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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한-미 공동연구 확대사업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GEN-IV SFR(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주기의 핵심기술을 한-

미 협력연구를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 향상 및 연구개발의 투

명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 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고온 용융염 전해공정 (Pyroprocess)에 대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증시험 연구 (Active Demonstration)를 미국 국립연

구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한-미 협력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 및 

연구경험을 확보하고자 하 다.

또한, 연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yroprocess에 대한 안전조치성

(Safeguards) 및 핵확산저항성(Proliferatin Resistance)을 평가하고, 핵확산저항성 

증진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핵연료 주기시설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신뢰도 

및 핵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한-미 협력연구는 Pyroprocess 공정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IFR (Integrated 

Fast Reactor) 개발경험을 갖고 있는 INL(Idaho National Lab.)과, 그리고 안전

조치성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LANL(Los 

Alamos National Lab.)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투명성 확보와 함께 선진

기술을 동시에 얻는 전략으로 추진하 다. 

GEN-IV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협력연구를 통한 핵심기술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존 미국 차폐연구시설 (Hot Cell)을 활용하여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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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실증연구 시설을 확보하여 기술을 

자립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고온 용융염 전해공정 (Pyroprocess)에 대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증시

험 연구 (Active Demonstration)를 미국 국립연구소 (INL : Idah National 

Lab.)의 시설을 이용하여 한-미 협력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 및 

연구경험을 확보하고자 하 다.

미국 LANL (Los Alamos National Lab.)와 협력하여 Pyroprocess에 대한 안

전조치(Safeguards) 기술개발 및 핵확산저항성(Proliferatin Resistance)을 평가하

고, 핵확산저항성 증진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핵연료 주기시설 설계에 활용함으

로써 연구 신뢰도 및 핵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한-미 협력연구의 기본 방안은 우라늄, 초 우라늄 원소의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특성 자료생산, 핵심장치 개발, 그리고 TRU 금속핵연료 기술 개발 및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결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공학 규모의 Gen-IV 소듐 냉각 고속로(SFR) 

Pyroprocess Facility를 완성하고자 한다.

IV.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1.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개발 관련한 한-미 포럼 개최

 ○ 제 1 차 Nuclear Fuel Cycle R&D Forum 

- 2006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개발 관련한 제 1 

차  한-미 포럼을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미국 INL, LANL, ORNL(Oak 

Ridge National Lab) 등의 국립연구소 전문가 참여하에 개최함

- 한국 및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기술 개

발 현황을 상호 발표, 교환하고 향후 국제협력 연구방안에 대하여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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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Nuclear Fuel Cycle R&D Forum

- 2006년 10월 미국 Idaho National Lab.에서 제 2 차 포럼을 개최하여 미국 

INL, LANL 국립연구소와 추진 중인 국제협력 연구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신규 협력의제에 대하여 합의함.

2. 한-미 국제협력 연구 추진 성과 

 가.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평가 : 미국 LANL과 국제협력연구 

- 2006년 8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과 “Safeguards study for the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

임. 

나. Pyroprocessing 공정기술개발 : 미국 INL 국제협력연구

    - 2006년 11월 미국 Idaho National Lab.과 “Pyroprocessing research 

activities for INL under KAERI-10 Program"으로 아래와 같은 3 개의 연

구과제에 대하여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임. 

      . Task 1 : Assessment of LLW(Low Level Waste) characteristics of

                 uranium product

      . Task 2 : Electrorefining experiment with graphite cathodes

      . Task 3 : Group actinide recovery experiments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 미국 몬터레이 국제대학 국제협력연구

- 미국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Lawrence Scheinman

교수와 “Study on the optimum approach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in the Republic of Korea" 국제협력연구 협약을 2006년 8월 체결하고 연

구를 수행중임. 

국내에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연구 여건 (미국 및 

IAEA 승인)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핵연료 주기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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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에서 Inactive 핵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국립연구소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Active Demonstration)하

고 관련 경험을 축적하는 한-미 국제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적절한 추진 방안이

다.

Pyroprocessing 공정기술개발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및 핵확산저항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미국 국립연구소와 공동으

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 투명성을 더욱 증대 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를 통하여 선진 연구 경험 및 결과를 효율적으로 습득함은 물론 우리나라 연구

개발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

한, 연구 경험의 축적 및 상호 신뢰감의 구축을 바탕으로 장래에 국내에서 자

율적인 후행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의 바탕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감한 후행 핵연료 주기기술로 간주되었던 고온 용융염 전해공정 

(Pyroprocess) 기술개발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 국립연구소인 

Idaho National Lab. 및 Los Alamos National Lab.과 한-미 국제협력연구를 착

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후행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에 큰 발걸음은 내 디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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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 요 약 문)

I. Project Title

Program of enhancing the Korea-USA cooperation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cycle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develop the fuel cycle technology of 

GEN-IV SFR (Sodium Fast Reactor) system through the Korea-USA 

cooperation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research.

Since the pyroprocessing research by using actual spent nuclear fuel can 

not be performed in Korea at present, the active demonstration research will 

be performed by using the USA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under the 

Korea-USA cooperation. Moreover, the development of safeguards technology 

and the methodology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will 

also be performed under the cooperation. The current cooperation national 

laboratories of the safeguards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are LANL (Los Alamos National Lab.) and INL (Idaho National Lab.), 

respectively. 

The proliferation resistant pyroprocessing technology can be efficiently 

developed by enhancing the cooperation researches to demonstrate the 

technical viability using US research facilities and spent fuel. In future, the 

research facility for reusing the spent fuel can be established in Korea based 

on the outcome of the cooper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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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Practical research experience and technical data for the pyroprocessing 

technolog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monstration of the inactive 

research results, which was performed in Korea, by using actual spent 

nuclear fuel.

Safeguards technology for pyroprocessing and methods to improve the 

proloferation resistanct characteristics of pyroprocessing will be developed 

under the cooperation, and it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using spent nuclear fuel. 

The scope of the cooperation study encompass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oxide spent fuel, electrorefining, liquid cadmium cathode process, TRU 

fuel fabrication, fuel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lated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The research experience and data will contribute 

the economical and efficient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in 

future.

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Forum of Nuclear Fuel Cycle R & D between Korea and USA

 ○ The 1st Forum of Nuclear Fuel Cycle R & D

   - The first Forum was held in January 2006 at KAERI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t pyroprocessing technology with 

attendance of experts from both countries.

 ○ The 2nd Forum of Nuclear Fuel Cycle R & D

   - The second Forum was held in October 2006 at INL to review the 

ongoing cooperation researches between KAERI and LANL/INL, and to 

discuss the new cooperation research topics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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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yroprocessing Cooperation Research 

  ○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for Pyroprocessing

    - Cooperation research agreement "Safeguards study for the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was signed with LANL in August 2006, 

and the first year research is underway.

  ○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for Pyroprocessing

    - Cooperation research agreement "Pyroprocessing research activities for 

INL under KAERI-10 program" was signed with INL in Novermber 

2006, and the following three Tasks are underway.

      . Task 1 : Assessment of low level waste characteristics of uranium 

                 product

      . Task 2 : Electrorefining experiment with graphite cathodes

      . Task 3 : Group actinide recovery experiments

3. Spent Fuel Management Strategy Study

   Cooperation research agreement "Study on the optimum approach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sign with Prof. 

Scheinman of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August 2006.

At present, the research environment to perform the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actual spent nuclear fuel in Korea is not 

prepared yet. Therefore, the active demonstration of research results, which 

were performed using inactive material in Korea, by using the USA research 

facilities and spent nuclear fuel is an efficient way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and to accumulate the research experience while maintaining the 

transparency of the researches. 

In addition to the process technology of pyroprocessing,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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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lated safeguards technology and methods for improv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pyroprocessing is required to buildup the 

confidence and transparency of the pyropcessing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It would be a great achievement in mutual confidence buildup between 

two countries to have the cooperation researches related to the 

pyroprocessing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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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16기의 경수로 및 4 기의 중수로를 운전하여 전기

생산량의 40 퍼센트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규모 측면에서는 세계 6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원자력 

발전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므로 효율적인 사용

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는 연소되지 않고 잔류한 U-235가 약 1 퍼센트, 새로 

생긴 플루토늄이 약 1 퍼센트, 핵분열생성물이 약 3 퍼센트, 그리고 U-238이 약 

95 퍼센트 존재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핵분열생성물만을 분

리하여 처분하고,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이 사용후핵

연료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은 핵연료뿐만 아

니라 핵무기 제조의 원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국

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2004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실험 

및 약 20여년전에 수행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물질 취급시험 관련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IAEA 검증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경험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한 연구는 규모 및 연구내용을 떠나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사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2004년 9월 18일,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평화이용 4 원칙을 발표하 다. 

즉,

(1)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2) 핵 투명성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3)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 2 -

(4)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원자력 평화적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재활용 기술과 같은 핵연료 주기기술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며 사용후핵

연료의 효율적인 활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

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덧붙여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투명성 및 국제적인 신뢰성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국제적인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체계적으로 추진하

여 원자력 기술개발을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원자

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과제책임자 정연호)”을 착수하 다. 상기 대과제는 다

음과 같이 4 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한-미공동연구 확대사업

    (과제책임자 : 양명승)

(2) 원자력 방호 강화사업 (과제책임자 : 소동섭)

(3) IAEA와의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국가 투명성 제고방안 기획연구

    (과제책임자 : 양맹호)

(4)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및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과제책임자 : 이의진) 

당 과제의 목적은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기술로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는 고온 용융염 전해정련 (Pyroprocessing) 공정 기술을 미국 국립연구소

와 국제협력연구를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에서 천연 우라늄 등 inactive 

material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미국의 연구시설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 (active demonstration)하고자 한

다. 또한 공정기술의 개발에 덧붙여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한 핵물질 안전조치 

(Safeguards) 기술개발 및 핵확산저항성 (Proliferation resistance)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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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연구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

제적인 신뢰도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기획

2005년 후반부터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KAERI-10)"에 대한 장기 기

획업무가 착수되어 2006년 3월에 KAERI-10 사업에 대하여 10년간의 연구내용

에 대한 기획보고서가 개발되어 KAERI/AR-745/2006으로 발간되었다. 기획보

고서에는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과 범위를 명시하 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 다. 소

요예산은 2006년도에는 5억원, 2007년도 32억원, 2008년도 35억원, 2009년 40억

원 및 2010년에는 52억원을 제안하 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0억원을 제

안하 다. 2006년도에는 사업예산 524,596,000 원 및 참여인력 0.25 M-Y (OX 

인력은 1.28 M-Y)로서 1 차년도의 연구를 착수하 다.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1.1에 보인 바와 같다.

그림 1.1  사업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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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핵연료주기기술 한-미 포럼

제 1 절  제 1차 한-미 포럼

1. 제 1차 한-미 포럼 개최 배경

2005년 7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 26차 한-미 원자력 상설위원회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SCNEC)에서 선

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

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기초하여 제 1차 포럼이 2006년 1월 23일부터 26일까

지 4일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2. 제 1차 한-미 포럼 진행

￭ 장 소 :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 기 간 : 2006. 1. 23 - 2006. 1. 26 

￭ 참가자 (첨부 1 참가자 명단)

   - 한국측 : 박성원(한원연, 단장), 백민(과기부), 권희석(외교통상부),

             김재광(통제센터) 등 27명

   - 미국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과 Dr. Alex Burkart외 1인, 에너지부 AFCI 

프로그램과장 Dr. Buzz Savage외 1인, LANL 1인, INL 1인, 

서울 미대사관 2인, 총 8명

￭ 진행 일정 (첨부 2 상세일정)

   ∙ 2006. 1. 23 (월)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한전원전연료(주)(KNFC) 

                       현황 소개 및 시설 견학

- KAERI 연구 현황 소개

- KAERI 시설 견학 

  . Post-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Hanaro Research Reactor,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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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FC 연구현황 소개

- KNFC 시설 견학 

  . Post-Irradiati PWR Fuel Plant, CANDU Fuel Plant

   ∙ 2006. 1. 24 (화) : 미국 및 한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연구현황 

- KAERI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현황발표

- 미국의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현황 발표 

  . AFCI Program (USDOE), Fuel cycle activities at INL, Advanced 
fuel cycle safeguards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researches at 
LANL (LANL) 

- 한국의 DUPIC Program 연구현황 발표

  . 연구 현황 및 계획, 제조기술, 성능평가, 폐기물관리, 안전조치 등

   ∙ 2006. 1. 25 (수) : 핵주기 관련기술 연구현황, I-NERI 프로그램

                       및 국제 협력연구 진행현황

- KAER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 연구현황 발표

- Advanced Conditioning Process(ACP) 연구 현황 발표

  . 공정기술, ACP시설, 원격 취급기술, 안전조치 기술 등

- Pyroprocess 기술개발 연구현황 발표

  . 공정기술 및 소멸로 기술개발 등

- AFCI - INERI 협력연구 현황 발표

  .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

  .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ment of TRISO fuel

  . Oxide reduction process for treating advanced oxide fuel    

  . Materials for the crucible for salt dissolution     

- INPRO 등 국제 협력연구 현황 발표

- SFR-KALIMER 연구현황 발표

- SMART 연구현황 발표

- Post-Irradiation Examination 연구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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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1. 26 (목) : 핵물질 방호 및 사전동의(JD) 진행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협의

- Joint Determination 및 Physical protection system 진행현황 발표

- KAERI 핵주기시설 견학

  . IMEF, DUPIC, ACPF, ACP Lab.

- 향후 협력방안 논의

  . Korea-USA cooperation on pyroprocess and safeguards 

  . Workshop for 50 years cooperation between Korea & USA  

- Wrap-up 

3. 제 1차 한-미 포럼 주요 내용 및 결과

본 포럼은 핵연료주기기술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

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간 국제협력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상세한 포럼 회의 내용은 부록 2-1에 첨부한 회의록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DUPIC, Pyroprocessing, Post-Irradiation 

Examination, 원자력통제기술, 고속로 개발, SMART 개발 및 KAERI-10 연구계

획 등을 발표하 으며, 미국은 INL, LANL, I-NERI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협력

을 위한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 다. 그리고 상기 포럼에서 얻은 주요 

성과로는 KAERI-10 연구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LANL과 safeguards 기술개발, 

INL과 pyrpprocessing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 으며, 

본 핵연료주기술 한-미 포럼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2차 포럼은 200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27차 한-미 원자력 상설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 다. 그 이후 상호 연락을 통해 2006년 10월 INL에서 개최하기

로 2006년 8월 23일 최종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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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2차 한-미 포럼

1. 제 2차 한-미 포럼 개최 배경

2006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제 

1차 포럼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제 2차 한-미 포럼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미국 INL에서 개최되었다. 

2. 제 2차 한-미 포럼 진행

￭ 장 소 : 미국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 기 간 : 2006. 10. 23 - 2006. 10. 26 

￭ 참가자 (첨부 3 참가자 명단)

   - 한국측 : 박창규(한원연, 소장), 박성원(한원연, 단장), 한도희(한원연, 부장)

             이종욱(통제센터, 실장) 등 10명

   - 미국측 : 국무부 원자력에너지과 Dr. Alex Burkart외 1인, 에너지부 AFCI 

프로그램과장 Dr. Buzz Savage외 2인, NNSA Dr. Wayne Mei,  

ANL 1인, LANL 1인, ORNL 1인, SNL 1인, INL 소장 Mr. John 

Grossenbacher외 20인 총 30명

￭ 진행 일정 (첨부 4 상세일정)

  ▪ 2006. 10. 23 (월) : AFC 연구활동 발표

- Update on U.S. AFCI & overview of DOE program goals and 
directions for 2007/2008

- 각 국립연구소별 AFC 활동 

  . INL, ANL, ORNL, LANL, SNL 

- KAERI 연구현황 발표 

  . DUPIC, SFR, ACP, Electrorefining 

  ▪ 2006. 10. 24 (화) : ongoing & future 공동연구 협의

- Review of ongoing and planned cooperative activities (I-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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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 KAERI의 조사후시험계획 및 Joint Determination

- Review of ongoing and planned cooperative activities (Work for 
others)

- Discussion of future cooperation

  ▪ 2006. 10. 26 (수) : 시설 방문

- Materials & Fuels Complex (MFC)

  . Analytical Lab, EBR II, Fuel Conditioning Facility (FCF),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

- Reactor Technology Complex (RTC)

  . Advanced Test Reactor(ATR) 

  ▪ 2006. 10.27 (목) : Wrap-up

- Discussions of future cooperation (cont.)

- Wrap-up 

3. 제 2차 한-미 포럼 주요 내용 및 결과

제 2차 한-미 포럼의 주요 내용 및 결과로는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연

구소 5개 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표단은 양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현황 

발표에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협력 활동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 으며, 특히 미 국무

부(DOS) 및 에너지부(DOE)는 양국이 각각 KAERI-10 과제와 I-NERI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pyroprocess 공정개발 및 핵물질안전조치 기술개발 추

진 경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하 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향후 기술협력 범위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pyroprocess 및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계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조기에 검

증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으며 이에 상호 합의하 다.

￭ 공동연구 제목 :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를 통한 TRU 금속연료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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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능 실증 (Integrated Demonstration of Metal Ternary Fuel from 

Processing Spent LWR Fuel)

￭ 공동연구 내용 : 현재 추진중인 pyroprocess의 일부 공정에 대한 공동연구

(표 2.1 참조) 수준이 아닌, 전체 공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공동연구이며, 여기서 전체 공정(그림 2.1 참조)이란 아래 기술

한 바와 같이 (1) pyroprocess 공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핵연료물질 회수(탈

피복/고온산화, 전해환원,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 (2) SFR 금속핵연료로 시험 

제조, (3) 아이다호국립연구소 ATR 연구로에서의 연소 시험, (4) 조사후 시험을 

통한 핵연료 성능 검증 등 일련의 공정을 의미한다.

그림 2.1  Pyroprocess 및 금속연료 제조/성능 공정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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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Pyroprocess 관련 한-미 공동연구 과제 현황

(2006. 10월 현재)

공동연구 
형태 과 제 명

한국 
책임자

미국 
책임자 과제기간 비  고

I-NERI

Li 용융염 전해법에 의한 금속 
전환 공정용 반응기재료 개발

박성원
(핵주기단)

Dr. J.J. 
Laidler 
(ANL)

2003. 1. - 
2005. 12. 종료

TRISO연료 처리기술 개발
김응호

(핵화공부)

Dr. C.T. 
Snyder
(ANL)

2004. 6 ~ 
2006. 5

종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휘발성 
산화 공정 기술개발

박장진
(건식공정부)

Dr. K. L. 
Howden
(INL & 
ORNL)

2004. 6 - 
2007. 5

진행중

첨단 산화물핵연료의 전처리 
pyrochemical 환원 공정 개발

정상문
(사용후부)

Dr. M.
Simpson 
(INL)

2005. 10 - 
2008. 9

진행중

MOST
-DOE 
PCG

ACPF의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실증협력(Action Sheet # 11) 

김호동
(사용후부)

Dr. S.E. 
Pickett
(LANL)

2002. 1 - 
2008. 12

진행중
(DOE 부담)

ACP 공정의 핵확산저항성 증진 
협력 (Action Sheet # 15) 

김호동
(사용후부)

Dr. S.E. 
Pickett
(LANL)

2005. 3 - 
2007. 2

진행중
(DOE 부담)

WFO
KAERI-

10

회수 우라늄의 중저준위화 연구
양명승

(건식공정부)

Dr. M. 
Simpson 
(INL)

2006. 11. - 
2009. 9

계약추진중 
(DOE

승인 완료)

Graphite Cathode 를 이용한 
전해정련 연구 

"
Dr. M. 
Simpson 
(INL)

2006. 11. -
2009. 9

계약추진중 
(DOE

승인 완료)

악티나이드 군분리 연구 "
Dr. M. 
Simpson 
(INL)

2006. 11. - 
2009. 9

계약추진중 
(DOE

승인 완료)

한국형 선진 파이로시설의 
안전조치 연구

"
Dr. S.E. 
Pickett 
(LANL)

2006. 8. - 
2008. 7

진행중

WFO   
(중장기)

ACP 핫셀 매니퓰레이터 개념 
설계

윤지섭
(사용후부)

Dr. T. 
Burgess 
(ORNL)

2002. 1 - 
2002. 12

종료

ACP 안전조치 연구
김호동

(사용후부)

Dr. T,K. 
Li

(LANL)

2002. 8 - 
2004. 2  종료

WFO : Work for Others

이상에 대한 공동연구의 구체적인 기술협력 추진 계획으로서 양측은 (1) 

pyroprocess 공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핵연료물질 회수, (2) SFR 금속핵연료

로 시험 제조, (3) 아이다호국립연구소 ATR 연구로에서의 연소 시험, (4)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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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험을 통한 핵연료 성능 검증 등 일련의 공정에 대한 Active 검증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 수행기

관은 KAERI와 미국 국립연구소(INL, ANL, LANL, SNL, ORNL)가 되겠으나, 

미국국립연구소 중에는 INL의 주도할 것이며, 각 기관별 협력가능 분야는 INL

은 공정 전반에 대해서, ANL은 고속로 분야, LANL 및 SNL은 안전조치 분야, 

그리고 ORNL은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분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상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국은 GN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

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 으며, 양측은 INL 핫셀에서 수행되는 실증시

험에 KAERI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 다. 아울러 pyroprocess 

시설 및 공정의 Modeling & Simulation, 고효율 Voloxidizer, 핵주기시설의 실

시간 감시 및 핵물질 검출 기술에 대해서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기로 

하 다. 

동 포럼의 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1) 전해정련 공정에 의해 EBR-II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하는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Fuel Conditioning Facility), (2) 사

용후핵연료의 대형 조사후 시험 핫셀 시설(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등 

아이다호국립연구소 핵연료주기 관련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 으며, 보다 상

세한 포럼 회의 내용은 부록 2-2에 첨부하 다.

이상의 회의 성과에 대해 KAERI/INL 양 기관장은 만족을 표명하면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 으며, 특히 2005년 8월 체결한 기술협력 약정의 후속조치

로서 양 기관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pyroprocess 공정 기술과 원자력수소 기술

의 개발을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핵연료주기 연구

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 으나, 금번 제 2차 포럼을 통해 pyroprocess 

공정 전반에 대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괄목할 성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향후 양국의 

공동연구 결과와 한국에서 수행되는 Inactive Test 결과에 의거하여 한국의 실

증시험 필요성을 평가하고 KAERI 핫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긍정적으

로 검토하도록 결론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미국도 GNEP에서 고

속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공정으로 pyroprocess 공정을 가장 유망한 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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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고 있는 바, 한국이 GNEP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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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제 1차 한-미 포럼 참가자 명단

No. Name Title Division Organization e-mail Tel.

1 Milton 
Charlton

Counselor 
for 
Environment
, S&T, 
HEALTH

Envir. Sci., 
Tech. and 
Health Affairs

U.S. 
Embassy,
Seoul 

charltonml@stat
e.gov

02-397-
4159

2 Michael 
Miller

Deputy 
Group 
Leader, 
Safeguards 
Science and 
Technology

Nuclear 
Nonproliferatio
n

LANL mmiller@lanl.go
v

505-667
-3335

3 Mike Goff

Director, 
Fuel Cycle 
Programs 
Division

Fuel Cycle 
Programs

INL mike.goff@inl.g
ov

208-533
-7084

4 John Kerr

Program 
Manager, 
International 
Safeguards

International 
Safeguards

U.S. 
DOE/NNSA

john.kerr@hq.do
e.gov

202-586
-5353

5
Buzz 
Savage

Director,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U.S. DOE
buzz.savage
@nuclear.energy
.gov

301-903
-6544

6
Christine 
Martin

Foreign 
Affairs 
Officer

ISN/NESS U.S. DOS
martincr@state.g
ov

202-647
-8229

7 Alex 
Burkart

Deputy 
Director

ISN/NESS U.S. DOS burkartar@state.
gov

202-647
-2950

8 Ryan 
Coope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Seoul 

cooperrp@state.
gov

2-397-4
255

9
Yong-Hoo
n Jeong

Research 
Professor

Dept. Nucl. 
Eng.

KAIST
jeongyh@kaist.a
c.kr

42-849-
3891

10
Jae-Kwang 
Kim

Senior 
Researcher

Dept. 
Safeguards 
implementation

NNCA
jgwang-nnca@ki
ns.re.kr

42-866-
6682

11 Min-Soo 
Kim

Researcher
Dept. 
Information 
Analysis

NNCA minsookim-nnca
@kins.re.kr

42-8566
-6690

12 Joo-Ho 
Whang

Professor Dept. of Nuc. 
Eng. 

Kyung Hee 
Univ.

joohowhang@kh
u.ac.kr

31-201-
2573

13
Hee-Seog 
Kwon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
n Div.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2100-
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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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hul-Min 
Park

Deputy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
n Div.

MOFAT cmpark89@mofa
t.go.kr

2-2100-7
248

15 Min Baek
Deputy 
Director

Nuclear Policy 
Division

MOST
baekmin@most.
go.kr

2-2110-3
641

16
Soon-Sung 
Hwang

Deputy 
Director

Nuclear 
Control Team

MOST
pochong@most.
go.kr

2-2110-3
694

17 Ho-dong 
Kim

Project 
Manager

Safeguards 
Tech. Dev.

KAERI khd@kaeri.re.kr 42-868-2
349

18 Young-In 
Kim

Principal 
Researcher

Reactor Eng. 
Div.

KAERI yikim2@kaeri.re.
kr

42-868-2
957

19
Jang-Jin 
Park

Project 
Manager DUPIC Div. KAERI

jjpark@kaeri.re.k
r

42-868-8
017

20
Jong-Sook 
Hong

Visiting 
Scientist DUPIC S/G KAERI

jshong@kaeri.re.
kr

42-868-8
683

21
Kee-Chan 
Song

Section 
Head

DUPIC KAERI
kcsong@kaeri.re.
kr

42-868-2
352

22
Hang-Bok 
Choi

Principal 
Researcher

Dry Process 
Fuel Dev.

KAERI
choih@kaeri.re.k
r

42-868-2
793

23 Gil-Sung 
You

Principal 
Researcher

Dev. of ACPF KAERI yougil@kaeri.re.
kr

42-868-2
596

24 Seong-Won 
Park

Vice-preside
nt

Nuclear Fuel 
Cycle

KAERI nswpark@kaeri.
re.kr

42-868-2
033

25
Myung-Seu
ng Yang Director DUPIC KAERI

msyang1@kaeri.
re.kr

42-868-2
516

26
Ki-Jung 
Jung Director

Spent Fuel 
Tech. Devel. KAERI

kjjung@kaeri.re.
kr

42-868-2
060

27
Eung-Ho 
Kim Director

Nuclear 
Chemical Eng. 
Div.

KAERI
ehkim1@kaeri.re
.kr

42-868-8
016

28
Pil-Soo 
Hahn

Direct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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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 1차 한-미 포럼 상세 일정 

A Forum for Fuel Cycle R & D between Korea and USA

Agenda 

- Period : January 24(Tuesday) – 26(Thursday), 2006

  - Place  : INTEC Conference Room, KAERI, Daejeon

￭ USA Participants

- Alex Burkart : USDOS/ISN/NESS

- Christine Martin : USDOS/ISN/NESS

- Buzz Savage : DOE/NE

- John Kerr : DOE/NNSA

- Mike Goff : INL

- Mike Miller : LANL

- Milton Charlton : US Embassy

- Ryan Cooper : US Embassy

￭ Korean Participants

- KAERI, NNSA, MOST, MOFAT

• January 23 (Monday) :   

◦ 13:00         : - Arrive at INTEC, KAERI 

◦ 13:00 – 13:30 : - Slide View on the Outline of KAERI Activities

◦ 13:30 – 15:00 : - Tour of KAERI Facility 

. Post-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 Hanaro Research Reactor

.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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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 15:30 : - Slide View on the Outline of KNFC Activities

◦ 15:30 – 17:00 : - Tour of KNFC Facility

. PWR Fuel Plant

. CANDU Fuel Plant

◦ 17:00         : - Leave for Hotel

 

• January 24 (Tuesday)

◦ 10:00        : - Arrive at INTEC, KAERI 

◦ 10:00 – 10:30 : -   Opening 

. Opening remark 

  (KAERI Vice-President : Seong Won PARK)

. Opening remark (USDOS : Alex BURKART) 

.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 Approval of the agenda

◦ 10:30 – 11:30 : -   Overview of the KAERI fuel cycle researches including

                    a review of cooperation work (Seong Won PARK)

◦ 11:30 – 12:00 : -   Courtesy call to KAERI President (Chang Kyu PARK)

◦ 12:00 – 13:30 : -   Lunch hosted by KAERI President (Chang Kyu PARK)

◦ 13:30 – 15:30 : -   Overview of the USA fuel cycle program

                     (USA Participants)

. AFCI Program (USDOE : B. SAVAGE), 

. Fuel cycle activities at INL (INL : M. GOFF) 

. Advanced fuel cycle safeguards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researches at LANL (LANL : M. MILLER) 

◦ 15:30 – 16:00 : -   Break

◦ 16:00 – 17:30 : -   DUPIC Program (Myung Seung YANG) 

                   . Current status & future plan 

  .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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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formance analysis 

  . Waste management

  . Safeguards  

◦ 17:30         : - Leave for hotel

• January 25 (Wednesday)

◦ 10:00        : - Arrive at KAERI 

◦ 10:00 – 10:30 : - Disposal system development for HLW (Pil-Soo HAHN)

◦ 10:30 – 12:00 : - Advanced Conditioning Process development 

                  (Ki Jung JUNG)

     .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 Advanced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development

     . Remote handling & maintenance technology 

       development

     .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 12:00 – 13:00 : - Lunch hosted by KAERI Vice-President

                  (Seong Won PARK) 

◦ 13:00 – 14:30 : - Pyro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for P & T 

                  (Eung Ho KIM)

     .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 14:30 – 15:00 : -   Break

◦ 15:00 – 16:00 : -   AFCI-INERI cooperation (Mike GOFF, Eung Ho KIM)

                    .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 

                    .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ment of TRISO fuel

                    . Oxide reduction process for treating advanced oxide

                     fuel    

                    . Materials for the crucible for salt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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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16:30 : -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M.S. YANG, Y.I. KIM, USA)

. IAEA INPRO, etc. 

◦ 16:30 – 17:00 : - SFR-KALIME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Yeong Il KIM)

◦ 17:00 – 17:30 : - SMART development program (Sung Gyun CHI)

◦ 17:30 – 18:00 : - Post-Irradiation Examination program (Kwon Pyo HONG)

◦ 18:00         : - Leave for hotel

• January 26 (Thursday)

◦ 10:00        : - Arrive at KAERI 

◦ 10:00 – 10:30 : - Joint Determination (Dong Sup SO)

◦ 10:30 – 12:00 : - KAERI facility tour (IMEF, DUPIC, ACPF, ACP Lab.)

                 - Discussion on the current issues 

◦ 12:00 – 13:00 : - Lunch hosted by KAERI Vice-President 

                  (Seong Won PARK)

◦ 13:00 – 13:30 : - Physical protection system (Dong Sup SO)

◦ 13:30 – 15:30 : -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USA 

                  (Seong Won PARK)

                    . Korea-USA cooperation on pyroprocess and safeguards 

          . Workshop for 50 years cooperation between Korea &

            USA  

◦ 15:30 – 16:00 : - Break 

◦ 16:00 – 16:30 : - Wrap-up

◦ 16:30         : Leave for Daejeon Railroad Station

◦ 17:30         : Leave for Seoul from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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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제 2차 한-미 포럼 참가자 명단

   - 한국측 : 

원자력(연)

박창규, 소장

박성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장

한도희, 유체공학부장

윤지섭,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부장

김응호, 핵화공부장

안도희, 핵화공부 책연

김기호, 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부, 책연

구정회,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부, 책연

김경표, 국제협력팀장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이종욱, 원자력통제정책부, 책연

   - 미국측

U.S. Department of State

Alex Burkart, Deputy Director, Office of Nuclear Energy, Safety, and 
Security

Christine Martin, Foreign Affairs Officer, Office of Nuclear Energy, 
Safety, and Security

Department of Energy Headquarters (DOE-HQ)

Carter (Buzz) Savage,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Program Director

Sue Lesica, GNEP, Office of Nuclear Energy

Robert Price, GNEP,Small Reactor Development Group, Office of 
Nuclear Energy 

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DOE-NNSA)

Wayne Mei, NNSA-DOE

Argonne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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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Chang, Senior Energy Advisor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Michael Miller, Global Threat Reduction Program Manage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Barry Spencer, Senior Development Staff Member

Sandia National Laboratory

Paul Rexroth, Senior Staff, Nuclear Energy and Global Security 
Technologies Center

Idaho National Laboratory

Dave Hill, Deputy Director, Science and Technology

Phillip Finck, Associate Laboratory Director, Nuclear Programs

Mike Goff, Director, Fuel Cycle Programs 

Michael Simpson, Pyroprocessing Chemical Engineer

Bruce Hilton, Nuclear Fuels and Materials Engineer

Brian Westphal, Pyroprocessing Metallurgic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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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제 2차 한-미 포럼 상세 일정 

Advanced Fuel Cycle Forum Agenda

Monday, Oct. 23, 2006 –Thursday, Oct. 26, 2006

Monday, October 23, 2006

8:00 Transportation from Shilo Inn to WCB :  INL Bus

Candid photos will be taken throughout the visit : Jeff Olsen

INL Photographer (208) 520-0736

Willow Creek Building (WCB), 1955 N. Fremont Ave., Idaho Falls

8:15 Badging at WCB : Julia Townsend

Foreign Visits & Assignments Office (208) 526-0236

Foreign national guests provide Visa, Passport and I-95 documentation for badging

8:45 Transportation from WCB to EROB :  INL Bus

Engineering Research Office Building (EROB), 2525 N. Fremont 
Ave., Idaho Falls

9:00 Process through Security     Colleen Wauhob
INL Security Officer (208) 526-0957

EROB 159 Conference Room

9:10 Brief opening remarks Alex Burkart
U.S. Department of State

9:20 Brief opening remarks Seong Won Park
Vice-President, KAERI

9:30 Update on U.S.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s since last 

symposium and overview of DOE program goals and 
directions for 2007/2008   Buzz Savage DOE-HQ

10:15 Advanced Burner Reactor Phillip Finck
Idaho National Laboratory

10:45 Break

11:00 INL Advanced Fuel Cycle Activities Mike G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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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 National Laboratory

11:30 ANL Advanced Fuel Cycle Activities Yoon Chang
Argonne National Laboratory

12:00 Lunch

1:00 ORNL Advanced Fuel Cycle Activities Barry Spence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30 LANL Advanced Fuel Cycle Activities Michael Miller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2:00 SNL Advanced Fuel Cycle Activities Paul Rexroth
Sandia National Laboratory

2:30 Break

2:45 Future direction for Korean reactor and fuel cycle R&D,  
including Five Year R&D Plan Seong Won Park

Vice-President, KAERI

3:30 Update of KAERI activities since last symposium DUPIC     
                                   KAERI Representiative

Reactor design and development KAERI Representative

Spent fuel conditioning / ACPF KAERI Representative

Electrorefining and waste salt minimization KAERI              
                                               Representative

5:30 Depart EROB.Transport to Restaurant. INL Bus

The South Fork Lodge, Swan Valley, Idaho

6:30 Dinner hosted by U.S. Dept. of State

TBD Transportation from Restaurant to Shilo Inn INL Bus

Tuesday,October 24, 2006

8:30 Transportation from Shilo Inn to EROB INL Bus

Engineering Research Office Building (EROB), 2525 N. Fremont 
Ave., Idaho Falls

8:45 Process through Security Colleen Wauhob

EROB 159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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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Review of ongoing and planned cooperative activities 
(I-NERI Activitie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Yoon Chang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lternative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TRISO Fuel Yoon Chang
Argonne National Laboratory

Development of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                         Brian Westphal

Idaho National Laboratory

Development of Head-end Pyrochemical Reduction Process for 
Advanced Oxide Fuels            Michael Simpson

Idaho National Laboratory

10:00 Proposed I-NERI activities Buzz Savage DOE-HQ

10:30 Break

10:45 Review of ongoing and planned cooperative activities (cont.)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Michael Miller
Los AlamosNational Laboratory

12:00 Lunch

1:00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rogram at KAERI and Joint 

Determination                             KAERI

2:30 Break

2:45 Review of ongoing and planned cooperative activities (Work 
for others)                          INL / KAERI 

3:30 Discussion of future cooperation All in attendance

5:00 Depart EROB. Transport to Shilo Inn INL Bus

6:25 Guests walk from Shilo Inn to Sandpiper Restaurant next door

Sandpiper Restaurant, 750 Lindsay Blvd., Idaho Falls (Next door to 
Shilo Inn)

6:30 Dinner hosted by DOE National Laboratories



- 24 -

Wednesday,October 25, 2006

8:30 Transportation from Shilo Inn to MFC INL Bus

Materials & Fuels Complex (MFC)

9:15 Arrive at MFC / Process through Security Don Miley
INL Tour Guide, Communications & Public Affairs (208) 526-5523 cell: 

MFC 713 Conference Room

9:30 INL/MFC Overview Pete Wells
Idaho National Laboratory

10:00 Tour the Analytical Lab Calvin Morgan / Jeffrey Giglio
Nuclear Materials Characterization Department Leads, (208) 533-7321 / 

(208) 533-7801 

11:00 EBR II Van Sandifer
Nuclear Experimenter facilities Department Manager, (208) 533-7208

MFC 752 L&O Conference Room

11:30 Lunch Invitees 

MFC FCF Building

12:30 Tour the Fuel Conditioning FacilityMike Goff / David Laug 
Idaho National Laboratory 

MFC HFEF Building

1:15 Tour th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 Bruce Hilton
 Idaho National Laboratory

Reactor Technology Complex (RTC)

2:00 Depart MFC. Transport to RTC INL Bus

Process through RTC Security

2:45 Tour the Advanced Test Reactor John Dwight
 Director, Advanced Test Reactor Programs (208) 533-4374

4:00 Depart RTC. Transport to Shilo Inn INL Bus

5:00 Arrive at the Shilo Inn

6:15 Transportation from Shilo Inn to Restaurant INL 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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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abaga’s Restaurant, 415 River Parkway, Idaho Falls

6:30 Dinner hosted by INL

TBD Transportation from Restaurant to Shilo Inn INL Bus

Thursday, October 26, 2006

Engineering Research Office Building, 2525 N. Fremont Ave., Idaho Falls

Conference Room 249

8:30 Transportation from Shilo Inn to EROB INL Bus

8:40 Process through Security Colleen Wauhob

8:45 Discussions of future cooperation (cont.) All in attendance
TBD

10:15 Break

10:30 Discussion of future cooperation (cont.) All in attendance

11:30 Transportation from EROB to Idaho Falls Airport and Shilo    
        Inn : IN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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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온 용융염(Pyroprocessing) 공정기술 

국제협력 연구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2006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된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개발 한-미 

포럼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대한 미국 국립원자력연구소와 국제협력

연구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및 미국 국립연구소의 참석자로부터 얻

어낸 긍정적인 합의에 바탕하여 구체적인 협력연구 사항을 도출하기로 하 다. 

이를 위하여 2006년 3월 과제책임자 양명승 및 참여연구원 고원일, 심준보는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및 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연구협력 협의를 수행하 다.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미국 INL을 선정하

으며,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및 핵확산저항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은 미국 LANL과 수행하기로 하 다.

제 2 절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기술

2006년 3월 미국 Idaho Falls에 위치한 INL에서 7 개의 연구항목을 협력연

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토픽으로 선정하 고, 2006년도에는 확보된 연구 예산

을 감안하여 3 개의 연구토픽 (Task 1,2,3)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또한, 염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연구토픽은 I-NERI 연구과제로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합의한 국제협력연구 토픽은 표 3.1과 같다.(회의록 부록 3-1 참조)

특히, Task 3은 2005년도에 러시아 RIAR (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와 IST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내용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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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ISTC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미국측이 심한 우려를 주한 미

국대사관을 통하여 표시함에 따라 ISTC 프로그램은 Phase I을 마지막으로 중지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로서 개발되었다.  

표 3.1  2006년 3월, INL과 합의한  Pyroprocessing 공정기술

                 관련 국제협력 연구

연구 과제명 연구 내용  협력 기관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of EBR-II uranium products 

as they pertain to the criteria of LLW

사용후핵연료의 전해 

정련에 의해 얻어진 

우라늄의 특성 및 

공정분석

미국 INL

(Task 1 :

 2006년 착수)

Perform uranium electrorefining experiments 

with graphite cathodes in electrolyte loaded 

with fission products and evaluate the 

contaminants

흑연 전극을 이용한 

전해 정련 연구

미국 INL

(Task 2 : 

 2006년 착수)

Develop a detailed experiment plan for 

collaboration on collecting fundamental data to 

support group-actinide recovery

악티나이드 군분리를 

위한 연구 계획의 수립

미국 INL

(Task 3 : 

 2006년 착수)

Perform pre-conceptual design and process 

equipment simulation for the KAPF

Pyroprocess 시설 및 

장치의 예비 개념 설계 

및 모사 연구

미국 INL

Assess options for selective fission product 

removal from the waste salt by oxidation/ion 

exchange

산화추출/이온교환법을 

이용한 폐 용융염 처리 

기술

미국 INL

(I-NERI 추진)

Assess salt processing options to produce 

TRU-free ceramic waste form

폐 용융염에서 TRU 

제거 기술
미국 INL

Design evaluation of the high throughput 

decladding and continuous voloxidation 

technology

고성능 사용후핵연료 

해체 및 연속식 

산화처리 기술 평가 

미국 INL

2006년 5월 1일 - 4일 한국에서 개최한 제 27차 한-미 JSCNEC 회의에서 아

래와 같이 상기 3 개 연구과제를 상정하여 양 국 정부의 승인을 득하 다. 

￭ F-4 : Demonstration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laboratories

   - F-4-1 :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of uranium products as they pertain to the LLW criteria



- 28 -

   - F-4-2 : Perform uranium electrorefining experiments with graphite 

             cathodes in electrolyte with fission products

   - F-4-3 : Develop a detailed experiment plan for collaboration on 

           collecting fundamental data to support group-actinide recovery

2006년도 추진키로 합의한 3 개의 연구 토픽(Task 1,2,3)에 대한 세부 연구내

용에 대하여 2006년 8월 5일 연구계획의 초안을 송부받고, 2006년 8월 Idaho 

Falls에서 개최한 제 1차 국제 파이로 프로세싱 학회 참석을 계기로 8월 7일 상

세 연구내용을 협의하 으며, 이를 미국 에너지 부 및 국무부에 승인신청을 하

다. (부록 3-2 참조)

2006년 8월 INL에서 제시한 연구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Task 1 은 2006년 - 

2007년 수행하고, Task 2는 2008년 - 2009년 수행하고, Task 3는 2006년 - 2008

년 까지 수행함을 기본으로 삼았다. 상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소요 예산의 전

체적인 윤곽은 2006년은 236,000 US$, 2007년은 400,000 US$, 2008년은 780,000 

US$, 2009년은 780,000 US$로 추정되었다. 

2006년 10월 23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내부의 승

인을 얻어 2006년 11월 20일 정식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착수하 다. 연구협약의 

내용은 부록 3-3에 보인바와 같다.

각각의 Task 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Task 1,2,3 배경 설명]

INL은 KAERI를 위하여 Pyroprocessing 관련한 data를 제공하고, 새로운 실험

을 후행할 것을 요청받았다. 상기 업무는 Work For Others (WFO)로서 승인되

어 추진된다. 이 업무는 5 년간 (2006 - 2010) 수행되며, 본 Statement of Work

는 2006년도 업무 및 예산에 대하여 기술한다. 2006년도 업무의 보고서 초안은 

2007년 1월 KAERI측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며, 2006년도 최종보고서는 2007

년 2월에 제출된다. 2007년도 업무를 위한 보완된 Statement of Work는 향후 

작성될 예정이다.

본 연구내용을 2006년 8월 미국 INL에서 협의시 연구기간을 5 개월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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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7년 1월 보고서의 초안을 수령하기로 하 으나 (연구기간은 5 개월), 

실제로는 계약이 2006년도 11월 20일에 착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2006년도 연

구종료일은 2007년 4월 20일로 간주할 수 있다.

1. Task 1 : Assessment of Low-Level Waste Characteristics of Uranium 

             Product 

            사용후핵연료의 전해 정련에 의해 얻어진 우라늄의 특성 및 

            공정분석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peration conditions 

             of EBR-II uranium products as they pertain to the criteria of 

             LLW)

   - 사용후핵연료를 pyrochemical 처리를 하여 전해정련 및 염을 증류, 분리 

하면 금속 우라늄 잉곳이 생성된다. 이 우라늄 잉곳은 핵분열생성물 과 

TRU의 오염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우라늄 잉곳을 저준위폐기물로서 처

분이 가능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EBR-II 사용후핵연료 처리경험에서

     얻은 우라늄의 불순물 함량 평가 및 우라늄의 순도를 증가시켜 이를

     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하기 위해서 공정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일단계로 EBR-II 사용후핵연료 처리 성분분석 연구결과의 분석 및 이를 전

해정련/전해제련 공정 조건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다음단계에서는 우라늄의 

순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sk 1.1 : Analysis of uranium product composition data 

          (2006년도 수행)

     ◦INL은 1996년부터 Materials and Fuels Complex에서 수행한 

pyroprocessing 성분 데이터, Electrorefiner (ER), Cathode Processor 

(CP)를 분석, 요약하여, KAERI에 table 형태로 제공함.(실질적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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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 안함) 

     ◦ 2006년도 수행업무

       . 한국의 저준위 폐기물 판단기준 검토

       . EBR-II의 Driver 핵연료 및 Blanket 핵연료의 pyroprocessing에

         따른 우라늄 성분 검토, 분석

       . 저준위폐기물 판단기준 및 우라늄 성분 검토, 분석보고서 작성

Task 1.2 : Development of strategy for improving uranium product

          purity (2006년도 수행)

     ◦우라늄의 순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염 성분과 공정변수간의 연계성 연

구하여, 향후 실험실규모/공학규모로서 실험계획의 작성

     ◦2006년도 수행업무

       . Task 1.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준위폐기물 판단기준을 만족

시키는 우라늄 제조를 위한 연구전략의 개발 

Task 1.3 : Validate method for producing uranium product compatible

          with LLW disposal in South Korea

     ◦ Task 1.2에서 개발된 연구전략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EBR-II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FCF (Fuel Conditioning Facility)에서의 실험의 

수행이 필요함. Mark-IV/Mark-V electrorefiner, 진공 distillation 및 음

극 processor 및 주조 furnace 을 이용하여 잉곳 consolidation 을 얻음. 

(2006년도 수행업무는 없음)

2. Task 2 : Electrorefining experiment with graphite cathodes

            흑연 전극을 이용한 전해 정련 연구

            (Perform uranium electrorefining experiments with graphite 

             cathodes in electrolyte loaded with fission products and 

             evaluate the contaminants)



- 31 -

   - KAERI는 음극 표면을 벗겨낼 (stripping) 필요가 없는 전해정련용 흑연음

극을 개발하 다. 이는 향후에 전해정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정가격

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실제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증된 바 없고, 흑연과 핵분열생성물/악티나이드 간의 반응을 고려하여

야 한다.

   - 따라서, INL의 HFEF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내에 설치된 HFDA 

(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음극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코자 한다.

   - KAERI는 흑연음극을 제공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INL은 HFDA의 도면을 

제공한다.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Mark-IV/ Mark-V 

elctrorefiner에 있는 염을 이용할 예정이다.

   - Mark-V염은 높은 TRU 함량을 갖고 있고 (Blanket fuel 처리), Mark-IV는 

높은 핵분열생성물 함량 (Driver fuel 처리)을 갖고 있다.

   - INL은 전압/전류 데이터, current efficiency, 염 성분 분석결과, 우라늄 분

석결과, 우라늄의 미세조직 사진 등을 KAERI에 제공한다.

   - 2009년도에 공학규모의 실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연구결과의 분석 

및 소요되는 연구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상세 연구계획은 2008년도에 작

성한다. 

Task 2.1 : Laboratory-scale Testing

    - HFDA 시설을 이용하여 흑연음극 및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50 gram/batch 실험을 수행한다.

    - Sticking coefficient를 전류 도의 함수로 측정하고, KAERI에서 수행한 

inactive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 2006년도 수행업무는 없음

Task 2.2 : Design work for engineering-scale experiment based on

           laboratory-sca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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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만족스러우면, Mark-IV/Mark-V 를 이용하여 공학

규모의 전해정련 실험을 수행한다.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음극, 양극/음극 module 이 소요되며, 이의 개발

을 위해서는 개념설계, 최종설계, 가공 및 mock-up을 통한 성능확인 등

이 필요하다.

    - 2006년도 수행업무는 없음

 Task 2.3 : Engineering-scale experiments

   - kilogram-scale 로서 공학규모의 전해정련 실험을 수행한다.

   - 공학규모 실험은 선행 연구결과의 검토 및 소요되는 기기의 개발/설치의 

공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행된다.

   - 이는, 아주 작은 흑연 분말가루 (fine graphite particulate)는 용융염을 오

염시키고, 이러한 오염은 Mark-IV/Mark-V의 운전에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006년도 수행업무는 없음.

3. Task 3 : Group Actinide Recovery Experiments

            악티나이드 군분리를 위한 연구 계획의 수립

            (Develop a detailed experiment plan for collaboration on 

             collecting fundamental data to support group-actinide 

             recovery)

   - TRU를 회수하여 이를 새로운 핵연료로 제조하면 지하처분시 열부하도 감

소시키고 저장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다.

   - Group actinide extraction은 우라늄, TRU 및 란타나이드 혼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INL은 액체카드늄 음극 (LCC : liquid cadmium 

cathode)에 전해전착 (elctrolytic deposition) 기술을 개발하 다. 

   - HFDA는 실험실 규모 (50 gram-actinide collected/batch), 

     Mark-V electrorefiner는 공학규모 (1-2 kg-actinide collected/batch) 실험



- 33 -

이 가능하다.   

   - INL은 LCC 실험을 수행하여, HFDA에서 5회 시험, Mark-V electrorefiner

에서 3 회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 HFDA에서 수행한 소규모 실험은 군분리 공정 가능성을 증명하고, 고 전

류 도를 얻는 실험조건을 찾아내고, 염/회수금속간에 악티나이드 및 핵

분열생성물의 분포를 전압의 함수로 연구하기 위함이다. 

   - 많은 연구분야중 연구목표의 설정은 KAERI측의 의견을 따른다.

   - 예로서, 핵분열생성물의 함유가 많은 염을 이용하여 실험하여, 염/카드윰 

간에 핵분열생성물의 함량 및 상호 분포를 연구함이 추천된다.

   - 또한, 카드뮴이 염과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이것이 핵분열생성물의 상호 

분표에 어떤 향을 주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실험에서는 

전압 공급이 중단되는 (cut-off) 즉시 LCC를 제거하 으므로, 예측된 분리

계수 (separation factor)와 측정된 분리계수와의 상호관계 적으나, 상호 평

형상태를 유지시키는 실험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Mark-V에서의 LCC 실험은 주로 공학규모로서, 카드뮴을 담는  crucible 

성능시험, 생성된 dendrite를 카드뮴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pounder 시험 

등이었다. 

   - 구체적인 실험내용은 KAERI의견에 따를 것이나, LCC crucible에서의 

dendrite growth를 최소화하는 방안, crucible의 최적 설계 및 재료 개발 

등이 가치가 있다. 

   - HFDA 시설을 이용하여 염과 카드뮴상에 악티나이드 및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및 성분 분석과 전압, 평형시간, 염 분해공정 등이 미치는 향 연구

에 이용하고,

   - Mark-V electrorefiner는 crucible 시험 및 dendrite 연구 및 scale-up 연구

에 적합하다.

   - 실험에 사용하는 염은 핵분열생성물 및 TRU염화물 (transuranic 

chlorides)를 함유하고 있는 Mark-V electrorefiner에서 가져온 염을 이용한

다. 특히, 염에 함유된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Mark-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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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refiner에서 가져온 염을 첨가하여 (spiking) 함이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는 공정의 공학적 평가를 통하여, high throughput production 

LCC의 장치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Task 3.1 : Experimental Planning

   - 과거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음극 전압, 염 

성분, 전류 도 등 연구해야할 공정조건을 나열한다.

   - 실험실 규모의 LCC 실험계회의 수립 

   - 2006년도 수행 업무임 

Task 3.2 : Laboratory-scale Testing

   - HFDA에서 실험을 수행함

   - 필요시 Mark-IV 염을 추가하여 핵분열생성물의 성분을 증가시켜 실험하

며, 주로 평형조건, activity coefficient 등 핵심적인 열역학적 특성을 연구

한다.

   - 2006년도는 수행 업무 없음

Task 3.3 : Engineering-scale Testing

   - Mark-V electrorefiner를 이용하여 수개의 engineering-scale LCC 실험을 

수행한다. 

   - 그러나, 이것은 TRU/U ratio가 충분히 높아야 만 가능하다 (2-10 비율)

     (이것은 2009년 이후나 가능할 것임)

   - Crucible 재료 및 음극설계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 2006년도에는 수행 업무 없음.

상기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KAERI는 한번에 1 개월 미만씩 연구원을 

INL에 파견할 수 있다. 

2006년 9월 13일 I-NERI과제 협의를 위하여 내한한 INL의 Herman 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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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반적인 TRU 핵연료의 성능실증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하여 최초로 협의

하 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에 Idaho National Lab.에서 개최한 제 2 차 

한-미 핵연료주기기술 포럼에서 현재 진행중인 3 개의 국제협력연구(Task 1,2,3)

에 덧붙여 3 개의 추가 협력연구 토픽을 도출하여 합의하 으며 이는 표 3.2에 

보인 바와 같다. 특히, TRU 핵연료 성능의 종합적 실증연구는 조속히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이를 Task 4 로서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

표 3.2  2006년 10월, 제 2 차 한-미 포럼에서 합의한 추가 국제협력 연구

연구 과제명 연구 내용 협력 기관

Integrated demonstration of metal ternary fuel 

from processing spent LWR fuel

TRU 금속 핵연료의 

종합적 성능실증

미국 INL

(Task 4 :

 2007년 추진)

Design evaluation of high-throughput 

de-oxidizer

고성능 de-oxidizer 

평가
미국 INL

Process equipment simulation and facility 

design

원격 공정 장치 모사 

및 시설 설계
미국 INL

Task 4 에 관한 연구계획의 초안을 I-NERI 과제의 연구협의를 위하여 내한

한  INL의 Westphal을 통하여 2007년 2월 7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07년 2월 말 INL에 송부하 다. 참고로 Task 4 의 연구내용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Task 4 : TRU 금속 핵연료의 종합적 성능실증

            (Integrated demonstration of metal ternary fuel from 

             processing spent LWR fuel)

[Task 4 설 명]

- 사용후 LWR 핵연료를 이용하여 2 개의 3 상 금속핵연료 (U-TRU-Zr) 시료를 

제조한다. 

   . 시료의 TRU 함량은 약 20 wt% 이다.



- 36 -

   . 각 시료의 중량 = 10 gram

- 이를 피복관에 장진하여 sealing 하고, 금속 소듐과 접착시킨다.

- 사용후 LWR 핵연료는 Belgian 원자로 (BR-3)에서 방출된 것이다.

   . TRU 함량 = 0.67 %

   . U   함량 = 84 %

- 사용하는 salt는 Mark-V electrorefiner (Blanket fuel 용, TRU 함량이 많음)에

서 부터 나온 염을 이용한다.  

   . TRU 함량 = 2.7 %

   . U   함량 = 0.7 %

- Voloxidation, electrolytic reduction, electrorefining (Solid cathode, LCC 반복

처리 수행함)을 수행하면 우라늄 250 gram 및 total 11.9 g of U/TRU (이중 

TRU는 6.9 gram, 즉 TRU 함량은 약 60 % 임)을 얻을 수 있다.

   . 전해환원을 위하여 한번에 50 gram씩 5 회의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한다.  

   . 우라늄을 얻기 위해 한번에 50 gram 씩 5 번의 고체 음극을 이용한 

     electrorefining 실험을 수행하여 약 250 gram의 우라늄을 얻고, 

   . 한번에 4 gram 씩 LCC 실험을 4 회 수행하여 U/TRU를 얻는다.

   . 시료는 U 및 U/TRU에서 각각 1 gram씩을 채취한다.

- Voloxidation 실험은 이미 타 연구과제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소용량의      

 염 증발기 및 핵연료제조시설은 새로 만들어 HFEF 에 설치해야 한다. 

Task 4.1 : Oxide Reduction 

   - HFDA(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는 최근에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음.

   - 650 ℃에서 electolytic reduction이 수행되며, 이때 Cs, Sr, Ba 등은 

     chloride를 형성하여 salt에 녹아 들어감.

   - 분말크기, Lithium oxide 농도, 음극 basket 설계 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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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4.2 : Electrorefining

   - 이 공정에서 U 및 U/TRU 물질을 생산한다.

   - HFDA를 이용하며, Mark-V electrorefiner에서 염 (TRU 함량 많음,

     약 2.7 %)을 운송하여 HFDA에 장진한다. 그러나, 이 염은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적으므로 inactive한 rare earth chlorides를 염에

     첨가함이 좋다.

   - 전해환원공정에서 환원된 금속을 함유하는 basket을 염에 삽입한다.

     (전해환원시 붙은 염 등을 제거할 필요가 없음)

   - U/TRU 회수를 위해서는 액체 카드뮴을 담고 있는 ceramic crucible을

     염속에 넣는다. 

    - 금속 BR-3 사용후핵연료가 매 3 gram 녹아 들어갈 때 마다, 

     액체 금속에는 2 gram의 Pu 와 1 gram의 U가 LCC에 녹아 들어간다.  

    - 고체음극을 이용한 electrorefining 시는, salt내의 U 함량은 감소하고,

      salt내의 TRU 함량(성분 퍼센트)이 증대됨 (U의 양이 줄어들었으므로)   

 - LCC 시험시는 사용후핵연료 매 3 gram 녹아 들어갈 때 마다, 

      액체 금속에는 2 gram의 Pu 와 1 gram의 U가 LCC에 녹아 들어간다. 

    - 따라서, alternating 실험을 해야 한다.

    - 흑연음극을 사용하면 더욱 좋고(low sticking properties), 떨어진 U를 

      수거하기 위한 특별한 음극 assembly가 필요하다. 

Task 4.3 : Salt Distillation/Fuel Fabrication

    - Vacuum distllation system, alloying & casting, settle/bonder system 

      (bonding to cladding with sodium metal)

    - Fuel rod : 3.8 cm long, 0.4 cm diameter

    - cladding : 5 - 15 cm long, 0.64 cm diameter

    - Vacuum distillation furnace 는 현재 HFEF에서 Voloxidation 용으로 

      사용중임

    - Remote fuel fabrication AFCI 프로그램과 Cost-sharing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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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ttle/bonding system 은 125 - 150 ℃에서 fuel pin settling을 하고,

      450 - 650 ℃에서 final fuel bonding을 이룬다.

Task 4.4 Pre-irradiatin Fuel Characterization

    - Chemical and isotopic analysis

    - X-ray diffraction

    - Dimensional inspection

    - QA inspection : Weld, Capsule inspection, Neutron radiography

Task 4.5 : Irradiation Testing in ATR

    -  2 개의 Rodlet을 capsule assembly에 장전

    - Neutron flux : 2.3 x 1014 n/cm2-sec

Task 4.6 : Post-irradiation Fuel Characterization

    - HFEF에서 조사후 시험 실시

INL에서 제시한 소요 예산을 보면, 2007년에는 Task 4.1 (300,000 US$), 

4.2(250,000 US$), 4.3(200,000 US$) 및 4.5 (150,000 V) 가 수행될 예정이다. 

(2007년도 Task 4 총예산은 900,000 US$ 임)

5. 국제협력연구 계약 체결

2006년 10월 23일, 미국 INL은 미국 DOE 승인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초안에 

대하여 서명후 KAERI에 송부하 다. 2006년 11월 8일, 제 99차 연구분과위원회

에서 미국 INL과 국제공동연구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국제공동연구명은 

“Pyroprocessing research activities under KAERI-10 program"으로써 공동연구

책임자는 Dr. Michael Simpson이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계약후 5 개월로 결

정되었다.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수 우라늄의 저준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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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우라늄의 조성자료 분석

   . 회수 우라늄 순도 개선을 위한 방법개발

 - 흑연 음극을 이용한 전해정련 연구

   . 실험실 규모시험 (2008년도 이후 수행 예정)

   . 공학규모 시험 (2009년도 이후 수행 예정)

 - 악티나이드 군분리 연구

   . 실험계획 수립 : 실험실 규모 액체카드뮴 음극 실험계획

   . 실험실 규모시험 (2007년도 이후 수행 예정)

   . 공학규모 시험 (2008년도 이후 수행 예정)

2006년도 계약은 미국 정부 표준계약서 (WFO-06-912)에 준하여 2006년 11월 

20일 과제책임자 양명승 서명으로 체결되었으며, 연구비 260,000을 11월 말에 

송부하 다. 본 연구계약서에는 Appendix B (Terms and Conditions - Patent 

Rights)는 첨가하지 않기로 하 다. 또한, 14항 (Terms and conditions of WFO 

agreement regarding the patent rights)에서 the Contractor's M & O Prime 

Contract (#DE-AC07-05-ID14517)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미국 정부와 INL과의 

계약사항이며,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INL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

www.inl.gov/laboratory/d/inl_contract.pdf에서 참고할 수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항은 차기 계약시 감안이 필요함이 

권고되었다 (2006. 11. 20. 윤재하 검토의견)

 (1) Article 7 - 8 (Legal notice, Disclaimer)

    - Neith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or any agency thereof, nor the 

contractor, nor any of their employees, makes any warranty, express 

or inplied, or assumes any legal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usefulness of any information, appㅁratus, 

product of ....

    - 현 계약서 상에는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usefulness of any 

information, apparatus, product 등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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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계약이 동등한 관계일 경

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만약 위 사항에 대하여 우리 연구소

가 제공받는 것이 많을 경우, 보장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보장받기를 원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이라도 “guarantee" 나 ”warrant"란 단어를 넣도록 

권함.

 (2) Article 14 (Patent right)

   - 현 계약서 상에는 patent right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

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 협의시 문제 발생시 case by case 로 진행할 예

정이며, 상호협의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국제계약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아래의 예시를 참고    

     예시 : If an invention is conceived, developed or first actually reduced 

to practice as a result of this joint  R & D project, the ownership of 

the invention and all patent rights shall vest in the inventing party. 

And the other party will receive a non-exclusive, irrevocable, 

royalty-free license to make use and commercially exploit the 

invention in all countries together with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3) Article 20 (Dispute & Arbitration)

   - 우선, 중재에 대한 내용이 이 항목에 언급되어 있으나, 조항의 제목은 생

략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실 것을 권함.

   - 상호 우호적인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가 필요함.

     현 계약서상에는 분쟁 발생시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 의한 제 3 국에서의 arbitration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KAERI에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중재하는 것임.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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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그렇지만, KAERI 측이 한국에서의 중재를 주장하더라도 상대국 기관이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ICC에 의한 arbitration 은 제 3 국에 

의한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므로 KAERI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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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국제협력 연구

제 1 절  공동연구 배경

본 과제에서는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 원자력의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도 제

고를 위하여 Pyroprocess (이하 pyro) 건식처리 기술 개발관련 미국의 국립연

구소인 LANL (Los Alamos National Lab.) 및 INL (Idaho National Lab.)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INL과의 공동연구는 INL hot cell를 이용한 pyro 

공정의 hot test, 그리고 LANL과의 공동연구는 pyro 시설 안전조치성/핵확산

저항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 

본 공동연구는 2006년 1월 개최된 한-미원자력포럼에서의 한-미간 합의에 근

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3월 미국 LANL을 방문하여 pyro 시설에 대

한 안전조치성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연구내용을 확

정한바 있다.(부록 4-1 합의서) 또한, 2006년 5월 개최된 JSCNEC 회의에서 의

제 F-2-6  (Advanced Fuel Cycle Safeguards)에 공동 연구내용을 추가하여 합

의한 바 있다. 

본 공동연구는 전해환원,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을 포함하는 “한국형 pyro 종

합공정시설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에서의 안전조치성 및 핵확

산저항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증진방안 도출과 pyro 건식처리에서 

핵물질 계량(dirty fuel은 핵분열물질과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 NDA를 

이용한 핵물질 측정이 쉽지 않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시스템 제안(예비

개념설계)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공정이 IAEA 핵물질 안전조치 조건을 충족하

는지 (safeguardability) 그리고 핵확산저항성은 충분히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공동연구 결과는 국가 핵투명성을 높이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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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pyro 시설에 대해서 IAEA로부터 시설부록을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는 사용후핵연료 사용 승인을 받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제 2 절  공동연구 현황

1. 공동연구 목적

본 공동연구는  

- 한국형 pyro 종합공정시설이 IAEA safeguards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분석하는 안전조치성을 평가하고, 보다 개선된 “핵물질 측정장치” 설계

를 수행함으로써, 

- pyro 종합공정시설의 안전조치성을 확보하고 국가 핵투명성을 증진시킬 목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 

2. 공동연구 내용

본 공동연구는 1단계로서 2년간 수행되며, 1차년도에는 pyro 종합공정시설의 

안전조치성 평가, 그리고 2차년도에는 한국형 pyro 종합공정시설의 핵확산저항

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부록 4-2 협약서 참조) 

가. 한국형 pyro 종합공정시설의 안전조치성 평가 (1차년도)

○ 시설의 주요 공정 및 설계 변수 정의

○ 시설의 물질 흐름 분석

○ 시설의 가장 신뢰할 만한 핵물질안전조치 접근 방안 제안

○ 시설의 MUF 및 안전조치성 평가

○ 시설의 핵물질안전조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 제안 

나. 한국형 pyro 종합공정시설의 핵확산저항성 평가 (2차년도)

○ 핵확산저항성의 속성 및 평가 방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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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시설의 핵확산저항성의 예비 평가 수행

○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 공정의 취약점 파악

○ 핵확산저항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 제안

○ 차세대 비파괴 핵물질 측정 시스템의 개념 설계

3. 계약서 주요내용

본 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주요 내

용을 표 4.1에 나타내었다.(부록 4-3 계약조건 참조)

4. 공동연구 비용

공동연구 비용은 총 30만불로서 1차년도 10만불, 그리고 2차년도에 20만불을 

집행할 예정이다. 

- 2006년 8월 : 100,000 USD

- 2007년 8월 : 200,000 USD

※ 단, 2007 회계년도 200,000 USD은 과기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지불

5. 연구 일정

본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일정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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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계약서 주요 내용

조항내용 표준계약서 추진과제 계약서(안) 차이비교

정보의 소유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권리는 KAERI에 귀속

-상대방에게 제공한 원천정보는 

제공당사자의 소유

-별도로 보호되는 정보이외의 

공동연구를 위해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소유정보의 

이용과 개발은 별도 협의에 따름

-계약에 의해 생성된 혹은 사용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는 공동 

소유. 

 단, proprietary information 

표시된 자료는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됨. 

-공동 소유

-차이 없음

기술정보의 

비 유지

-상대방이 KAERI측에 제공한 정보는 

비 유지

-제한된 정보나 소유정보임을 

제공당사자가 분명히 명시한 정보는 

제공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포 

또는 유포하지 못함.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정보는 

비 유지문서로 처리, 정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직접 고용한 자에게만 

전달

-KAERI측에서 제공한 정보중 비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표시된 자료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계약 종료와 함께 

KAERI측에 반환

-내용 없음

-차이 없음

-proprietary 

information 

표시된 자료만 

비 유지

지적재산권

-KAERI가 고안하거나 개발한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KAERI 소유

-공동연구개발결과의 발명 소유권과 

특허는 발명당사자에게 귀속, 

상대방은 비독점적, 취소불능, 

Royalty-free 사용권 확보.

-기술의 개선, 발명품에 대한 소유로 

이어질 때,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없이  

정보 제공.

-KAERI가 고안하거나 개발한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KAERI 소유(단 사전 공지를 

해야함)

-본 계약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 

특허권, 사용권은 미국이 소유. 

단, KAERI는 그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협상의 첫 번째 선택권을 

갖음

-KAERI는 KAERI의 발명 특허 

사용권에 대한 적용국가 및 

관심사항(특허신청 등)을 선택할 

수 있고, KAERI가 포기한 권한 

및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양받을 수 있음

-차이 없음

-유사하나 

Royalty-free 

사용권은 

없음

특허침해

-제공한 기술이나 기술의 일부가 

특허침해를 야기하여 KAERI를 

상대로 발생하는 소송 또는 

발생비용등은 상대방이 방어 또는 

보상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이 특허침해 

또는 특허침해를 야기하는 경우 

자체경비로 기술의 계속 

사용권한확보, 또는 기술의 질적 

특성에 향이 미치지 않으며, 

침해받지 않도록 기술로 조치

-KAERI는 KAERI측 발명에 대한 

특허와 저작권 청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보고해야 하며, 

KAERI측은 LANL측이 요구할시 

침해에 관련된 청구항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내용 없음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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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공동연구 일정표

연구항목 세부연구내용
일 정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한국형 

pyro 

종합공정

시설의 

핵물질안

전조치성 

평가

-시설의 주요 공정 및 

설계 변수 정의

-시설의 물질 흐름 분석

-시설의 가장 신뢰할 만한 

핵물질안전조치 접근 

방안 제안

-시설의 MUF 및 

안전조치성 평가

-시설의 핵물질안전조치 

시스템에 대한 추후 

연구개발 분야 제안

KAERI

LANL/KAERI

"

"

"

한국형 

pyro 

종합공정

시설의 

핵확산저

항성 

평가

-핵확산저항성의 속성 및 

평가 방법의 정의

-제안된 시설의 

핵확산저항성의 예비 

평가 수행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 

공정의 취약점 파악

-핵확산저항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 제안

-차세대 비파괴 핵물질 

측정 시스템의 개념 

도출

KAERI

LANL/KAERI

"

"

"

제 3 절  KAPF 시설 물질 흐름 분석

KAERI-LANL 공동연구 계약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APF 시설에 대

한 주요공정 및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2006년 10월에 LANL에 공식적으로 다

음과 같이 송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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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of Korea Advanced Pyroprocessing Facility

  (KAERI-10-1)(부록 4-4)

○Description of Main Processes of KAPF (KAERI-10-2)(부록 4-5)

본 절에서는 KAERI에서 수행된 KAPF 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및 물질흐름 분

석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KAPF 시설 설계 개념

KAPF(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한국형종합 pyro 시설로서 경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Pyro 처리후 금속잉곳을 제조하는 시설이다.   

그림 4.1  한국형 KAPF 시설 개념도 

KAPF에서 제조된 금속잉곳은 고속로시설로 이동하여 금속핵연료를 제조하게 

된다. KAPF의 물질흐름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표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설개념을 확정하 다. (그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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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KAPF 시설 주요 가정

Temporary material storages (PWR SF, metal ingot, wastes)

70% (in consideration of O&M outage) = 256 equivalent full operating calendar daysAvailability

100 tHM/yCapacity

Centralized stand-alone facility, Modular type in which hot cell lines can be 
expanded as needed 

Plant type

U metal as LLW, U-TRU-RE metal ingot for SFR fuel

Wastes (Ceramic, metal, vitrified)
Output

Salt waste recycling, Wastes treatment 

Decladding/Voloxidation, Electrolytic reduction, Eletrorefining/Electrowinning, 
Cd distillation, Cathode processing, 

U and TRU metal ingot fabrication

PWR SF disassembling, Rod chopping

Main function

PWR spent fuelsInput

60 yearsDesign life

Temporary material storages (PWR SF, metal ingot, wastes)

70% (in consideration of O&M outage) = 256 equivalent full operating calendar daysAvailability

100 tHM/yCapacity

Centralized stand-alone facility, Modular type in which hot cell lines can be 
expanded as needed 

Plant type

U metal as LLW, U-TRU-RE metal ingot for SFR fuel

Wastes (Ceramic, metal, vitrified)
Output

Salt waste recycling, Wastes treatment 

Decladding/Voloxidation, Electrolytic reduction, Eletrorefining/Electrowinning, 
Cd distillation, Cathode processing, 

U and TRU metal ingot fabrication

PWR SF disassembling, Rod chopping

Main function

PWR spent fuelsInput

60 yearsDesign life

시설용량은 연산 100톤, 이용률 70%, 시설 수명 60년을 가정하 다. 시설내

에 포함된 주요 장비로는 핵연료집합체 해체,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전해정

련, 전해제련 및 각종 페기물 처리장비와 용융염 재순환 장비가 있다. 물질흐름

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핵연료로서 17 x 17 가압경수로형 핵연료로서, 초기농축

도 4.5%, 연소도 45,000 MWd/tU, 10년 냉각된 핵연료로 선정하 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조성은 ORIGEN code를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하여 표 4.4에 나

타내었다. 1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 을 때 약 1.33톤의 TRU 금속 잉곳

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4.2는 상기 기준핵연료를 이용하여 연산 100톤용량의 시설에 대한 물질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세한 가정사항 등은 첨부한 부록 4-4에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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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준핵연료 조성

Weight percentg/tU (initial)Actinide

100.0%9.54E+05TOTAL

1.3329%1.27E+04total TRU

0.1705%1.63E+03total MA

0.0037%3.56E+01CM244

0.0140%1.34E+02AM243

0.0621%5.93E+02AM241

0.0903%8.61E+02NP237

1.1624%1.11E+04total Pu

0.0568%5.42E+02PU242

0.0933%8.90E+02PU241

0.2906%2.77E+03PU240

0.6908%6.59E+03PU239

0.0309%2.94E+02PU238

98.6741%9.41E+05total U

97.0%9.25E+05U238

0.6164%5.88E+03U236

1.0320%9.84E+03U235

0.0249%2.38E+02U234

Weight percentg/tU (initial)Actinide

100.0%9.54E+05TOTAL

1.3329%1.27E+04total TRU

0.1705%1.63E+03total MA

0.0037%3.56E+01CM244

0.0140%1.34E+02AM243

0.0621%5.93E+02AM241

0.0903%8.61E+02NP237

1.1624%1.11E+04total Pu

0.0568%5.42E+02PU242

0.0933%8.90E+02PU241

0.2906%2.77E+03PU240

0.6908%6.59E+03PU239

0.0309%2.94E+02PU238

98.6741%9.41E+05total U

97.0%9.25E+05U238

0.6164%5.88E+03U236

1.0320%9.84E+03U235

0.0249%2.38E+02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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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SF (100 tHM/year)

Decladding
/Voloxidation

Oxide PWR SF
Reduction

Electrorefining
/electrowinning

Cathode 
Processing

U metal ingot storage

Spent fuel
vault storage

(50 tHM)

Disassembly
/rod extraction

Rod chopping

HM(TRU) metal
Ingot storage

Cadmium 
Distillation

Process Cell (Argon cell) Waste treatment (Air cell)Front-end cell

Ceramic waste
processing

Metal waste
processing

Vitrification I

Hull (0.39kgHM/day)

Zeolite

Off-gas

0.93 ass’y/day

245 fuel rods/day 390.6kgHM/day

390.2kgHM/day

389.9kgHM/day

6.24kgHM/day
(5.20kgTRU+1.04kgU)383.2kgU/day

98tU/yr

100tHM/year
(1.33tTRU/yr)

* Daily capacity (kg/day) is derived from 70% of availability.

Zr

Cd, salt

Salt
Recycling I

Salt , recovered TRU

Salt + FPs

Salt

Noble metal FPs

salt

382.9kgU/day 1.595tHM/yr
(1.329tTRU+0.266tU)

Salt
Recycling II

Vitrification II

FPs oxide

390.6kgHM/day

6.24kgHM/day

그림 4.2  KAPF 물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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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용후핵연료 최적 관리방안 국제협력 연구  

 

제 1 절  서 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점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대한 궁극적

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 개발을 위해 2000년도 초부터 노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는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형상 변환을 수반

하게 되며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형상 변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한 축인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파이로 기술 개발과 같은 사용후핵연

료 관리 기술 개발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

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2)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예측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예측 결과가 국제 사회

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누적량 예측에 따라 평화적이고 핵비확

산적인 파이로 기술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의 필요성이 있는가?

(3) 기술개발 측면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기술이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는가?

(4) 시의성 측면에서 현재 개발 중인 파이로 기술이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5) 경제성 측면에서 파이로 기술이 산업체의 지원과 대규모의 향후 연구 투자

비 투입과 관련된 기회 비용 효과가 있는가?

(6) 파이로 기술이 향후 개발 여지가 있는 미래 기술들과의 기술 연계성과 호

완성이 높아 향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른 목표 수정이 용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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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사회에

서 적용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7 가지 질문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7년 초부터 국제적인 핵연료주기 관련 정치사회학

자로서 명망이 있는 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교의 샤인먼 교수와의 의논을 통하

여 상기 현안 중 (1), (2), (4), (7)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

를 수행하기로 합의하 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샤인

먼 교수는 2007년 8월 관련 국제 공동 연구 수행을 합의하고 2006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래 이 연구는 2006년 12월 말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예상보다 최종 

공동 연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샤인먼 교수의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지체되어 2007년 4월초 최종 보고서 시안 작성

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양 연구팀간에 교환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초했음을 밝혀 두며 최종적인 연구 내용은 향후 기술보

고서로 발간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표와 내용

공동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네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도록 하 다.

(1)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

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2)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예측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예측 결과가 국제 사회

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누적량 예측에 따라 평화적이고 핵비확

산적인 파이로 기술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

의 필요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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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의성 측면에서 현재 개발 중인 파이로 기술이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7)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사회에

서 적용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동 연구팀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분

석하 다.

(1-1) 70년대 초 상용 원자력 도입 시점부터 최근까지 국내 경제성장률과 에너

지 위기에 따른 상관관계는 어떠하며 이러한 관계로 볼 때 안정적인 에

너지 공급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은 어떠한가?

(1-2) 70년대 이후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어떠한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옵

션이 파이로이다. 파이로는 현재 상용화한 PUREX를 기반으로 한 습식 재처리 

방법과는 달리 핵무기로서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플루토늄의 순수 분리가 불가

능하고 큐리움과 같은 마이너 액티나이드(MA)와 함께 공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핵비확산성이 높다. 또한 대규모 상용 시설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모듈

형으로 건설 운 이 가능해 초기 투자비 과다로 인한 리스크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부가되고 있는 파이로 기술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

단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분석코자 하 다.

(2-1) 향후에도 원자력이 현재의 40% 이상의 발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최

소 80,000 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가 국내 에너지 및 원자력계에 미치는 

향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국가적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가?

(2-2)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한 관리와 향후 우라늄 자원의 품귀로 인하 자원 재

활용성과 관련해 파이로의 위치는 어떠하며 파이로와 연계된 고속로 프

로그램의 타당성은 무엇인가?

(2-3) 파이로 기술은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가 미국 유카산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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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넘어서 원자력 발전 시설의 지속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경제

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이 될 수 있는가?

만일 파이로 기술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실용화에 너무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준공의 대안이 될 수 없거나 소외 중간 저장 시설과 연계해 국

가 관리 시설의 핵심 시설로 상용화되어 사용후핵연료 구 처분에 따른 막대

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공동 연구에서는 적어도 2020년 중반까지 파이로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

를 수 있는가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고자 하 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는 엄 한 과학적인 기술 축적이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원자력 분야의 기술 

개발 속도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가를 파악하고자 하 다. 

특히 파이로와 같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이외

에 국제 정치학적 요인들이 기술적 제한 요소 혹은 증진 요소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기술 개발 전망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어진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를 수행해도 결론적인 평

가가 불가능할 개연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이로 기술 개발이 동북아 지역 내 혹은 세계적으로 기

술 개발을 주도할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국제 사회에서 국내 

고유 기술이 실용화되기 위한 국제 컨소시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야 하고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한 연구 항목들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7-1) 특정 사용후핵연료 주기 기술이 다자간 원자력 협력을 통해 실용화되기 

위해 가져야 할 요소(intrinsic element)들은 무엇인가?

(7-2) 파이로 등 사용후핵연료 주기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기 위해  갖추

어야 할 제도적 요소(extrinsic element)들은 무엇인가?

(7-3) 파이로 기술의 국제 수용성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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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 항목들은 무엇인가?

본 공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2)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현황 및 전망, 

(3) 파이로 기술의 장단점 분석 등을 원자력연구소 주도로 추진하고 

(4)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제 환경 분석은 샤인먼 교수가,

(5) 또한 IAEA의 MNA 연구 등에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에 따른 

   cross cutting 현안 검토와 

(6) 미래를 향한 제언은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장하 다. 

제 3 절  수행 내역

전 절에서 기술한 공동 연구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

국원자력연구소는 2006년 10월 담당 역무 범위인 

(1)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2)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현황 및 전망, 

(3) 파이로 기술의 장단점 분석 

관련 문 자료들을 샤인먼 교수팀에 송부하 다. 

대한민국 에너지 현황 및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별 에너지 현황과 전망

에 대한 자료와 함께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에너지 소비국 대두에 따

른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변화 관련 자료가 정리되었으며 원자력 발전 점유율

에 대해 현재의 점유율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대한

민국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향후 자원 빈국형 선진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경우를 가정한 소비 예측을 수행하 다.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기 21세기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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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 는 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한 수소 원자로 도입에 따른 정량적

인 누적량 예측은 수행하지 않았다. 다만 수소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수소가 전

체 수송용 연료 시장의 30% 점유율을 가질 경우 21 세기말까지 최대 국내 사

용후핵연료 누적량이 20 만톤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 다.

이러한 미래 예측과 함께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현황을 요약하고 파이로 기술의 요체와 특히 핵비확산성 측면에서의 장점

을 분석하 다.

샤인먼 교수팀은 이러한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대해 동의하고 향후 대한민

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이 필요

함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 국가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행의 중요성을 강

조하 다. 또한 현재 제안된 파이로 기술이 국제적인 규범 상 핵비확산성을 갖

추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

키고 핵확산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

하게 그 개연성을 모두 파악하고(Completeness) 완벽한(Comprehensive)한 기술

적 정치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 고 이러한 기술적 제안이 다자간 협력

을 통해 실현되기 위한 접근 방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연구결과는 2007년 4월 최종 연구결과보고서가 완성된 

후 기술보고서 형태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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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핵연료주기기술 평가   

제 1 절  GEN-IV PR/PP 평가방법론

Generation-IV Nuclear Energy System의 기술적 목표로서 핵확산저항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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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며, PR & PP 관점에서  원자력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

가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GEN-IV Roadmap을 통해 제기되었다.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전문가 그룹(PR/PP WG)의 목표는 GEN-IV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을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핵확산 및 안보 위협(Threat)의  

특성분석, 시스템의 PR 및 PP 특성 파악, 측정 방안 개발, PR 및 PP 특성 평

가방법론 개발 및 Implementation Guide (software-based evaluation tool) 개

발이다. 공동의장은 미국 Brookhaven National Lab. : Bari (Co-chair), 미국 UC 

Berkeley대학 교수 : Peterson (Co-chair), 캐나다 AECL : Nishimura(Co-chair) 

와 미국 Argonne National Lab. : Ike Therios (Technical Director)이 맡고 있

다. 참가국가는 미국 측의 정부(DOS, DOE, NRC), 연구소, 학계, 산업계 등 약 

20인과 한국(양명승, 오근배), 캐나다, 국, 불란서, 일본, European Union, 

IAEA  등으로 부터  약 10 인이  참가하고 있다. 

단계별 계획을 살펴보면,  

• 제 1 단계 : 2002. 12 ~ 2003.12 (1년)

   PR 및 PP 관련 평가요건(Metrics) 및 평가방법 개론(Framework) 보고서

  개발 

• 제 2 단계 : 2004. 1 ~ 2004.12 (1 년)

   PR 및 PP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hodology) 보고서(초안) 개발 

• 제 3 단계 : 2005. 1. ~ 2006. 12.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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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론  보고서  발간 (Rev. 5, 2006. 9.) 

   - 평가 방법론의 ESFR (Example Sodium Fast Reactor)의  Pyroprocessing  

     분야에  대하여  시범  적용 (Demonstration Study)

   - 사용자  매뉴얼 (Implementation Guide) 개발 및 DUPIC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하여 시범적용 

• 제 4 단계 : 2007. ~ 2009. (3 년)

   - GEN-IV System  대한 PR  및 PP  평가 ( 가칭, Sponsorship Program)

     평가방법론 개선 및 원자력시스템 설계 개선사항의 제시 

전문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 핵확산 저항성 (Proliferation Resistance)

   국가 차원에서 핵무기 혹은 타 핵폭발기구를 취득하기 위해 핵물질의  

   전용, 비공개 생산 및 기술의 오용을 방해하는 원자력시스템의 특성 

• 물리적  방호 (Physical Protection)

   반국가 단체에 의해 핵폭발 기구 혹은 방사성 확산무기(Radioactive 

   Dispersal Device : RDD)에 적합한 물질의 절취, 그리고 시설 및 운송시

   사보타지 등을 방해하는 원자력시스템의 특성 

• 위협 공간 (Threat Space)

   잠재적 위협이 있는 시나리오들의 모든 스펙트럼 

• 핵확산 저항성의 위협 (PR Threat Scenarios)

   - 공개된 핵물질 흐름 혹은 저장고에서부터 비 리에 핵무기급 물질을

     전용하여 핵무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핵물질의 전용 : Concealed

     diversion of material)

   - 공개된 시설 내에서 비 리에 핵무기급 물질을 생산하여 핵무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시설의 오용: Concealed material production)

   - 공개된 장비 혹은 시설의 비  모사, 혹은 격리된 비  프로그램에 의해 

     핵무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비   복제 : Concealed material

     production by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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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핵비확산 조약의 탈퇴 후 핵무기급 물질,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GEN-IV 시스템이 미치는 기여도 (Abrogation: Overt

     diversion of material and Overt materials production)

   -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서 취득한 지식의 비  핵활동에 대한 기여도

• 평가 척도 (Measures)

   핵확산저항성- 물리적 방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상위 레벨의

   척도

• 평가 항목(Metrics)

   핵확산저항성- 물리적 방호에 향을 주는 하위 레벨 인자 혹은 특성 

• P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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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확산에 소요되는 자원 (Proliferation Cost : PC)

   - 핵확산에 소요되는 시간 (Proliferation Time : PT)

   - 핵분열물질의 품질 (Fissile Material Type : MT)

   - 탐지 확률(Detection Probability/Safeguardability : DP)

   - 탐지에 소요되는 자원 (Detection Resources Efficiency: DE)

• PP measures

   - 적대행위 성공확률 (Probability of Adversary Success : PAS)

   - 적대행위의 손해정도 (Consequences : C)

   - 물리적 방호에 소요 자원 (Physical Protection Resources : PPR) 

• 평가방법은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핵확산자, 반국가단체에 의해 위협을

   받는 challenge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의 방호 반응이 (response)

   결정되면, 시스템의 핵물질 흐름 경로에 대하여 설계 요소들에 대한

   measures 와 metrics를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요건들은 저항인자

   (material barrier, technical barrier 및 extrinsic barrier) 표현한다.

• 평가방법론은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evision 5, 

   September 30, 2006)로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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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ways는 핵확산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행할 때, 핵확산자는 여러 가지의 장애를 만나게 되며, 이를

   통틀어 핵확산저항성이라 한다. 

• Pathway Analysis방법으로서는 Qualitative Assessment Approach, 

   Logic Tree Modeling Approach (ET/FT), Markov Model Analysis 방법이

   있다. 

• 지금까지 수행된 전문가 회의 일정은 다음의 표에 보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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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장  소 기 타

제 1 차  2002. 12. 4  - 5 미국, Washington DC, PNL Office  

제 2 차  2003. 2. 26 - 28 미국, Sandia National Lab.  

제 3 차  2003. 6. 11 - 13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제 4 차  2003.  8. 27 - 28 미국, Brookhaven National Lab.  

제 5 차  2003. 11. 20 - 21 미국, New Orleans  

제 6 차  2004. 1. 28 - 30 미국, Argonne National Lab.  

제 7 차  2004. 6. 7 - 9 이태리, ISPRA, JRC  

제 8 차  2004. 11. 18 - 19 미국 Washington DC, Crystal City  

제 9 차  2005. 3. 23 - 24 캐나다, 토론토, AECL  

제 10 차  2005. 7. 14 - 15 미국, Sandia National Lab.  

제 11 차  2005. 11. 17 - 18
미국, Washington DC, UC Berkeley 

Office
 

제 12 차  2006. 3. 2 - 3 미국, Seattle, Bartelle Office  

제 13 차  2006. 7. 10 - 12 이태리, ISPRA, JRC  

제 14 차  2006. 11. 6 - 10
일본 동경 세미나 및 몬쥬 전문가회

의
 

제 15 차  2007. 2. 27 – 3. 1 미국 Berkeley  

제 16 차  2007. 6. 20 - 22 미국 MIT  

제 17 차  2008년 1월 예정 불란서 예정  

제 2 절  IAEA INPRO 평가방법론

INPRO 현황은 2006년 12월 현재 26 개국(일본, Slovak 최근 가입함) 및 5 

Observers로 구성되어 INPRO Methodology 및 7개 Manual 개발 완료하 으

며, PR 및 PP Manual은 개발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INPRO 참여 

실적 및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orean National Study 수행

   - Korean case study on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DUPIC fuel cycle

      (2003. 6 - 2004. 12 : KAERI 양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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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extended case study on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whole DUPIC fuel cycle

      (2005. 4 - 2006. 4 : KAERI 양명승, 박주환) 

   - Joint study on assessment of an innovative nuclear systems based

     on a closed nuclear fuel cycle with fast reactors (CNFC-FR)

      (2005. 3 - 2006. 6 : KAERI 김 인, 이용범, 6개국 참여 공동연구임)  

2. Ad-hoc Meeting on "Proposed framework, options and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llaborative projects in INPRO Phase 2"

   (2006. 4. 10 - 12, IAEA : KAERI 김 인, MOST/IAEA 김진경)

   - 10 개국에서 90 개의 collaborative ideas가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 관련하여 7 개의 collaborative ideas를 제안함

3. 제 9 차 INPRO Steering Committee Meeting에서 한국측의 제안

   (2006. 7. 10 - 11, IAEA : KAERI 오근배, MOST/IAEA 김진경)

    - CRP(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for "Acquisition/diversion paths

      analysis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misuse and 

      possible concealment strategies"  

    - CRP for "Establishment of the model strategy to develop and/or

      deploy INS for Member States"  

4. 제 9차 INPRO Steering Committee Meeting에 근거하여 

   "Acquisition/diversion paths analysis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misuse and possible concealment strategies" 에 대한

    IAEA CRP proposal의 작성을 요구받음

    (2006. 8. 21 : MOST/IAEA 김진경, KAERI 양명승, 오근배, 박주환)   

5. 2006년 12월 IAEA CRP Proposal을 IAEA에 제출하여 관심국가의 참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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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및 12월 IAEA에서 개최한 INPRO PR 

Manual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PR Manual의 검토는 물론, INPRO PR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여 Basic Principle 1 및 2 를 통합하는 등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INPRO PR 평가방법론의 근간을 확정하 다. 

제 3 절  핵연료주기 기술협의

2006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Jor-Shan Choi 박사를 해외전문가 활용계획에 따라 초청하여 핵

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 개발 관련한 세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후행 핵

연료 주기기술개발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자문을 수행하 다. 

또한, 2006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원자력안전기구 (JNES :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의 Michio Yamawaki 박사를 초청하여 핵

연료 주기의 안전성 및 핵연료 기술개발의 동향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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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추진 전략

본 연구에서는 GEN-IV SFR(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주기의 민감한 핵심기술

을 한-미 협력연구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 향상 및 동시에 

연구개발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 다.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고온 용융염 전해공정 (Pyroprocess)에 대한 사용

후핵연료를 이용한 실증시험 연구 (Active Demonstration)를 미국 국립연구소

의 시설을 이용하여 한-미 협력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 및 연

구경험을 확보하고자 하 다.

연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yroprocess에 대한 안전조치(Safeguards) 기

술개발 및 핵확산저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을 평가하고, 핵확산저항성 증

진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시설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신뢰도 및 핵투명성

을 제고하고자 하 다.  

한-미 협력연구는 Pyroprocess 공정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IFR (Integrated 

Fast Reactor) 개발경험을 갖고 있는 INL(Idaho National Lab.)과, 그리고 안전

조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LANL(Los Alamos 

National Lab.)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투명성 확보와 함께 선진기술을 

동시에 얻는 전략으로 추진하 다. 

GEN-IV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

해 한-미 협력연구를 통한 핵심기술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존 미국 차폐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종합

적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실증연구시설을 확보하여 기술을 자립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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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는 ‘97년부터 Pyroprocess 기술 개발을 위해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Inactive Test 연구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Pu을 포

함한 TRU (Transuranics)가 함유된 핵물질을 이용한 처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제약의 극복을 위해 한-미 협력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미 협력연구의 기본수행(안)은 U, TRU의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

제련 특성 자료생산, 핵심장치 개발, 그리고 TRU 금속핵연료 기술 개발 및 핵

물질 안전조치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결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공학 규모의 Gen-IV 소듐 냉각 고속로(SFR) 

Pyroprocess Facility를 완성하고자 한다.

제 2 절  주요 성과

(1)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개발 관련한 한-미 포럼 개최

 ○ 제 1 차 Nuclear Fuel Cycle R&D Forum 

- 2006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개발 관련한 제 1 

차 한-미 포럼을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미국 INL, LANL, ORNL(Oak 

Ridge National Lab) 등의 국립연구소 전문가 참여하에 개최함

 ○ 제 2 차 Nuclear Fuel Cycle R&D Forum

- 2006년 10월 미국 Idaho National Lab.에서 제 2 차 포럼을 개최하여 미국 

INL, LANL 국립연구소와 추진 중인 국제협력 연구 진행사항을 협의하고, 

신규 협력의제에 대하여 합의함.

(2) 한-미 국제협력 연구 추진

- 2006년 3월 미국 Idaho National Lab. 및 Los Alamos National Lab.과 

한-미  국제협력 연구 내용에 대하여 합의함

- 2006년 3월  미국 LANL과 2 개의 Safeguards 기술개발관련 국제협력 

연구를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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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미국 INL과 7 개의 Pyroprocessing 공정기술 개발관련 

국제협력 연구를 합의함.

   - 2006년 10월 제 2 차 한-미 포럼에서 INL과 3 개의 Pyroprocessing 

공정기술 개발 관련한 국제협력연구를 추가로 합의함. 

(3) 한-미 국제협력 연구 추진 성과 (2006년도)

 (가)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평가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과 국제협력연구) 

- 2006년 8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과 “Safeguards study for the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의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

중임. 

 (나) Pyroprocessing 공정기술개발 

     (미국 Idaho National Lab.과 국제협력연구)

    - 2006년 11월 미국 Idaho National Lab.과 “Pyroprocessing research 

activities for INL under KAERI-10 Program"으로 아래와 같은 3 개의 연

구과제에 대하여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임. 

      . Task 1 : Assessment of LLW(Low Level Waste) characteristics of

                 uranium product

      . Task 2 : Electrorefining experiment with graphite cathodes

      . Task 3 : Group actinide recovery experiments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미국 몬터레이 국제대학과 국제협력연구)

 - 미국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Lawrence Scheinman

교수와 “Study on the optimum approach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in the Republic of Korea" 국제협력연구 협약을 2006년 8월 체결하고 연

구를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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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대효과

국내에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연구 여건 (미국 및 

IAEA 승인)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핵연료 주기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

하여 국내에서 inactive 핵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국립연구소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Active 

Demonstration)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하는 한-미 국제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적

절한 추진 방안이다.

Pyroprocessing 공정기술개발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및 핵확산저항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미국 국립연구소와 공동으

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 투명성을 더욱 증대 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를 통하여 선진 연구 경험 및 결과를 효율적으로 습득함은 물론 우리나라 연구

개발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

한, 연구 경험의 축적 및 상호 신뢰감의 구축을 바탕으로 장래에 국내에서 자

율적인 후행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의 바탕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식 재처리 기술로 고려되어 민감한 후행 핵연료 주기기술로 간

주되었던 고온 용융염 전해공정 (Pyroprocess) 기술개발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와 에너지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 국립연구소인 Idaho National Lab. 및 Los 

Alamos National Lab.과 한-미 국제협력연구를 착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후행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에 큰 발걸음은 내 디딘 것이다. 

미국 국립연구소의 연구시설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 inactive 핵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들을 실증

(Active Demonstration)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얻고, 원격 연구경험

을 축적함으로써 향후에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 추진에 크게 기

여할 것이다. 또한, GEN-IV, IAEA INPRO, GNEP 등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

발을 위한 국제 협력연구 체제의 구축 및 활용에 적극 참여, 기여함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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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원자력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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