Pu/Pu(wt%) > 93 80 ~ 93 70~80 60~70 < 60

235
U/U

 
(wt%) > 90 50 ~ 90 20~50 5~20 < 5

232U contam. 
for 233U (ppm)

> 1 1 ~ 100 100 ~ 4000 4000~7000 < 7000

Chemical form Chemical form
Pure Pu 

metal
PuO2, PuN

Fresh 
MOX

Spent 
oxide fuel

Spent oxide 
fuel with 

high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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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k and mass
Mass (kg)  <10 10~100 100~500 500~1000 > 1000

Size (cm) < 10 10~40 40~100 100~300 > 300

Heat generation
238Pu/Pu 

(wt%)
< 0.1 0.1~1 1~10 10~80 > 80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rate

(
240

Pu+ 
242

Pu)
/Pu

 
(wt%)

 1~10 10~15 15~25 25~50 > 50

Detectable 
radiation

Detectability
No 
reliably 
signature

No 
reliably 
signature

Moderately 
detected 

by active 
means

Reliably 
detected 
by active 
means

Easily 
detected 

by passive 
means

Diversion 
detectability 

MUF
kgPu or U233

kgU235with LEU
kgU235with HEU

tonTh

> 16
> 50

> 15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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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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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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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6
< 9
< 5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Environment Open Open
Glove box,

Concrete,
Or metal

Shielded 
hot cell

Geological 
media

Difficulty to modify 
fuel cycle facilities 
and process for 
undeclared 
production

Degree of 
difficulty

Very easy Easy Moderate Difficult 
Very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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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우 인체에 직 인 성 향을 나타내는 구간이므로 이 구역에서 

“Strong" 항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틀을 구성하 다. 

 공정물질 크기  질량(Bulk and mass)

공정물질이 부피나 크기가 클 경우 은 하게 용하는데 장벽이 될 것이

다. 한 핵물질이 희석이 되어 있을 경우 1 SQ (Significant Quantity)의 양

을 확보하는데 많은 공정 물질를 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 상 공정

물질의 크기와 1 SQ 에 필요한 제 질량을 평가 변수로 설정하여 평가체제

를 구성하 다.  

 열발생율(Heat generation)

열발생은 공정물질이 용되고 재처리하여 루토늄을 확보한 후 핵무기

를 제조할 때 나타나는 장벽이다. 핵무기 제조시 열발생은 핵무기 성능에도 

향을 wnfQNs아니라 제조 공정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루토늄인 경우 

열발생은 238Pu이 지배하게 되므로 열발생은 풀루토늄내에 238Pu 조성 비율을 

평가 변수로 결정하 다. 238Pu이 10% ~ 80% 일 경우 “Strong" 항성을 갖

는 것으로 평가틀을 구성하 다. 

 자발핵분열 성자 방출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자발 성자 방출은 열발생율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설계하는데 지장을 

주며 한 조기 폭팔 염려 때문에 핵무기 성능이 히 떨어지게 된다. 

루토늄에서 자발 성자 방출은 240Pu and 242Pu이 지배하게 되는데, (240Pu 

and 242Pu)/Pu를 평가 지료로 정의하 다.

 감시  방사선(Detectable radiation)

핵물질을 용하는 과정에서 감시시스템에 쉽게 발각이 된다면 매력이 떨

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방사선 감시시스템의 탐지 가능성을 평가 변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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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 다. 

 용  발각성(Diversion detectability)

은 한 용인 경우에 시설의 MUF (Material Unaccounted For)가 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크게 향을  것이다. 시설의 MUF가 크다면 공정물질

의 loss가 공정  발생한 loss인지 아니면 용에 의한 loss인지를 단하기

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량계수 시설에서는 매우 요한 변수가 

된다.  

 용 방지 효율성(Effectiveness of preventing the diversion of the 

nuclear material)

만일 핵물질과 용자 사이에 쉽게 근을 허용하지 않는 매개체가 있을 

경우 이 것 한 하나의 요한 방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에서는 지하 암반이 매개체가 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인 

경우 콘크리트 혹은 속용기가 매개체가 될 것이다. 

 시설개조의 어려움(Difficulty to modify the fuel cycle facilities and 

process)

핵물질을 용을 해 시설 부 혹은 일부 공정 시스템을 은 하게 개조

하여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일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개조

의 어려움, 개조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평가 변

수가 될 것이다. 

표 3-5는 UR1에 한 3단계 외부수단에 한 평가체제를 나타낸 것이다. 

내부 항성과는 달리 부분 “Yes", "No" 답을 원하는 것들이다. 가령 한 

국가가 NPT에 가입을 했다면 NPT 가입여부 평가는 "Yes"가 되고 해당 평

가지표는 용인 단 기 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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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UR1 3단계 외부수단에 한 평가체제  용인 단기

표 3-6는 UR2에 한 2단계 외부 수단에 한 평가체제를 나타낸 것이

다. UR2는 핵확산 항 방벽에 한 “심층방어“ 혹은 ”다 방벽” 개념과 

련된 것이다. 이 개념은 고유 항성과 외부수단에서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UR1에서 평가한 제 3단계 평가 지표에 한 평가 결

과를 사용하게 된다. 

3r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s

U W M S V

Non-prolifera
tion related 
treaties and 
convention

NPT No No Yes Yes

NW-free zone treaties No No Yes Yes

CTBT No No Yes Yes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policies No No Yes Yes

Bilateral arrangements for 
supply and return of 
nuclear fuel

No No Yes Yes

Bilateral agreements 
governing re-export of 
NES components

No No Yes Yes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ontrol 
access to 
NM and 
NES

Multi-national ownership No No Yes Yes

Management or control of 
a NES

U W M S V

Safeguards 
agreements, 
verification 
and response

Safeguards agreements 
pursuant to the NPT

No No Yes Yes

State or regional systems 
for accounting and control

No No Yes Yes

Safeguards approaches for 
the State's or regional 
safeguard systems

U W M S V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mechanism for 
violations

U W M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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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UR2에 한 2단계 평가 지표에 한 평가체제  용인 단기

2 .  DUPI C 핵연료주기 핵확 산 항 성 정 량  평 가

여기서는 제 1 에 기술한 평가 방법과 술한 평가체제  용인 단기

을 용하 다. 술한바와 같이 DUPIC 핵연료주기 에서 감장 민감시설인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에 해서만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표 3-7은 

UR1의 고유 항성에 한 평가 결과이다. 가령, isotope content barrier 측

면에서 DUPIC 제조시설의 공정물질내에 포함된 
239Pu 농도가 60%이하이기 

때문에 “Very Strong" 평가 수를 부여한 것이다. 한 방사선 장벽인 경우, 

DUPIC 번들 1개에서 방출되는 방선량이 약 15 rem/hr이므로 ”Moderate" 

수가 부여되었다.  

표 3-8은 UR1의 외부 수단에 한 평가 결과이다. 외부수단은 특정 시설

에 의존하지 않으며, 국가의 핵비확산 정책과 제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한 부분 “Yes", "No"로 평가되는 항목들이다. 각 항목에 한 평가의 타당

성에 해서는 부록 II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n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s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Number of barriers 
comprising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UR1

0~6 6~9 10~13 14~17 18~22

Robustness of each 
barrier

Are all of radiation field, 
NPT and safeguards 
agreement accepted?

No No Yes Yes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intrinsic 
feat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intrinsic features

< 5 < 5 > 5 > 5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extrinsic 
meas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extrinsic 
measures

< 6 < 6 > 6 > 6

Assessment of 
system strength and 
weakness to ensure 
that all potential 
vulnerabilities are 
covered by intrinsic 
features, extrinsic 
measuresand 
combinations thereof

Are potential vulnerabilities 
are covered by intrinsic and 
extrinsic?

U W M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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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UR1 고유 항성 평가 결과

표 3-9는 표 3-7에서 평가한 UR1의 3단계 고유 항성 평가 결과를 종합

하여 제 2단계 고유 항성 평가지표를 평가한 결과이며, 표 3-10는 UR1의 3

단계 외부수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 2단계 외부수단 평가지표를 평가한 

결과이다. 상  지표를 평가하기 하여 가 치 개념을 용하 다. 가 치

는 정석 으로 3단계, 즉, High, Medium, Low로 구분하여 부여하 다. 

표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UR1의 2간계 고유 항성 평가지표를 평가한 

결과 3개 부문 모두 "Strong" 수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종합평가는 문

가 집단 토론으로 결론을 유추해내는 DELPHI방법이 용되었다.  

Barriers Key parameters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Isotope content

239Pu/Pu (wt%) > 93 80 ~ 93 70~80 60~70 < 60

235U/U (wt%) > 90 50 ~ 90 20~50 5~20 < 5
232Ucontam. for 

233U (ppm)
> 1 1 ~ 100 100~4000 4000-~7000 < 7000

Chemical form Chemical form
Pure Pu 

metal
PuO2, PuN Fresh MOX Spent fuel

Spent fuel 
with high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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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k and mass
Mass (kg) <10 10~100 100~500 500~1000 > 1000

Size (cm) < 10 10~40 40~100 100~300 > 300

Heat generation 238Pu/Pu (wt%) < 0.1 0.1~1 1~10 10~80 > 80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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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0 10~20 20~50 > 50

Detectable 
radiation

Detectability
No reliably 
signature

No reliably 
signature

Moderately 
detected by 

active 
means

Reliably 
detected by 
active 
means

Easily 
detected by 
passive 
means

Diversion 
detectability 

MUF
Kg Pu or 233U 

Kg
235Uwith LEU

kg
235Uwith HEU

tonTh

> 16
> 50

> 15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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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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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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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6
< 9
< 5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Environment Open Open
Glove box, 

concrete, or 
metal

Shielded 
hot cell

Geological 
media

Difficulty to modify 
fuel cycle facilities 
and process for 
undeclared production

Degree of 
difficulty

Very easy Easy Difficult
Very 
difficult

Absolutely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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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UR1의 3단계 외부 수단에 한 평가 결과

표 3-11은 표 3-9  3-10에서 평가한 2단계 평가지표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UR1에 한 1단계 최종 평가 결과이다. 2단계에서 3개 항목이 

"Strong" 수, 그리고 한 개 항목이 "Moderate" 수를 얻었으며, 종합평가 

결과는 "Strong" 수를 부여 받았다. 종합 평가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DELPHI방법이 용되었다.

표 3-12는 UR2에 한 2단계 평가지표 결과이며, 표 3-13은 2단계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UR2에 한 1단계 최종 평가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UR1에서 평가한 유사한 방법이 용되었다. 2단계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Strong" 이상의 수를 얻었으며, 종합평가에서도 "Strong" 수를 부여 받

았다. 

3
r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s

U W M S V

Non-prolifera
tion related 
treaties and 
convention

NPT No No Yes Yes

NW-free zone treaties No No Yes Yes

CTBT No No Yes Yes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policies No No Yes Yes

Bilateral arrangements for 
supply and return of 
nuclear fuel

No No Yes Yes

Bilateral agreements 
governing re-export of 
NES components

No No Yes Yes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ontrol 
access to 
NM and 
NES

Multi-national ownership No No Yes Yes

Management or control of 
a NES

U W M S V

Safeguards 
agreements, 
verification 
and response

Safeguards agreements 
pursuant to the NPT

No No Yes Yes

State or regional systems 
for accounting and control

No No Yes Yes

Safeguards approaches for 
the State's or regional 
safeguard systems

U W M S V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mechanism for 
violations

U W M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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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UR1 2단계 고유 항성 평가지표 평가 결과

*H: High, M: Medium, L: Low

2nd level 
indicator

3rd level 
indicator

Importance*

(Weighting)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Score of 2
nd

 level evaluation (1)

Unattractivene
ss of nuclear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Isotope content H

Chemical form M

Radiation field H

Bulk and mass L

Heat 
generation

L

Spontaneous 
neutron

M

Detectable 
radiation

M

Score of 2nd level evaluation (2)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Diversion 
detectability

M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H

Score of 2
nd

 level evaluation (3)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undeclared 
production of 
direct-use 
material

Difficulty to 
modify fuel 
cycle facilities 
and process for 
undeclared 
product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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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UR1 2단계 외부 수단 평가지표 평가 결과

2
nd

 level 
indicator

3
r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s
Import-

ance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s

U W M S V

Score of 2nd level evaluation

States'com
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
ation and 
disarmament
.

Non-prolifer
ation related 
treaties and 
convention

NPT

HNW-free zone treaties

CTBT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policies

M

Bilateral arrangements 
for supply and return 
of nuclear fuel

Bilateral agreements 
governing re-export of 
NES components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
s that 
control 
access to 
NM and 
NES

Multi-national 
ownership

L
Management or control 
of a NES

Safeguards 
agreements, 
verification 
and 
response

Safeguards agreements 
pursuant to the NPT

H

State or regional 
systems for accounting 
and control

Safeguards approaches 
for the State's or 
regional Safeguards 
systems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mechanism for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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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UR1에 한 1단계 최종 평가 결과 

1st level indicator 2nd level indicator
Import

-ance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Score of 1st level evaluation

Confidence that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that are implement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futures 
nuclear energy 
system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tates'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Un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Prevention or 
inhibition of the 
undeclared production 
of direct-use material.

표 3-12. UR2에 한 2단계 평가지표 분석 결과

2nd level indicator Key parameter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Number of barriers 
comprising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UR1

0~6 6~9 10~13 14~17 18~22

Robustness of each 
barrier

Are all of radiation 
field, NPT and 
safeguards agreement 
accepted?

No No Yes Yes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intrinsic 
feat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intrinsic 
features

< 5 < 5 > 5 > 5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extrinsic 
measures

The number of barriers 
which have score of 
"Strong" in extrinsic 
measures

< 6 < 6 > 6 > 6

Assessment of 
system strength 
and weakness to 
ensure that ....

Are potential 
vulnerabilities covered 
by intrinsic and 
extrinsic?

U W M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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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UR2에 한 1단계 평가지표 분석 결과 

1st level 
indicator

2
nd

 level indicator
Import

-ance
Evaluation scale of Acceptance Limit

U W M S V

Score of 1
st

 level evaluation

Confidence 
that an 
INS makes 
effective 
use of 
redundant 
and 
complement
ary 
features 
and 
measures 
to achieve 
defense-in-
depth

Number of barriers 
comprising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M

Robustness of each barrier H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intrinsic features

M

Redundancy or complementarity 
within extrinsic measures

M

Assessment of system 
strength and weakness to 
ensure that all potential 
vulnerabilities are covered ...

H
 

제 3   핵확 산 항 성 평 가  방 법 론  개선

INPRO는 핵확산 항성을 포함한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반

인 평가를 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 INPRO 평가 방법론의 체 인 평

가 구조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핵확산 항성 지표의 직 인 평가를 

해서는 보다 구체 인 지표  허용한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에서는 

INPRO 방법론을 실질 이고 용이하게 용할 수 있는 개선 을 기술하

다. 

1 .  기본  원 칙   사 용 자  요건 의 쟁

IAEA-TECDOC-1362의 핵확산 항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들은 상호 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기본 원칙은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원칙에 한 내용보다는 설명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 요건은 신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한 강조 설명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본 원칙과 사용자 요건의 상호 

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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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 간에는 상호 연 성을 갖추어야 

INPRO 평가 방법론에 따라 신원자력시스템이 평가될 수 있으나, 

IAEA-TECDOC-1362의 핵확산 항성 평가에서는 기본 원칙  사용자 요

건이 독립 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INPRO 방법론에 따른 핵확산 항성 평

가의 용이 어렵다. 

특히, IAEA-TECDOC-1362의 핵확산 항성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

부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은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  기본 

원칙이나 사용자 요건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 .  개선 사 항

(1)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간결해야 하며, 각 기본 원칙은 체 기본 원칙에 해 유일

성을 갖추어야 한다. IAEA-TECDOC-1362의 핵확산 항성 평가에서 제시하

고 있는 다섯 가지 기본원칙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거하 는데, 이는 

복 제시된 기본 원칙들과 핵확산 항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원칙에 해당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 , 기본 원칙 3은 고유 항성의 효율성과 계없이 외  수단이 항상 

요구된다는 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 원칙 2에서 다

루고 있으며, 기본 원칙 3은 기본 원칙 2의 내용과 비교하여 부가 인 사항

이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 3은 생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원칙 4는 고유 항성의 진과 실행을 진시키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에 고유 항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핵확산 항성

과 련이 있으나, 고유 항성을 진해야 한다는 것은 핵확산 항성을 달

성하기 해 필요한 기본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 4는 생략되는 

것이 타당하며, 고유 항성을 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기본 원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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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 원칙 5는 핵확산 항성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방법론의 개선에 

한 내용으로 이러한 개선은 진되어야 하지만 핵확산 항성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기본 원칙은 아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론은 개발자나 정책 결정권

자들이 핵확산 항을 한 설계를 이해하거나 추진하는데 필요하지만,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용 가능한 기본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 3  4와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 5도 생략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 원

칙 5의 내용  “방법론이 요구된다”라는 제안은 기본 원칙 서문에 포함됨이 

바람직하다.

(2) 사용자 요건

사용자 요건 1  2는 고유 항성  외  수단에 한 여러 가지 유형

을 다루는 내용이다. 사용자 요건 3, 4, 5는 “언제, 어떻게 고유 항성과 외

 수단 평가가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한, 사용

자 요건 3, 4, 5는 핵확산 항성에 한 요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이 

복되므로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 평가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먼 , 사용자 요건 1은 핵확산 항성 평가시 가장 요한 요건이지만 사

용자 요건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 요건 1  2간의 복성 해결을 

해 내용의 일부 수정이 요구된다. 표 3-3에 제시된 1단계 지표의 내용은 사

용자 요건을 다시 표 한 것이므로 사용자 요건으로서 새로운 내용 제시가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2단계 지표가 1단계 지표가 됨이 바람

직하다. 한, 3단계 지표는 핵확산 항성의 변수로 표 하는 것이 합하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사용자 요건 1의 고유 의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명확

하고 간결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사용자 요건 2는 원안 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용

자 요건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층 방어 개념(Defence-in-depth) 과 핵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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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자를 효과 이고 복 으로 보충  수단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구체 인 평가 방법론이 INPRO 방법론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사용자 요건 2에 한 지표 평가가 매우 어렵다. 한, 사용자 요건 1

에서와 마찬가지로 1단계 지표는 사용자 요건을 다시 표 한 것이므로 삭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2단계 지표는 1단계 지표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요건 2의 내용  각 항인자에 한 항성이 특성이 서로 다르므

로 복 혹은 보충  항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각 항인자의 등 에 따

라 가 치를 부과해야만 한다. 즉, 일부 항인자에 한 항성은 다른 

항인자의 항성과 비교하여 항성이 뛰어나며, 일부 항인자는 특정 용 

(diversion) 경로를 방해하지만, 모든 용 경로에 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자 요건 3의 경우에는 핵확산 항성에 한 허용 가능한 수 을 보

장하는 것이 최종 인 목 이다. 이것은 경제성 향상을 한 방안으로만 취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요건 3의 내용  “ 항성을 높이

면서 경제성을 향상시킴”은 고유 항성과 외  수단 간의 한 고려를 

통해 핵확산 항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

제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유 항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신원자

력시스템 설계를 채택할 수도 있다. 

사용자 요건 4는 신원자력시스템 설계에 매우 요한 지침이지만, 신

 원자력 시스템 평가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라는 이 명확하지 않다. 

한, 사용자 요건 1의 내용  “설계, 건설  운 에서”라는 문장을 제거하

고, 사용자 요건 4에 추가함으로써 서로의 복성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요건 1  4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사용자 요건 1: 핵확산 고유 항성  수단은 미래 원자력 시스템이 

핵무기 로그램을 한 핵분열성 물질의 취득에 비매력 인 수단이 

되도록 미래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용되어야 한다. 

사용자 요건 4: 핵확산 항성은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수명 주

기뿐만 아니라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가능한 기에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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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 요건 5는 시스템 설계에 매우 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  원자력 시스템에 해 핵확산 항성을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명확

하지 않고, 사용자 요건 3과 복되므로 명확하고, 간결하며 용이한 평가를 

해 사용자 요건 5는 생략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에서 언 된 개선 사항을 고려한 개정된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은 

표 3-14에 나타내었다. 

표 3-14. 개선된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B P1 : Proliferation resistant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provided i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misuse of nuclear materials 

for nuclear weapons.

UR 1 :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will 

continue to be an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UR 4 : Proliferation resist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early as possible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phase, in the 

operation, over the full life cycle of a 

nuclear energy system.

B P2 :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ould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R 2 :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complementary and 

redundant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that provide 

defense-in-depth.

UR 3 :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 to 

provide cost-effective prolifera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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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본  원 칙   사 용 자  요건  연계 성

개정된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에서는 2개의 기본 원칙과 4개의 사용자 

요건만이 존재한다. 기본 원칙 1은 신  원자력 시스템에 해 핵확산 

항성이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용자 요건 1  4와 연 성이 있

다. 즉, 사용자 요건 1은 핵확산 항성 특성과 수단의 실행을 다루며, 사용

자 요건 4는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 핵확산 항

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 원칙 2는 고유 항성  외  수단 모두 필수 이라는 것을 나타내

므로 사용자 요건 2  3과 연 성이 있다. 사용자 요건 2는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심층 방어 개념을 제공하는 항성  수단이 반 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사용자 요건 3은 고유 항성과 외  수단의 결합이 경제

으로 최 화되어야 한다는 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에 한 제안된 개정은 기본 원칙과 사

용자 요건의 연 성을 단순하게 나타내었으며, 본 개정안은 더욱 미묘하고 

복잡성에 한 쟁 이 있을 수 있지만, 제안된 단순 연 성은 INPRO 방법론

의 의도와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  평 가 의 통 합

사용자 요건 1의 평가를 해 고려된 핵확산 항성 평가 차는 먼  하

 단계 지표나 변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상  단계 지표에 통합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상향식 평가 차에서는 각 평가 단계에 해 하  단계 평

가 결과를 통합해야만 한다.  

여러 개의 하  단계 지표 는 주요 변수에서 평가 결과를 통합하는 경

우에는 가 치 는 요도에 해 심도 있는 기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변수에 한 거부권을 갖거나 show stopper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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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해서는 각 항인자  변수의 가 치

에 한 문가의 결정이 요구되며, 표 인 통합 방법으로는 DELPHI 방

법과 같은 문가의 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문가의 단을 이끌어 내기 한 차가 제공되어야 한

다. 한, 다  속성 (Multi-attribute)의 결정 이론 는 다른 이론에 기 한 

통합 방법도 도입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의 통합을 한 검증된 

통합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5 .  불 확 실 도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은 향후 50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재의 설계에서는 많은 불확실도가 존재하게 되고,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도가 감소하게 된다. 한, 평가 상

수의 변화에 한 민감도 분석이 최종 인 평가 결과에 향을 미치게 되므

로, 기본 인 기술 정보에 한 불확실도가 통합된 평가 결과에 향이 미치

게 되므로 이에 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모든 지표에 한 

완 한 민감도 분석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상되지만 종합  평가의 불확

실도를 단하기 한 요도가 높은 지표에 해서는 민감도 분석이 매우 

요함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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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 NPR O 황   향 후  망

본 장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 하는 INPRO 로그램의 지 까지의 

사업 진행 일정, INPRO 구성, 재까지의 주요 실   향후 사업 일정 등

을 기술하 다.

1. IAEA INPRO 사업 진행 일정

- 2000년 9월:  제44차  IAEA 총회에서 INPRO 사업 추진 결의

- 2003년 6월:  INPRO Phase 1A 보고서 발간

- 2003년 7월:  IAEA INPRO Phase 1B 착수

- 2004년 1월:  제6차 INPRO Steering Committee  INPRO 시범 연구 

간 결과 발표회 개최

- 2004년 3월: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기술자문회의 한국 개최

- 2004년 6월:  INPRO Phase 1B 시범 연구 보고서 제출

- 2004년 7월:  INPRO Phase 1B 시범 연구 최종결과 검토 회의

- 2004년 9월: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 기술자문회의

- 2004년 10월: INPRO Phase II TOR 작성 기술회의

- 2004년 10월: INPRO Methodology 검토  User's Manual 작성 

기술자문회의

- 2004년 12월: INPRO Methodology 보고서 작성 완료 정

- 2004년 12월: 제 7 차 INPRO Steering Committee 개최  INPRO 

Phase 1B의 1st Part 종결 정

2. INPRO의 구성

국제원자력기구 INPRO 로그램은 2004년 11월 재 한국  EC를 

포함하여 모두 21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으며, 러시아를 주도로 주로 

개발 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NPRO Phase 1A  

1B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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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anager: Mr. Sokolov(DDG)

· Project Coordinator: Mr. Kupitz (IAEA, Head)

· Steering Committee에 INPRO의 모든 진행 사항  결과 보고 

3. INPRO의 재까지 주요 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INPRO Phase 1A 보고서 (IAEA TECDOC-1362)

를 2003년 6월에 작성 완료하여 세계 으로 약 1,000 여권 배포하 다. 

INPRO 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방법론의 개선  

용성을 검토하기 해 6개 국가별 시범연구와 8개의 개인별 시범연구를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수행하 으며, 수행결과를 국제원

자력기구에 모두 제출하 으며, 제 5차 INPRO 운 원회에 보고하 다. 

한, 2004년 10월에는 INPRO Phase 1B의 2nd part 업무와 INPRO Phase II

의 TOR 작성을 한 문가회의가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PRO Phase 1B(2
nd part)의 Activities (2005 ~ mid 2006)

- 지속 인 INPRO Methodology 개발, User’s Manual update, 필수 

모델 선정  개발  코드 개발, INPRO Phase II에서 수행될 공동 

R&D 선정 방안 설정, GIF와의 보완 계 개선, Multilateral Nuclear 

Fuel Cycles (MNFC) 의 기술  infrastructure 선택 방안 검토 등 

7가지 항목 선정

INPRO Phase II의 Activities (mid 2006 ~ )

- 필요한 INS 해석 지원, R&D 개발  우선 수행을 한 forum 제공, 

IAEA/INPRO 하에서 수행될 구체  R&D 선정 등 7가지의 R&D 

oriented activities

- INS의 지속  개발을 한 역할 강화 등 8 가지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riented activities

- INPRO 방법론  평가 방법의 구체  개선을 한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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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4. INPRO의 Phase 1B  Phase II 향후 일정

IAEA INPRO Phase 1B Part 2는 2005년 1월부터 시작될 정이며, 2004

년 12월까지 Phase 1B Methodology 보고서를 IAEA TECDOC-XXXX 로 

발간할 정이다. 한, 재 INPRO User's Manual의 안 작성이 완료되

었으며, 2005년 5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INPPRO Phase 1B에서 보완 개선된 INPRO 방법론을 

용하여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평가가 계속 수행될 정이며, INPRO 

로그램의 일정은 그림 4-1과 같다.

INPRO Schedule

Initiation 
(in response to GC Res. 2000)

Phase 1A
(Methodology Development)

Phase 1B (1st part)
(Methodology Validation)

Phase 1B (2nd part)
(Methodology Application

Phase 2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그림 4-1. IAEA INPRO 로그램 황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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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목표  달 성도   외  기여 도

제 1   목표  달 성도

향후 50 년을 겨냥한 신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해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페기물 리, 핵확산 항성 등의 5개 분야  평가 방법론 개발이 

가장 취약한 핵비확산성 분야에 한 기본 원칙, 사용자 요건  용인 단

기 들을 검토 분석하 다.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DUPIC 핵연료주기에 

용 방안을 도출하 을 뿐만 아니라 용인 단기 을 정량화하 다. 한, 

도출된 평가 방안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해 핵확산 항성 평가의 기본 인 

항인자인 고유 항성의 평가  외 수단 평가를 수행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의 INPRO 평가 방법론의 문제  도출  평가 방법론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평가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주기의 핵

확산 항성 평가 결과에 해 문가 청을 통해 DUPIC 핵확산 항성 

평가 결과의 타당성  정확성을 검증하 으며, 국제원자력기구  한국원자

력연구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개최된 문가 자문회의, INPRO 운 원회 

등을 통해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INPRO 평가 방법론의 개선 사항을 제안 

 검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을 

보다 개선시켰으며, 얻어진 결과는 2004년 12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간 

정인 INPRO Phase 1B INPRO Methodology 보고서 작성에 활용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획 인 INPRO 방법론의 신원자

력시스템에 용할 때 필요한 INPRO User's Manual 작성에 기 가 되었다. 

이상의 연구 내용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목표를 완 히 달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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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제 2   연구 성과,  I A E A  I NPR O 자 문회 의 참 석   개최

연구결과 성과물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DUPIC 핵연료 주기에 

한 시범연구 결과와 지난 1년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개최된 INPRO 문가 

회의, 운 원회 참가 등에 한 출장 보고서 등으로 다음과 같다.

1 .  연구 성과 결 과물

- M.S. Yang, Case Study on DUPIC Fuel Cycle, KAERI, IAEA National 

Case Study 결과 보고서, IAEA에 제출, 2004. 6.

- IAEA INPRO Case Study를 한 IAEA 자문회의 참석, KAERI/OT- 

1193/2003, 2003. 10, 해외출장보고서.

- INPRO 자문회의  제 6차 운 원회 참석, KAERI/OT-1236/2004, 

2004. 2, 해외출장보고서.

- IAEA INPRO 방법론 기술자문회의, KAERI/OT-1374/2004, 2004. 9, 해외

출장보고서.

- IAEA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기술자문회의, KAERI/OT- 

1375/2004, 2004. 10, 해외출장보고서.

- IAEA INPRO Phase II TOR 작성, INPRO Phase 1B Methodology 보고

서 검토, INPRO User's Manual 검토 문가 회의 참가 보고, 

KAERI/OT-1389/2004, 2004. 10, 해외출장보고서.

- J.H. Park et al., Evaluation of the IAEA INPRO Methodology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ssessment of the DUPIC Fuel Cycle, 2004 

KNS Spring Conference, Kyungju,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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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 A E A  I NPR O 자 문회 의 참 석   개최

국제원자력기구 INPRO 자문 회의는 국내에서 1회, 오스트리아 국제원자

력기구 본부에서 9회,  등 모두 10회가 개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으며, 각 자문회의의 Meeting Minutes는 부록 I에 첨부하 다.

● Consultancy Meeting of INPRO Methodology Case Studies (Application 

of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29 September ~ 1 October, 2003,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3년 9월 29일 ~ 2003년 10월 1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박주환

해외 문가 : Florido(아르헨티나), Sefidvash( 라질), Shina(인도), 

Oussanov(러시아), Khorochev(IAEA), Kupitz(IAEA, Head), 풍일

(IAEA 자문 ), 최건모(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담당 ) 등 총 20여명 참

석

- 회의 주요 내용

Phase 1B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 년에 걸쳐, Phase 1A에서 개

발된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4 개국이 심이 되어 추진할 

시범 연구를 통하여 평가하고 보완하기 해 각 국가별 시범 연구 내용  일

정 등을 발표하고 검토함

● Consultancy Meeting on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19 ~ 21 January,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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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1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오근배, 고원일

해외 문가 : 국가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문가, Sokolov (IAEA 사무차

장), Kupitz(IAEA, Head), 풍일(IAEA 자문 ), 최건모(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담당 ) 등 총 3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각 국가별  개인별 시범 연구 간 결과를 발표하고, 악된 INPRO 방법

론의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허용한계 등의 유용성  합성을 평가함.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Steering Committee Meeting #6, 22 ~ 23 January,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1월 22일 ~ 2004년 1월 23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오근배, 고원일, 문병용 (주 오스트리아 과학 )

해외 문가 : 국가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문가, 불란서, 일본 등 IAEA 회

원국, Sokolov (IAEA 사무차장), Kupitz(IAEA, Head), 풍일(IAEA 자

문 ), 최건모(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담당 ) 등 총 6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제 5 차 운 원회 이후에 수행된 주요 성과 발표, 국가별 간 연구결과 발

표, INPRO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방법론 검토  제 2 단계 INPRO 추진 계

획에 한 비 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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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22 ~ 26 March, 2004, Cheju, Taejon and Seoul, Korea.

- 일시  장소 : 2004년 3월 22일 ~ 2004년 3월 26일, 제주,   서울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외 10명

해외 문가 : Florido(아르헨티나), Kumar(인도), Kuznetsov(러시아), 

Hass(IAEA), 최건모(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담당 ) 등 총 2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IAEA INPRO 평가 방법론  핵비확성 평가 방법론의 검토를 해 핵비확

산 평가에 련된 국가별 주요 성과 발표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재정

립 등.

● Consultancy Meeting to Discuss First Draft on the Application of 

Methodology Developed by Agency's INPRO Project for the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14 ~ 16 April,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4월 14일 ~ 2004년 4월 16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해외 문가 : 국가별  개인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문가, 최건모(과학기술

부 견, IAEA 과학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2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국가  개인별 시범 연구 결과 발표와 IAEA INPRO 평가 방법론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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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ser's Manual 검토 등

● 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the Results of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5 ~ 9 July,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9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해외 문가 : 국가별  개인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문가, 최건모(과학기술

부 견 IAEA 과학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3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국가  개인별 시범 연구 최종 결과 발표와 IAEA INPRO 평가 방법론 보완 

등을 통해 INPRO 평가 방법론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음

● 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15 ~ 17 Septem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9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양명승

해외 문가 : 국가별  개인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문가, Nishimura (캐

나다, Gen-IV PR&PP 그룹 공동 의장), 김진경(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

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3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정립을 해 GIF와 INPRO 의 방법론 비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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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국가별 핵비확산 문가들이 공동으로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개

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된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제안함

● Technical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INPRO Phase II Terms of 

Reference, 13 ~ 15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10월 13일 ~ 2004년 10월 15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박주환

해외 문가 :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 12개국의 문가 14명과, 김진경

(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3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신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한 INPRO Phase 1B  Phase II 에서의 활동

에 한 제안서 토의와 INPRO 활동의 주된 방향, IAEA 회원국의 역할, 자

료, 계획, 조직 등에 한 내용 검토

● 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and Upgrade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18 ~ 20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10월 18일 ~ 2004년 10월 20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박주환

해외 문가 : INPRO 시범 연구 문가, 김진경(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

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2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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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Phase 1B의 새로 발간되는 INPRO 방법론 보고서의 내용 검토, 필

요한 산코드 개발 등 검토

● Consultancy Meeting to Discuss Draft Manual on the Applic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21 ~ 22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 일시  장소 : 2004년 10월 21일 ~ 2004년 10월 22일, IAEA VIC, Vienna

- 주요 참석자

한국 문가 : 박주환

해외 문가 : INPRO 시범 연구 문가, 김진경(과학기술부 견 IAEA 과학

담당 ),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20여명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INPRO Phase 1B 방법론 용을 한 User Manual 보고서의 내용 검토  

개선 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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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제 원자력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INPRO 로그램의 DUPIC 핵연료주기에 

한 시범 연구를 통해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의 평가를 수행하 으며,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DUPIC 핵연료 주기에 한 INPRO 

방법론 용  INPRO 방법론의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을 통해 INPRO 1A 단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

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허용 기 에 한 반 인 INPRO 

방법론을 분석하 으며, 핵확산 항성 분야의 평가 방법론상의 부족한 부분들에 

해 INPRO 방법론을 용할 수 있는 기 를 확립하 다. 

둘째, INPRO 방법론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통해 DUPIC 핵연료주기의 각 단계별로 개 인 핵확산 항성 특성을 평가하

고,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에 해서는 INPRO 방법론을 용하여 핵확산 

항성을 상세히 평가하 으며,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의 구체 인 

문제   개선 사항이 악하 다.

셋째, INPRO 평가 방법론의 성 평가를 통해 INPRO 1A 단계 보고서에 

제시된 INPRO 방법론인 5가지 기본원칙  5가지 사용자 요건에 하여 개선된 

2개의 기본원칙과 각 기본원칙에 련된 2개의 사용자 요건을 제시하 고, 이들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 다. 한, 핵확산 항성 

측면에서의 원자력시스템의 강건성 (robustness) 평가  핵확산 항성 증진을 

한 최  비용 산출 방안 등에 한 창의 인 개념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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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 경험을 바탕

으로 향후 국내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를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장기  INPRO Phase 1B 2nd 

part  Phase II 단계에서의 확장된 시범연구 수행 시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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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Minutes of IAEA INPRO Technical Consultancy Meetings

List of Meeting Minutes

1.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26 June, 2003, IAEA VIC, Vienna, Austria

2.  Consultancy Meeting of INPRO Methodology Case Studies (Application 

of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29 September ~ 1 October, 2003, IAEA VIC, Vienna, Austria.

3.  Consultancy Meeting on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19 ~ 21 January,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4.  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22 ~ 26 March, 2004, Cheju, Taejon and Seoul, Korea.

5.  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the Results of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5 ~ 9 July,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6.  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15 ~ 17 Septem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7.  Technical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INPRO Phase II Terms of 

Reference, 13 ~ 15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8.  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and Upgrade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18 ~ 20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9.  Consultancy Meeting to Discuss Draft Manual on the Applic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21 ~ 22 October,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I - 3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June 26, 2003

IAEA VIC,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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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cy Meeting of INPRO Methodology Case Studies 

(Application of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eptember 29 ~ 1 October, 2003

IAEA VIC, Vienna, Austria

























I - 23

Consultancy Meeting on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January 19 ~ 21,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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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March 22 ~ 26, 2004

Cheju, Taejon and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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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the Results of National 

Case Studies for Valid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July 5 ~ 9,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I - 93

Consultancy Meeting on Development of Assessment 

Methodology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PRO Case Studies

September 15 ~ 17,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I - 107

Technical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INPRO Phase II  

Terms of Reference

October 13 ~ 15,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I - 123

Consultancy Meeting to Review and Upgrade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October 18 ~ 20,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I - 131

Consultancy Meeting to Discuss Draft Manual on 

the Application of the INPRO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October 21 ~ 22, 2004

IAEA VIC,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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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INPRO DUPIC Case Study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 고 서 번 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472/2004

제목/부제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 수행을 한 국제 력연구

연구책임자  부서명

(TR, AR인 경우 

주 자)

양명승 (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부장)

연 구 자  부 서 명

박주환, 고원일, 이호희, 박근일, 정창 , 김호동 (건식공정핵연료

기술개발부), 식(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오근배, 김 (정

책연구부), 최평훈(기획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12

페 이 지 306 p. 도  표 있음( 0 ), 없음(   )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외비(   ), __ 비 , 

 소내만 공개 (  )
보고서종류  Technical Report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INPRO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의 평가를 해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DUPIC 핵연료 주기에 한 INPRO 방법론 용  INPRO 방

법론의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 다.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에서는 

INPRO 1A 단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지속성  환경 향,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허용 기 에 한 반

인 INPRO 방법론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핵확산 항성 분야의 평가 방법론상의 

부족한 부분들에 해서도 INPRO 방법론을 용할 수 있는 기 를 확립하 다.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에서는 DUPIC 핵연료주기를 

8 단계로 나 어 각 단계별로 개 인 핵확산 항성 특성을 평가하 고, DUPIC 핵연료 

주기의 8 단계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를 제외한 7 단계는 기존의 가압경수로 혹은 

수로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특성과 거의 유사하므로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

에 해 INPRO 방법론을 용하여 핵확산 항성을 상세히 평가하 으며, 본 평가를 통

해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의 구체 인 문제   개선 사항이 악되었다. 

INPRO 평가 방법론의 성 평가에서는 INPRO 1A 단계 보고서에 제시된 INPRO 방법

론인 5가지 기본원칙  5가지 사용자 요건에 하여 개선된 2개의 기본원칙과 각 기본원

칙에 련된 2개의 사용자 요건을 제시하 고, 이들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 다. 따라서, 당 에 계획된 연구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핵확산 항

성 측면에서의 원자력시스템 robustness 평가  핵확산 항성 증진을 한 최  비용 

산출 방안 등에 한 창의 인 개념을 제시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제원자력기구, INPRO, DUPIC, 핵연료주기, 핵확산 항성, 기본원

칙, 사용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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