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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YEARS HISTORY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개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발간사

한 갑자를 돌아
또 다른 60년을 준비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남기신 이 명언은 과거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
호관을 빌려 조그맣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후 60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
을 책임지며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선배님
들과 동료들의 사명감과 탐구열, 헌신과 열정의 기록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만들
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한국원
자력연구원 60년사」에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불면의 시간을 글과 사진으로 바꾸어 소중히 담았습니다.
연구원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인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자력 설계·건조는
TRIGA MARK-Ⅱ, Ⅲ를 도입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PALLAS 사업은 입찰 포기 당시
에는 실패의 기록이었지만, 이 경험이 요르단 JRTR 사업을 수주하는 열쇠가 되었

관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상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힘겹게 선
진국의 우수한 기술을 배워오던 기술 불모국에서, 기술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들
을 지원하는 기술 공여국이 되기까지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축소판 그대로
입니다. 연구원 60년 역사 앞에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되짚으며 교훈을 얻어 현재의 자양분으로 삼아
야 할 것입니다. 60년의 무게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의 소임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
서 묵묵히 애쓰고 있을 모든 연구원 가족의 노력은 빛나는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연구개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사」 편찬에 아낌없는 도움과 귀한 조언을
주신 대덕원자력포럼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경
험과 기억은 후배들에게 큰 지식이 되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아울
러 원고를 집필해 주신 여러 부서 직원들과 60년의 기록을 깔끔하게 묶어내느라
고생한 소통협력부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습니다. 연구원의 60년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는 현재의 자양분이 되고, 과거와 현
재, 미래가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60년의 역사는 단순히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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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두 번째 출발점 앞에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길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60년을 이끌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창립 60주년

어느덧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이라는 환갑을 맞이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새로운 출

과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긴 세월 열정

발과 도약을 다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오며 이룩한 성

으로 땀 흘려온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

과와 발전에 취해 자칫 소홀하기 쉬웠던 기본 원칙을 되새기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냅니다.

준비와 미래원자력기술 역량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으로서 원자력기
술을 확보하기 위해 1959년에 최초로 설립한 국책연구기관이 바로 한국원자력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축,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설립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60년 동안 중·경수로 핵연료 국

나아가 다양한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글

산화, 한국표준형원전 원자로 계통설계, 다목적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와 중소형원

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원

자로 SMART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자립을 이룸은 물론 UAE 상용

자력연구원의 새로운 도전에 정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 수출, 요르단연구로 수출을 발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형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형 실험장치인 ATLAS를 자체 기술
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의학, 생명, 기계 등 다양
한 분야에 방사선 기술을 융합·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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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관의 정식명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줄임말은
‘연구원’이 맞지만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소 시절
약칭 및 연구소 직원을 이르는 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관은 ‘연구소’, 소속 구성원은 ‘연구원’으로
약칭을 통일했다. 단 문맥상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소’등 정식 명칭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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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 대한민국 원자력연구개발 60년
동족상잔의 비극만 남았던 폐허 위에서 큰 꿈을 가졌습니다. 지난 6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기술 자립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원자력연구
개발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안전한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1959 ~ 2019

총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원자력연구개발 기관으로, 국민 모두에게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미래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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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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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태동기(1960년대)

기반조성기(1970년대)

기술자립기(1980년대)

자원도 없고 전쟁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조직

대덕시대를 개막하며 원전의 안전성 보장을

이 땅에서 선진국의 특권이던 미래 에너지,

에서 벗어나 연구소의 틀을 갖췄습니다.

위한 기술지원을 본격화하고, 중수로

원자력을 꿈꾸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핵연료주기 연구에 박차를

핵연료 국산화, 한국표준형원전 개발에

문을 열고 연구용원자로를 건설하며 미래를

가하며 본격적인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기

성공해 원자력 기술 자립의 주춧돌을 놓았

준비했습니다.

위한 기술자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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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자력 연구개발 전망 및 비전

기술선도기(2010년대)

기술고도화기(2000년대)

기술자립성숙기(199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 혁신, 산업화 및 수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시스템 일괄 수출인

ATLAS 구축을 통해 원자력 안전연구를

경수로 핵연료, 발전로계통 설계를 국산화

확대, 고부가가치 방사선융합기술 개발과

JRTR 사업 성공과 함께 원자력 수출산업

본격화하고, 소형원자로 SMART 개발에

하며 원자력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

함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연구 개발을

화에 힘쓰는 한편, 열수력 및 중대사고 연구,

착수했습니다. 핵비확산과 안전성 제고를

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과

통해 국민의 신뢰 속에 미래를 밝히는

사고저항성 피복관 개발, 원자력 해체 연구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기반으로 방사선 연구

원자력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등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한편, 국내 최초 연구소 기업인 콜마 BNH

등 비발전 영역을 포함한 중장기 관점의 체계

집중하여, 전 세계 원자력기술 개발을 선도

등을 만들어 출연연도 일자리 창출, 국민

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삶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

제7장

습니다.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제1장 태동기
자원도 없고 전쟁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선진국의 특권이던 미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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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자력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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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대학교 공과대학의 약 165,300 ㎡를 할애 받았다. 1959년 2월 9일 ‘원자력연구소 설립 장소 선정에 관한 일’이라는

제8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

원자력원장 명의의 공문을 대통령이 재가했다.

적 이용을 위해 UN 산하에 원자력기구를 설

원자력원 발족과 함께 1959년 2월 3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됐으며, 문교부 기술교육국장이던 박철재가 초대 소장

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원자력

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3월 1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에서 연구소를 개소했는데 그 조직은 원자로부, 기초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연구부, 방사성동위원소부로 구성했다. 이어서 후보 부지를 물색해 현장을 답사했다.

Agency)가 구성되어, 1957년 10월 1일 창립 총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1961년 10월 연구로 1호기(TRIGA Mark-Ⅱ)의 가동을 앞두고 연구소 조직을 3개부에서 6개실(물리학연구실, 화

1955년 12월에는 ‘원자력의 비군사적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학연구실, 생물학연구실, 원자로공학연구실, 전자공학연구실 및 보건물리학연구실)로 확대·개편했다. 1962년 3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한·미간 원자력에 관한 기술협력이 시작됐다. 당시 이승만

월 방사선의학연구실을, 1965년 4월 방사선농학연구실을 각각 신설했는데 이들은 1963년 12월과 1966년 11월 각

대통령은 원자력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각 별도의 연구소로 분리됐다.

제2절
연구용원자로 건설

1. 연구로 1호기(TRIGA Mark-II) 건설
1957년부터 문교부는 연구용원자로의 도입을 계획하고 가격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General Atomics(GA)의 TRIGA Mark-Ⅱ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 후 미국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자로 구입

원자력연구소 부지를 시찰하는 김법린
원자력원장 일행(1959.2)

을 위해 35만 달러를 무상 원조했고, 우리 정부는 같은 액수인 35만 달러를

원자력연구소 개소(1959.3.1)

책정해 총 70만 달러를 원자로 및 부속 기자재 도입비로 확보했다.
1956년 3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140호에 따라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1959년 7월 14일 연구로 1호기 기공식에는 이승만 대통

신설됐는데, 그 주요 임무는 원자력법 제정, 전담 행정기구의 조직과 직제 구성, 연

령 등 3부 요인과 외교사절,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했

구소의 직제 구성, 연구용원자로의 노형선정 및 건설 등이었다. 원자력법은 전문 13

다. 원자로는 GA가 공급했고, 건설 및 감리는 Holmes and

조와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1958년 2월 국회를 통과, 그해 3월 11일 법률 제483호

Narver(H&N)가, 시공은 중앙산업이 담당했다. 1962년 3

로 공포됐다.

월 19일 오전 10시 50분 핵연료장전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958년 10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394호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원자력원

4시 52분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했고, 출력보정 등을 거쳐 3

직제가 공포됐다. 대통령이 원장을 각료급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에 사무총국, 원자

월 23일 100 kWt의 정격 열출력에 도달했다. 3월 30일 준공

력위원회 및 원자력연구소를 뒀다.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의 초대 원장에 김법

식을 개최했고 기념우표도 발

린이, 사무총국장에 김대만이 임명됐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정책, 예산,

행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원 5명의 원자력위원은 1급 공무원

그 후 방사성동위원소 수요의 증가와 기초연구분야의 높은 중성자속(中性子束) 요구

의 신분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에 따라 이창건의 주도로 1967년부터 연구로 1호기의 출력을 250 kWt로 증강하는

원자력연구소 설립에 앞서 연구용원자로를 포함한 연구시설이 들어설 부지로 서울

16

연구로 1호기 가동 기념우표

연구로 1호기 원자로 가동식 (1962.3.30)

사업을 시작해 1969년 6월 24일 완료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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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호기 기공식(1969.4.12)

2. 연구로 2호기(TRIGA Mark-Ⅲ) 건설
1965년부터 열출력 MW급 제2 연구용원자로 도입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 TRIGA형으로 노형을 결정했다. TRIGA
Mark-Ⅲ 도입이 1968년 12월 11일 제167차 원자력위원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GA와 38만 달러에 1차 구매계약을 체
결했다. GA에 지불한 원자로 본체의 건설비는 1,094,000달
러로, 총 건설비 27억원이 투입됐다. 1969년 4월 12일 기공
해 1972년 3월 임계에 도달, 2 MWt 정격출력운전에 들어갔
다. 건설 사업은 당시 원자로공학연구실장이던 김동훈이 주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준공식(1972.5.10)

도했다. 그해 5월 10일 거행된 준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연구로 1호기 기공식에서 시삽하는 이승만 대통령(1969.7)

18

와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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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의학연구소 설립

농학연구소는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1972년 연구소로 통폐합됐다. 연구원들의 절반은 연구소에 신설된 ‘유전

원자력원은 1962년 3월 29일 연구소 내에 ‘방

육종학연구실’과 ‘영양생화학연구실’로 흡수됐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농촌진흥청으로 전출됐다.

사선의학연구실’을 설치하고, 1963년 9월 서
울 서대문구 정동에 연면적 약 2,150 ㎡ 규모
의 방사선의학연구소 건물을 준공했다. 그해

11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1963년 12월 17일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범했다. 초
대소장에는 안치열이 임명됐다. 의학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연구실, 방사선위생

제4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1962년 11월 원자력원은 훈령 제4호로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원자
력발전에 대한 총괄적 조사업무를 연구소가 추진하게 했다.
연구소는 1963년 10월 제1차 IAEA기술조사단의 자문 하에 1970년대 초 150

연구실, 병리학연구실 등 3개 연구실과 13개 임상학과를 둔 부속병원으로 구성됐

MWe급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관한 타당성보고서를 작성해 정부기관에 배포

다. 1968년 2월 10일 부속 암병원을

하고, 1964년 3월 ‘원자력발전소 조사자료(NPP-1)’를 발간했다. 1965년 5월

1970년대 정동 원자력병원

개원하고 김진용을 병원장에 임명

제2차 IAEA 기술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원자력발전소 후보부지에 대한 추가보고서(NPP-4)’를 작성·제출했다.

했다.

1965년 12월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해체해 대통령령 제232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968년 36병상에서 1969년 60병상

1966년 4월 ‘장기에너지수급과 원자력발전계획(NPP-5)’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1970년∼1974년에 600 MWe급

으로 확장했고, 1972년까지 진료환

원자력발전소 최적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자 수는 48만 명에 달했다. 의학연

원자력원은 1965년 12월 원자력원 훈령 제42호로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연구소의 이관(李

구소는 1969년부터 전국적으로 부

寬)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및 전력의 장기수급계획, 원자력발전의 기술성·경제성 및 국내 산업과의 관련

인암 진단사업에 착수해 총 161,121명을 검진했고 그 중 1,008명이 양성 판정을 받

성 분석 등을 수행해 ‘원자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았다.

한편 원자력청(前 원자력원) 주관으로 한국전력, 석유공사, 지질조사소, 석탄공사, 산림청, 기상대, 교통부 등의
인력지원을 받아 조사반을 구성해 후보 부지를 조사한 후 경남 양산군 장안면 고리를 최종부지로 결정하고, 조사

2. 방사선농학연구소 설립

결과보고서(NPP-12)를 작성·제출했다.

연구소는 1963년 생물학연구실에서 방사선의 농학적 이용연구를 시작했다. 1965년

당시 원자력발전 주체를 놓고 원자력청이 한국전력과 대립했다. 1968년 4월 9일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1968년 2

4월 ‘방사선농학연구실’을 신설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품종 개량, 토양 및 시

월 대통령령 제3371호로 설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담당기관을 한국전력으로 하고, 원자력발전기술개발,

비 개선 연구 등에 착수했다.

안전규제,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자양성 및 자격검정 등을 원자력청이 담당토록 했다.

방사선농학연구 분야의 독립기관화 의견에 따라 1966년 11월 30일 방사선농학연구
실이 ‘방사선농학연구소’로 분리됐다. 1966년 12월 1일 한창열이 초대소장에 임명됐
으며, 유전육종학, 생리영양학, 작물가축보호학 및 식품공학 등 4개 전문연구실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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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활동

원자력 태동기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원자로공학, 전자공학, 보건물리
학, 의학 및 농학 분야의 연구를 착수했다.

1967년 12월 4일 제2대 소장에 심상칠이 취임했으며, 1968년 2월 경기도 양주군 미

물리학 분야에서는 1962년부터 1963년까지 파일 오실레이터로 열중성자흡수

금면 호평리에 12만 5,442 ㎡의 부설 시험농장을 마련하고 7.4 TBq 규모의 감마 온

단면적을 측정하는 연구와 원자로 접선 실험공에서 투과시험법으로 중성자

실을 설치했다.

전단면적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Ge(Li) 검출기를 국산화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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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측정용 Anti-Compton 분광기를 개발했으며, 원자핵건판을 이용한 고에너

자동화에 기여했다.

지 핵물리 연구도 수행했다. 1960년대 초 연구로 1호기 노심 내의 체렌코프방사선

보건물리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체내오염 관리를 위해 인체배설물과 혈액을 정기적

을 측정해 원자로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했고, 1960년대 후반에는 광학적 간섭

으로 채취·측정했다. 주요 식품과 환경시료 내 Cs-137, Sr-90, Ce-144 등 핵종을 정량화하고 1964년부터 필

계 설계·제작, He-Ne 레이저 및 CO2 레이저 제작, Bi, Sn, Zn 등의 단결정체 제

름배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1962년 3월까지 3년간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원자로 가동 전후의 비교자료로 사용했

조, X선 회절에 의한 결정체 구조 및 방사선 손상 연구 등을 수행했다.

으며, 지표 대기방사능과 자연방사선량의 변화를 측정·분석했다.

화학 분야에서는 할로겐원소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해 유기할로겐화합물 합성반응

의학 분야에서는 1964년부터 각종 악성종양의 방사선치료 연구를 통한 치료선량 결정, 치료결과 분석·평가, 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종 살균제 및 살충제 합성을 시도했다. C-14, Br-82, I-131,

료지침 확립, 5년 생존율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밖에 임상병리학, 병리조직학, 임상학적 관찰을 통한 연

Cl-38, F-18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유기화합물에 도입해 표지화합물 제품을 개발

구를 수행했다.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악성종양조직에 주입했을 때, 암 조직에 더 많이 집적되는 현상을

했다. 1965년부터 방사성의약품 제조연구에 착수했고, 196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암의 조기진단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Au-198 콜로이드, I-131 등 방사성의약품 제조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제조·공

농학 분야에서는 방사선조사에 의한 쌀, 보리, 콩 등의 돌연변이 육종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P-32를 이용한 벼농

급했다. 연구로 1호기의 가동과 함께 1962년부터 극미량 분석에 방사화 분석기술의

사 인산비료 시비 개선, N-15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의 시비 개선, 규소의 영양생리 및 증수(增收) 효과, 방사성동

응용연구를 수행했다. 1960년대 후반 감마선 조사효과를 이용해 스티렌과 비닐 아

위원소를 이용한 근활력 측정 연구결과 등은 우리나라의 주곡 증산에 기여했다. 또한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해 제

세테이트의 중합반응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강화목재 재료특성, 콘크리트-

주 감귤의 반점병이 망간 결핍에 의한 것임을 규명했다. 1960년대 초부터 방사선을 이용한 해충의 웅성불임과 농

플라스틱 혼합중합인 강화플라스틱 제조 연구 등을 수행했다.

토의 잔류농약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자, 양파 등 발아식품의 저장기간 연장과 식품의 경도,

생물학 분야에서는 1962년에서 1964년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해태 및 김치 저장연

맛, 영양분의 변화, 유해성분 발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구를, 1968년에 탁주, 약주 등의 저장연구를 수행했다. 1963년에 수행한 한반도
연안 기초생산력 조사연구 결과는 연안어업에 귀중한 자료로 쓰였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IAEA의 위탁연구로 감마선조사에 의한 송충이의 불임효과 연구를 수
행했다. 1966년부터 생체의 미생물 감염에 의한 면역학적 특성과 방사선조사에 의
한 생체의 항체생성 등 기초연구를 했다. 원자로공학 분야에서는 1963년부터 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여러 인자의 영향과 열교환기의 열수력 동특성(動特性)에 관해 연
구했다. UO2의 UF4로의 변환반응, 핵연료화학처리 맥동추출장치 및 유동층 내 액
체-고체 간의 혼합특성, 비료공장 요소반응탑의 반응특성연구 등을 수행했다. 중·
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온교환장치, 질석(蛭石, vermiculite) 점
토를 이용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치, 고체폐기물의 감용 처리용 소각로 등을
개발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활용했다.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1961년부터 펄스증폭기, 계수기, 파고분석기 등의 트랜지스터
화를 연구했다. 1968년 256채널 파고분석기의 국산화를 시도했으며, 베타선 및 감
마선을 이용한 종이, 철판, 플라스틱 판 등의 두께측정기를 개발함으로써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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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반조성기
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조직에서
벗어나 연구소의 틀을 갖췄습니다. 원자로
설계, 핵연료주기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본격
적인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자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70~
1979

026 제1절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
027 제2절 원자력발전시대 개막과 연구소의 기여
028 제3절 원자력발전소 A-E 회사 육성 및 기자재 국산화 지원
030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의 태동과 시련
032 제5절 국제 원자력 정세변화와 연구소의 대응
033 제6절 목적기초연구

제2장 기반조성기

제2장
기반조성기
(1970년대)

제1절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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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원은 1967년 3월 30일 과학기술처 발족
과 함께 원자력청으로 개편됐고, 그 산하에 원
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
구소 등 3개 연구소가 속하게 됐다.
1973년 1월 15일 법률 제2443호로 한국원자력

연구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상기 3개 연구소를 특수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통합
해 민영화하고, 초대 소장에 윤용구를 선임했다. 원자력행정은 원자력청에서 과학
기술처 원자력국(국장 이병휘)으로 승계됐다.
원자력원, 원자력청으로 개편 출범 (1967.3.30)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이사회 (1973.2.28)

한국원자력연구소 현판식
(1973.2.17)

제2절
원자력발전시대
개막과 연구소의
기여

1. 원자력발전 사업에의 기여
연구소는 1969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전력공사(이후 ‘한국전력’)의 전문
가들과 함께 기술사양 평가단을 구성해 웨스팅하우스(WH: Westinghouse)
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1970년 고리 1호기의 계약을 뒷받침했다. 연구
소는 1968년부터 한국전력 원자력발전요원을 대상으로 연구로 1, 2호기를 이

용한 6주간의 원전운전 기초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1973년 6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개발한 중수로(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의 도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소의 현경호를 단장으로
‘중수로조사단’을 구성해 캐나다에 파견했다. 조사단이 중수로의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해 670 MWe급의 CANDU를 월
성 1호기로 결정했다.

2.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지원
원자력청은 1971년 8월 원자력 안전규제 자문기구로 원자로시설안전심
사위원회를 연구소에 설치하고, 원자로안전과 관련한 주요 문제를 심사
하게 했다.
연구소는 과학기술처 위탁으로 1976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AE(Architecture Engineering) 회사인 B&R(Burns and Roe)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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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준공식 대통령 단체표창 (197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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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으로 고리 1호기 건설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특수공정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

원자력발전 A-E에 대한 기초능력을 축적토록 했다. 1982년 한국전력은 연구소 지분을 제외한 KNE의 모든 주식

을 도출했다. 1977년 10월에는 연구소 전문가가 고리 1호기의 시운전 중 주급수펌

을 매입해 자회사로 만들고, 회사명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 Korea Power Engineering Co.)로 변경

프의 케이싱에 생긴 균열 등 고장을 진단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했다.

했다.

연구소는 1977년 원자력안전기술 지원부서로 ‘안전공학실’을 신설했다. 1978년 안
전공학담당 부소장을 두고 그 산하에 ‘안전공학부’를 두어 원자력안전규제 지원업

2.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 지원

무를 담당하게 했다. 안전공학부는 1978년 4월 고리 3, 4호기 및 1979년 10월 영광

연구소는 2000년까지 총 22기, 23 GWe 규모의 원자

(현 한빛) 1, 2호기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심사했다.

력발전소를 건설해, 전 발전시설 용량의 50 %를 원자

미국의 TMI-2 사고 직후인 1979년 4월, 과학기술처의 위탁으로 연구원들이 고리 1

력발전이 담당하는 계획과 그 국산화 대책을 담은 보고

호기에 대해 30개 항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를 1976년 3월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라 국산기자재 사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고리 3, 4호기부터 기자재 중 일

제3절
원자력발전소 A-E
회사 육성 및
기자재국산화 지원

KABAR 현판식
(1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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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발전소 A-E 회사 육성

정비율 이상을 국산화하는 조건으로 외국에 기기를 발

한국전력은 1971년 착공한 고리 1호기에 이어

주하게 했다.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를 턴키방식으로 건설

연구소는 1977년 10월 중수로 국산화 계획 수립을 위

하기로 했다. 한편 1973년 1차 석유파동 후, 정

해 AECL과의 공동연구(Korea-Canada Joint Study)

부는 탈석유 정책을 세우고 원자력발전계획을

를 건의했다. 그해 12월 제5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공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 회의 (1976. 6)

장기 에너지정책에 반영했다.

동연구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한·캐나다 공동연구가

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1975년 9

시작됐다.

월 9일 미국의 A-E회사 B&R과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주식회

이 공동연구에서 캐나다의 기술전수에 의한 국산화를

사 KABAR(Korea Atomic Burns And Roe)를 설립했다. 대표이사 겸 사장에 김

전제로 900 MWe급 CANDU형 중수로 4기 건설에 대

종주(당시 연구소 부소장), 공동대표이사 겸 부사장에

한 구체적인 기술성·경제성 분석을 1978년 2월부터

Kenneth A. Roe를 선임했다.

6개월간 수행했다. 그 결과에 따라 발전로 부품, 기자

한국전력의 기술용역 발주 기피로 B&R이 1976년 9월

재 품질 및 성능시험·평가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

한국에서 철수하자 그 해 10월 연구소는 단독출자로

자재시험평가본부(EDL: Engineering Development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Laboratory)의 설립을 건의했다.

겸 사장에 이해를 선임했다. KNE는 원자력발전소 건

그 후 1980년대에 전개된 CANDU형 핵연료 국산

설사업 종합 진단, 기자재 국산화 방안 등 1979년까지

화 사업의 일환으로 핵연료의 노외(爐外) 실증시험

20여 건의 기술용역을 수행했다.

용 고온유체시험시설(Hot Test Loop)을 설치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에 미국의

1979년 1월 벨기에 Belgatom에 연수생 45명을 보내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중수로 핵연료 Hot Test Loop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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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핵연료주기사업의
태동과 시련

프랑스 SGN사와의 재처리 연구시설
도입 조인식 (1975.4.12)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 핵연료주기기술연구 착수와 시설도입

1972년 10월 CEA의 Jean Pierre 일행이 내한해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 기술에 관한 한·불협력을 협의했으며,

1968년 1월 및 1969년 5월에 열린 원자력위원

1973년 3월 CEA와 SGN팀이 내한해 연구시설 도입에 관한 협의를 했다. 또한 1973년 4월 핵연료가공회사인

회는 핵연료 및 원자로재료 개발계획을 의결

CERCA로부터 기술용역제의서를 접수했고, 1973년 9월에 윤용구 소장이 CEA 및 SGN을 방문해 핵연료 가공 및

했다.

재처리 연구시설 도입사업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프랑스와의 협력추진과 함께 1972년 2월부터 영국원자력연료

연구소는 1971년 1월 외국과 협력하여 핵연료

공사와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가공과 재처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청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그 후 1973년 10월 한·불 정부 간 원자력기술협력협정의 체결로 협력선은 프랑스로 단일화 됐다. 연구소는 SGN

연 300톤 생산 규모의 재처리시설을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

을 재처리연구시설 건설의 협력대상으로 해 1973년 3월 시험용재처리시설의 개념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었으나, 미국 ANL과 합작선인 Nuclear Fuel Services(NFS)의 소극적 태도로 추

1975년 4월 12일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핵연료 성형가공 연구시설의 도입선

진하지 못했다.

을 CERCA로 결정해 1975년 1월 12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혼합핵연료가공시설의 도입을 벨기에의 핵연

이후 1972년 5월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해 한·불, 한·

료주기기술 용역전문업체인 BN(Belgonucleaire)과 교섭했다.

영간 원자력협력에 대해 협의하며 핵연료 가공과 재처리에 대한 연구시설 도입교섭

그러나 프랑스 및 벨기에와의 협력으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1974년 5

이 시작됐다. 특히 프랑스의 CEA, 핵연료주기시설용역업체 SGN(Société Générale

월 18일 인도가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를 계기로

les Technique Nouvelles) 및 핵연료가공회사 CERCA(Compagnie pour l’Etude

미·소를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은 국제적 핵비확산

et la Réalisation de Combustibles Atomiques)와 자주 접촉했다.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따라 연구소가 추진했던 재처
리연구시설의 도입은 1976년 1월, 혼합핵연료 가공시
험시설 도입사업은 1977년 11월 중단됐다. 그 후 재처
리연구시설의 도입사업은 우라늄정련·변환시설, 조
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대체하
고 사업명칭을 ‘화학처리 대체사업’이라 했다.

SGN과 화학처리 대체사업 조인식 (1977.6.30)

2. 한국핵연료개발공단 발족
윤용구 소장은 핵연료주기연구시설 건설사업을 전담할 ‘특수사업부’를 설치하고, 부서장에 주재양을 임명했다. 특
수사업부는 핵연료주기기술에 관련된 핵연료가공·재처리기술,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과 협력을 추진했다.
1974년 6월 소장 산하에 ‘대덕공학센터’를 설치하고, 1975년 11월 3일 충남 대덕군 탄동면 덕진리 부지에서 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1976년 12월 1일 대덕공학센터를 ‘한국핵연료개발공
단’으로 발족시켜 초대소장에 주재양을 선임했다. 이 후 연구소는 원자력발전계통 기술개발사업을, 한국핵연료개
발공단은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다.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재처리시설의 대체시설로 우라늄 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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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미쳤다. 핵비확산정책의 강화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고,

대덕분소 기공식(1975.12.3)

TMI 사고 후 원자력안전 강화책으로 원자력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내 원자
력정책 역시 크게 변했다.
연구소는 1974년 ‘원자력발전계통 및 원자력발전소 부지조사에 관한 연구’와 ‘종
합에너지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우리나라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반
영토록 했다.
또한 연구소는 1975년 6월 국가에너지정보센터 역할을 할 ‘에너지연구계획실’과
‘에너지계통연구실’을 설치하고, 1974년부터 1977년까지 태양에너지 이용연구와
소수력(小水力)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1977년 4월 18일 카터 미국대통령이 ‘신 에너지정책’에서 전 세계가 공동으
로 핵비확산을 위한 대체핵연료주기와 노형(爐型)시나리오를 모색하자고 제
변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도입을 추진했다. 1977년 11월

의함에 따라, 1977년 10월부터 1980년 2월까지 국제핵연료주기평가(INFCE:

프랑스와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SGN(후에 COGEMA와 합병)과 체결한 기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회의가 IAEA 본부에서 열렸다.

술용역계약도 발효됐다. CERCA와의 계약으로 추진됐던 연 10톤 규모의 우라늄 핵

연구소는 카터 대통령의 신에너지 정책을 분석·평가해, 자주적 핵연료주기기술

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은 1976년에

의 확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현경호 소장을 위원장으로 INFCE 회의에 대처했다.

핵연료 성형가공 시험시설 준공
(1978.10.16)

연구소 20주년 박정희 대통령 휘호

설계를 완료하고, 외자 280만 달러
(1,300만 프랑)와 내자 약 9억원으
로 핵연료가공기기를 구매했으며,
1978년 10월 연면적 3,970 ㎡의 시

제6절
목적기초연구

1. 연구개발계획의 변천
연구소는 1968년 ‘원자력연구개발이용 장기계획(1971년∼1989년)’을 수립했
으나 고리 1호기 도입·건설에 따라 1972년 새로운 장기계획을 정부에 제출

험시설을 완공했다.

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용원자로연구개발, 핵연료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연구, 종합에너지조사 및 환경과학연구를 중점 연

제5절
국제 원자력정세
변화와 연구소의
대응

1978년 3월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제2대 소장에

구분야로 선정했다.

양재현이 취임해 프랑스 차관사업 추진에 전력

연구소는 1976년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년∼1981년)의 일환으로 원자력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해

하는 한편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국산화사업

1978년에 확정했다. 확정된 주요 과제는 원자력발전기술개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원자

을 추진했다.

력시설안전성확보, 원자력요원양성, 원자력정보관리, 국제협력과 안전조치, 원자력이용개발체제개선 등이었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1차 석유파동,
1974년 5월 인도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핵비확산정책 강화, 1979년 3월 미국 TMI2 사고 등 1970년대 국제정세 변화는 연구소의 원자력기술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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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설계기술 개발

위에 의한 경제성 결여로 실용화에는

원자력발전소 도입, 석유파동, 연구소 민영화 등을 계기로 연구소는 원자로 기술개

한계가 있었고, 부산물 회수를 염두에

발과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1970년대에 연구소가 추진한 연구과

두고 염배소법(鹽焙燒法)에 의한 바나

제는 발전로 특성해석과 안전성분석이었다. 이는 고리 1호기 인허가와 관련된 안전

듐회수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우

성분석보고서 평가를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개발·공개한 전산코드를 입수해 국

라늄정련시험시설 설계에 이용했다.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후 검증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

프랑스 차관사업으로 도입한 ADU

코드를 개발했다.

(Ammonium DiUranate) 공정개발

또한 원자로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40 MWt급 재료시험로(TFTF: Thermal Flux

의 일환으로, 실험실 규모의 ADU 제

Test Facility) 개발 사업을 1976년부터 1980년까지에 수행해 상세설계를 완료했으

조 장치를 설치해 UO2 분말제조 조건

나, 국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됐다.

등을 연구했다. 또한 당시 서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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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AUC(Ammonium Uranium

3. 원자력안전 연구

Carbonate) 분말특성을 연구하고, 질

1970년대 전반에는 원자력발전소 안전해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경수로 및 중수로의

화우라늄으로부터 UO2 분말제조와 함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전산코드를 도입·정비하고 검증했다.

께 불화우라닐용액으로부터 UO2 분말제조를 위한 AUC 공정의 기초실험을 수행했다.

1977년부터 가압경수로(PWR)의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 열수력현상을 관찰하

1970년대 초부터 핵연료가공연구 분야에서는 UO2 소결체 제조방법과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특성조사 등 기초연구

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또한 원자로구조물에 대한 정적, 동적 및 내진 해석과 부

를 수행했다. 또한 월성 1호기 핵연료국산화를 목표로 그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정련공장 실험장면

품의 건전성평가를 위한 재료의 기계적특성 및 파괴역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
고리 1호기의 가동으로 압력용기를 비롯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가동전검사 및 가

5.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 연구

동중검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미국 SwRI 사와 공동으로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1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 연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연구, 방사선화학 연구, 방사선멸균 연구, 중성

감시시험에 참여하면서 관련 시험기술을 습득했다.

자방사화분석 연구 등을 수행했다.

1978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1차 및 2차 계통의 수질분석·평가, 슬러지 조성, 증기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연구 분야에서는 1971년 간질환 진단용, 1972년 폐질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및 덴팅(denting)현상 등을 화학적 및 재료학적으로

1974년 골격질환 진단용 Tc-90m 방사성의약품 제조법, 1978년 항생제 blecomycin의 Tc-90m 표지반응생성물

규명했다. 1979년 고리 1호기 2차 계통 복수기의 해수에 의한 부식과 증기발생기의

을 연이어 개발했다. 1970년대에는 Tc-90m 및 I-131 표지화합물의 연구개발에 주력해, 당뇨병의 체외진단용 인

덴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및 방사성물질 영향

슐린 방사면역측정 키트를 개발했다. 1975년 HCG, FSH 등의 방사면역 측정키트를 개발했고, 1978년 인슐린의

평가, 환경방사선량 측정평가, 방사성물질의 확산모델개발 등의 연구도 수행했다.

효소법에 의한 I-125 표지반응을 연구했다. 갑상선 호르몬인 T3-125I 및 T4-125I 등의 방사면역 측정키트도 개발했
다.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을 1973년부터 생산했고, 1978년 37 GBq Na-24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의

34

4. 핵연료주기기술 연구

습분동반시험용으로 생산했다.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1977년부터 충북 괴산지역 우라늄광시료의 침출(浸出)실험

방사선화학연구 분야에서는 1970년대에는 방사선중합반응을 이용한 강화목재 및 강화콘크리트의 복합재 제조,

을 수행해 우라늄순도 95%까지 용출조건을 확립했다. 그러나 우라늄원광의 저 품

방사선경화성을 가진 도장소재 개발, 방사선크라프트반응을 이용한 섬유류 특성, 방사선가교기술을 이용한 플라

35

제2장 기반조성기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스틱 특성개량 등을 연구했다. 방사선크라프트 공중합(共重合)법을 이용해 폴리에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자연형석(CaF2) 열형광 효과의 방사선량계 응용 가능성을 연구했다. 1973년부터 CO2 레

스테르 및 나일론류의 흡습성, 대전성 등의 개량연구를 했다. 1977년 방사선가교

이저의 연속발진(출력 18W)에 성공하고, 1974년부터 1975년까지 고체 루비(ruby)레이저 발진기 제작, 기계적

방법을 이용해 폴리에틸렌계를 대상으로 단량체(monomer) 선택연구를 수행하고,

chopper에 의한 Q-switched CO2 레이저 응용, 회전 Q-switching 루비레이저의 출력펄스 특성, Blumlein 회로

1978년 전자가속장치를 이용한 폴리에틸렌 피복전선의 품질개량에 성공했다.

에 의한 파장가변 색소레이저 특성 등을 연구했다.

방사선멸균연구 분야에서는 Co-60 대단위 방사선조사시설을 이용해 거즈, 붕대,
탈지면, 바세린 거즈, 압박대, 일회용주사기, 봉합사, 수술용 고무장갑, 마스크, 안
대, 폴리에틸렌병, 알루미늄호일 등 의료용 제품의 안정화 및 멸균 실용화기술을 정
립했다.
중성자방사화분석 연구 분야에서는 1970년대에는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농수산물
독성원소 분석과 환경시료 내 미량원소분석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토기류 내 미량
원소의 정량분석법을 개발해 고대 토기의 산지분류 및 고고학에 응용했고, 모발분
석에 의한 개인 식별법을 개발했다. 그밖에 우라늄물질 중에서 U-235와 U-238
동위원소 비를 결정하는 지발중성자 및 즉발중성자측정법과 그 장치를 개발했다.

6. 기초연구
저(低)에너지의 감마선영역에서 Ge(Li) 반도체검출기술개발, 우라늄시료 내의
U-235 대 U-238 비의 신속측정법 개발, (n,γ) 반응에서 방출하는 즉발(卽發)감마
선의 정밀분광연구 등을 통해 핵 준위측정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확립했다. 1973년
∼1975년에 Ag-110m 붕괴에서 새로운 감마선 천이(626.22, 995.626, 1334.808
keV)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In-116m 핵붕괴에서 얻어지는 Sn-116의 들뜬 핵에서
감마선 천이를 발견했다.
연구로 2호기의 가동에 따라 중성자회절장치를 개발해 중성자산란에 의한 물성연
구를 수행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단결정에서 모자이크 확산(mosaic spread)
해석을 수행했다. 1978년부터 1980년에는 NaBr·2H2O 결정 내 H2O 분자의 진동
해석법을 적용해 이론적 결과를 개선하고, 중성자회절법으로 금속재료 집합조직의
정밀측정, 집합조직·이방성 상관관계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X선 회절법으로 단결정체 구조분석, 자기력 성질에 의한 구조분석, UO2의 전위밀
도 측정 등을 연구했다. 또한 전자현미경, 고주파로 등을 이용한 GaAs 단결정성장
및 열처리영향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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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자립기
대덕시대를 개막하며 원전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본격화하고,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한국표준형원전 개발에 성공해 원자력
기술 자립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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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의 통합

2. 연구소의 대덕 이전

1980년 12월 19일 유사기능 연구기관 통폐합

국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시설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마무

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충남

리 단계에 접어든 제5공화국 시절,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이 1983년 5월 연구소 대덕이전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

대덕의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한국에너지연

고하고 1984년 초 실질적 이전작업 이행을 지시했다.

구소로 통합됐다. 소장에 차종희 박사가 선임

1984년 4월 9일 한필순 소장 취임 후 ‘국제수준의 원자력연구기관 조성’ 구상 하에 원자력연구 기능·인력·시설

됐고,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연구소의 분소가 되면서 대덕공학센터로 명칭이 환원

을 대덕연구단지로 집결시키기 위한 2단계 대덕이전계획이 수립됐다. 1단계로 기획, 행정, 원자력정책 및 지원부

됐다. 이로써 원자력발전기술과 핵연료주기기술의 분리·개발에 따른 불편과 비효

서 직원 250명이 1984년 6월까지 이전하고, 2단계로 연구부서, 원자력안전센터 및 원자력연수원 등 400여 명이

율을 지양하고, 우수 인력을 원활히 교류·활용하게 됐다. 통합 당시 두 기관의 인

1985년 12월까지 이전함으로써 연구로 1, 2호기(TRIGA Mark-Ⅱ,Ⅲ) 운영 및 관련 연구원 80명과 원자력병원을

력 규모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738명,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266명으로 총 인원이

제외한 전 연구소 부서의 대덕이전이 완료됐다. 또한 한필순 소장은 원자력기술자립 중요성과 연구시설 추가 확

1,004명이었다. 통합연구소의 명칭은 원자력연구소 대신 에너지연구소로 정해졌

보 필요성을 역설해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소 기존 부지 서편에 방사성폐기물관리 연구시험시설을 확보했고, 기타

다. 이는 당시 원자력 관련 국제 관계 등 외부 사정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후 원자력

연구시설 수용을 위한 부지 약 82만 5,000 ㎡를 1986년부터 1989년 12월까지 매입·완료했다.

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을
개정하고 1989년 12월 28일, 제49차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소 명칭을 ‘한국원자력연
구소’로 환원했다.

제2절
중수로핵연료
국산화

1. 중수로핵연료기술개발계획 수립
1979년 9월 24일 제2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핵연료
국산화계획을 제안했다. 그 중 경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은 인정받았으나 중

한국에너지연구소 현판식(1981.1.12)

수로핵연료 국산화계획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한국핵연

한국원자력연구소 명칭 환원

료개발공단은 자력으로 중수로핵연료기술을 개발·국산화한다는 새로운 기
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술개발 목표는 1단계로 1983년까지 시제품 완성, 2단계로 1985년까지 실용화 성능시험을
통한 양산 상용화기술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국산핵연료성능시험을 위해 1982년 7월부터 1년간 노외시험,
1983년에 외국 시설을 이용한 노내시험,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월성 1호기 부분장전을 통한 실용화시험을 수행
하기로 했다. 상용화 계획은 기술개발 추진 및 후속기 추가도입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
는 1980년 12월 31일 중수로핵연료국산화기술개발사업을 1981년부터 국가주도과제로 착수할 것을 승인했다. 당
시 장관 재가 내용에는 1982년 말까지 연구소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프랑스차관 사업 완료 및 중수로핵연료기술
개발 조기 달성, 1986년까지 가압경수로핵연료국산화를 위한 상용공장 준공, 원자력안전 확보대책 수립, 핵연료설
계, 발전로계통설계, A-E 육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원 양성 등의 중점 추진 기본지침이 제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해 온 핵연료주기시설을 조기 완성·활용하는 월성 1호기 핵연료개발계획이 결
정됐다. 첫 해인 1981년 소요 사업비는 중단하기로 결정된 기자재시험평가시설의 건설비 10억원과 원자로 기자재
국산화 사업비 13억원을 전용해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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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 착수와 시제품 개발
1981년 정부출연금으로 착수한 중수로핵연료국산화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에 신
설된 국가주도형 특정연구과제로 선정돼 핵연료설계, UO2 분말 제조, 핵연료 제조,
QA/QC, 노심관리 및 안전해석, 노외시험 평가, 조사후시험 및 평가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1982년 8월 사업추진회의에서 핵연료국산화를 위한 연산 10톤 규모의 핵연료성형
가공시설을 100톤 규모의 양산시설로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됐으며, 정부 검토과정
에서 삭제됐던 노내시험에 의한 국산핵연료 성능평가 필요성이 강조됐다. 1982년
국산 중수형 핵연료 최초 장전(1984.9.8)

중수로핵연료 기술도입계약 (1986.1.29)

10월 5일 연구소는 AECL과 ‘KAERI 핵연료검증시험사업’ 계약서에 서명했다. 핵연
료검증사업에는 NRU 원자로에서의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화학분석 외에도 훈련

1985년 5월 17일 연구소는 한국전력(현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산핵연료를 월성 1호기에 시험장전하기 위한 핵

생 파견, 전문가 초청강좌, 기술자료 이전 등이 포함돼 중수로핵연료의 핵심기술 확

연료부분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1984년 9월 8일과 1985년 9월 11일에 24개의 집합체를 각각 공급·장전했다.

보 기회가 됐다.

장전 국산핵연료는 1985년 9월 30일 1년간의 연소 후 완벽한 상태로 인출돼 캐나다산 핵연료에 비해 손색없음이

1983년 1월 12일 과학기술처가 외국용역 발주를 승인함에 따라 연구소는 AECL

입증됐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국산핵연료의 성능과 건전성을 신뢰하게 돼 본격적으로 양산을 지원했다.

과 공동으로 핵연료검증사업에 착수하고, 2월 26일 연구소가 제작한 시제품(천연

연구소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AECL과 중수로핵연료 양산공급에 따른 기술료 협상을 벌였다. AECL 측이 기

우라늄 핵연료다발 2개, 1.58% 농축우라늄 핵연료집합체 1개)을 노내시험을 위

술료 3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협상을 거쳐 기술료 지불 없이 연구개발결과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술

해 AECL의 CRNL에 보냈다. 이 핵연료들은 시험전 검사를 거쳐 그해 3월 30일

도입계약을 1986년 1월 29일 체결했다.

CRNL의 NRU 원자로에서 약 7개월간의 연소시험을 마쳤다. 조사후시험 결과 천
연우라늄 핵연료가 124 MWh/kgU까

중수로핵연료 다발

지 이상 없이 연소됐고, 농축우라늄 핵
연료도 월성 1호기 평균 연소도 168
MWh/kgU보다 높은 202 MWh/kgU
까지 이상 없이 연소돼 1984년 1월 27
일 과학기술처로부터 핵연료설계를 승
인받았다.

제3절
한국핵연료(주) 발족과
경수로핵연료
국산화 추진

1. 경수로핵연료 국산화 추진
1979년 9월 24일 제26차 경제장관회의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제안한 핵연
료국산화계획 중 경수로핵연료국산화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 타당성
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수요자인 한국전력의 참
여방안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1981년 4월 과학기술처는 ‘경수로핵연

료국산화사업계획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①핵연료제조회사의 자본은 연구소, 한국전력,
외국 기술제공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연구소의 지분은 51%이상으로 한다, ②핵연료 제조기술, 핵연료 설계·해

42

3. 국산핵연료의 양산화

석기술을 핵연료제조회사가 도입하되 설계·해석기술은 연구소가 전수 받는다, ③연구소와 한국전력은 경영에 직

1984년 중반 실용화시험을 위한 월성 1호기에의 핵연료 시제품 장전 후 1985년부터

접 참여하지 않으며, 핵연료제조회사는 독립법인으로 상용사업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연 10톤 규모의 성형가공시험시설을 100톤 규모(월성 1호기 전량 공급)로 증설하는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연구소 참여 목적은 기술 습득에 있으므로 연구소의 51% 자본출자는 타당치 않으며, 사업

양산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경영은 실수요자인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1981년 7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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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31차 경제장관회의는 경수로핵연료국산화사업은 연산 200톤 규모로 1988년

계업무를 맡게 되면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인력을 이 분야에 집결시키고, 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20명을

부터 국내 수요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고, 한국전력과 연구소의 지분 문제는 별도로

유치했다.

협의하며, 국내 회사 설립 후 외국기술 합작선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내 주도로 건설한 영광 3, 4호기에 장전할 System80 표준핵연료는 한국핵

3. 연구소와 Siemens-KWU의 공동사업 추진

연료(주)가 주계약자가 되고, 연구소가 설계를 전담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핵연료㈜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1984년 8월 3일 기술도입 및 기기구매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발급했다. 그해

연구소는 1986년 말 미국 Combustion Engineering사(C-E)와 영광 3, 4호기 노

12월 4일 입찰 마감 결과 모두 5개사가 응찰했으나 제시한 조건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1985년 1월과 4월, 2차에 걸

심 및 핵연료 공동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쳐 재입찰을 추진했다. 재응찰한 독일 Siemens-KWU와 프랑스 Fragema 중 경제성이 뛰어난 Siemens-KWU
가 기술도입선으로 선정돼 1985년 8월 26일 ‘가압경수로핵연료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

2. 한국핵연료(주)의 설립

가 서명해 1986년 1월 10일 발효됐다.

1981년 8월 12일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한국전력, 연구소 등 유관기

이 사업은 훈련기간 단축 및 훈련경비 절감을 위해 공동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Siemens-KWU는 처음부터 우리

관 회의가 소집돼 한국전력 50%, 연구소 15%, 외국 35%의 지분율로 핵연료제조회

기술진을 모든 설계분야에 골고루 참여시키는 공동설계 조항에 동의했다.

사 설립을 결정했다. 정부방침으로 핵연료사업을 주관하게 된 한국전력은 1982년
11월 11일 한국핵연료주식회사(현 한전원자력연료㈜)를 설립하고, 초대 사장에 한국
전력 김선창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핵연료주기기술 자립의 첫 단계로 연구소
가 주도해 추진하던 핵연료국산화사업은 한국전력의 주도하에 추진하게 됐다.
1983년 4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이 연구소의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 시찰 중에 연
구소가 중수로핵연료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제품 생산현장을 둘러
보는 자리에서 기술을 가진 연구소가 경수로핵연료국산화도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이 그해 5월 27일 연구소의 핵
연료국산화 및 핵연료주기기술 개발계획을 대통령에게 특별보고 했으며, 1983년 7
월 6일 한필순 대덕공학센터 분소장이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제2대 사장(겸직)으로
취임했다.
한필순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경수로핵연료국산화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①외국과의 자본합작을 중단하고, 국내 경영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만의 투자로
하고, ②설계와 제조를 분리해 회사는 제조만 담당하고, 설계는 연구소가 전담해 핵
심기술의 자립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③성형가공 중 재변환공정은 연구소에서
중수로에 적용해 온 변환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532억원이었던 투자규모도 433억원으로 축소하고, 연구소의 설계
기술개발 자금 54억원은 과학기술처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다. 연구소가 핵연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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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자력안전센터
발족

연구소는 1973년부터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를 기술적으로 지원했다. 그 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규제 수요가 늘고,

제5절
다목적 연구로(하나로)
설계·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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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배경
1980년대 들어 원자력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원자력발전기술 국산화, 핵연료
국산화, 원자력기술의 산업적 이용 등에 필수적인 고출력 시험로 건설이 필

1979년 TMI-2 사고로 원자로안전의 중요성이

요했다. 1983년 새 연구로 건설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다목적연구로 설계·

부각되면서 안전규제 업무의 내실화 필요가 커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해 20% 농축우라늄 핵연료, 경수 감속·냉각

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 강박광 원자력안전국장 주관 하에 원자력발전소 안전

개방수조형 노형, 20∼30 MWt 출력의 연구로를 대상으로 고려했다.

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수립조사연구를 수행,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원자력안

1984년 연구소는 ‘연구로 건조 및 폐로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사업기간 6년, 사업비 500억원으로 국내 주도형 연

전규제 전담기구를 연구소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구로건설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개방수조형 노형, 20% 농축규소합금 연료, 30 MWt 출력의 기술사양을 제시했다.

그 후 이정오 장관과 차종희 소장이 원자력안전규제 전담기구 원자력안전센터 설립

1985년도 정부예산안에 다목적연구로건조사업추진계획이 일부 수정·반영되고, 국회가 예산 32억 7,500만원을

에 합의한 뒤, 1981년 12월 21일 연구소 제27차 이사회에서 ‘원자력안전센터’의 연

최종 승인하면서 다목적연구로건조사업이 확정됐다. 그 후 연구소는 사업기간 6년, 사업규모 500억원의 ‘다목적

구소 내 설치를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센터 초대 센터장은 차종희 소장이 겸임하고,

연구로 설계·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985년 7월 정부의 추인을 받았다.

전문위원으로 이상훈, 박인용, 노재식, 고병준, 문석형, 김석진 등 6인을 임명했다.

원자력안전센터 현판식 (1982.2.10)

그 후 김동훈을 센터장에 임명했다.

2. 사업의 추진

1982년 개정된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

연구소는 AECL과의 공동연구로 노형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1985년 1월부터 3월까지 AECL의

력안전센터가 법제화 되었으며, 1983

WNRE에 파견된 5명의 연구원이 AECL과 공동으로 개념설계를 완료했다. 다목적연구로 건설부지는 연구소 내의

년 11월 1일자로 원자력법 제11조 및

2개 후보지를 선정한 후 1985년 9월 한국전력기술(주)에 의뢰해 수행한 본격적 지질조사를 통해 현재 위치로 선정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원자력사업

했다. 부지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환경안전연구실이 작성했다. 한국전력기술(주)를 설계용역회사로

인허가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심사와

선정했고, 현대엔지니어링(주)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설계를 의뢰했다.

안전검사, 원자력법령에서 요구하는

1986년 초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토대로 AECL과 공동으로 기본설계에 착수해 1986년 4월 품질보고서, 1986년 12

기술기준 및 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1987년 7월 과학기술처에 ‘연구용원자로

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

건설·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1987년 11월 20일 제219차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과학기술처로부터 원자

초기 원자력안전센터 조직은 7개 전문

로의 건설 및 운영을 승인받았다.

위원실과 행정지원실로 구성됐다. 원

1987년 2월 시작한 상세설계는 국내 기술진이 추진했

자력안전센터는 1987년 6월 연구소 부

으나 일부는 검증실험 장치를 보유한 AECL과 공동으

설기관으로 격상됐고, 초대 센터장에

로 설계했다.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1989년 1월 ‘다

이상훈이 임명됐다.

목적연구로 건조사업단’을 발족했다. 수입 기자재비
에 대한 외국차관은 캐나다 EDC와 공공차관 도입계
약을 체결해 원자로 본체, 핵연료, 원자로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 중수 구매계약을 AECL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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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의 사업비 조정 승인과 1988년 7월 27일 제220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관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부(3실 7과)를 원자력사업단 산하에 설치했다. 1989

거쳐 사업비가 500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사업기간도 8년으로 연장됐

년 12월 28일 원자력사업단 산하의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를 핵연료주기관리본부로 변경해 소장 직속으로 바꾸

다. 1988년 건설 1차 공사인 토목 및 골조공사 건설업체로 현대건설을 선정하고, 원

고, 원자력사업단 명칭을 ‘원전사업단’으로 변경했다.

자로수조의 스테인리스강 라이너 판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1989년 2월 원자로 및
건물의 기초 굴착공사를 시작했다. 원자로수조 라이너는 안전등급 부품으로 ASME

3.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설계사업 추진과 기술자립

‘NPT’ 스탬프 자격보유업체인 한국중공업이 공급했다. 1989년 3월 25일 과학기술

1982년 장기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고, 1985년 2월 경제기획원이 이를 승인했다. 영광 3호기는 1995년 3월, 4호기

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고, 그해 11월 원자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는 199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외 하도급자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아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건설 하기로 했다.

했다.

기관
역할분담

한국
에너지연구소

종합설계
원자로(노심포함)

제6절
발전로계통설계사업
추진

1. 원자력발전사업 참여 배경

핵증기
공급계통

1980년대에 과학기술처의 원자력발전기술개
발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연구소는 핵연료국산
화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설계기술 자립에 주력

한국
중공업

한국
핵연료(주)




계통
기기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핵연료(성형가공)

했다. 1984년 4월 동력자원부는 ‘원자력발전기

한국전력
기술(주)



영광원전 전경

술 자립계획’을 구상, 기술자립을 위한 산하기관 역할분담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소는 1985년 7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로계통설계에 대한 발주의향서를 접수하고, 10월 국외 하도급계약

1984년 9월 18일 동력자원부 장관실에서 개최된 표준원자력발전소설계사업 추진을

자 입찰안내서를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및 연구소 공동명의로 국외 하도급대상 회사에 발송했다. 발전로계통설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역할분담이 결정됐다. 연구소가 원자로를 맡고, 종합

모델의 안전성·신뢰성·경제성 평가, 기술전수 조건, 우리 기술진의 설계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1986년 3월 미

설계와 핵증기공급계통 중 계통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 기기설계 및 터빈발전기

국 WH와 C-E, 프랑스 Framatome, 캐나다 AECL 등의 응찰서를 약 6개월 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한국전력은

와 보조기기는 한국중공업, 핵연료는 한국핵연료(주)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1986년 9월 발전로계통 및 초기노심설계 분야 계약협상 대상자로 C-E를 선정했다.

이어 1985년 6월 25일 개최된 제4차 전력그룹협력회의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핵증

연구소는 한국중공업과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설계계약’, C-E와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공동설계계약’,

기공급계통과 핵연료 설계를 연구소가 맡기로 결정했고, 그해 7월 29일의 제214차

‘발전로계통 및 핵연료설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1987년 5월과 6월에는 기술도입계약, 발전로계통 공동설

원자력위원회에서 연구소가 핵증기공급계통 및 핵연료 설계를 전담하도록 의결했다.

계계약이 각각 정부승인을 얻었다.
연구소는 1986년 4월 ‘발전로계통설계단’을 설치해 입찰서 평가, 계약협상, C-E와의 공동설계를 위한 국내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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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사업단 설치

련을 실시했다. 설계단 산하 발전로계통 공동설계팀은 C-E 기술진과 공동으로 핵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설계,

연구소가 원자력발전기술자립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전담조직으로 부설 사업단

제어계통설계, 안전해석 및 설계관리에 대한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예비설계에 착수했다. 또한 C-E 현지에

설치를 검토했다. 1987년 6월 3일 제43차 임시이사회에서 2본부 1직속부의 ‘원자력

서 운영하던 공동설계센터를 1989년 4월 국내로 이전해 발전로계통 설계수행 조직의 국내 정착 및 설계경험의 확

사업단’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임연구부장 산하의 원자력사업본부(3부 19

산 및 기술 습득이 용이토록 했다.

실), 한국핵연료(주)로부터 인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6부 23실 2과), 사업관리

연구소는 C-E의 발전로설계 경험자료와 기술자료 4,639종을 확보했고, C-E 소유 전산코드 98종과 상용 전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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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15종을 입수해 국내에 검증·설치했다. 공동설계 과정에서 심층기술 습득을 위

5. 월성 2, 3, 4호기 발전로계통설계사업 추진

해 305명이 CRT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95명이 OJT 훈련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연

연구소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700 MWe급 CANDU형 중수로 월성 2, 3, 4호기 설계·건설사업에 참여했

구소는 C-E의 System80+ 및 Nuplex80+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차세대원자

다. 월성 원전사업은 AECL을 전체 주계약자로 하고, 핵증기공급계통(NSSS) 공동설계는 AECL과 연구소가,

력발전소 개발능력을 축적했다.

BOP(Balance of Plant) 부분은 캐나다 CANATOM과 한국전력기술㈜가, 기기설계·구매·제작은 AECL과 한국

연구소는 공동설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되는 1,000 MWe급 영광 3, 4호기 예비안전성

중공업이 각각 공동 수행했다.

분석보고서를 1989년 5월에 인허가규제기관에 제출, 그 해 12월 건설허가를 받았다.

월성 2호기 사업의 계약체결과 함께 연구소와 AECL간 공동설계와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1991년 1월 AECL 내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해 7월 연구소에 AECL 사무소를 설치해 월성 2호기 NSSS

4. 한국표준형원전(KSNP) 개발

를 공동설계 했다. 월성 2호기 복제설계인 월성 3, 4호기 설계는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캐나다에서 개념설

연구소는 국내 원전 건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설계진의 책임 하에 추진한 한국표준

계 후 국내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했다. 한편 기술전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000여 종 이상의 중수로 연구기술자

형원전(KSNP) 울진(현 한울) 3, 4호기 설계사업에서 1985년 9월부터 시작된 2단계

료, 전산코드 및 설계문서 등을 제공받아 국내 중수로설계기술 자립의 초석을 마련했다.

표준화사업 ‘표준발전소를 위한 설계개선사항 연구’부터 참여해 국내외 기존 발전
소 운전경험 및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설계개선방안을 도출했다. 1989년 2월부터 3단
계 표준화사업에서 표준원전 설계요건서(K-SRED) 및 표준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K-SAR)를 작성했다.
한국표준형원전 울진 3호기 원자로
설치

울진 3, 4호기는 설계수명 40
년, 핵연료의 열적 여유도 5%
이상, 한국인의 체형 및 관행에
맞는 인간공학개념을 적용한 최

월성 2호기 설계 계약(1990.12.28)

월성 3, 4호기 설계 계약(1992.9.18)

신 제어설비를 채택해 운전원
실수에 의한 사고발생률을 극소
화했으며, 주요 안전계통을 개
선·보완해 노심손상빈도를 낮
춰, 당초 기술도입 모델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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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

1. 사업추진의 배경
1983년 과학기술처는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방사성폐기물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대책을 수립하고, 1984년 10월 13일 제

팔로버디 System80 원전에 비

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의결했다. 의결된 원

해 안전성 및 신뢰성을 크게 증

칙은 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육지처분, ②처분장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진시켰다. 연구소가 설계한 한

밖 부지에 중앙집중식으로 건설·운영, ③국가주도의 비영리 방사성폐기물전담기구 설립, ④관리비용의 발생자

국표준형원전은 1989년 5월 한

부담, 전담기구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의 별도 수립 등이었다. 1985년 6월 29일 제212

국전력의 울진 3, 4호기 건설기

차 원자력위원회는 한국핵연료(주)가 이 사업을 전담토록 의결했다. 당시 한국핵연료(주)는 연구소 인력의 지원을

본계획에 반영됐다.

받아 사업에 착수했으며, 1985년 12월 26일 한국전력에서 19억 4,800만 원을 출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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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의 변천

원자력법 시행령은 법 개정 공포 후 3년 1개월 만인 1989년 6월 16일 발효됐다. 시행령 중에는 ①과학기술처장관

1985년 11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주체와 기금신설 조항을 추가한 원자력법 개정

은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②방사성폐

안이 1986년 4월 수정·통과되고, 1986년 5월 12일 공포됐다. 개정 원자력법에 따

기물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회를

라 과학기술처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책임부처로서 기금의 조성·운영을, 연구소는

설치하고 그 운영기준을 정한다, ③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④방사성폐기

사업을, 한국전력은 비용부담을 담당하는 체제가 정착됐다.

물 발생자의 부담금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 kWh당 2원의 범위에서 매년 과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한국핵연료(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해 별도 전담기구를 둔다는

학기술처장관이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 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고 원

제211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원칙에 따라 1987년 7월에 연구소 내에 ‘원자력사업단’

자력발전소 운영자 외의 경우는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해 dm3당 1,440원, 고준위폐기물은 dm3당 2만원을 부담한

을 신설하고, 원자력발전사업본부와 함께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를 두었다. 사업수

다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행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250명이나 확보했으나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

부지 선정을 위해 1986년 7월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988년 초에 3개 장소로 압축하고, 세부 지

아 예산 확보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추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대

질조사에 착수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989년 4월 이후 부지조사가 중단됐다.

체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등 사업이 어렵게 유지됐다.

3. 사업계획의 확정
1988년 7월 27일 제220차 원자력위원회는 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원자력기술자립정책이 구체화되고, 연구소 역할이 뚜
렷해짐에 따라 원자력선진국과의 기술협력도 확대됐다. 특히 미국, 캐나다,

한 지중매몰식 영구처분장을 1995년 12월 말까지 건설, ②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및 호주 등의 원자력사업기관 및 연구기관들과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 시까지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1997년

원자력안전, 발전로계통, 핵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12월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 ③한국전력은 영구처

을 활발히 수행했다. 1980년대에 ①원자로 중대사고연구 국제프로그램, ②

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UO2 핵연료의 열적 성능에 관한 공동연구, ③고속증식로 분야의 한·불 공동연구, ④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관리 및 별도의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종합

공동연구, ⑤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⑥국제 코드평가 및 응용 프로그램(ICAP), ⑦장기 저장 시

관리 방안 강구, ④관계 부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수행기관인 연구소에 협조

사용후핵연료 거동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에 참여했다.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1988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체적 장기

1979년 미국 TMI-2 원전 사고 이후 미국 NRC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노심용융사고현상 이해, 분석방법 개발,

사업 방침을 의결했다.

규제방안 수립 등을 목표로 국제공동 중대사고연구프로

이에 따라 연구소는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장기추진계획(안)’

그램을 1983년부터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

을 그해 9월에 확정했다. 이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과

에 1984년 8월 가입해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중대손

학기술처 방사성폐기물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1988년 12월 29일 제221차 원

상 핵연료 거동,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이송, 격납용기

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000년까지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정부방침으

성능평가 관련 실험, 분석모델 개발, 분석전산체제 개발

로 확정됐다. 처음 연구소에서 작성한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방사성

등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제공받았다. 이 프로그

폐기물 자원화 연구 및 감손우라늄 관련 연구 등을 보류하면서 2000년까지 총 예산

램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 독일, 스웨덴,

규모를 7,006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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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연구개발의 국제화

USNRC와 중대사고 공동연구계약(1984.8.23)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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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한·미공동상설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와 3개국 공동연구를 제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한편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연구소는 프랑스 CEN-Saclay 및 Fragema와 공동으로

1989년 6월 한·캐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연구소는 ‘개량형 중수로핵연료 CANFLEX 공동연구’

UO2 소결체 제조기술 개발, UO2 소결체의 열적 성능 규명 및 조사후시험을 통한

를 AECL과 함께 수행했다.

UO2 소결체 연소거동규명 연구를 수행했다. Fragema가 제조한 UO2 분말을 이용

1985년 9월 스웨덴의 CLAB(Central Interim Storage for Spent Fuel)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을 방문한 과

해 연구소가 CEA 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UO2 소결체의 특성이 프랑스산 소결체에

학기술처장관과 연구소장의 주선으로 연구소는 한국핵연료(주)와 함께 1986년 3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사용후핵

비해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았다.

연료 습식중간저장방식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를 스웨덴과 수행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CLAB 시설 설계자료 제공,

1982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양국은 고

후보부지에 대한 지질조건 평가, 지상 및 지하 위치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 비교, 수송계통 분석 등이었다.

속증식로기술 관련 핵연료주기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7월 제2차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연구소는 Karlsruhe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에 관한 시나리오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고속증식로 분야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우

연구’를 수행하고, 1986년 9월부터 1987년 3월까지 Siemens-KWU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기술에 대한 공동

리나라는 연구소를 주축으로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주)가, 프랑

연구를 수행했다.

스는 CEA를 주축으로 EDF, NOVATOME, COGEMA가 참여해 1986년 9월까지

1986년 5월부터 5년간 연구소는 미국 NRC 주관의 ICAP에 참여해 실측자료를 근거로 도입한 전산코드를 평가하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고, 그 응용분야를 도출해 불확실도를 정량화하고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연구 결과에 대한 국내 자료를 수집·평가

1983년 연구소와 AECL(CRNL 및 WNRE)은 탠덤 핵연료주기(후에 ‘DUPIC 핵연료

했다.

주기’로 명명)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탠덤 핵연료주기를 채택할 경우

1986년부터 2002년까지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인 장기저장 사용후핵연료거동 프로그램 BEFAST-II 및

우라늄 원광을 4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BEFAST-III, SPAR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용후핵연료의 수중저장 시 미세특성 변화를 핫셀시험으로 측정·평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반대로 1983년 12월 공동연구가 중단됐다. 1989년 10월 제12차

한 결과를 제시했다.

스웨덴 SKB와 사용후핵연료관리 공동
연구 협정(198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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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자립성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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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분리

1988년 IAEA는 ‘원자력발전소 기본안전원칙
(IAEA INSAG-3)’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 정부조직(IAEA Safety Series No. 50C-G)’에서 ‘정부는 원자력산업과 독립적인 원

제2절
경수로핵연료 및
발전로계통 설계
국산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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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
1989년 2월 연구소가 핵연료를 설계하고, 한국핵연료(주)가 제작한 국내 최
초의 국산핵연료 KOFA를 고리 2호기 7주기에 장전했다. 이후 국내 원자력
발전소 8개 호기에 국산핵연료를 전량 공급했다.

자력발전소 인허가 및 규제 통제조직에 대한

영광 3, 4호기에 장전할 System80 표준핵연료는 한국핵연료㈜가 주계약자

법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조직의 타 조직과의 책임분리는 명확해야 하며, 규

가 되고 연구소가 설계했으며, 연구소는 1986년 말 미국 C-E와 영광 3, 4호기 노심 및 핵연료 공동설계계약을 체

제기관은 안전당국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

결했다. 영광 3, 4호기는 1994년 9월 10일 핵연료장전, 1995년 3월 31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영광 3호기 시운

다’는 국제안전규제제도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전 중 핵연료봉 2개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신속히 해결했다. 영광 4호기는 1995년 6월 3일 핵연료를 장

당시 국내는 원자력안전규제 대상과 영역의 확대에 따라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

전하고 그해 12월 말에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 상황이였다. 1989년 5월 안전규제 조직의 분리 작업을 본격화했고, 12월 제147

국내 기술진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한국표준형원전인 울진 3, 4호기의 핵연료는 일부만 C-E 기술자문을 받고 독

회 정기국회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 통과됐다. 12월 30일자로 법령 제4195

자 설계했다. 울진 3호기는 1997년 11월 11일 핵연료장전, 1998년 8월 1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진 4호기는

호가 공포됨에 따라 1990년 1월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 한필순 소장, 이상훈 원자

1998년 10월 29일 장전했으며, 1999년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력안전센터 소장, 임용규 과총 부회장, 정근모 과학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위원회가 발족돼 1990년 2월 14일 설립허가 등기를 마쳤다.

2. 발전로계통 국산화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0년 2월 15일 분리됐고, 초대 원장에 이상훈이 선임

1986년 12월 공동설계팀 37명이 미국 C-E에 파견돼 6

됐다.

개월간 실무훈련을 받고, 1987년 6월 C-E와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공동설계에 착수했다. 공동설계 도중
C-E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원자로계통설계에

원자력안전기술원 개원식(1990.2.15)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와 전산코드를 도입해 연구소에
설계센터를 구축했다. 1991년에 원자로계통설계 사업
량 증가로 발전로계통사업부를 종전의 6실에서 2본부,
10부, 2실로 확대·개편했다.
C-E에서 도입한 200여 종의 전산코드를 연구소의
발전로계통 공동설계팀 해외파견(1986.12.12.)

Cyber875 system에 설치·검증해 발전소설계에 사용

했다. 1990년 11월말까지 도입·개발·설치한 전산코드는 총 285종이었다. 설계도면 전산화를 위해 1988년 9월
도입한 미국 CALMA 시스템을 활용해 영광 3, 4호기 건설 원자로계통 설계도면을 모두 CAD 파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후속 발전소 건설 시의 도면생산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연구소는 발전소 계측제어계통 디지털설계의
핵심기술인 발전소감시계통과 노심보호계산기 기술개발 장비를 1991년 말 C-E와 공동으로 개발·설치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소컴퓨터 계통설계 기술자립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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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5, 6호기 공급계약(1995.3.29)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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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자립 노력의 결과 한국표

2. 시운전, 준공 그리고 장시간 운전

준형원전인 울진 3, 4호기 및 영광 5,

하나로운영팀은 1990년부터 울진원전 시운전 경험과 일본 JRR-3M 연구로 시운전 경험을 참고하고, 자체 교육

6호기의 원자로계통 설계를 연구소 책

을 통해 1994년 조종감독자 16명, 원자로 조종사 6명 등 하나로 운전면허자를 확보했다. 건설 인수시험은 1993년

임 하에 수행했으며, 영광 5, 6호기부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계통별 기능시험은 1993년 8월부터 1994년 말까지 수행했다.

터 한국전력기술(주)을 원자로계통설

1989년 후반 하나로 노심 상세설계 과정에서 발견된 핵연료봉 첨두 선출력의 안전한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

계에 참여시킴으로써 자립한 원자로계

해 1992년 3월 범 연구소 차원으로 ‘하나로 노심해석을 위한 TFT’을 구성, 36봉 핵연료집합체에 축소심 핵연료봉

통설계기술을 국내 산업체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핵연료 설계변경과 관련한 설계해석을 수행해 1993년 12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핵연료
제조에 반영했다.
핵연료는 1994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제작사인 AECL로부터 공급받았다. 연구소는 핵연료집합체 설계변경에

제3절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건설

1. 하나로 건설

따른 노심해석, 사고해석 등 조건부 건설허가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과 분석 자료를 반영한 하나로 안전성분석보

하나로 건설공사는 ①건물골조공사(1988.10.31

고서를 1993년 12월 과학기술처에 제출, 1995년 1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핵연료장전과 출력운전을 조건부로

∼1990.10.20), ②건축마감공사, 전기 및 설

허가받았다.

비공사 일부와 공기조화계통용 굴뚝공사
(1991.5.8∼1992.11.7), ③2차 공사 중 발주
가 지연됐던 건축공사 일부와 기계, 배관공사 및 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공사
(1991.5.8∼1992.11.7), ④원자로 빔포트 고밀도 콘크리트 공사, 기계 및 전기기기 설
치공사(1993.5.29∼1994.11.30) 등 4차로 나눠 발주했다.
1992년에 누적된 물가상승과 늘어난 공사비를 반영해 사업비를 694억원에서 934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준공도 1990년에서 1994
하나로 초임계(1995.2.8)

김영삼대통령 하나로 시찰(1995.3.25)

하나로 준공식 (1995.4.7)

년으로 연기됐다. 기자재 구매는 구매선을 기준으로 국내, 국외 및 차관 분으로 구분
해 발주·제작했다. 차관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했다.

노내 조사시험에서 입증된 선출력 112.8 kW가 정상운전 시 최고 선출력 108 kW에 비해 여유도가 적다고 판단해
하나로의 최고 출력을 설계 최고출력 30 MWt의 80%인 24 MWt로 제한하는 조건부 출력운전이 허가됐다. 이를

하나로 건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시험다발을 제조해 추가로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했다.

하나로 내부

1995년 2월 2일 핵연료장전을 시작, 2월 8일 16시 9분 역사적 초임계에 도달했다. 1995년 3월 25일에는 김영
삼 대통령이 방문해 하나로 휘호탑의 제막식을 가졌다. 공개 공모과정을 통해 선
정된 ‘하나로’라는 명칭은 우리말 뜻 이외에도 영문의 Highly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1995년 4월 7일에는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과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했다. 하나로 준공 기념우표도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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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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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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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 추진방

1994년 12월 22일 제23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일원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법을 제시하고, 1988년 제221차 원자력위원회

선정하고, 1995년 1월 25일에 공청회를 가졌다.

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중·장기계획을

1995년 2월 15일 제237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굴업도 부지의 선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기본계획 변

확정·의결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경을 의결했다. 1995년 10월 7일 과학기술처는 굴업도 부지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과정에서 활성단층의 존재 징후

착수했다. 1990년 8월 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

를 발견하고, 11월 30일 활성단층의 존재를 최종 확인한 후, 이 지역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의

관리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장 직속의 핵연료주기관리본부를 부설 ‘방사

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15일 제243차 원자력위원회는 굴업도처분장의 지정고시를 해제했다.

성폐기물관리사업단’으로 개편했다. 이후 부설기관 명칭을 국민이해증진 차원에서

1996년 2월 27일 제244차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의결하고, ‘방사성폐기물관

1990년 10월 ‘원자력 제2연구소’로 변경하고 소장에 임창생을 임명했다.

리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했다. 그리고 19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방

안면도사건 이후 1991년 6월 7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는 부지선정 등 방사성폐기

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산업자원부 주관 아래 한국전력이 수행하도록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물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로

1997년 1월 1일을 기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주관부처와 수행기관이 변경됐으며 아울러 관계 법령도 개정됐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사업부문을 한국전력으로 이관하고, 연구부문은 연구소 핵연료주기개발단으로

연구소는 1991년 9월 5일 원자력 제2연구소를 ‘원자력환경관리센터(NEMAC)’로 명

옮겼다. 사업이관 후 핵연료주기개발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연구에 주력했다.

칭을 변경하고 소장에 신재인을 임명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의존했다. 1991년
12월 31일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4461호)을 제정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남 장안지역과 경북 청하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해 추진하려 했으나 반핵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는 부지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입지 주

제5절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착수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1991년 4월 30일 청와대 과학기자단 간담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과학기술
을 G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연구소가 수행한 ‘원

변지역 지원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

자력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1990년 5월 과학기술처가 마

한 법률’을 제정, 1994년 1월 5일자로 공포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사

련한 ‘2016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발전 계획안’, 1989년 아주대학교가 수행한 ‘2000년대 원자력 전망 및 대처방안

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설치했다. 이어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원자력연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6개 분야, 27개 과
제를 도출하고, 10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하는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부지설명회
(1995.2)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대시위
(1995.2)

1991년 11월 1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연구개
발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비 확보방안을 협의·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도 처음 도출한 27
개 과제 중 ‘자원개발 및 정련기술개발’, ‘산업용 열이용 기술 및 기타 핵에너지 이용기술개발’ 등 2개 과제를 제외
한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2조 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주도 ‘국가원자력연구개
발 중·장기계획(안)’을 1991년 11월 26일 제4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상정했다.
연구소가 제출한 중·장기계획안 중 ‘차세대경수로 개발’과 ‘경수로용개량핵연료 개발’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연
구소가 부분 참여하도록 했고, 원자력안전 분야와 기반기술 분야는 기능 및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산업체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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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도의 과제로 각각 분리·수행하도

3. 연구개발 재원의 변화

록 관계기관 간에 합의했다. 이런 과정

연구소는 설립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보조금 형식으로 소액의 연구비를 받았으며, 1980년대에 정부출연금으로

을 거쳐 확정된 ‘원자력연구개발중·장

10억원 규모의 기본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에 신설되면서 새로운 연구재

기계획사업’(1992∼2001, 이하 ‘원자력

원을 확보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가 원전설계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수입으로 원전 관련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사업’)을 1992년 6월 26일 제

추가로 확보했으나 순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연간 수십억원에 불과해 원자력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실험·실증적

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

연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1992년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착수로 인해 이전에 비해 대

라 본격적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재원의 한계로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한국전력의 지원금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8개 분야 2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의존했다.

개 정부주도과제와 14개 산업체주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폐지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에 따른 적정 기금요율은 1996년 5월 행정조정실장 주재

과제에 대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1조 9,655억원의 연구비를 책정했

회의에서 전년도 원자력발전량 kWh당 1.2원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조정안으로 결정됐고, 1996년 6월 25일 제

다. 정부 주도 20개 과제의 소요 투자규모는 총 1조 1,855억원으로 정부출연 예산

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

4,5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355억원, 한국전력 지원금 5,000억원으로 조

한편 매 3년마다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 재검토해 연구개발사업과 기금요율을 조정하도록 한 제245차 원자력위원

달하기로 했다. 산업체 주도 14개 과제의 투자규모는 8,000억원으로 산업체가 자체

회 결정에 따라 기금설치 3년째인 1999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기금요율의 하향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국무

조달하도록 했다.

총리 행정조정실이 중재하여 1999년 11월 24일 1.2원/kWh의 기금요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연구소는 안정적 연
구개발 재원을 유지하게 됐다.

2. 원자력연구개발계획 착수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대 기본방침을

4. 연구개발 사업 수행체제의 변천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①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구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1980년대까지 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은 소액 단위의 기본연구과제, 원전사업 관련 원전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

위해 기초·개발 연구는 정부주도과제로, 적용·실용화 연구는 산업체 주도 과제

처 특정연구개발과제, 외부기관과의 수탁연구사업 등 산발적 연구과제로 구성돼 있었다.

로 역할을 분담하며, 산·학·연 수행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연계를 강화해 추진한

1992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착수돼 특정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원받던 정부연구비를 중·장기계획사업 중심으

다. ②정부 주도 연구개발비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되,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부족분

로 개편했다. 1994년부터는 체계적, 안정적 연구개발을 위해 원자력법을 개정해 이후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

을 개발기술의 최종 수혜자인 한국전력이 지원하도록 하며, 산업체 주도 과제의 연

획’과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정·산·학·연의 전문가를 총동원해 작성한 1996년 8월 원자

구개발 소요자금은 한국전력의 연구개발비로 조달하되 국가선도기술개발과제에 대

력진흥종합계획 초안이 공청회를 거쳐 1997년 6월 13일 제247차 원자력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해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한다. ③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소

과학기술처와 연구소는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1996년에는 별도의 추가사업으로 ‘원자력연구개발 정부출연

의 역할·기능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지원·육성한다.

사업’을 신설해 연구소 주도로 중·소형로 개발 등 비발전 분야의 신규 과제를 수행했다. 반면 1996년에는 연구소

이로써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재원조달, 연구기능 강화라는 3대 전략 아

주도로 수행해온 핵융합로 연구를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이관했다.

래 1992년 9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차 연도 사업을 착수했다.

1992년부터 과학기술처 방침에 따라 연구소가 담당해오던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를 과학기술정책연구소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수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수정·보완을 위한 기획 작업은 과학기술정책연구
소 주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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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13일 제24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

두었다. TCNC는 IAEA 대상 핵물질계량관리 보고 지원을 통한 국내 핵물질관리 대비그룹과, 국내 원전에 대한

발사업(1997∼2006)’은 정부 주도 과제와 산업체 주도 과제를 분리하고, 정부 주도

IAEA 사찰 현장지원을 통한 사찰기술 배양그룹으로 나눠 활동했다. TCNC는 김진수, 류건중, 김병구를 거쳐 최

과제를 7개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원자력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핵융합

영명 센터장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기술을 정립했다.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별도로 수행하던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과 원자력정책
연구사업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해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총 6개의

2. 국가검사 및 IAEA 사찰지원

단위사업으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구성했다.

TCNC는 1997년 국내 30여 개의 IAEA 사찰대상 원자력시설 중 각 기관별로 1개 시설을 선정, 7개 시설에 대한

1998년에 성과이전사업과 1년 기간의 한시적 인턴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1999

시범검사를 실시했다. IAEA 사찰과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고, 수검 자료도 IAEA 사찰과 같은 자료를 제

년에는 연구기반사업을 신설해 총 8개의 단위사업으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체

출받음으로써 사업자 업무 부담을 줄였다. 1998년에는 검사대상시설을 13개로 확대해 계량관리검사를 실시했으

제를 정착시켰다.

며, 1999년부터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 전면적 계량관리검사를 실시했다.
초기에는 국내 핵물질취급시설 계량관리 내용을 수작업으로 작성한 계량관리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나, 1988
년부터 핵물질취급시설 및 취급량이 증가해 계량관리정보처리시스템을 전산화해 전산매체로 IAEA에 제출했다.

제6절
원자력통제기술센터
운영

원자력통제기술센터 현판식
(1994.6.16)

우리나라는 1975년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TCNC 설립 이후 국가차원의 원자력통제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설별, 핵물질 종류별, 원산지별 이동 및 재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 국내 모

현황을 파악하고, 계량관리보고서의 오류검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국가계량관리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든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사찰을 받아

관리했다.

왔다. 1990년대에 국내 원자력사업이 양적으

TCNC는 국가검사 및 IAEA 사찰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원자력시설 운영자 애로사항을 개선했으며, IAEA와의 기

로 비약적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1992년 정부

술협조를 통해 국가사찰목표 달성률을 1994년 30%에서 1998년 95%로 높였다. 또한 핵물질계량관리의 효율적 지

는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 간의 원자력시설에

원을 위해 핵연료검증장치와 사용후핵연료 일련번호 인식장비를 개발했으며, 1998년에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대한 상호사찰에 합의했다. 이 같은 여

연구원 2명을 국제사찰관으로 이라크에 파견했다.

건 변화에 따라 정부는 IAEA 사찰과

또한 안전조치 관련 기술을 제고하기 위해 TCNC는 IAEA, NMCC(일본핵물질관리센터), ASNO(호주 안전조치

는 별도로 독립적 국가차원의 계량관

및 핵비확산청)와 매년 한국, 일본, 호주에서 번갈아 IAEA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원자력법 개정과 이를 수행할 기관의

3. 수출입 통제 및 물리적 방호

설립을 추진했으며, 1994년 과학기술

1970년 NPT 체제가 출범하면서 NPT 3조 2항 준수를 위한 국제원자력 수출통제제도로 1974년 쟁거위원회(ZC:

처에 ‘원자력통제과’를 설치했다.

Zangger Committee)가 결성됐다. 또한 1974년 인도 핵실험을 계기로, 비 NPT 국가와의 원자력 교역 확대를 막
기 위해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를 강화하고자 197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이 결성

1. 원자력통제기술센터 설립
연구소는 1994년 4월, 3부 8실로 구성된 ‘원자력통제센터(TCN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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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우리나라도 원자력기술자립 성과의 결과로 원자력공급국가로 부상해 1995년 10월 ZC와 NSG에 동시 가입
했다. TCNC는 1996년부터 NSG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에 참가했고,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자력 주요

Center for Nuclear Control)’를 설립하고, 초대 센터장에 서인석을 임명했다. 초

부품 이전을 위한 국내 제도·절차의 이행을 위한 측면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기 TCNC는 설립 취지에 맞춰 국내 핵물질관리 준비 및 사찰기술 확보에 중점을

TCNC는 원자력법 제111조에 따라 특정 핵물질의 방호규정에 관한 심사 및 관련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국내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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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후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핵물질 불법거래를 방지

일 연구소 연구업무심의회에서 확정한 사업별 이적 인력규모는 원자로계통설계사업 339명, 핵연료설계사업 65명,

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 관련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국제핵물질계량관리

중수로핵연료제조사업 60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50명 등 총 614명이었다. 최종 이적대상자는 610명이었다.

및 통제기술 개발 과제 중 물리적 방호분야를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SNL)와 국제공

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원자계통설계, 핵연료 설계 및 제조 등 원전 관련 사업을 산업체에 잇달아 이

동협력과제로 수행해 기술을 제고했다.

관하면서, 연구소의 역할을 원자력 핵심·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 연구개발기관으로 재정립하게 됐다.

제7절
원자력사업 이관

연구소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에 원자
로계통설계사업을 수행해 관련 기술자립 기반
을 구축해 한국표준형원전을 자력 설계했다.
한편 동력자원부 등 정부와 산업계 일각에서
국내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소가 기술

자립한 원자력발전사업을 한국전력 등 관련 산업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연구소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가 이관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관 시기 및 조
건 등 이해가 엇갈려 이관작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방사성폐기물사업 분리반대
집회(1996.2.8)

1996년 1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방
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사업경험이 풍
부한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국가차원
의 원자력추진체제를 마련해 보고하
라.’고 지시했다. 이후 1996년 2월 27
일 제244차 원자력위원회에 보고된 방
사성폐기물관리사업 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과 연구소가 각각 방
사성폐기물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방사성폐기물관
리기금을 폐지하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19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원자로계통설계와
핵연료설계 및 중수로핵연료제조 업무를 1996년 12월말까지 한국전력기술(주)와 한
국원전연료(주)(현 한전원자력연료)에 각각 이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
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1996년 9월 23일 사업이관 관련기관 회의에
서 사업이관 추진계획에 합의해 10월부터 이관작업이 급진전됐다. 1996년 1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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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구축을 통해 원자력 안전연구를
본격화하고, 소형원자로 SMART 개발에 착수
했습니다. 핵비확산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
최초 연구소 기업인 콜마 BNH 등을 만들어
출연연도 일자리 창출, 국민 삶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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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술고도화기
(2000년대)

제1절
연구회 이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출범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은 과학기술부 직할기관과 기초·공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

제2절
정읍방사선과학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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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 7월 제251차 원자력위윈회에서 제2차 원자력종합진흥계획
(2002년∼2006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설
립해 의료, 농업, 생명공학, 공업, 환경 분야 연구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다. 당시 연구소는 설치근거인 ‘한국원자력연

소(RI) 이용을 확대해 산업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

구소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직할기관에 소속돼

돼 있었다.

있었으나 2004년 10월 정부가 과학기술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연

2003년 6월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서 방사선연구원 기공식을 가졌다. 2005년 1월 제124차 연구소 이사회에서 한

구소의 연구회 편입을 포함한 연구회 기능강화 및 체제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설치가 의결됐고, 2005년 4월 업무를 개시했다. 방사선연구원은 총 46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억원을 투입해 부지 약 44만 6,000 ㎡에 연면적 약 2만 3,000 ㎡의 시설로 완공해, 2006년 9월 개원식을 가졌다.

12월 26일 개정·공포되면서 연구소 설치근거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폐지됐

방사선연구원은 2007년 3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방사선이용기술 핵심기반시설을 갖추

다. 2007년 3월 27일 연구소는 ‘한국원

고, 220여 명의 인력이 농업, 식품, 의료, 공업, 환경 분야에서 방사선이용 연구를 수행했다. 1단계 연구소건설 사

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공공

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인 대전류 사이클로트론 시설, RFT(방사선융합기술) 실용화센터, IAEA 지정 국제 RT 협

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부설

력연구센터, RI 바이오믹스센터,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했다.

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분리했다.
새롭게 출범한 연구소는 연구회 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따라 국가원자력정
책, 기관임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해 중
기전략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
했다. 중기전략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원자력정책 및 연구소 임무·비전 달
성을 위한 전략지침으로, ‘R&D Global
한국원자력연구원 출범식(2007.3.28)

Leader, 최고의 인재로 세계 원자력을 선도하는 연구원’이라는 장기비전에 따라 ①
지속가능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②원자력시스템 안전성 종합평가·검증 플
랫폼 구축, ③방사선 융복합 신산업클러스터 구축, ④신성장 동력 고유브랜드 원
자력시스템 개발, ⑤원자력기초과학 핵심기반 구축을 중기전략목표로 설정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개정에 따라 연구소 소관 연구회가
‘공공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변경됐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기공(20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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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분리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두고, 방사선의학 연구개발, 암 진료 및 연구, 국가방사선비상진

2004년 8월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해 IAEA에

료,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분배,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제출한 초기 보고서 상 미신고 국내 원자력활
동이 쟁점이 되면서 연구소 산하조직 TCNC의
업무 독립성·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004년 9월 18일 정부는 ①한국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②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③핵비확산에 관한 국

제4절
연구소 벤처
창업활동

1990년대 말 기술집약적 벤처·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구소도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활성화시켰다. 특
히 1996년은 원자로계통설계사업 및 핵연료설계제조사업 기술·인력을 산업

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④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

체로 이전한 시기로, 기술사업화 역할 및 목표도 대형 원자력산업체 육성·

대한다는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을 발표했다.

지원에서 원자력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벤처기업 육성으로 변화했다.
1998년에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확산의 일환으로 비파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개소
(2004.10.25)

괴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카이텍을 독립·설립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현판식
(2006.6.30)

으며, 연구원 창업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를 설립해 중소기업청 인가를 획득하고, 9개 기업이 입
주했다.
연구소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세
무·법률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연구
정부는 2004년 10월 연구소 내 TCNC를 확대·개편해 독립 원자력통제전담기관을

소 주관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설치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로 이관했으

통해 인력·장비·시설 등 연구소 기술개발 인프라를

며 소장에 최영명을 선임했다. 2005년 12월 30일 원자력법 제9조의5에 ‘한국원자

활용하게 했다. 입주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장비실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력통제기술원(KINAC)’ 설립근거를 마련한 후, 2006년 6월 30일 독립기관으로 설

약 3억원을 지원받아 소재분석장치 등 42종의 공동장비를 확보했으며, 연구소가 보유한 고가·고성능 장비의 외

치하고 초대 원장에 이헌규를 선임했다.

창업보육센터 현판식(1998.9.17)

부 공개, 연구원의 벤처기업 겸직, 상시 기술 자문 등의 제도를 운
영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경

2. 한국원자력의학원 분리

창업보육센터에는 (주)선바이오텍, (주)서울프로폴리스, (주)엑셀

2006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코리아 등 약 11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11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소 이용진흥법’ 개정(법률 8078호)으

2007년에 총 약 1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10여개 벤처기업이

로 원자력의학원은 2007년 3월 연구소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했으며, 2005년에는 연구원 창업기업인 (주)

로부터 분리해 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카엘이 코스닥에 상장됐다. 연구소는 2001년 제2회 중소기업기술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출범했다. 한

혁신대전에서 창업보육센터 육성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원자력의학원은 산하에 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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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원자력밸리 준공(2002.6.4)

2000년 대덕원자력밸리 협동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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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주)한빛레이저 등 7개 벤처기업이 총 비용 약 130억

서 운전 중인 상용원자로와 달리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1차 계통기기를 단일 용기 내에 배치하는 일체형원

원(기업부담 4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 83억원)으로 ‘대덕제1원자력밸리’를 준

자로다.

공했다. 연구소기술사업화조직은 전주기적 벤처기업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부지매

SMART 개발 1단계(1997.7∼1999.3)에 설계개념 개발 및 이에 접목할 핵심요소기술 연구개발과 기술검증실험을

입, 융자알선 등에서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덕 제1원자력밸리 조기성공에

수행했다. 또한 SMART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개발목표 및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노심, 유체계통, 기계구

기여했다. 대덕 제1원자력밸리는 2004년 매출액 약 180억원, 고용인원 179명의 효

조계통, 기기개발, 안전해석 및 MMIS 등 6개 분야의 개념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성과 타당성을 분석했다.

과를 창출했다. 연구소는 ‘대덕 제2원자력밸리’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예비사업

2단계(1999.4∼2002.3)에는 1단계에서 개발된 설계개념을 토대로 최상위 요건, 설계분야별 요건 및 기준을 만족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는 원자로계통 기본설계 모델을 개발했다. 이와 더불어 일체형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을 병행해 우리 고유의 일

2005년 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연

체형원자로 기술로 확보했다. SMART의 해수담수화를 위한 담수계통 기본모델 설계개발은 두산중공업(주)이 위

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탁과제로 수행했다. SMART 원자로계통 기본설계는 노심, 유체계통, 기계구조, 주요 기기, MMIS 분야로 나누어

연구소는 한국콜마와 공동 설립한 ㈜선바이오텍(현 ㈜콜마BNH)을 2006년 3월 우

수행했으며, SMART의 목표 성능과 계통 성능 및 안전성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열수력실험을 수행해 설계

리나라 최초의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2009년 ㈜서울프로폴리스를 2호

에 사용된 전산코드 모델을 검증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으며, 기존의 수동적인 창업지원에서 나아가 보유한 우수기

을 도출하고, 안전요건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술을 직접 출자해 기업화하는 능동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을 병행하게 됐다.
나. SMART-P 사업(2002.6∼2006.2)
2000년 8월 정부는 일체형원자로 기획사업을 수행해 SMART 설계개발 사업의 기술적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기

제5절
연구개발사업

SMART 원자로 모형
원자력이용 해수담수화
심포지엄(1997.5)

1. SMART 설계 사업

본설계 개발 후의 SMART 개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기획평가 결과 SMART 개발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가. SMART(330 MWt) 개발(1997∼2002)

있고, 실증 목적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생산과 해수담수화 외에 SMART 이용

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1994년

목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출력 규모의 다양화, 금속연료와 같은 신연료 사용 등을 위한

7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고유안전성과 피동안

노심설계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으며, 향후 SMART 사업화를 위해 SMART-P(65 MWt) 건설을 통한 종합설계 검

전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제고하는 중소형원자로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고유안전성이 뛰어나 중소

SMART(330 MWt) 검증을 위한 1/5 용량 축소 규모의 SMART-P(65 MWt) 설계·건설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

형원자로에 적합한 일체형원자로에 접목할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열수력 데이

라, 1단계(2002.7∼2006.2)에 SMART-P 플랜트를 설계·건설해 운영허가를 획득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효율

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적 사업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에 ‘일체형원자로연구개발사업단’을 2002년 6월 출범시켰다. SMART-P 사

1996년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업은 연구소가 원자로계통설계 및 핵연료기술개발,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기기 및 담수설비 개발, 한국전력기술이

해수 담수화 및 소규모 전력생산을 할

플랜트 종합설계, 삼창기업이 MMIS 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로규제기술 개발

수 있는 열병합 신형원자로 SMART

을 맡아 수행했다. 그러나 SMART-P 사업은 건설 인허가와 부지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2006년 8월 중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단됐다.

ReacTor) 연구개발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포함시켰다. SMART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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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사업 추진
2006년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결의에 따라 SMART 330 MWt 기본설계 개발
및 SMART-P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기술현안의 해결방안 강구, 실용
화사업 착수여부 및 방향결정을 위한 SMART 사전실시용역(PPS) 연구를 2006년
7월부터 1년간 수행했다.
사전실시용역에서는 SMART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수출가능성, 국제적 인지
도, 국가 전략적 측면,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MART 사업타당성을
재확인하고, SMART 설계 최적화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후
속 SMART 용량을 660 MWt로 결정하고, 5년에 걸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후
속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2007년 8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SMART 사전실시용역에서 도출된 SMART
개발 후속사업의 추진규모, 소요재원, 수행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후속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제3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을
조사했다. 그러나 KDI는 민간 참여의지 부족, 타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 중소
형원자로 시장 수요 불투명 등의 이유로 추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KDI
20 MeV 양성자 가속장치

의 사업타당성 평가 시 국내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었다.

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추진했다.

KDI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후속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

이 사업은 2002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1,286억원(민간 129억원 포함)

어지지 못해 SMART 개발이 일시적으로 정체됐다. 이에 연구소는 단기간의 집중투

과 860 MY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유치기관

자를 통해 SMART 기술검증과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해 수출형 SMART 표준모델을

또는 지자체에서 정부사업비와는 별도로 사업부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

완성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330 MWt SMART 표준설계 완성, 관련 기술검증 완

원시설을 제공하기로 계획됐다.

료,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 사업’을 추

2002년 12월 사업유치기관 공모에 5개 지역이 신청했으나 2003년 4

진했다.

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사업과 연계·추진하
기로 방침이 바뀌어 지역선정이 연기됐다. 이후 2005년 정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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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4중극 가속기(RFQ)

2. 양성자가속기사업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추진계획에 따라 제3차 연계공모를 실시해, 11월 2일 경주시가 방사성폐기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2

물처분장 유치 및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년 7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으로 신설·출범했다. 이 사업은 나노기술,

사업단은 2002년 9월 사무국, 가속기개발팀, 가속기건설팀, 실용화팀 및 빔이용랩의 5개 하부조직과 운영위원회,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에너지·환경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등 중요 국가과

심사평가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기술검토위원회 등 제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17개 세부과제를 선

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21세기 미래 원천기술 개발 및 산

정해 1단계 사업(2002.7∼2005.6)을 착수했다. 사업 1단계에는 가속장치 개발과 빔 이용 연구 및 장치 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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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해, 원자력중장기사업

3. 국제 Gen IV 활동 및 소듐냉각고속로 프로젝트 참여

의 ‘양성자가속장치 개발’ 과

2000년 1월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의 고위 정책결정자급 인사들이 21세기 원자력 추진방

제에서 수행하던 고주파4중

향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Ⅳ)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정책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Gen Ⅳ

극(RFQ) 가속기를 완성하고,

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2001년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

DTL 선형가속장치와 고출력

IV International Forum)은 같은 해 7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을 창설 멤버로 발족됐으며, 2002년 1월 스위

고주파원 핵심기술을 개발·

스, 2003년 9월 유럽연합, 2006년 11월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로 가입했다.

종합해 20 MeV 양성자가속장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은 ①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의 획기적 향상, ②전력생산 외에 수소생산, 방사성폐

치를 2005년 6월 완성했다.

기물 소각 등에의 사용, ③핵확산 저항성과 물리적 방호능력 확보 등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GIF는

사업 2단계(2005.7∼2008.3)에는 20에서 45 MeV까지 펄스지속시간 8%의 펄스형

Gen IV 후보개념을 평가해 2002년 7월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등 6개 시스템을 개발노형

선형가속기(DTL)를 개발·제작했다. 완성된 20 MeV 가속장치는 운영 인허가를 획

으로 선정하고, 2005년 2월 GIF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7월 현재 기본협약 서명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득한 후 빔 출력 증강시험을 통해 설계 목표치인 20 MeV, 20.2 mA의 빔을 얻는 데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 9개국이다.

성공했다. 또한 20 MeV 및 100 MeV 빔 이용 시설 설계·부품제작을 마쳤으며, 한

Gen IV 추진체계로는 최상위 집행기구인 정책그룹, 시스템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시스템운영위원회(SSC), 프로젝

국 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KAPRA)에서 MW급 고출력 고주파원인 클라이스

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관리협의회(PMB)가 있다. 2008년 7월 현재 시스템약정을 체결한 것은 소듐냉각고속로,

트론 시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대용량 선형양성자가속기의 제반 기술을 개발했다.

초고온가스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가스냉각고속로(GFR) 등 4개 시스템이다.

2006년 3월 연구소는 경주시와 양성자가속기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은 경주

우리나라는 SFR과 VHTR의 경우 SSC에, SCWR의 경우 PMB에 참여하고 있다. SFR은 사용후연료 재순환을

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2007년에는 가속기 이용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국대

통해 최종처분 폐기물량의 감축과 우라늄자원 이용률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VHTR은 수소생산을,

경주캠퍼스 내에 사업단 연구실을 두고, 사업단에서 개발한 이온빔조사장치 2기를

SCWR은 초임계압수 냉각재를 사용한 고효율의 전력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전·설치해 지역 대학과 산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주 지역 초·중학

2007년 3월 발효한 SFR 신형핵연료개발(AF)을 필두로 기기설계 및 동력변환시스템(CD&BOP) 등의 프로젝트 약

생 과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 황남초등학교 내 경주발명과학센터에 양성자가

정을 체결했다. 안전 및 운전(SO) 프로젝트 약정은 2009년에 서명·발효됐고, 시스템종합 및 평가(SIA) 프로젝트

속기 홍보 및 체험관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약정은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3단계(2008.4∼2012.12)에는 경주시가 제공한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VHTR 시스템 약정 하에서는 핵연료개발과 수소생산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 약정이 2008년 초에 발효됐으며,

440,000 ㎡ 부지에 가속기동, 유틸리티동, 수전설비동, 오폐수처리동 등 가속기 운영

재료 개발과 계산방법론 등 2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SCWR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가 조만간

에 필수적인 시설을 건설했다. 또한 45∼100 MeV 펄스형 선형가속기(DTL) 개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료 및 화학기술 프로젝트, 설계종합 프로젝트, 핵연료 실증실험 프로젝트 등에

제작을 완료했으며, 연구소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던 20 MeV 가속장치를 경주로 이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 설치하고, 20∼100 MeV 가속장치와 연결해 100 MeV 선형양성자가속기의 설치

SFR의 경우 연구소가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소듐냉각고속로 KALIMER-600 개념이 일본의

를 완료했다. 한편, 100 MeV 양성자가속기의 이용연구시설로 20 MeV 빔라인 1기와

JSFR, 미국의 SMFR과 함께 Gen IV SFR 시스템의 후보개념에 선정됐다. 또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돼 AF와

100 MeV 빔라인 1기를 설치했다. 다만, 사업부지 선정 지연과 사업부지 문화재 조사

CD&BOP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연구결과물을 2007년에 참여국 간에 상호 공유한 바 있다.

등의 영향으로 100 MeV 양성자가속기 시운전과 경주시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빔이용
연구동, 숙소동, 관리동 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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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장치를 개발했다. 2003년에는 5 ㎏U 규모의 전해환원장치를 설계·제작해 성능평가시험을 완료했으며,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연구시설

2004년에 20 ㎏U 규모의 실물 모형 리튬환원장치를 설계·제작해 성능을 종합 평가했다. 2005년에는 우라늄 전
해정련 및 전착물에서 우라늄 주괴(鑄塊, ingot) 제조시험을 수행해 그 우수성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2007년 전해정련공정의 효율 향상을 위해 철에서 흑연으로의 고체음극 대체 연구를 수행해, 세계 최
초로 연속식 전해정련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독자적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그 후 ‘사용후핵연료 전처리를 위한 고
온 용융염 전해환원공정 개발’ 과제를 I-NER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INL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소는 사
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의 종합실증을 위한 핫셀을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하고,
2005년 11월 4일 시설운영인허가를 획득했다.
또한 1997년 플루토늄을 포함한 마이너악티니드(minor actinide)를 고준위폐기물에서 분리해 미임계로에서 소멸
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불산(HF)을 이용한 산화물 불화반응기술 및 우라늄 회수 전해제련기술을 개발했고, 지르
코늄(Zr) 및 란탄족 원소 등 대체물질을 이용해 희토류 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환원추출기술(다단 환원추출장치)을
개발했다. 2005년부터는 미임계로 HYPER 노심 냉각재인 Pb-Bi에 의한 부식 및 열수력 동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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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 수소 연구개발사업

정부는 1997년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성, 안전성, 원자력이용의 지속

선진국들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해 2020년대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을 수

성 및 핵비확산성을 강화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립해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하

에 따라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용과 장수명 핵종의 분리·소멸에 의한

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진입의

최종 처분장 부담 감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

전제조건인 수소 대량생산을 위

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기술로 원자력수소에 집중적

연구소는 미국 ANL의 일체형고속로(IFR) 프로그램의 고속증식로 핵연료주기 핵심

으로 투자하고 있다. 원자력수

기술인 리튬환원기술과 전해정련기술이 핵비확산성 요건을 만족하고, 산화물핵연

소 실증에 미국이 총 4조원의 예

료의 금속전환과 우라늄 및 초우라늄 원소의 군분리가 가능한 점에 착안해 검증된

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GIF 중

핵비확산성 건식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선진핵연료주기기술 개념을 제안

VHTR 분야에 가장 많은 10개국

했다. 이 건식처리기술 개념은 ANL의 리튬환원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이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수소

차세대 관리기술이다. 리튬환원기술은 고온 용융염계에서 환원물질인 리튬금속을

연구개발은 950 ℃에서 안전운

이용해 산화물핵연료를 금속 전환시키고, 동시에 고방열성 핵종인 세슘(Cs)과 스트

전이 가능한 VHTR의 고열을 이

론튬(Sr)의 제거를 통해 부피, 열 부하 및 방사능 세기를 1/4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용해 물을 열화학 또는 고온전기

있다.

분해 방법으로 분해해서 대량의

1998년 리튬환원기술 기초연구에 착수해 2002년 ANL의 리튬환원기술을 대체할

수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

고온전기분해 수소플랜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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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를 위해 2007년 3

우리 정부도 2005년에 2040년대 총 에너지의 15 %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국가차원

월 연구소 내에 ‘원자력수소기술개발단’을 신설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에 필요한 설계, 재료

의 수소경제 비전을 세우고, 수소의 제조·이용·저장·공급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및 기기, 핵연료, 수소생산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1단계(2006∼2008)에는 실증사업 개념설계 기술

분야 로드맵을 수립했다. 수소생산 방법도 종래의 화석연료 이용에서 신재생에너지

을 개발했으며, 2단계(2009∼2011)는 기본설계 기술 개선·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월 원자력수소사

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으로 전환했다.

업 조직은 ‘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부’로 축소 개편됐다.

연구소도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 2001년부터 기술현황을 조사·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 개소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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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으며, 2002년에는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기술 기초연구’에 관한 자체연구

6. 하나(HANA) 피복관 개발

과제를 시작했다. 2003년에 ‘원자력수소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

연구소는 1997년부터 Zircaloy-4 및 외국

획연구’를, 2005년에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의 신합금보다 부식 저항성과 크립 변형 저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항성이 우수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성

2004년에는 과학기술부의 국가일반회계사업으로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실

능 지르코늄 신합금 피복관 원천기술 연구

증사업’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는 연구소의 ‘초고온가스로의 예비 개념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과 한국에너지기술연

초기 3년 동안 학계 및 타 기관과의 협동연

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동연구로 참여하는 ‘열화학 수소생산 요소기술 개

구를 통해 700여 종의 신합금을 설계·제

발’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이 연구 전담부서로 ‘원자력수소사업추진반’을 설치했다.

조·성능평가를 수행했다. 성능평가에 의해

우리나라는 해외의 선진기술 도입 및 부족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2004년 4

6종의 최종 후보합금(HANA)을 선정해 국

월에 페블형 연구로를 보유한 중국 칭화대와 ‘한·중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내 독자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합금 조성

2005년 9월에는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개발자인 미국 GA사와 ‘한·미원자력수소공

및 제조공정에 대한 30여건의 국내외 특허

동개발센터’를 개설했다. 이외에도 핵연료제조기술 도입을 위해 독일 NuKEM사,

를 확보했다.

미국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최종 후보합금의 선정 및 특허 확보 후 3년

프랑스 CEA, 남아공 PBMR/WH사, 일

동안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본의 JAEA, IAEA 및 OECD와도 국제

고, 외국의 피복관 제조시설을 이용해 6종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환 협력체계를

의 HANA 피복관 시제품을 제조해 실험실

구축했다.

에서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했다. 1차로 실험

2005년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설

실에서 15가지 이상의 성능평가를 3년간 실

계·건설·실증은 향후 범부처적 사업

시해 기존의 상용 피복관보다 성능이 우수

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본

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2차로 원자로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격적 핵심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고성능 HANA 피복관 개발의 최종 목표는 상용원전의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해 핵연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2006년부터 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이 가능한 피복관 상용화를 위해 노외성능 및 노내성능을 확인했다.

HANA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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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피복관의 노내성능 검증을 위해 연구로 및 상용로에서의 실증시험을 진행했

두 가지 큰 설비가 완성됨에 따라, 1995년 첫 임계에 도달한 이후 15년 만에 하나로는 당초 의도한 모든 기능을 갖

다. 연구로를 이용한 HANA 피복관 노내 검증시험은 가압경수로 운전조건 모사가

추게 됐으며, 운전 측면에서도 2010년에는 원자로 운전과 FTL 및 냉중성자원(CNS: Cold Neutron Sourse) 운

가능한 노르웨이의 Halden 연구로를 이용해 2004년부터 5년간 연소시험을 수행했

전을 통합한 운영체제를 완성했다. FTL 및 CNRF 설치를 위해 장기간의 원자로 정지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상용로 내 실증시험을 위해서는 2007년 10월 시범 연료봉 30개를 영광 1호기에

2008년 4월에는 가동 2,000일을 기록했다.

시범 장전해 연소시험을 시작해 2016년까지 진행된 영광 5호기 시범연료봉 연소시

냉중성자실험동이 완성됨에 따라 원자로홀에 설치되어있던 SANS 등 빔 이용 장치들을 실험동으로 옮기고, 각 장

험과 울진 6호기에서 시범 집합체 연소시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성공적으로 확인

치별로 운영안을 수립해 이용률 향상과 수준 높은 연구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했다.

하나로 부대시설의 하나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
서는 2002년에 Tc-99 m 발생기 생산용 핫셀 설치공

7. 하나로 및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운영

사를 시작해 2003년 11월 사용허가를 받았다. 2005년

2000년대에 들어 하나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계속운전 기간을 점차 늘리

이후 방사성동위원소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노화관

게 됐다. 2000년대 초의 주당 3일 운전에서 2주 운전/1주 정지, 24일 운전/11일 정

리 업무를 강화했다. 2005년 6월 발생한 방사성 옥소

지 등으로 계속운전 일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는 28일 운전/10일 정지

의 미량 누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07년과 2008

체제가 정착됐다. 한편, 이전에는 핵연료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출력이 24

년에 주 배기구의 활성탄 여과기 하우징(housing)을

MW로 제한됐었으나, 인허가 조건 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2004년 12월 이후로는 계

교체하고, 보조 배기구의 활성탄 여과기 하우징은 전면

속해서 정격 출력인 30 MWt로 운전했다. 운전원 양성에도 성과가 있어서, 설계 및

보수했다. 또한 무정전계통 및 배터리 교체작업과 건물

시운전을 수행하고 교대 운전에도 투입됐던 연구원들은 2000년대 초에 대부분 연

안전진단을 수행했다.

구 업무로 복귀했으며, 매년 계속해서 전담 운전원을 양성함으로써 전담 교대운전

한편, 이 시기에 이룩한 성과의 하나로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원심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분무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2005년 3월 하나로 핵연료집합체를 첫 출하한 이후 단계적으로 장전량을

또한 운전 중에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시설 노화에 대비해 꾸

늘리다가 2007년 11월 하나로 제50주기 가동을 앞두고 하나로 노심 전체 32다발 모두를 자체 생산한 국산 핵연료

준히 노화 관리를 해왔다. 즉, 핵연료설계 개선, 수조고온층 설치·개선, 상용전원

로 장전했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Tc-99m 생산시설

상실 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순간정전 보상회로 설치, 중수계통 누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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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으로의 방출 저지를 위한 중수계통 밀폐실 설치, 원자로건물, 냉각탑건물 및

8.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전기공급계통 안전 진단 및 보수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2000년대에는 가동원전 운영 및 APR1400 개발과 관련된 안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연구, SMART나 SFR

한편, 이 시기에는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설비(FTL: Fuel Test Loop)를 설치하고,

과 같은 신형 원자로 안전 관련 연구들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고도화를 이뤘

냉중성자 연구시설(CNR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을 구축했다. FTL

다. 2000년대의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는 ①열수력 안전 연구, ②원자로 중대사고 연구, ③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은 2004년에 상세설계를 완료했고, 2007년 설치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2009

(PSA) 연구, ④원자력 재료 건전성 연구 ⑤방사선 환경안전 연구로 대표된다.

년 10월 완공했다. 냉중성자 생산 및 활용은 하나로의 최초 설계부터 상정된 오랜

열수력 안전 연구는 2002년 이후 열수력종합실험장치(ATLAS)를 구축·활용해 노심 및 계통 관련 고유 열수력

숙원이었는데, 2003년 CNRF 구축을 착수한 이래 2009년에는 냉중성자실험동 건

실험 및 MARS 코드 종합 검증 등을 수행했다. 연구소는 APR1400에 새로 도입한 설계개념들의 성능과 안전성

물을 준공하는 한편 수조 내 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쳤다. FTL과 CNRF

을 실증적으로 평가·검증하기 위해 ①원자로용기 직접주입방식 채택에 따른 안전주입계통 성능실험, ②안전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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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조절기구 성능실험, ③안전 감압 분사기 성능실험, ④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

AIMS-PSA를 개발했으며, 특히 연구소가 개발한 PSA 정량화 코드인 FTREX는 2006년부터 미국 EPRI를 통해

험 등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설계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MARS는 지난

해외에의 수출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미국은 물론 캐나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

80년대 초에 도입·활용한 미국 NRC의 RELAP5와 COBRA-TF 코드를 토대로 국

대에는 원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계통의 PSA 및

내 고유기술로 개발한 다차원 범용 열수력계통분석코드로 가압경수로뿐만 아니라

안전성 입증이 세계적 현안이었다. 연구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 PSA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

가압중수로, 고온가스로, 일체형원자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MART 성능과

고, 특히 미국 NR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신뢰도평가 방법론에 대한 NUREG 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SMART-P 시설을 이용해 실제 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피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동 잔열제거계통 운전특성 실험 등을 수행해 SMART 표준설계 인가에 기여했다.

중대사고연구 분야는 2000년대 들어서는 APR1400의 중대사고 핵심 관리전략인 원자로용기외벽냉각(ERVC) 설

2000년대에는 국내 고유 PSA 분야 코드의 고도화가 진행돼 종합PSA전산체제인

계 지원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격납건물 건전성 관련 핵심 현상인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응에 의한 증기폭발현상
실험, 수소연소 제어방안 연구, 핵분열 생성물 거동예측 분석체제 정립 등을 수행했다. 또한 OECD NEA 국제공
동연구프로젝트로 우리나라가 주관한 OECD-SERENA 프로젝트에는 2007년 10월부터 4년간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 1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TROI와 함께 프랑스 CEA의 KROTOS 장치를 사용해 증기폭발현상을 실험했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사고 분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원전의 안전성 핵심기기인 원자로압력용기, 배관, 증기발생기, 중수로압력관 등은 중성자조사, 부식 환경, 고온·
고압, 기계적 하중의 상호연관 작용으로 경년열화 현상을 보인다. 2000년대에 재료 연구 분야에서 이에 대한 시
험평가, 감시진단, 수명예측, 재료개량의 종합적인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의 안전운영, 수명관리 및 수명연
장에 필요한 재료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국내 원전의 재료현안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를 통해 2002년 원자력계의 현안이던 울진 4호기 전열관 파단 원인규명, 2003년 영광 5호기 열전달 완충판
(thermal sleeve) 이탈 충격에 따른 원자로용기 흠집부 부식 실증시험 및 건전성평가 등을 통해 각 원전의 재가동
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조사취화에 대한 안전여유도를 입증함으로써 2007
년 고리1호기의 10년간 계속운전 승인 획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방사선환경안전연구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국내외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광역확산피폭해석모델 LADAS를 개발
했다. LADAS는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AtomCARE의 광역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지모델 FADAS와 입출력 자
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LADAS의 검증을 위해 체르노빌원전 사고 시의 관측 값과 LADAS의 예측 값을
비교했으며, LADAS 결과와 체르노빌원전 사고 자료에 근거한 광역모델 비교프로그램 ATMES에 참여한 20여개
모델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환경방사선·능 감시기술 개발을 위해 다단 임펙터를 사용
해서 미세 방사능 입자 농도 및 분포 측정기술을 개발했고, 대기 중 방사능 입자를 분리해 환경 조건별 입자크기
분포와 환경미립자 방사능 거동의 해석 기반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물리적 방호와 관련하여 PSA 모델을 활용해 의도된 외부공격(테러리스트의 공격 등)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원전의 핵심구역을 파악하는 VIPEX 코드를 개발했으며, 이를 IAEA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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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 기증했다. 이후, VIPEX 코드는 국내 원전의 물리적방호 규제 및 사이버보

에서 주관함에 따라, 연구소는 KT-2 개발을 중단하고 KSTAR 플라즈마 가열장치 개발을 주관하게 됐다. 우리나

안 규제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라가 2003년에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그램에 가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다양한 안전 분야의 핵심 원전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

입함에 따라 블랭킷 일차벽 등 플라즈마 대면부품, 삼중수소 증식 블랭킷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왔으

했다.

며, 현재 핵융합발전로 개발을 목표로 원자력기반 핵융합기술 개발, 핵융합로 개념연구, 핵융합 고속중성자 발생
장치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9. 핵융합 연구개발

KT-1 토카막

1970년대 말부터 핵융합연구를 시작해 핵융합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토카막핵융
합로 기술조사’ 과제를 시작했다. 1981년에 APEX(Argonne Plasma Engineering
eXperiment)를 모델로 소형 토카막 설계·건조 사업을 시작해 1980년대에 소형 토
카막 KT-1(KAERI Tokamak-1)을 개발하고, 1990년대 초반에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으로 중형 토카막 KT-2 개발을 시작했다. 1995년 말부터 한국형 초전도핵융합
장치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를 건조하
는 국가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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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첫 원자력시스템 일괄 수출

기 경 JRTR은 안전운영 단계를 벗어나 활용 단계로 접어 들 것으로 전망한다.

연구소는 1990년 중반부터 연구용원자로 수

요르단연구로 건설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연구용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로, 유럽원자력학회(ENS)는 JRTR 사

출을 추진해왔다. 추진 초기에, ‘하나로’ 건

업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RRFM-2018 컨퍼런스’를 2018년 3월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했다. 또한, 국제연구용

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태국의

원자로운영자그룹(IGORR: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도 RRFM-2018과 같은 시기에 학

Ongkharak 연구로, 2000년에 호주 연구로

술대회를 병행 개최했다. 요르단 정부는 2018년 11월 IAEA 본부에서 개최하는 과학기술각료회의(Ministrial

건설 입찰에 참여했다. 아르헨티나 INVAP과 미국 General Atomics가 연구로 시

Conference)의 부대 행사로 JRTR 사업의 성공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한국 원자력기술의

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능력이

우수성과 연구로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요르단연구로 사업을 통해 형성된

없어 두 사업 모두 수주에 실패했다.

양국의 신뢰관계는 요르단 정부가 우리나라의 발전용원자로 도입을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그러나 연구로 수출이라는 비전은 계속 살아있었고, 2009년까지 ‘연구로 공학기술

아라비아(이하 사우디), 한국, 요르단 3국은 연구소가 개발한 중소형원자로 SMART 2기 도입 타당성 조사를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로 주요 계통에 대한 설계 능력을 쌓아가는 한편 외부

으로 수행했다.

적으로는 각종 국제협력과 연구로 관련 기술수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
를 높여갔다. 요르단 원자력위원회(JAEC: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는 2009년 1월 입찰제안서(RFP)를 통해 각국의 연구로 공급자들에게 자국의 연구
로 건설사업에 응찰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연구로 공급국으로 인식되지 않았
기 때문에 요르단의 RFP를 뒤늦게 받았다.
연구소는 당시 네덜란드 PALLAS 사업 입찰을 준비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르단연구로(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 사업에 응찰했다. JRTR 사업은 요르단원자력위원회가 발
요르단원자력연구센터 기공(2010.11.23)

주한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사업으로 요르단의 중성자 과학기술 핵심

완공된 JRTR

시설 구축, 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조사서비스 제공 및 요르단 원자력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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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목적이다. 계약금액은 미화 161백만 달러이며, EDCF 융자 8280만 달러가

2. 소형원자로 SMART 전략사업화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는 1959년 원자력기술 국내 도입 50년 만에 사상 첫 원자력

가.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2009.1∼2012.7)

시스템 일괄 수출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이는 연구로 1호기, 연구로 2호기 및 ‘하나

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SMART의 기술검증과 표준설계인가를 단기간에 마쳐, 수출형 표준모

로’ 건설·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이룩한 성과이다.

델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 사업’

요르단연구로 건설사업은 2010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8월 건설허가,

을 2009년부터 추진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1,000억원을 분담하고, 정부가 700억원을 투자하는 공동 사업으

2016년 4월 핵연료 장전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시운전 이후 2017년 6월 15일에 요

로 기획됐다. 하지만 사업 착수 직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 초기 예산투입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

르단원자력위원회에 시설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요르단원자력위원회는 JRTR에

나 2010년 4월 13개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1,0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연구소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대규

서 동위원소(I-125)를 생산해 자국 내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 반

모 사업을 성공시킨 첫 사례가 됐다. SMART 표준설계인가 사업에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전원전연료(주), 한국

도체조사시설(NTD)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20년 상반

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 등의 원자력 산업계가 참여했다. 연구소가 SMART 원자로계통의 표준설계와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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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한국전력기술㈜이 플랜트종합설계, 두산중공업이 기기설계, 한전원전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구소는 2011년부터 사우디와 SMART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2013년

연료(주)가 핵연료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각 설계 기관들은 SMART 플랜트 전반에

12월에는 연구소와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사우디 내 SMART 도입을 위한 공동타당성

걸쳐 설계요건서, 설계도면, 설명서 등을 생산했으며, SMART 플랜트에 대한 안전

조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4년 2월부터 1년간 공동타당성조사를 수행했다. 공동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

해석을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서 양국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SMART 파트너십 추진방안을 도출했으며, 2015년 3월 양국정부 간의 양해각
규제기관은 SMART 안전성 확인 및

SMART 표준설계인가증

서를 체결함으로써 SMART 파트너십 협력을 공식화 했다.

규제결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2010년

다. SMART 건설전설계사업(PPE)(2015.12∼2018.11)

2월 SMART 사전안전성검토에 착수했

2015년 3월 한국과 사우디는 SMART 상용화를 위

다. 연구소는 2010년 12월 30일 표준

해 SMART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설계인가를 신청했다. 사전안전성 검

고 이어 2015년 9월 SMART 건설전설계(PPE: Pre

토 및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약

Project Engineering)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우디와

2,500 여건의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우리나라가 공동 투자해 사우디에 건설할 SMART 1, 2

2012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호기 PPE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으로 3년 동안 사우디

SMART 표준설계인가를 발급했다. 이

부지조건을 반영한 SMART 첫 호기 설계(FOAKE)를

로써 SMART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일체형원자로 중 세계 최초로

수행했다. SMART PPE 사업에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획득했다.

한국전력기술㈜, 포스코건설, 한전원전연료(주), 두산

SMART PPE 협약 체결(2015.09.02)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원전산업계가 참여해 사우디에 건설할 SMART를 설계했다. 원자로계통설계분야는 연구
나. 안전성 향상 연구 및 SMART 상용화 추진(2012.2∼2016.2)

소와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해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설계, MMIS 설계, 안전해석, 중대사고해석, PSA 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와 미국 소형 모듈형 원

석 및 열수력 검증 분야로 나누어 수행했다. 핵연료설계는 한전원전연료(주), 기기설계 및 검증은 두산중공업, 원자

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 추세를 반영해, 모든 설계기준사고에

로냉각재펌프 설계 및 검증은 효성굿스프링스 등이 참여해 설계문서 생산뿐만 아니라 부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예

대비한 피동안전계통의 개발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제23차 경제정

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를 완성했다.

책조정회의를 개최해 SMART 피동안전계통개발, 중대사고 대처설계 및 공학적 시

이와 함께 사우디 전문가들이 연구소에서 SMART 원

뮬레이터개발 등 총 293억원 규모의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개발 연구사

자로계통 설계기술 교육훈련을 받았다. 2016년 6

업 수행을 결정했다. 연구소는 안전성 향상 연구를 통해 SMART의 안전계통을 모

월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착수해 사우디 교육생에

두 피동안전계통으로 개선했으며,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확보함으로써 안전성을 크

게 CRT(Class Room Training), OJT(On-the Job

게 향상시켰다. 또한 고성능 공학적 시뮬레이터를 확보함으로써 MMIS 기술검증뿐

Training) 및 OJP(On-the Job Participation)를 실시

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했다. 이를 통해 48명의 사우디 전문가들이 연구소에 파

연구소는 기술개발과 병행해 미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견 와 SMART 원자로계통설계기술 교육훈련을 받았다.

SMART에 관심을 표명한 나라들과 국제협력을 통한 SMART의 상용화 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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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기술 수출 다양화

수한 특허 등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둘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연구소는 국가 주도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1992년부터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했다. 특히 연구용원자로와 같은 대형 시스템의 설계·건설 수출을 위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기술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한 산업체와의 협력(컨소시엄)은 필수적이며, 수출 대상 기술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

과거에는 요소기술 등 단일기술 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연구용원자로 설계,

력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기술 수출이 성장해 온 요인이다. 셋째,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기술의 홍

건설 및 개선과 활용시설과 같은 대형·복합 기술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

보·마케팅 활동을 대폭 증가시켰다. 연구개발 국제협력은 OECD/NEA와 IAEA를 구심점으로 하는 회원국 간의

동,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대상 국가가 확대됐으며, 특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

다자 간 공동연구 및 양자 간 협력을 위해 약 40개국 90개 기관과 협력약정을 유지함으로써 기술 수출의 기반을

및 덴마크 등 선진국과 ITER, OECD/NEA 등 국제기구로의 기술수출이 증가했다.

구축했다. 또한 기술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매년 9월 개최되는 IAEA 정기총회 기간 중에 기술전시회를 개최하

이를 통해 연구소에 대한 기술 신뢰와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크

는 등 연간 10여회의 국제 전시회 및 기술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기관 및 기술 인지도를 높

게 향상됐다.

이는 노력을 계속 해온 것도 기술 수출이 증가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요르단

원자력기술의 수출은 기업체의 제품 수출이나 토목·건설 해외 공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JRTR 설계·건설, 네덜

기술 수출은 ①국내 원자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견인하며, ②대형 시스템(연구용원

란드 연구용원자로 OYSTER 개선, 말

자로, 일체형 소형원자로 SMART 등) 수출의 경우 설계, 부품·장비 제작, 건설 등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레이시아 연구로 I&C 개선(ReDICS),

③대형 원전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본 및 덴마크 중성자도핑(NTD)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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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ITER 폐기물 핫셀 처리기술, 일본

4. 상용원전 미자립 핵심기술 국산화

비등형 경수로 파손 실증, OECD/NEA

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과 공

ATLAS 이용 열수력 종합효과 시험 등 약 5,500만 달러의 기술 수출을 달성했다.

동으로 상용원전 3대 미자립 기술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및 원전 안전해석코드

대표적인 성과로,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가 국제입찰한 ‘요르단 교육 및 연구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을 수주한

용 원자로(JRTR)’의 설계·건설 업무를 2009년 12월에 연구소가 대우건설(주)과

이후 연구소는 국내 원전 해외 수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대 미자립 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자로 확정 받았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2018년 7월

첫 번째 미자립 기술인 MMIS는 연구소가 두산중공업, 포스코 ICT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0년 개발에

16일에 발주자로부터 시설인도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받았다. 이를

성공했다. 200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1단계 기초연구의 성과에 이어 2005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실용화연구

계기로 연구소의 원자력기술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다.

를 주도한 결과였다. 총 사업비 863억원이 투입된 본 성과는 세계 3번째의 성공사례에 해당한다. 개발된 안전등

또한 연구소가 개발한 일체형소형원자로 SMART의 사우디 건설을 위해 사우디

급 제어기기는 원자로보호계통(IDiPS RPS),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

K.A.CARE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K.A.CARE와 공동으로 PPE(2015.12

어계통(IDiPS ESFCCS),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 안전감시계통

∼2018.11) 업무를 수행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SMART 원자로의 사우디 건설과

(QIAS) 등의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2009년 한

제3국에의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허가 획득 및 한수원과 신한울 1, 2호기, 신고

연구소의 기술수출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

리 5, 6호기 공급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신한울 1, 2호기 상업운전 준

의 체계적인 추진과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투자효과이다. 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

비 중에 있다.

발사업이 시작된 1992년부터 체계적인 연구개발계획 수립과 연구비 투자를 통해 우

두 번째 미자립 기술인 RCP는 원자로 냉각재인 물을 강제 순환시켜

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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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시스템 안전 및 환경 연구
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연구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 안전 연구의

인 1차 계통 구성을 위한 핵심 기기이

방향을 크게 바꿔 놓았다. 2010년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며, 신형

다. 두산중공업㈜이 설계·제작 및 핵

원전의 개발과 관련된 안전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던 반면 후쿠시마원전 사고

심기술 개발의 주관기관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극한 재해, 중대사고 대응 등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연구가 안전연구의 중심 과제가 됐다.

연구소가 시험설비 구축 및 성능 검

또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국내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소에서는

증시험을 담당해 RCP 국산화를 추진

국내 고유 지진 특성을 반영한 지진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원인

했으며, 총 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했

이었던 쓰나미, 슈퍼 태풍과 같은 극한 재해로 인한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

다. 2007년부터 실험설비 구축을 시작

시 다수의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리 등 다수기 부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 기본·상세설계, 시험적용 기술 개

커졌으며, 이와 관련해 다수기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수기 PSA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사

발을 수행한데 이어 2012년 시험설비 건설과 시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에 시제품

고 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격납건물 배기계통 개발 연구도 수행됐다. 이 외에도 안전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후

성능검증 시험(500시간 Type Test)을 완료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어 2014년과

쿠시마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국내 원전의 사고 저항성·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신한울 1, 2호기 장착용 원자로냉각재펌프 8대에 대한 제품 성능검증
시험을 완료함으로써 국산화 기술개발을 실증했다.

나. 열수력 및 중대사고 연구

마지막 미자립 기술인 원전안전해석코드(SPACE)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

열수력 및 중대사고 안전연구 분야에서는 가동 및 신형 원전 안전성의 고신뢰도 예측 및 예측성능 향상을 위해 계

산 프로그램으로 원전 설계 시 필수적인 핵심 원천기술이다. 2013년 연구소는 미

통, 기기스케일, CFD 스케일의 안전해석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 및 다양

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과 함께 안전해석코드의 국

한 개별효과 열수력 실험시설을 구축해 APR1400 원전의 국내 인허가 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APR1400 원

산화에 성공했다. 총 사업비 6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지속적인 검증 및 규제기관

전의 미국 NRC 표준설계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동유량조절기구(FD), 안전계통의 전기적 4계열 도입에 따

의 심사를 거쳐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 연구소는 안

른 원자로용기 직접주입(DVI) 성능 규명 등 핵심 인허가 관심사에 대한 열수력 검증실험을 수행했다. 연구소는 국

전해석코드의 핵심인 물리모델 개발·구현, 검증, 인허가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내 미자립 원전기술의 확보를 위해 실제 규모 APR1400 RCP 성능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시제품 성능시험 및 축밀

수행했다.

봉체 누설 검증시험을 수행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원자력발전소 안전해석코드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 컨소시엄
과 협력해 SPACE 전산코드를 개발해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 세계 3대 규모인 열수
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50번째 OECD/NEA/CSNI 국제표준문제를 주관하고 이어서
OECD/NEA 국제공동연구를 국내 최초로 단독 주관함으로써 열수력 안전연구 기술을 국제적으로 선도했다.
중대사고 분야에서는 다양한 중대사고 현상을 실증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사고 안전현
안을 해결하고 중대사고 결과 완화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실제 핵연료 용융물을 이용한 냉각수, 구조재와의
반응실험 시설(VESTA, TROI)을 구축해 원자로용기 외부 증기폭발, 원자로 용기 내 관통부 파손 현상을 규명했
으며,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원자로건물을 우회하여 누출되는 사고를 대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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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연료 안전 연구

VESTA

핵연료는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이자 원전 전체 방사능 중 95%를 가두는 초기 방벽 역할을 하므로, 핵연
료 일생동안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전 안전의 핵심이다. 2012년부터 연구소는 가압경수로형 원전 핵연료의
전 주기 안전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기술을 연·
산·학 및 국제협력으로 개발 중에 있다. ATF는 원전 사고 시 중대사고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수소 폭발 및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연료이며, 2020년대 후반 국내 가동원전 적
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과도상태 및 사고 시 핵연료 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계산과학 기반의 다차원·다물리 기반 해
석모델을 개발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최신의 계산과학기술을 접목해 사고 시 전 노심의 핵
연료 거동을 시스템과 연계·해석하는 고정밀 통합 해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핵연료 성능평가 분야
연·산·학 협력의 허브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국가 현안이며, 최종 처분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원래의
모습을 건전하게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소는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평
가하는 기술 개발과, 지진 등 외부 충격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핵연료거동평가
있다. 이 외에도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CINEMA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SMART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마. 환경안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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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재료 연구

환경안전연구 분야는 크게 방사선·능 조사, 주요 환경 내 방사성물질 거동해석, 인체 피폭해석, 생물학적 방사

재료 분야에서는 가동원전의 경년열화에 따른 물성변화 혹은 미세손상의 발생을 예

선 영향 조사 등 원자력시설 운영 및 사고 시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 방호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한

측하고 조기에 진단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 2000년부터 국내외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광역확산피폭해석모델 LADAS를 개발했고, 특히 장거리대기확산모

2010년대 초에는 국내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증기발생기 조기교체를 성

델 LADAS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을 평가해, 우리나라에 미치

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전열관의 부식 손상률 정밀 예측 및 교체용 증기발생기

는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해양으로도 다량

의 정밀 건전성검사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원자로하부 수중 표면보수 방

누출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영향 및 생태계 평가를 위해 해양

법을 ASME 코드에 표준 신기술로 등재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 배관의 보온재를

확산모델 LORAS(Lagrangian Oceanic Radiological Assessment System)를 개발했다. 개발된 시스템은 후쿠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중 두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 방사선조사 저

시마원전 사고 시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 영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했고, 또한 중국 원전의 가상사고

항성과 고온강도가 우수한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 초고온 복합체, 저방사화 고유 신

시 우리나라 황해에의 방사성물질 확산도를 예측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해 세슘을 제거하

합금, 접합신기술, 센서 신물질 개발 등 원전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기 위한 식물제염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기초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자생식물인 함초와 색동호

있는 재료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박의 세슘 제거 능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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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력 ICT 및 로봇 연구
마이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통신망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
서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공통원인고장이 현안이 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간 서로 다른 동작방식을 갖는 안전등급 제어기인 CPU-기반 제어
기와 FPGA-기반 제어기를 개발했다. 최근 디지털 장비의 원전적용이 확대됨에 따
라 사이버보안 대책수립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연구소는 APR1400 원전에 적용
돼 있는 계측제어설비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테스트베드를 구
축·활용해 사이버보안 모의사고 및 취약성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대

원전블랙박스 및
원격감시제어실

형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블랙박
스와 모바일원격제어실을 개발하고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있다. 원전블랙박스는 200℃ 고온, 5
kGy 방사선, 침수와 같은 극한환경에

에 대비하고 세계 해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계획

서 생존해 원자로 주변 신호를 수집·

(2012.11.20, 원자력진흥위)을 수립했다. 또한, 2015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

저장할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

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전

후,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내 모니터링 로봇, 지상·공중 실외 모니터링 로

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2015.10.05, 원자력진흥위)을 의결한 바 있다.

봇시스템, 잔해제거용 지게차 무인화장치를 개발했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폐기물의

연구소는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시설(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를 통해 저준위 방사능 시설 해체 경험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점검용 수중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소규모 연구개발을 통해 2011년까지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38개 핵심 기반기술 중 오염도 측정 등 17개 기
술을 확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원전 해체 등 대규모 고준위 방사능 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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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시설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추가로 11개의 기술을 확보했다. 나머지 미확보 기술 10개는 2021년까지 모

가. 원자력시설 해체 및 기술 개발

두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100%로 제고할 예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해체 문

정이다.

제가 세계적인 주요 이슈가 됐다. 이 후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고리 1호기의 영

특히, 개발한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검증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연구소에는 해체

구정지가 결정됐다. 2017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후에 약 5년간의 해체 준비기간

기술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실 수준의 장비 및 시설만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원전 등 대형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이송, 해체계획서 준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이후에 본격

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 인프라(공학규모 또는 실규모)의 구축이 시급하며, 향후 동남권 원전해

적인 원전 해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체연구소와 연계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고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 대상 원자

비록 해외 원자력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기술개발 여건이 열악한 편이지만, 향후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우수

력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종

한 해체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원전의 해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해외 해체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

합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전의 해체

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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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 및 처분기술 개발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 7월에 공표된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기본 계

2008년 방사성페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2009년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구인 한국원

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운반·저장·처분기술 개발뿐만

자력환경공단(KORAD)의 설립으로 2010년대에 들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분야

아니라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원자력기술개발에 기여하고

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연구소는 운반·저장기술 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관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시스템의 중대사고평가

2015년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영구처분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함에 따라, 연구소는 그 동안 보관

를 수행해 2011년에는 저장용기에 대한 항공기충돌 시험을 통해 이의 설계를 검증

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인도하기 시작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육상 운반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금속 운반저장용기 KORAD-21

확립하고, 2015년 800드럼, 2016년 800드럼, 2017년 1,00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처분장으로

과 콘크리트 저장용기 KORAD-21C의 구조 및 열 검증평가, 스테인리스강의 응력

인도했다. 특히 서울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중 516드럼은 2015년도에 경주 처분장으로 인도

부식균열 및 콘크리트 동결융해 평가 등을 수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관과제

했고, 남은 248드럼은 2016년에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연구를 위해 대전으로 이송했다.

로 고준위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한반도 지질특성조사 연구과제에도 참여했다.

방사성폐기물 경주 처분장 이송 현장
(2017.12.8)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는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재순환공정방폐물을 심층처

다. 원자력화학연구

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처분시스템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

원자력화학은 방사화학(혹은 핵화학)을 포함하고 국내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산업에서 근간을 이루는 기초 화학분

한 IAEA Peer Review(2012년)를 받았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평가 프로그램

야를 통칭한다. 원자력산업 성장기에는 원전운영과 핵연료개발 등에 필요한 선행핵연료주기 관련 방사화학기술

(CAFE)을 개발했다. 아울러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확장을 추진해 2014년에

수요에 부응했지만, 국내 원자력산업이 성숙하고 원전해체 및 폐기물처분이 가시화되는 2020년 이후에는 후행핵

2단계 시설(총연장 551m, 최고심도 120m)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현장시험에 착수

연료주기 관련 첨단 방사화학기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원자력화학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기

했다. 2016년도엔 공학규모의 공학적방벽 열·수리역학적 보합거동 현장시험 장치

초 특성평가, 운반·저장 안전성 관련 방사화학 기술 분야와 사용후핵연료 장기 관리·처분을 위한 방사화학 기

(In-DEBS)의 설치를 완료했고, 파이로공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에 대

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 Safety Case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해 사업추진과 규제기술개발에 기여했

2010년 이후 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구성성분인 악티니드 원소의 화학거동을 조사할 수 있는 전기화

다. 2018년 이후로는 연구대상 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로 변경해 KURT 기반으로

학 및 레이저분광학 기반의 분석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파이로공정 관련 고온용융염 매질, 심지층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성능검증기술 개발과 처분환경의 진화를 고려한 종합

처분 지화학 환경의 수용액 매질, 그리고 핵연료 고체 매질 등 다양한 매질 조건에서 악티니드 원소의 화학거동을

성능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측정하며, 관련된 물리·화학적 기초자료(반응속도 및 열역학 상수 등)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자모델링과

분야 연구를 선도해 가고 있다.

양자화학 계산을 접목해 악티니드 화학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전 정지에 따른 원전해체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핵화학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

기술 확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

준위 방사성물질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핫셀 등)와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장기 연구와 기술

설의 포화에 대비한 별도 저장시설이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소는 열악한 방사화학 인프라를 시급히 첨단화해 국내외 다양한 방사화학 전문

나 중간저장시설 건설, 최종 처분시설

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내 고유의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연계된 기초자료(연소도, 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항, 분자수준 물리·화학특성)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화학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
라서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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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밀도 LEU 분말 생산기술이 관건인데 원심분무법을 활용한 생산기술을 우리 연구소가

악티니드 화학분석 실험실

1990년대에 확보해 고밀도 LEU 분말 공급을 통해 국제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2010년 10월 미국 국가핵안보청(NNSA)은 연구소의 고밀도 LEU 분말 공급에 대해 감사장을 보내 왔으며, 2010
년부터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NSS: Nuclear Security Summit)의 주요 의제가 됐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
최된 제2차 NSS에서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은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
으며, 이에 따라 연구소는 2014년 미국와 벨기에에 총 100kg의 고밀도 U-Mo 분말을 공급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함께 원자력화
학연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는 폐기물 내 잔류된 방사성핵
HEU 사용 최소화 관련 한·미·불·벨기에 4개국 협력 공동성명 프레스설명회(2012.3)

고밀도 LEU 분말 공급 기념식(2014.2)

종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다른 시설과
는 달리 그룹핑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핵종 농도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3차 NSS에서는 기존 협력에 독일이 추가돼 5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

서 발생한 폐기물의 핵종 농도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됐다. 2018년

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구로 전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U-Mo 핵연료 분말을 지속적으로 공급

7월 이를 담당부서에서 발견하여 자진 신고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오류 보정을 위

하기로 했다. 2016년 제4차 NSS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 교토대 임계장치(KUCA)를 LEU로 전환하기로 합의했

해 2018년 9월 원안위에서 특별 검사를 수행했다. 데이터 처리 오류는 연구소의 신

는데, 이에 필요한 U-Mo 분말을 우리 연구소가 공급할 예정이다.

뢰를 하락시킨 사건 중 하나였지만,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기회였다.

3. 핵비확산기술 개발 및 기여
핵비확산 및 핵안보 측면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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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1. 소듐냉각고속로사업단 신설 및 연구개발
연구소는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본격적 연구개발
에 착수해, 2001년 미국 GE사와의 기술협력으로 소형소듐냉각고속로

일환으로 연구로 핵연료 전환(HEU→LEU) 프로그램이 1978년부터 미국 주도로 시

KALIMER-150(150 MWe) 개념설계를 완성하고, 2006년에는 우리 기술력

작됐다. 2017년까지 총 70기의 연구로가 LEU 핵연료로 전환됐고, 아직 HEU 핵연

을 바탕으로 독창적 개념의 중형 소듐냉각고속로 KALIMER-600 개념설계

료를 사용하는 51기의 연구로는 주로 기술적 문제로 아직 전환되지 못한 고성능 연

를 완료했다. KALIMER-600 소듐냉각고속로 개념설계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

구로이다. 이 연구로의 성능을 유지시키면서 LEU 핵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

를 만족하는 자체순환로(1,200 MWe)와 연소로(600 MWe)의 고유개념을 개발했고, 이 고유개념을 토대로 2011년

밀도 LEU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의 개발을 위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가 노

에는 인허가 가능한 기술만을 적용해 2028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실증로(600 MWe) 개념설계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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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은 해외연구사례를 모방하는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2017년까지 SFR 원형로 특정설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고유 KALIMER-600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독자

를 수행해 특정설계안전성분석보고

적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를 달성 가능한 고유개념 설계능력을 갖추

서(SDSAR)와 설계전산코드 및 방

게 되었고,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망 노형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2010

법론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구소의 SFR 설계기술은 개념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시현성을

발행했다.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개발 수준이 향상돼 해외 선진국 대비 종합적으로 약

제4세대(Gen IV) 소듐냉각고속로

60% 이상의 기술수준에 달하고 있다.

의 핵심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SFR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는 파이로 건식처리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원형로 기술로서 공학규모 금속연

을 포함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의결했으며, 2011년 11월 원

료 제조기술 및 크리프 성능을 향상

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당초 SFR 실증로(300 MWe 이상)

시킨 고유 피복관 기술과 금속연료

건설에서 원형로(100 MWe급) 건설로 변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 수

설계기술을 확보했고, 2012년에 원

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1년 3월 원자력위원회가 명확하게 제시된 목표에 따라

형로 고유의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소듐 개별효

업단체제로 운영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2015년 5월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이

과 시험장치(STELLA-1)를 구축하

출범했다.

고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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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은 기존

식 소듐펌프의 성능효과시험을 수

의 연구중심의 과제수행 방식을 탈피

행해 핵심기기의 성능과 설계전산

해 성과중심의 개방형 사업 수행방

코드를 검증했다. 다음 단계로 SFR 원형로의 종합적 안전 성능을 실증하기 위한 대형 소듐열유체 종합효과시험장

식을 채택하고, 2028년 SFR 원형로

치 STELLA-2의 기본설계를 2015년에 완료하고, 2016년에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PGSFR)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제4세대 SFR 국제공동연구에서 2007년 3월 선진핵연료(AF)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기설계 및 동력변

특정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제4세대 소

환계통(CD&BOP), 안전 및 운전(SO), 시스템 종합 및 평가(SIA)의 4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KALIMER 설

듐냉각고속로의 핵심기술을 실증하기

계를 기초로 하여 그동안 수행해온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 설계연구, SFR 원형로

위한 150 MWe급 원형로 설계 및 기술

설계 및 기술검증과 관련한 연구개발 결과를 SFR 국제공동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즉 TRU 연소로 노심설계연구,

검증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열유체 설계 및 기계구조 설계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제안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향상 연구 및 성능 입증,

STELLA-1

SFR 원형로 설계는 연구소가 핵증기공급계통(NSSS) 설계·검증 및 핵연료 설계·

금속연료 개발 및 예비평가, 소듐 중 내부 손상검사 초음파 센서 개발 등에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불투명 소듐 환

제조 기술개발을, 국내의 원자력산업체가 BOP계통 설계와 주요기기 설계를 각각

경에서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부 주도하고 있

담당하고 있다). 1단계로 2012년에 완료한 개념설계 결과를 기초로 2015년 12월에

으며, 프랑스, 일본과 함께 각각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속로 미래선진기술로서 S-CO2 Brayton

예비특정설계의 주요 결과물로 사전안전성분석보고서(PSID)를 생산해 SFR 원형

사이클 개념 적용을 위한 시스템, 열교환기 및 컴프레서 개발, 기존 Rankine 사이클의 증기발생기 성능 개선, 증기

로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달성했다. 2단계로 2016년부터

발생기의 가동중검사 기술, 누설 감지 및 대응 기술 등의 연구항목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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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건식처리기술 고도화(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에 설치했다. 현재 PRIDE 내부에 설치한 가로 40 m, 폭

2008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위원회에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4.8 m, 높이 6.4 m 크기의 아르곤 셀에서는 불순물(산소

추진계획’이 심의 의결돼, 본격적으로 핵비확산 건식처리기술(파이로) 및 이와 연계

및 수분) 농도를 파이로공정장치의 부식과 공정물질의

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이로는 제3차 원자력진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50 ppm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흥종합계획(2007년∼2011년)에서는 공학규모 공정개발에 집중했고, 제4차 원자력

연구소는 2011년 7월부터 파이로의 기술적 타당성, 경

진흥종합계획부터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파이로의 기술성, 경

제적 실효성, 핵비확산 수용성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제성, 핵비확산 수용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증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검증하기 위한 10년간의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파이로 일관 공정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처리와 전해환원은 국내에서 집중 개발

(JFCS: Joint Fuel Cycle Studies)를 수행하고 있다.

하고, 후반부의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가 회수되는 공정인 전해정련과 전해제련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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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아르곤셀 내부

2013년에는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서 경수로 사

은 국내에서는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후핵연료 실

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소규모 실험을 통해 실험실 규모에서의 파이로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험자료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미국 현지 시험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

2017년에는 혼합산화물(MOX: Mixed Oxide Fuel)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해 파이로 전체공정에 대한 공학규모 운

발을 추진했다. 2010년까지는 각 단위공정장치의 성능 향상에 집중했다. 전처리공

전을 수행하고, 조사시험을 위한 금속핵연료 제조용 원료물질인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들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

정에서는 세슘과 테크네튬을 각각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필터를 개발했다. 전해환

과를 거뒀다. 2018년에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공학규모 시험도 수행하면서, 혼합산화물에서 회수한 초

원공정을 위해 금속바스켓에 기반한 고전류 전해환원공정장치를 개발했다. 전해

우라늄 원소를 사용한 연료봉을 제조해 원자로에서의 조사시험에 착수했다. 파이로 처리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정련공정을 위해서는 흑연음극의 자

에서 회수한 물질로 연료봉을 제조해 조사시험을 수행한 것은 세계 최초의 성과이다.

발 탈리 특성을 적용한 전해정련장치

연구소는 2020년까지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통하여 초우라늄원소 회수율을 높이고, 제조한 핵연료의 건

를 개발했다. 전해제련공정에서 액

전성과 성능을 조사 및 조사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파이로의 공학규모에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

체 카드뮴 음극 전해와 희토류 산화

증할 예정이다.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경제적 실효성 검증 분야에서는 핵연료주기시스템 분석 모델을 검

의 2단계로 구성된 잔류 악티늄족 회

증·평가하고, 파이로 정적·동적 물질흐름 모델을 개선했고, 이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정책에서의 핵연료주기 시

수기술을 개발해 파이로공정에서 고

나리오 분석, 저장·처분 시점, 시설용량 분석 등을 수행했다. 경제성 평가 및 핵연료주기 동적시나리오 분석을

준위폐기물 방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

통해 파이로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료를 2020년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핵비확산 수용성 검증 분야에

음을 입증했다. 2009년에는 단위공

서는 시설규모, 공정장치 수, 측정불확실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따른 핵물질계량 성능평가 및 민감도분석이 가

정장치 시험으로 검증한 공정기술들을 바탕으로 ‘파이로공정장치 제작발주용 설계

능한 파이로 준(準) 실시간 계량관리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핵비확산 수용성 핵심 파라미터 평가 등을 통해

및 일관공정 운영체계 구축설계’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에 발주하고, 50 kgU/회

핵비확산 수용성 검증을 위한 최종적 기술자료를 2020년까지 생산할 것이다.

처리규모의 일관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해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인

2015년 11월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한·미 후행핵연료주기 분야 협력이 강화돼 사용후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에 설치했다.

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 전처리와 전해환원 시험에 대한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했고, 2020년에 종료되는 한·

2009년부터 시작된 PRIDE 건설작업이 2012년 6월에 마무리돼 2012년 7월부터 실

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미래 파이로 전체 공정시설의 국내 건

제 운영에 들어갔다.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염폐기물 공정의 고온 용융염

설에 대해 합의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2018년도 파이로 연구개발 예산 확정시 국회가 제시한 사업의 지속여부와

을 취급하는 장치들은 PRIDE 2층 아르곤 셀에, 그 외 장치들은 PRIDE 1층 공기 셀

방향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사업재검토위원회는 파이로 연구개발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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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라고 권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물질 종합분석·평가시스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파이로 관련 연구는 시설 관련 투자를 전면 유보하고,

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20년에 종료되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

사업비 180억원(정부 126억원, 지자체 54억원)을 투자

으며, 향후 연구개발 방향은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해 연면적 3,00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RI-

에 재설정할 예정이다.

Biomics 센터를 건설했다. 2012년 원자력선진기술연
구센터로 선정돼 ‘RI-Biomics 기반 Bio-sensing 응
용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각종 융

제4절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1. 방사선 기술 인프라 구축

RI-biomics센터 전경

복합연구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RI-Biomics

연구소는 2009년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력해

센터는 신약·신소재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부착하기 위해 방사성화합물 제조 및 방사성 시험물질 특성을 분석하

사이클로트론 종합연구동에 RFT-30 사이

기 위한 분석장비와 분자영상장비 및 생명현상 연구시설을 모두 갖춘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종합 연구시설이다.

클로트론 설치를 시작해 2013년 10월에 한

극미량도 쉽게 검출할 수 있고, 체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을 생명체학

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연구목적 동

(Biomics)에 적용해, 신약 및 신소재에 미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해 시험물질의 생체 내 분포와 효과를 영상

위원소 생산과 이용에 관한 허가를 취득했다. 30 MeV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기

화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RI-Biomics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존의 PET 방사성동위원소 이외에 Zr-89, Co-57, Ge-68 등의 금속동위원
소 생산기술을 개발해 동위원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하는 종합연구지원시설로서 질병의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의약
품의 연구개발과 자동화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클로트론에서 발
생하는 양성자 빔을 활용해 양성자 빔 기초, 응용과학 연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RFT-30 사이클로트론 종합연구동
내부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전경

방사선기기팹 내부 실험실

2009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육종역량 강화
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육종의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의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 132억원을 재원으로 연구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90 ㎡)과 유리온실,
파이토트론,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이 있는 부속시설(지상 2층, 연면적 2,000 ㎡)로 지어졌다. 방사선육종 첨단 기
술개발을 통한 자체 연구개발 강화 및 국내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로 육종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비전으로 방사선육종기술의 국내·외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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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산업은 의료·보안·국방·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

2. 방사선융합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목받고 있으나 국내 연구기반 부족으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국

하나로에 설치된 중성자과학 연구시설은 기초과학 연구시설이지만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기술 혁신에

내 우수한 반도체, 전자, IT 기술과 연계한 첨단 방사선기기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

도 큰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연구소가 개발한

력 확보를 위해 방사선기기팹을 2016년 2월에 설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라북

세계 최고 수준인 80 mm 철강 투과가 가능한 잔류응력 측정장치는 선박용 후판 측정이 가능해 국내 철강 및 조선

도 정읍시에서 250억원을 지원 받아 건설된 방사선기기팹은 연면적 3,300 ㎡ 크기

산업의 기술 성장을 이끌었고, 중성자 영상분석법으로 수소연료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기업과 함께

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방사선 융복합기기 성능시험실은 15 MeV X-선과 14

진행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차전지의 전극 물질 구조를 분석해 개발한

MeV 중성자에 대해 인허가를 받았다. 방사선 융복합기기 개발을 통한 국내 연구개

새로운 전극 소재는 스마트폰에서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저장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장수명화에도 기여

발 역량강화와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로 방사선기기 연구개발 생태계 구

하고 있다.

축의 순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 분야에서는 우주식품 제조기술 4건(2011∼2014년, 기술료
원자와 분자의 미시세계 구조와 운동

1억 3천만원)과 멸균 환자식 2건(2014∼2016년, 기술료 4천만원)의 기술

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인 초고

이전을 완료했으며, 기능성 유기소재의 경우 방사선 조사처리를 통한 멍

속 방사선은 크게 X-선에 기반한 4세

게껍질로부터의 식이섬유 추출수율 증진기술(2012년, ㈜엠지, 기술료 1

대 방사광기술과 전자빔에 기반한 초

억 7천만원), 간 기능 보호 효능을 나타내는 헤스페리딘 제조기술(2014

고속 전자회절기술로 나뉜다. 이 두 기

년, 광명당제약, 기술료 6천만원) 및 센티페드그라스로부터 추출한 메이

술은 특성이 크게 달라서 상호 보완적

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기술(2012년, ㈜에코드림, 기술료 2억 1천만원)

인 역할을 수행한다. 포항가속기연구

등의 기술을 이전했다. 현재 이들 이전기술들은 기술실시 업체들과 협력

소에 구축된 4세대 방사광기술은 주로

전자빔기반 초고속 방사선시설

한국형 우주식품

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단계에 있다.

생체 단백질이나 결정 시료의 연구에

농업분야에서는 분재용 왜성 무궁화 ‘꼬마’(2009년, ㈜수프로, 기술료 4

적합하다. 전자빔기반 초고속 방사선기술은 박막이나 기체 시료의 연구에 적합하

천만원)와 친환경 산업소재용 식물인 케나프 ‘장대’의 품종보호권(2013

다. 연구소는 2011년부터 교육과학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CI: World Class

년, ㈜바이오플러스, 기술료 2천 1백만원), 항염증 성분이 증가된 차조기

Institute)’ 사업을 통해 전자빔기반 초고속 방사선시설 개발에 착수해, 5년간 총

‘안티스페릴’ 품종과 그 추출물의 관절염 개선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기

120억원의 연구비로 2016년에 2개의 빔라인 구축에 성공했다. 2018년 현재 이 시

술(2018.08, ㈜에스에프씨바이오, 기술료 2억원)을 기술이전 했다.

설은 4세대 방사광을 포함해도 세계에서 가장 시간성능이 우수한 시설이다. 원자나

공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 방사선기술 이용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치료

분자의 움직임을 50 펨토초보다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 화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

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2008.12, ㈜아가방앤컴퍼니, 기술료 5억5천만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충북대, 포항공대, 울산대 등

원)을 기술이전한 후 지금까지 꾸준한 매출실적(2010년부터 연매출 평균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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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육종무궁화 ‘꼬마’

80억원)을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 이용 이온전도성 의료기기용 실리콘패

전지의 구동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효율과 안정성이 개선된

치 제조기술(2016.11, ㈜티엠비, 기술료 1억 5천만원)과 방사선을 이용한 복합재료 내의 보강재와 메트릭스 계면

소재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분자의 생성 원리, 양자물질의 나노특성

접합력 향상 제조기술(2016.05, ㈜티오엠스, 기술료 1억 5천만원)은 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로 활용 예

등을 규명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이다. 환경복원기술 분야에서는 전자빔을 이용한 폐절연유의 PCBs 처리기술(2008.09, ㈜에너가이아,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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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과 전자빔에 의한 SF6 처리 및 유해기체 포집기술(2016.07, ㈜삼원전력, 기

를 전기소재 중견기업인 ㈜삼동에 기술 이전했다. 이후, 연구소 내에 공동연구센터를 개설해 ㈜삼동의 초전도선

술료 1억원)을 기술이전 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제조연구를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연구소와 ㈜삼동은 초전도 원료 분말을 금속관에 넣어 기계적 공정으로 가공하

방사선기기연구 분야에서는 이중에너지 S-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설계·제작기

는 ‘파우더인튜브법(Powder-in-tube)’을 이용해 2018년 국내 최초로 1 ㎞급 MgB2 초전도선 제조에 성공했다.

술(2014.9, (주)알티엑스, 기술료 2억 5천만원)을 기술이전 했고, 동 기술을 활용한

MgB2는 초전도 임계온도가 높아 고가 냉매인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만으로도 초전도 상태를 만들 수

컨테이너검색기 국산화를 위해 2015년 제4호 연구소기업 (주)아큐스캔을 설립했다.

있어 차세대 전력 및 의료기기의 핵심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주)아큐스캔은 2018년 5월 인천항과 부산항에 컨테이너검색기를 준공해 해외 선진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는 하나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래 다수(19건, 고정기술료 15억원)의 기술이전 및 실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방사선기기팹 반도체 공정실을

용화를 통해 국내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이전된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 어셈블

활용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IN형 반도체센서 제작기술(2016.12, ㈜나우, 기술료

리 제조기술(호진산업기여(주), 고정기술료 3억원)은 지금까지 80∼90% 수입 대체 및 10여 개국 수출로 연 40억

5천만원)과 중성자 반도체센서 제작기술(2016.12, ㈜유저스, 기술료 2천 5백만원)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간암, 피부암, 전립선암 치료용 및 진단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료선원 제조기술을

을 기술이전 해 원천기술 부재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던 서베이미터와 중성자계

의료 분야에 이전해 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 설비공정의 진단기술 분야에도 관

측기 국산화가 실현될 예정이다.

련기술의 이전을 실시해 기술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핫셀을 비롯한 차폐설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양자광학연구 분야에서는 자외선 레이저 광분해기술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원 생산기술, 공정영상진단 기술을 IAEA 등 국제기구, 요르단, 러시아, 리비아 등에 29건 수출했다.

탄소와 산소 동위원소를 분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O-18 농축수 생

NTD 반도체 생산 작업

산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2014년 제3호 연구소기업인 ㈜듀켐바이오연구소(자본금

3. 양성자가속기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20억원)를 설립했다. 자연 성분비가 0.2%인 O-18을 98% 이상 농축한 O-18 농축

2013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13년 3월 연구소 경주 분원

수는 암과 치매진단에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의약품의 필수

으로 승인을 받았다. 2013년도 상반기에 양성자가속기 시운전을 수행해 가속기 설계 성능을 달성했고, 한국원자

원료이다. O-18 농축수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러시아 등에서 주로

력안전위원회의 사용승인

생산됐는데, ㈜듀켐바이오연구소는 2018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기

을 획득해 2013년 7월부터

존 생산국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했다. 연구소기업의 O-18 농축

이용자에게 개방했다.

수 생산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기술’의 세계 최초 상업화 사례로, 최

2013년에 82%였던 가속기

고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

가동률을 2017년에는 98%

된다.

까지 향상시키며, 세계적

하나로에서는 중성자핵변환도핑기술(NTD: Neutron Transmutation

수준을 달성했다. 이용자가

Doping)을 개발해, 2002년부터 상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금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까지 해외 직접 수출액은 210억원에 이른다. 주로 5, 6, 8인치 실리

고품질의 양성자 빔을 안

콘 반도체를 생산하며, 이 반도체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신재

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

생에너지에 사용되는 전력변환용 대전력 반도체로 사용된다. 하나로

하기 위한 가속기 운영기술

의 실리콘 도핑기술은 전력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크

을 확보한 것이다. 범용 빔

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MgB2 초전도선 공정특허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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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2기를 이용한 이용연

119

제6장 기술선도기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구 지원 또한 연구과제(이용자) 기준으로 2013년도 39건(84명)에서 2017년도 121
건(334명)으로 증가해 이용연구 저변을 확대·다변화했다. 또한, 고품질의 빔이용
연구 서비스와 안전한 연구환경 제공을 위해 빔서비스 품질인증제(ISO9001)와 안
전보건경영시스템(ISO18001)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준공
(2018.4.5)

을 도입해 2015년부터 적용하
고 있다.
양성자가속기 운영과 병행
해 경주시가 제공하기로 약속

연구소-한전연료㈜ 기술이전 계약체결(2012.12.4)

㈜선바이오텍에 이전한 ‘헤모힘’

한 지원시설을 연차적으로 건

출자한 공동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설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2006년 3월 대한민국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된

설해 2014년에 빔이용연구동, 2016년에 숙소동, 2018년 2월에 관리동을 완공한 후

(주)선바이오텍(현 (주)콜마BNH), 2009년 (주)서울프로폴리스에 이어 2014년 ㈜듀켐바이오연구소, 2016년 ㈜아

2018년 4월 5일에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준공했다.

큐스캔 등 4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 특히 국내 제1호 연구소기업인 ㈜선바이오텍은 2015년 2월 코스닥에 상

양성자가속기 이용연구 활성화와 독보적인 입자빔 이용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

장돼 기업가치가 설립 당시 1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수직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 전략적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2015년도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연구소는 기술이전 조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한

빔라인, 2016년도에 우주·자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용 빔라인을 구축해

결과 2명의 변리사 채용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거래사 자격증을 십여 명이 보유하게 됐을 뿐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이관받은 1.7 MV

만 아니라 수십여 명의 기업·기술가치평가사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기존의 연구

탄뎀 가속기를 개수해 문화재, 미세먼지 등의 분석을 위한 정밀·정량 분석기술 개

원 중심에서 TLO 주도로 크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일례로, 2016년부터는 TLO 주도로 매년 보유중인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펄스 중성자와 동위원소

수천 건의 특허 중 사업화유망기술을 직접 발굴하고, 서울 코엑스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등에서 매년 2∼3회 기

등 2차 입자빔 생성과 이용기술 및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술설명회를 개최해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기술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 9월 미생물을 이용
한 세슘제거기술을 ㈜범아에 기술료 5억원에 기술이전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기술보증
기금,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TLO사무국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성과의

2010년대 들어 연구소는 연구개발성과 확산의

사회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과 기술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연구소는 기업지원 방식을 종전의 한수원, 발전소 등 발전 산

료 수입에서 각각 480건(유상 이전 232건, 무

업체 위주에서 일반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지원 대상기업의 외연을 확대하며, 기술지원 서비스 질을

상 이전 248건), 291.9억원이라는 괄목할만한

개선했다. 200여개의 KAERI-Family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1단계: 6개월, 1,000만원 이내), 도

성과를 거뒀다. 핵연료 관련 기술 중 유일하게

약기술개발지원사업(2단계: 1년, 5,000만원 이내), 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3단계: 1년, 1억원 이내) 등 기업성장단

국산화하지 못했던 핵연료 피복관 제조기술과 핵연료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연료 소

계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기술지원 및 협업 결과, 2018년 6월

결체 제조기술을 2012년 12월 ㈜한전원자력연료에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 연구원의 기술이전을 받은 전기소재 중견기업인 ㈜삼동에서 국내 최초로 길이 1 ㎞, 전기량 200 A(암페어) 이

이전 기술료인 100.2억원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상 최고액의 기술료로 기록됐다.

상의 상용화 가능한 MgB2 초전도선 제조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핵심소재인 의료용 MRI 및 전력기기용 초전도

연구소는 기술사업화의 일환으로 연구소에서 기술을 출자하고 민간기업이 현금을

선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제5절
기술 이전 및
연구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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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투명하고 안전한
연구소로의 도약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연구소는 1959년 설립 초기부터 국민의 원자력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협력에 중점을 두고 운
영해왔다. 언론보도와 <원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한
편, ‘연구소 개방의 날’, ‘원자력 일일과학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기부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아울러, 2007
년 ‘원자력시설 안전을 위한 주변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주민과의 공식
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운영했다.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에 대
한 주민들의 우려가 표면화되자, 연구소는 ‘3대 제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정
유성구 환경방사능측정조사 지원

보 공개, 지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원자력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진행된 하나로 내진성능 보강공사 역시 언론과 지

「대전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안전협약」 체결(2017.05.22)

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진행했다. 2017년 3월 구성된 제3자 검증기구인 ‘원

역협의회와도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썼다.

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의 보강공사 검증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같은 해 9월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발표(2017.4.20),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

보강 공사에 문제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

기 등 위반행위 확인(2018.6.28) 등 폐기물 관련 의혹·사건을 겪으며,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연구소는 2017년 이후 원자력

문화 제고 및 업무혁신과 함께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의 건전한 견제를 받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민과 함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협력과

께 운영하는 국민연구원’을 목표로 투명하고 안전한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선제적 정보 공개를 통
한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을 대외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에, 국내 최초 지자
체와 원자력기관 간 안전협약
인 「원자력안전협약」을 대전
시, 유성구와 체결(2017.5.22)해 지자체에 매분기 원자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
전대책 사전협의, 긴급상황 공동대응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협약에 근
거하여 유성구에서 매월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소 내 환경방사능측정조사를 적
극 지원하고 측정결과를 연구원 소식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지역주
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유성민간원
자력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대표, 시·구의원이 참여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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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 원자력
현황 및 전망

1. 세계 원전 현황 및 전망

하지만 발전량 자체는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IEA는 2040년 원전의 발전설비 규모 또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

한 516 GW로 2016년 413 GW 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

전력 공급의 핵심축이었던 원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향후 단계적 감축이 계획돼 있다. 2022년까지

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국가별 원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 5호기 등 4기(5.6 GW)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

전정책도 극명하게 변화됐다. 독일, 스위스 등은 원전 비중을 낮추거나 단계적으로

(8.5 GW)가 중단되거나 신규 건설 예정인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리 6호기(1.4

폐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변경했으나,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

GW)만이 준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2031년)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설

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전을 활발히 건설하고 있다. 원전 발전량 및 설비용

비용량은 2017년 22.5 GW에서 2030년에는 20.4 GW로 감소될 전망이다.

량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세계 원전 설비 도입 규모 추이

연도

2017

2022

2026

2030

2031

설비용량(GW)

22.5

27.5

23.7

20.4

20.4

비중(%)

19.3

19.3

15.5

11.7

11.7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설비용량(정격기준) 전망

2. 국제 원자력 R&D 현황 및 전망
단기적으로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여파 및 화석연료의 가격하락 등으로 원자력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
나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화석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이용은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자력의 역할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 강화, 폐기물관리 문제의 해결, 경쟁력 있는 경
제성 확보 및 핵확산저항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원자력기술개발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을 중심으로 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IAEA를 중심으로
혁신 원자력기술개발 프로그램(INPRO)도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ADS)과 진행파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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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2018년 4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에서 450

(TWR)의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 생산 이외에도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과 해수담수화, 심해

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56기가 건설 중이다. 대부분의 신규 원전은 극동지역에

및 우주선의 동력원, 공정열원, 원자력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서 건설하고 있으며 중동 및 남아시아, 동유럽에서도 다수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한편,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은 국제공동연구 이외에도 자국의 독자적 계획을 수립해 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

미국은 최근 선진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선진원자로 개발과 배치를 위해 미국 에너

카 원전 1호기를 완공했다.

지부(DOE)는, 2030년대 초반까지 최소 2개의 비경수형 개량원자로(Non-light water advanced reactor)에 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WEO-2017)’ 보고서에 의하면

해 NRC의 인허가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DO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기반 강화,

2016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10.5%를 공급 중이며, 2040년에는 9.8%

기술개발의 리스크 제거, 관련 핵연료주기 개발, 규제체제 수립 지원, 투자 효율 극대화, 인력개발이라는 6개 분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야에 대한 세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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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부터 개량원자로 개발을 시작한 프랑스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부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주

미국의 선진원자로 개발 일정

도로 ‘바타이 법’을 1991년 제정했으며, 이후 15년간 기술개발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했다. 2006년에는 바타
이 법의 후속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를 위한 Planning Act’를 제정해 2012년까지 고속로를 이용한 소멸처리기술
의 상업화 타당성을 평가하고,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600 MWe 규모의 실증로 ASTRID를 준공하
도록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원자력청(CEA)에서는 ASTRID 건설과 함께, 핵연료제조시설, 소듐기기 성능시험시
설, 중대사고 실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ASTRID 프로젝트에는 CEA뿐만 아니라, EDF, AREVA, Airbus,
Toshiba, Alstom, JACOBS 등 글로벌 산업계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600여명의 인력이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일본은 몬주의 폐로 결정과 함께 고속로 개발의 목표와 원칙을 재정립한 ‘고속로 개
발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로 개발, 실용화, 국제 표
준화 실현을 위해 고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동시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

제2절
원자력 연구개발
비전

1.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
정부는 국가 원자력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5년 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수립

했으며, 국내 자원의 활용, 최첨단 지식 흡수, 비용 효율화 추구, 책임체제 확립으

하고 있다. 진흥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

로 구성된 개발 4원칙도 발표했다. 일본은 새로운 고속로 개발의 전략로드맵을 수

수립하고, 관계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

립하기 위해 ‘전략실무그룹’을 구성했으며, 프랑스와의 ASTRID 협력을 포함한 국

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제5차 계획을 시행 중으로, 원자력분야의 국가 최상위계획으로서 원자력 산업 및 연

제네트워크 구축과 조요(JOYO) 실험로 등의 시설을 활용해 고속로 관련 인재육성

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 기초·기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진흥계획(1997년∼2001년)은 자립기술을 활용한 원전의 설계·건설과 이에 대응한 규제기반의 확충이 중

일본의 고속로 개발 경과 및 계획

1956~1968

1970~2000

2001~2016

2017~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전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에 중

장기계획

기본
계획

요한 정책사항이었다. 제2차 진흥계획(2002년∼2006년)에서는 원자력발전 중심의 이용과 방사선기술의 이용이

원자력정책대강

점을 뒀다. 제3차 진흥계획(2007년∼2011년)은 원자력 원천기술의 확보, 원자력 상품개발 및 수출, 원자력 안전

에너지기본계획

규제 기술의 국제적 선도, 방사선기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뒀다. 제4차 진흥계획(2012년∼2016년)
세부
계획

실행
및
성과

동력로개발 기본방침
DFBR-1개발계획
고속증식로주기의 실용화전략조사연구
고속로개발전략 로드맵 작성예정(2018년)
실험로
원형로

계획의 경우 전문가, 일반인 대상의 토론,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행했고, 계획수립 전 과정에 관계 부

FS▶실용화연구개발(FaCT)프로젝트
국제공동연구(ASTRID)

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부처 간 이해를 높이고, 원자력계의 의견과 정책 의지를 충실히 반영한 계획으로 평가
상용로 2050년 목표

주체

128

JAEA

JAPC

JAEA(연구) 사업자(설계)

목표를 뒀다.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진흥계획(2017년∼2021년)은 국민안심, 미래경쟁력, 도약성장, 소통협력을 주
제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5차 진흥

조요(기초기술 확인)
몬주(상용로기술 확립)
실증로 DFBR-1(설계검증)
실증로

은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받고 있다.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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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목표 및 정책 방향

국민의 신뢰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 역량 확대
목표

국민 안심





정책방향

미래 경쟁력

도약 성장

소통 협력

으로 추진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수행된 이후 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발전 속도에 맞춰 연구소의
핵심 기능이 변화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최상의 원자력안전 확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사
기반의 적기구축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2017년 이후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부상 등 원자력을 둘러싼



소통에 의한 원자력정책 추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연구소도 변화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발전 중심



국제사회 기여확대 및 리더십 확보



미
 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의 대형 연구, 공급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과 환경 중심의 선도형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국

연구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 미래를 밝히는 원자력 연구기관’ 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5대 연구방향으로 ①원자력

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개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안전 혁신기술 개발, ②산업화 및 수출 확대, ③고부가가치 방사선 융합 기술 개발, ④미래 융·복합 신기술 개발,

시기가 도래했다. 2017년 12월, 정부는 대형 원자력시스템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벗

⑤기초과학 역량 강화를 수립했다.

어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개발로의 방향 전환이 담긴 ‘미래원자

국민 생명-안전 중심, 선도형 R&D로 재편

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원전 안전 및 해체 기술 확보, 우주 등 타 분야와의

[ 경영 비전 ] 국민의 신뢰 속에 미래를 밝히는 원자력 연구기관

융합, 방사선기술 활용 극대화, 국가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기술 역량의
경제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며, 대학, 출연(연) 등의 기술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5대 연구 방향

것이 발전전략의 목표이다.

2. 연구소의 연구개발 비전

원자력안전
혁신기술 개발

산업화·수출
확대

방사선 융합
기술 개발

미래 융·복합
신기술 개발

기초과학
역량 강화

연구소의 R&D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첫째, 최상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물질 누출방지(zero release)의 새로운 안전개념 연구개발을 수행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부터 처분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대안을 확보한다. 둘째, 한국 고
유 브랜드의 소형원자로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여 국가 혁신 성장에 기여하고, 해체기술 자립과 산업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셋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사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방사선 생태계를 완성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우주·극지·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자
력 응용기술을 개발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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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시작된 경·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과 원자로계통 설계기술 자립 성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국가 기초과학 강화를 위해 원자력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하고 방사화학, 양자물질 개

공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됐다. 1992

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사람과

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1992년~2001년)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제230차 원자력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술영역을 개척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소가 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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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원자력연구개발 기관으로, 국민 모두에게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미래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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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40

제1장

제2장

제3장

원자력안전·환경 연구개발

연구용원자로 연구개발

연구소는 원자력 안전성 평가와 성능 검증

1959
286

352

제4장

제5장

미래형원자로 연구개발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첨단 연구용원자로 개발을 통해 의료용,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획기적

의료용, 산업용 및 농업용 방사성

핵연료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기술 수출에도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으로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동위원소 활용 기술을 선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

하고 냉중성자 이용 연구와 같은 첨단 기술

개발하고,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고부가가치 방사선융합기술을 개발

기술과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기술을

강화와 함께, 영구 정지된 원자력 시설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상용화를 추진하며, 풍요롭고 보다 안전한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고도화하며 후손을 위한 핵연료주기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방사선 이용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

2019

안전한 해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매진
하고 있습니다.

524

니다.

480

460

444

416

제9장

제8장

제7장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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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환경 연구는 연구소가 설립된

터 국내·외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광역확산피폭해석모델을 개발했다. 이들 모델은 규제기관의 비상대응체제 등에

1959년부터 1972년까지의 초기에는 안전 및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분야에서는 1986년 원자로 제염·해체연구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체 관련 기술

환경과 관련된 소규모 기초연구를 수행했으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본격적 원전해체에 대비해 실제 원전에

이후 1973년부터는 원자력기술 개발이나 원자

적용이 가능한 해체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력발전기술 토착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른 원

현재 원자력안전·환경 연구 분야는 여러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며, 연구성과의 산업 및 규제 분야

자력 안전·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1982년부터 1991년에는 원자력발전소

활용이 본격화됐고, 열수력 및 중대사고 실증실험, PSA 코드 등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선진기술을 선

건설이 급속히 늘어 가동 중 원전이 증가하면서 원자력안전·환경 기술자립의 필요

도하고 있다.

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특정연구 및 중점연구 사업으로 국가 목표에 따른 안전·
환경 연구를 강화했다. 정부의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이하 ‘원자력연구개
발사업’)이 착수된 1992년부터는 원자력안전·환경 기술의 자립 및 선진국 수준으로
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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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수력 안전 기초·기반 연구
1960년대에는 관내 유체의 대류 및 비등 열전달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

는 ①열수력 안전 연구, ②원자로 중대사고 연구, ③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연

다. 균일하게 가열한 수평관 내의 유동 조건에서 열전달계수와 압력강하 영

구, ④원자력 재료 건전성 연구, ⑤방사선 환경안전 연구, ⑥방사선 안전관리 및 기

향을 관찰하고, 비등열전달 상관식을 유도했다. 800∼1200 ℃ 범위에서 막

술개발, ⑦핵물질 안전조치 등 크게 6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국내 원

비등 현상을 실험해 증기막 저항이 열전달의 지배적 특성인자이며, 표면장

전의 해체 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도 활성화 되고 있다.

력 영향은 매우 작고, 막비등 현상은 Banchero 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단상유동 및

1992년부터 시작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규제기관, 산업체가 원전 인

물-공기 혼합유동 조건에서 격자유로 간의 부수로를 통한 횡류와 난류 혼합을 고려한 혼합류 해석모델을 설정했

허가에 사용하는 열수력 및 PSA 분야의 안전성분석 코드를 자립했으며, 열수력분

으며, 단상 및 2상 유동 상태에서 각 유로의 유량과 엔탈피 분포 측정치가 해석모델과 잘 일치함을 밝혔다.

야의 ATLAS, 중대사고분야의 TROI 등 다양한 핵심 실험설비를 완공했다. 이들 실

1977년부터 냉각재상실사고(LOCA: Loss-Of-Coolant Accident) 시의 열수력학적 과도현상을 연구했다. 비상

험 설비는 APR1400 원전의 인허가 현안 해결 등에 큰 기여했으며, OECD/NEA

노심냉각재의 연료봉 피복재 냉각 조건을 구하기 위해 재관수 열전달 관련 주요 변수 영향을 연구했으며, 재관수

의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원자력 재료분야에 있어서도

열전달 과정은 증기단상냉각, 막비등, 급랭 전면(quench front)에서의 핵비등, 액체단상대류의 순서로 이루어짐

2002년 울진 4호기 전열관 파단 원인규명 등을 통해 각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기

을 밝혔다. 또한 5개 및 7개 모의 연료봉다발을 구성해 CANDU 원자로 재관수 현상을 실험해 고온 수평 채널에서

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국내 원전의 재료 분야 안전현안 해결에 기여해 왔다. 안

의 유동 층류화 현상이 심해 연료봉다발 상하단부 간의 온도차가 크고, 열응력이 발생해 연료봉다발이 휘어질 수

전 분야 연구는 가동 중 원전의 안전연구뿐만 아니라 SMART(System-integrated

있음을 확인했다. 1982부터 1983년까지 PWR용 3×3 연료봉다발 실험장치를 이용해 냉각재상실사고 후의 노심

Modular Advanced ReacTor), 소듐냉각고속로와 같은 신형원자로 안전현안 해결

열수력현상을 연구했다.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시 유량, 냉각재 미포화도, 연료봉 출력 등이 연료봉 온도와 재관수

을 위해 SMART PSA, SMART 열수력종합효과 실험 및 소듐냉각고속로 열유체 설

시간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열전달영역 구분 방법, 열전달계수 계산 방법 및 재수착(rewetting) 온도

계검증 연구까지 아우른다.

상관식을 개선한 REFLUX 코드가 연료봉 온도 거동을 잘 예측함을 확인했다.

원자력환경 분야에서는 방사선 환경안전 연구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연구를 수행

1982년에 CANDU 핵연료집합체 고온수력시험장치(Hot Test Loop)를 구축해 압력강하시험, 강도시험, 충격시

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안전 연구 분야에서는 1994년부터 국내 원전의 복잡한 지형

험, 횡류시험, 내구성시험 등 월성 원전 핵연료집합체 노외실증시험을 수행해 국산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과 양

과 기상 상태를 고려한 3차원 대기확산 및 피폭평가모델을 개발했으며, 2000년부

립성을 실증했다. 1986년에 고온·고압의 원자로 운전조건에서의 핵연료집합체 열수력 특성 시험장치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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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해 관련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5×5 봉 다발을 이용한 부수로 유동 특성실험

원 계통분석코드 MARS(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eactor Safety)를 개발했다. 특히 1999년부터 3년간 새

을 통해 PWR 핵연료의 수력학적 압력강하 특성 및 유속 분포 특성 자료를 생산했

로운 설계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대규모 실증실험들을 수행해 국내 개발 신형경수로 APR1400의 설계 및 안전규제

다. 이들 자료는 핵연료집합체 부품 설계·개량 및 열수력 전산코드 개선·개발 기

에 활용했다. 2002년 이후 열수력종합실험장치(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초 자료로 활용했다. 1989년 12월에 실규모 PWR 핵연료집합체 고온수력시험장치

Simulation)를 구축·활용해 노심 및 계통 관련 고유 열수력실험 및 MARS 코드 종합검증 등을 수행했다.

를 설치해 PWR 핵연료 노외실증시험을 수행했다.
1981년 미국 NRC의 RELAP4, CONTEMPT-LT, TOODEE2로 구성된

가. APR1400 신 설계개념 검증실험 및 후속 APR+, iPOWER 개발 지원 연구

WREM(Water Reactor Evaluation Model) 체계를 근간으로 냉각재상실사고 및

연구소는 APR1400에 새로 도입한 설계개념들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적으로 평가·검증하기 위해 ①원자로용기

비상노심냉각현상 평가용 전산코드체계를 구축해 원자로계통의 대형냉각재상실사

직접주입방식 채택에 따른 안전주입계통 성능실험, ②안전주입 유량조절기구 성능실험, ③안전 감압 분사기 성능

고 시의 열수력적 과도현상을 분석·평가했다. 또한 공동설계 또는 기술전수를 통

실험, ④제어봉 구동장치 성능시험 등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설계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해 캐나다 AECL, 독일 KWU(Kraftwerk Union Siemens), 미국 C-E로부터 안

비상노심냉각수의 원자로용기직접주입(DVI: Direct Vessel Injection)에 따른 열수력 현상, 즉 대형냉각재상실사

전성 분석기술 및 코드를 도입해 중수형 및 경수형 원전 안전성분석에 활용했다.

고(LBLOCA: Large Break LOCA), DVI 주입관파단사고, 붕산희석사고 현상 등을 규명하고, 안전성영향 평가
실험을 수행했다. DVI로 주입된 비상노심냉각수 효과의 실증적 파악을 위해 원자로용기 하향유로(down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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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안전주입수 액막 퍼짐 현상, 하향유로 중부의 안전주입수 직접우회 및 sweep-out 현상, 하향유로 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1992년∼1997년)에는 열유동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고

등(downcomer boiling) 현상 등을 실험·평가했다. 특히 원자로용기 하향유로를 1/5 규모로 축소 모의한 대

온·고압 열전달 실험장치 원자로냉각재계통(RCS: Reactor Coolant System) 루

형 물-증기 실험장치 MIDAS와 하향유로를 실규모 2차원 판형으로 모의한 비등실험장치(DOBO: DOwncomer

프와 고압증기방출·응축실험장치(B&C: Boiling and Condensation) 루프를 제

BOiling)를 주로 사용했다. 다차원 현상 이해에는 하향유로현상가시화장치(DIVA: Downcomer Injection

작·건설했다. RCS 루프는 노심 열전달 실험 및 미국 WH의 AP600 피동잔열제거

Visualization and Analysis)를 사용했다. 특히 MIDAS(Multi-dimensional Investigation in Downcomer

계통 실험을 위해 설치됐으나, 국내 노형전략을 고려해 임계열유속(CHF: Critical

Annulus Simulation)는 하향유로 다차원 현상 규명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고정밀 측정설비이며, 독창적

Heat Flux) 등 노심 열수력 실험에 주로 사용했다. B&C 루프는 수증기-물 직접

척도해석 방법론을 개발·적용하는 등 열수력 안전연구 수준을 단기간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했다.

접촉응축(direct contact condensation) 현상과 APR1400의 증기분사기(steam

안전주입 유량조절기(FD: Fluidic Device)는 안전주입탱크 하부에 설치해 운전원의 개입이나 외부 동력 없이도

sparger) 연구 등에 활용했다.

안전주입 유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새로운 피동 설계개념이다. 연구소는 SIT와 FD를 실제 크기, 실제 운전

해석기술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1차원 계통안전해

조건에서 모의하는 시험장치 VAPER(Valve Performance Evaluation Rig)를 설치해 유량조절기의 성능을 검증

석코드인 RELAP5와 CATHARE를 도입했다. RELAP5를 이용해 가압경수로 최

하고 최적화했다.

적안전성 분석을 수행해 CATHARE 분석 결과와도 비교·검증했다. 이 코드들을

원자로건물 재장전수탱크(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내 안전감압분사기 성능

참조해 비냉각재상실사고(Non-LOCA) 분석용 TASS(Transient And Setpoint

평가를 위해 증기분사기 작동 관련 공기 방출시의 공기방울 거동 및 하중 특성, 진공분쇄기(vacuum breaker) 성

Simulation) 코드를 개발했으며, 냉각재상실사고 최적분석코드 RELAP5/MOD3/

능 평가, 증기 방출 및 응축에 따른 하중 특성 평가와 수조 내부 열혼합 특성 평가 등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했

K 및 냉각재상실사고 최적평가방법론을 RELAP5/MOD3.1 코드를 근간으로 독자

다. 이들 실험은 B&C 장치에 실규모의 증기분사기를 장착해 원자로의 실제 운전 온도·압력 조건하에서 수행했다.

개발해 산업체에 이전했다.

제어봉구동장치(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에 대한 작동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

1997년부터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개별효과실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최적 다차

온·고압 시험장치를 구축해, CEDM 모터의 전력계통 및 냉각계통의 작동성능, CEDM의 낙하 성능 및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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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평가했다.

자연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안전주입장치(HSIT: Hybrid Safety Injection Tank)의 설계

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핵심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검증을 위한 개별효과 실험을 완료했고, 이를 ATLAS에 부착해 검증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원상실사

Pump)용 시험설비를 구축해 국산 RCP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정부과제를 2007년

고 시 수냉 및 공냉 방식을 혼합해 운전원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혼합형 SBO 대응 피동잔열제

8월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과제 수행 초기에

거냉각계통을 개발해 성능을 검증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주)와 RCP 시험설비의 상세설계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현

혁신적 안전경수로(iPOWER)의 핵심안전계통인 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대엔지니어링(주)이 용역 업무와 관련해 시험설비의 주배관의 설계과정에서 설계오

System)의 성능 검증을 위한 대형 실험시설을 구축해 개별효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는 국내에서

류를 범해 주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작업이 필요해졌다. 연구소는 현

개발한 고유 원자로건물해석 코드인 PCCS의 설계 최적화 및 이의 PCCS 모델 개선에 직접 활용할 예정이다.

대엔지니어링(주)에 주배관 보강작업을 위한 추가 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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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엔지니어링(주)과의 분쟁은 2012년 1월에 현대엔지니어링(주)에 실시설계

나.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설 ATLAS 구축 및 운영

계약 위반을 통보하는 공문발송으로부터 시작해 2014년 3월의 대한상사 중재원의

연구소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대표 원전인 APR1400

5차 최종 중재심리를 거쳐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음으로서 종료됐

과 OPR1000의 열수력 현상 종합모의용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

다. 약 1년 2개월의 분쟁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설계오류의 책임을 밝혀 어

설 ATLAS의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05년까지 장치를 구축하고

느 정도 배상받았다.

2006년 시운전 후 본격적으로 ATLAS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활용

연구소는 2007년부터 착수된 NUTECH-2015 개발계획에 참여해 APR+와

한 실험연구는 단계적으로 수행했는데 1단계(2007년∼2011년)에는

APR1400형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검증실험을 착수했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수행했다. 2007년에는 당

다. 또한 원자력산업계와 더불어 국제 원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시 국내에서 진행 중인 APR1400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냉각

경수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PR+의 신 안전계통 개발 및 성능검증 연구

재상실사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08년에는 DVI관 파

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APR+의 전원상실사고와 같은 극한 사고에서도 원자로를

단사고 실험을 수행했다. 2009년에 소형냉각재상실사고(SBLOCA: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전계통인 피동보조급수계통(PAFS: Passive

Small Break LOCA)를 모의했으며, 저온관 파단, 증기발생기 세관

Auxiliary Feedwater System), 원자로용기직접주입 효율을 향상시킨 DVI+, 안전

파단, 원자로용기 상부 헤더 및 하부 플레넘 파단사고에 대한 열수

주입탱크 내부의 피동형 유량조절기의 가동시간을 늘린 FD+에 대한 신 설계개념을

력 종합효과실험을 수행했다. 2010년에는 Non-LOCA에 대한 종합

개발하고 검증실험을 수행했으며, 변경된 APR+ 노심에 대한 원자로노심유동분포

효과실험을 수행했으며, 주급수관파단사고를 중점적으로 모의했고,

실험을 수행해 APR+의 열적여유도 향상 기반 데이터를 제공했다. 특히, DVI+와

2011연도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모의해 대표적 설계기준사고에

PAFS의 설계최적화와 운전 및 냉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성공적으로

대한 코드 검증용 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수행해 APR+ 원전의 표준설계인가 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에도, APR+ 표준

또한 2009년에는 ATLAS를 이용한 OECD NEA 국제표준문제평

설계보완 사항 및 NRC 설계인증(DC: Design Certification)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

가(ISP: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프로그램을 유치했다.

한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APR+ 설계 추가검증자료 생산을 위한 실험을 계속

ISP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 현상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서로 다

수행하고 있다.

른 컴퓨터코드들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는 국제협력프로그램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정전(SBO) 시 초고압의 원자로에 비상노심냉각수를

연구소는 2008년 12월 OECD/CSNI 본회의에서 ATLAS를 이용한

ATLAS 전경

ATLAS 기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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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DVI관 파단 모의실험’을 ISP-50으로 승인을 받고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국들이, 나머지 50 %를 국내에서 부담했다. OECD-ATLAS 프로젝트는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총 8종의 열수

국제공동연구를 주관했다. 이 실험은 신형 경수로 APR1400에서 비상노심냉각수

력종합효과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4월에 종료됐다. 이후 연구소는 다중고장사고를 주된 연구대상으

를 원자로용기에 직접 주입하는 노즐이 파단되는 사고를 모의한 세계 최초의 실험

로 하는 제2차 OECD-ATLAS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2017년 10월부터 3년 기간에 총 연구비 3백만 유

이다. ISP-50은 연구소가 ATLAS를 이용해서 실제 사고를 모의하는 실험을 수행

로로 지속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1차 OECD-ATLAS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해외 기

한 뒤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체코,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미국,

관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체코, 스웨덴 등 11개국 14기관 연구진이 각국의 안전해석코드 계산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상호 평가·검증·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ISP-50에서는 현
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해석코드(8종)가 평가 프로그램에

SMART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개별효과실험과

사용돼 ATLAS가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ATLAS 실험장치 및 실

종합효과실험들을 수행했다. SMART-P를 기준으로 높이

험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1차원 안전해석코드가 실험에서 관

비 1/1, 면적비 1/96, 체적비 1/96로 종합실험장치(VISTA:

찰된 다차원 현상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안전해석

experimental Verification Integral Simulation of

코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외에 연구소는 2년여 동안의 프로그램

Transients and Accidents)를 구축해, 실제 압력 및 온

추진 기간 동안 실험수행, 결과분석,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신뢰성 있는

도 조건에서 출력 변동에 따른 1, 2차 계통의 열수력 동특

추진 능력을 보임으로써 연구소의 원전안전연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성 및 성능, 자연순환 과도운전, 냉각재펌프 회전속도 변화

또한 연구소는 2009년부터 ISP와 유사한 국내협력프로그램 ATLAS-DSP를 추진

에 따른 운전특성, 피동 잔열제거계통 운전특성 등을 실험

해 안전해석기술의 확산·고도화에 기여했다. 각 프로그램은 ATLAS 실험데이터를

했다. 연구소가 개발한 중소형 원전인 SMART의 성능검증

대상으로 국내 산·학·연구계에 소속된 17∼20여 기관들이 2∼3년 동안 안전해석

및 피동안전계통의 설계검증을 위한 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

코드의 물리모델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코드의 사

치(SMART-ITL) FESTA를 구축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이

용자효과를 최소화하는 지침을 제시해 국내 안전해석 기반을 크게 확장하는 데 기

하 사우디)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원전수출을 위한 다양한 검

여했다.

증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

연구소는 ATLAS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연구를 착수했다. 2

지 소형 종합효과실험장치 VISTA-ITL과 개별효과실험장

단계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열수

치 SCOP(SMART COflow and Pressure Test Facility),

력종합효과실험을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연구소의 ISP-50 국제표준문제의

142

다. SMART 열수력종합효과시설 VISTA 및 SMART-ITL(FESTA) 구축 및 운영

VISTA 실험장치

SWAT(SMART ECC Water Asymmetric Two-phase

성공적 운영 이후 높아진 ATLAS의 가치와 OECD/NEA 회원국들의 ATLAS에 대

choking test facility), FTHEL(Freon Thermal Hydraulic Experimental Loop)을 구축해 SMART 표준설계승

한 관심과 부합돼 OECD/NEA 국제공동연구(OECD-ATLAS 프로젝트)를 2014년

인(SDA: Standard Design Approval, 2009~2011)을 위한 종합 성능 및 안전성 검증 실험과 국소 열수력현상(원

부터 3년 기간으로 유치했다. OECD-ATLAS 프로젝트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

자로 유동분포, 안전주입수 성능, 임계열유속) 실증시험을 완료해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2009년부터 2012년

국을 포함하여 총 16개국 2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한국원자

까지는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SMART-ITL을 구축해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어 2016년까지 SMART-

력안전기술원, 한수원중앙연구원(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전연료(주)가 상호

ITL에 신규로 도입되는 피동안전계통을 장착해 SBLOCA 등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결성해 참여했다. 총 사업비 2백 5십만 유로 중에서 50 %를 NEA 회원

2015년 11월부터 3년 기간으로 SMART 건설전 설계사업(PPE: Pre-Project Engineering)을 수행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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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SMART-ITL을 활용한 SMART 안전 관련 시험, 피

핵연료 냉각성능, ⑤봉 다발 다차원 난류 및 기포 거동 등 기초 열수력실험을 수행했다.

동안전계통 시험, 계통성능 시험 및 유지·보수시험 등을 수행

연구소는 핵심 노심 열수력 현상 실험과 관련 RCS 열수력 실험장치, 고열유속 실험장치 및 프레온 열수력 실험

해 SMART 유체계통의 설계 검증 및 안전해석 코드의 성능검증

장치 등을 구축해 임계열유속(CHF), 임계열유속 이후(post-CHF) 열전달, 냉각재상실사고 시의 재관수(reflood)

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SMART가 사우디에 수출되어 세계 최

열전달 등 냉각성능실험을 수행했다. 또한 노심 열수력 안전현안문제 해결, 안전성 향상,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

초로 건설되는 경우 건설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체계통

의 검증·개선 및 핵연료집합체 개발에 필요한 실험자료를 생산했다. 특히 일본 핵연료회사인 원자연료공업(주)

설계, 안전해석, 중대사고 및 리스크 평가 분야에서 다양한 인

(NFI: Nuclear Fuel Industries, LTD)로부터 2006년에 임계열유속 실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허가 현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

2002년부터 유동유발진동(FIV: Flow-Induced Vibration)에 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증기발생기전열관을 이

한 다양한 열수력 종합효과시험 역시 필요할 것이다. SMART-

용한 물-증기 실험을 수행해 증기발생기전열관 건전성 향상 자료들을 생산했다.

PPE 사업 종료 이후에는 국내 규제기관에 SMART 표준설계

기체-액체 2상 유동에서 계면면적수송(interfacial area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SMART PPE 사업

transport) 모델을 개발했으며, 국소 유동 현상의 상세 계측을

과정에서 작성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Preliminary

위한 5-센서(sensor) 기포계측기를 개발·적용하고, 산업체에

Safety Analysis Report)와 현지 부지정보를 바탕으로 사우디

기술을 이전했다. 또한 ATLAS 냉각재 배관에서의 단상 및 2

규제기관에 건설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 유량 측정을 위해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를 개발·적용했다.

FESTA 기기 구성

이 유량계는 정부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상용화했다.
라. 원형 규모 대형 원자로냉각재펌프 성능검증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APR1400 원전용 RCP의 종

RCP 실험 루프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007년부터는 고정밀 열수력해석코드의 국소 비등현상 예측
수조 비등 실험 장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소 비등 물리모델을 개발하

합성능을 실제와 동일한 열수력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대형

기 위한 고정밀 실험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광학섬유센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산화에 성공

서 및 전반사 기법을 활용해 국소 기포율, 속도, 크기, 표면적 등 원천 물리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

한 APR1400 RCP에 대한 500시간 성능검증시험과 신한울 1, 2

다. 가열벽면기포 거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첨단 측정기법을 개발해 저압·고압조건에서 가열면 근방 국소 비등

호기에 장착될 RCP 8대에 대한 50시간 생산시험을 성공적으

구조 정밀 가시화 실험 및 가압 대체유체 비등유동 동적 거동을 상세히 측정했다. 가압조건 국소비등현상 및 임계

로 완료해 RCP의 열수력 성능과 기계적 안정성 및 내구성을 실

열유속 메커니즘의 종합규명과 핵심 비등현상 기구학적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은 비등 현상에 대한 다중

증했다. 2017년에는 장기 발전소정전(Extended SBO) 시 국

스케일 해석기술 선진화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 APR1400 RCP 축밀봉체(Seal Assembly)에 대한 기밀성능

2012년부터는 차세대원자로에서 채택예정인 고유안전계통에서 유발되는 현상에 대한 안전성분석능력을 향상시

검증시험을 완료해 축밀봉체의 국산화에 기여했다. 2018년부터는 신고리 5, 6호기

키기 위한 국소 거동 예측모델의 개선으로 고정밀 실험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는 상세측정을 통한 핵심 열수력

RCP에 대한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요소현상의 이해 증진이 필수적이다. 국내 원전 고유안전계통의 열수력 핵심 요소현상으로 피동보조급수계통의
이차측 냉각수조 내부 비등기인 자연대류현상, 열교환기튜브 내에서의 응축현상, DVI 채택에 따른 하향유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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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열수력 실험

안전주입수 동적거동, 피동충수계통의 상세 유동현상 등을 고정밀도로 계측해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

연구소는 APR 관련 열수력 실험 외에 ①핵심 노심 열수력현상 실험, ②증기발생기

과정에서 고유한 계측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용 계측기술의 적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해당 실험데이터를 토

전열관 유동유발진동 실험, ③2상 유동 상세 규명 및 고정밀 측정기술 연구, ④변형

대로 현상에 기반을 둔 운동량이나 에너지 평형관계식을 이용해 곡면발열표면에서의 기포이탈크기, 열교환기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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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Yea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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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내측 열전달 그리고, 액막에서의 마찰에 대한 고유 기구학적 물리모델을 개발했

계를 완료했다. 다물리분야가 연계된 실증실험을 통해 통합안전해석기술의 기반 확보는 원전의 중대사고 진입을

다. 비등현상은 원자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열전달현상 및 열적여유도 평가를 위

방지하는 필수안전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LOCA, 주증기관파단사고, 잔열제거기능상실사고

한 핵심현상으로, 기존의 경험적 상관식에 기초한 모델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

등 원전의 사고 시 봉 다발 형상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2상 유동 현상 및 난류 특성을 규명해 원자로 3차원

해, 상세 비등구조 및 동적거동 현상을 잘 반영한 기구학적 물리적 모델을 개발했

정밀해석코드의 평가·검증 및 모델 개선을 위한 봉 다발 다차원 유동가시화실험장치 PRIUS를 구축해 실험을 수

다.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실제 안전현안에 근접한 고열유속 조건에서의 벽면비

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 광학계측기법 PIV-MIR 기술을 적용해 다차원 유동조건에서의 난류 분산항, 난류 마찰항

등 메커니즘 및 이상 유동 구조를 고해상도 가시화기법을 통해 측정하고, 고유한 벽

그리고 열혼합특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PRIUS 실험장치를 이용한 봉다발 연구는 프랑스 CEA에서 운

면 비등기포 크기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노심의 다차원 난류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영하는 METERO-S 시험시설과의 연구협력 및 실험 DB 공유를 통해 모델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해석방법을 정립하고, 기본 봉 다발조건에서 실험DB를 구축했다. 봉 다발 연구는

렇게 개발한 물리모델은 3차원 기기스케일 안전해석코드에 접목돼 다차원 정밀 안전해석코드개발에 기여할 것으

차기단계인 2018년 현재 심화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실험 DB와 고유

로 전망한다.

기구학적 물리모델은 원자로 열수력 안전현안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해
석코드의 고유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코드의 선진화 및 고유성을 증진시켰다.

PRIUS 실험장치

국제적으로 LOCA, 반응도기인사고(RIA: 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등

안전해석 기술개발 활동을 전개해 ①최

핵연료 인허가 및 안전기준이 연소도를 고려하고 설계확장조건(DEC: Design

적 통합안전해석코드 MARS, ②원자로

Extension Condition)에 적용 가능하도록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2년부

최적 과도분석기 ViSA, ③교육용 시뮬레

터 이러한 원전 사고조건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 안전여유도를 규명하기 위

이터, ④최적안전해석코드 SPACE, ⑤불

해 여러 분야를 연계한 핵연료-열수력 LOCA 안전성실증실험 및 통합안전해석코

활실도 정량화 도구 PAPIRUS, ⑥기기안

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가상사고 발생 시 중·고압조건에서 핵연료 노심

전해석코드 CUPID를 개발했다.

이 파손되어 재배치되고, 피복관이 변형됐을 때 냉각성능을 고찰하기 위한 원천 실

MARS는 지난 1980년대 초 도입·활용

험을 수행해 안전해석코드의 예측성능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한 미국 NRC의 RELAP5와 COBRA-TF

최근에는 핵연료 구조변형과 열수력
현상이 연계된 다물리실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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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 해석 기술 개발

코드를 토대로 국내 고유기술로 개발한
코드개발 로드맵

다차원 범용 열수력계통분석코드이다.

기 위한 LOCA 실험장치를 설계하

코드간의 DLL(Dynamic Linked Library) 연계기법을 독자 개발해 3차원 노심동특성코드(MASTER), 격납용기

고, 피복관의 실시간 변형률, 고온

코드(CONTAIN, CONTEMPT), 중대사고코드(MIDAS), 부수로코드(COBRA) 등과의 통합·연계계산을 가능하

온도를 측정하는 첨단계측기술 개발

게 했다. 신형원자로에 응용하기 위해 경수, 중수, 헬륨, 이산화탄소, 수소 등 다양한 유체 물성치를 사용할 수 있

에 성공했다. RIA 조건을 모의하기

도록 하고, 원자로형에 따른 특수 모델들을 개발했다. 이 코드는 가압경수로뿐만 아니라 가압중수로, 고온가스로,

위해 최소 10 ms의 고출력 펄스폭을

일체형원자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MARS 코드는 사용자 그룹을 통해 배포해 국내 20여 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

갖는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저압조

하고 있으며, 2007년 KINS로 이관하고 규제코드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건에서 풀비등, 고압조건에서 강제

최적계통분석코드 RETRAN 및 MARS를 비전문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ViSA(Visual System Analyzer)

비등을 모의할 수 있는 실험장치 설

를 개발하고,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ViSA는 드랙 앤 드롭(drag-and-drop)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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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모의(mimic) 설계, 대화식 운전모의 기능을 이용한 온라인 과도현상 모의,

요기기의 단상 및 2상 유동거동을 고해상도, 고정밀도로 예측할 수 있는 기기코드(CUPID)를 개발해왔다. 기기코

원자로 내부 주요현상 가시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ViSA는 원전 현장의 과도

드는 계통해석과 CFD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해석도구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계통을 구성하는 핵심주요기기(노심,

해석 도구로 사용되는 한편,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안전과정 보수교육의 정규교재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건물)들을 고해상도로 해석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행 인허가체계에서 의

사용하고 있다. ViSA는 2004년 미국에 기술 수출을 한 데 이어 2007년에는 IAEA

존하는 1차원 계통해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3차원 CFD 해석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에도 제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다. 연구소는 원자력 기술 개발사업으로 2016년까지 CUPID 2.0을 개발했으며, 2017년부터 기기코드 CUPID와

원전의 가상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개해 실제 주제어실(MCR)과 동일한 정보를

노물리코드(DeCart), 계통코드(MARS)와의 연계계산이 가능한 수치기법을 개발해 다양한 실험결과를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원 훈련과 교육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터 기술은 인력양성 핵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PR1400 증기발생기 일차계통 모델을 개발해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2상 유동 거

심기술이다. 연구소는 공간과 비용 제약을 해소한 PC 기반의 소형 시뮬레이터를 개

동을 실제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CUPID-SG). 또한, CUPID 코드를 기반으로 원자로 다차원 안전해석에

발해 IAEA 등 국제기구에 제공했으며, 한울 1, 2 호기용 대형 시뮬레이터의 핵증기

적용하기 위한 2상 유동맵, 계면 및 벽면 물질전달모델을 개발하고 있다(CUPID-RV). 향후에는 CUPID 코드를

공급계통(NSSS) 모델을 개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공했다.

활용해 상용로를 대상으로 다차원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해외수출기술 제한 극복을 위해 한국 고유의 안전해석코드(SPACE) 개
발 국내 컨소시엄이 2007년에 결성됐다. 최신 수치기법을 활용해 코드개발, V&V

사. 소듐냉각고속로 열유체 설계 검증연구

검증, 인허가 과정을 거쳐 SPACE 코드는 2017년 코드자체와 LOCA 방법론에 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듐냉각 고속로 전산코드 및 원형로 열유체 설계검증을 위한 실험 DB를 구축하고 있다.

인허가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심 열유체 유동특성을 검증했다. 37봉과 61봉의 두 가지 시험집합체를 설
이후 핵연료 연소도를 고려한 안전

계·제작했고, 고유 측정기법들을 개발했다. 시험집합체 압력강하시험, 등속채취기법을 통한 부수로별 유량측정

해석 수행을 위해 핵연료성능분석

시험, 와이어메쉬 센서를 이용한 부수로 유동혼합시험, 광학 LIF 기법을 이용한 유동혼합시험을 수행했고, 각각

분야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 실험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향후 노심 열유체설계 인허가신청에 대비해 부수로 유동특성 시험 DB를

RIA 해석을 위해 노심 동특성 분야

수립했다. 확보한 실험자료는 노심 열유체 설계코드 SLTHEN의 마찰계수, 혼합계수 상관식 평가 시 중요하게 활

와의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용했다.

불확실도 정량화 분야에서는 최적

2015년부터는 원형로 시스템의 유체설계검증을 위해 원자로 유동

안전해석-불확실도(BEPU: Best-

분포시험 및 IHX 유동특성시험 DB 구축과 IHX입구 가스 혼합특

Estimate Plus Uncertainty) 해석

성을 시험했다. 원자로 유동분포를 정량화하기 위해 원형로를 길

기법 정량화 플랫폼(PAPIRUS)을

이비 1/5로 축소하고, 형상을 보존하며, 오일러수를 보존한 시험장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갖춰 개발했다.

치(PRESCO)를 구축했다. 핵심기기인 노심/IHX 모의 장치는 특

PAPIRUS는 민감도분석, 선형성시험, 데이터어시밀레이션(Data Assimilation),

허생산을 통해 고유성을 입증했다. 고유하게 구축한 검·교정 시

서로게이트(Surrogate)모델 개발, 불확실도 전파, FFTBM(Fast

Fourier

험루프인 CALIP에서 각각의 모의 장치를 정밀교정했고, 336개의

Transform Based Method) 기법을 적용한 안전해석코드 정확도평가 등의 기능을

도입관을 유동교란없이 용기 외부로 인출하는 설계를 성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구현했다. 예비해석을 통해 시험장치 설계타당성검증, 계측기사양

2007년부터 MARS-KS, SPACE와 같은 1차원 계통해석코드와 병행해 원자로 주

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PHTS 펌프 Y-정션 형상설계 개선점을 도출해 원형로 설계개선에 기여했다. 2018년

PAPIRUS의 기능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PR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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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축한 시험DB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내부를 가시화한 고정밀 시험

전 중대사고평가에 활용했다. PHEB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한 ICARE 코드도 국내에 도입·활용하고 있

을 수행하고 있다.

다. 특히 MAAP 코드는 영광 3, 4호기, 울진 3, 4호기 등의 인허가를 위한 원전개별평가(IPE)에 사용됐으며,

IHX 쉘사이드의 압력강하를 정량화하기 위해 시험부는 원형로와 동일 수력직경 및

MELCOR 코드는 검증 계산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 제공했다.

레이놀즈수를 만족하는 동시에 유동면적비가 동일하도록 제작했고, 엄격한 QA와
정교한 계측기술로 불확실도가 최소화된 시험 DB를 구축했다. 또한 슬랩 형태의 시

2. 핵심 기술개발

험대가 가지는 하부유로 결과왜곡을 추가 정량화하기 위한 보완시험도 수행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1992년∼1996년)에는 용융물과 냉각수 반응, 고온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 및 격납건

본 시험 DB는 설계코드 SHXSA코드의 개선·검증에 활용했다.

물직접가열(DCH: Direct Containment Heating)에 관한 소규모 개별효과실험을 수행했다. 특히 DCH 실험의 경

이외에도 노심 리셉터클 성능시험을 위해 원형로와 동일한 규격 및 형상에서 작동

우 국내 원전의 원자로공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용융물 방출분율을 구했으며, 울진 1, 2호기에 대해서는 프랑스로

유체로 물을 사용하며 Re수를 일치시키는 개념의 장치를 설계했다. 회전식 오리피

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IPSN과 공동연구프로그램 형태로 수행했다.

스 설계를 고유하게 개발·적용했고, 예비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단계(1997년∼2001년)에는 원자로 내부 및 격납건물 내부 현상에 대한 연구를 병행했다.

2018년 현재 원형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내 억류(IVR) 전략 도입에 따라 SONATA-IV(Simulation Of Naturally Arrested

있으며, 시험부의 경우 IHX 가스유입, 자유표면 액위, 높이별 유동분포를 가시화하

Thermal Attack In Vessel)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SONATA-IV 1단계 실험에서는 2,500 ℃의 Al2O3/Fe 테르밋

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투명 아크릴을 적용했다. 본 기본설계를 토대로 취득될 시험

(thermite) 용융물을 이용해 원자로용기와 노심용융물

DB는 원형로의 안전성과 운전여유도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간의 간극 형성 및 이를 통한 열제거 기구를 확인했으
며, 현상의 상세 규명을 위한 피막층 형성실험, 간극 비
등의 가시화실험 등 개별효과실험을 대형실험과 병행

1. 초기 연구

해 수행했고,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LILAC 코드를

초기연구는 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프랑스 IPSN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활용한 현상 분석연구를

는 APR1400의 중대사고 핵심 관리전략인 원자로용기

수행했다. 중대사고현상은 미국 TMI-2 사고

외벽 냉각(ERVC: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후 원자력 안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설계 지원연구를 수행했다. HERMES-HALF 장치 내

그 연구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용융 핵물질을 다뤄야 해 초기부터 원자력선

의 대형 물-공기 장치를 이용해서 외벽에서의 냉각재

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로 추진됐다. 연구소도 미국 NRC의 CSARP 중대

유동을 현실적으로 모의했다.

사고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프랑스 IPSN의 PHEBUS 국제공동연구, OECD/NEA

격납건물 건전성 관련 핵심 현상인 노심용융물-냉각수

의 RASPLAV 프로젝트 등에 1984년, 1992년, 1996년에 각각 참여했다.

반응에 의한 증기폭발현상실험, 수소연소 제어방안 연구,

이들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중대사고 해석코드로는 미국 NRC가 개발한

핵분열생성물 거동예측 분석체제 정립 등을 수행했다.

STCP, SCDAP/RELAP5, CONTAIN, MELCOR 코드 등과 함께 산업체 협력

노심 용융물-물간의 반응에 의한 증기폭발현상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MAAP 코드가 있다. 이 코드들은 MCAP(MELCOR Code

TROI(Test for Real cOrium Interaction with water)

제2절
원자로 중대사고
연구

Assessment Program)과 OECD의 ISP 등 국제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해 국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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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등) 실제 원자로

1990년대 국내 원전 건설인허가 사항으로 수행한 IPE를 토대로 중대사고대응전략을 개발했으며, 차세대원자로

물질 용융물을 사용한

APR1400 개발 설계요건인 중대사고 방지·완화 목적으로 상세분석을 수행해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했다.

TROI 실험을 수행해 실

또한 격납건물 내의 수소제어와 관련해 MAAP, CONTAIN 등 lumped-parameter 코드와 GASFLOW 등 CFD

제 핵연료 물질에서도 증

코드로 수소 분포를 분석해 수소 제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수소 연소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소염망을 개

기폭발이 발생할 수 있

발했다.

음을 확인했으며, 이 같
은 성과를 토대로 2007

3. 중대사고 대처설비 개발

년부터 TROI를 이용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한수원 등과 함께 추진한 APR+ 기술개발 과제와 2009부터

OECD/NEA 국제공동연

2014년까지 수행한 APR1400 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노심용융물을 원자로공동에서 안전하게

구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억류·냉각시키기 위한 코어캐처(core catcher) 개념 수립 및 그 실증실험을 수행했다. 코어캐처는 유럽사업자요

OECD/NEA 국제공동

건(EUR)에 따른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하나로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프로젝트 OECD-

코어캐처에 대한 기술 및 현황에 관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치동형냉각방식 코어캐처인 PECS(Passive

SERENA(Steam Explosion

Ex-vessel corium retaining and Cooling System) 개념을 확정하고, 본격적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PECS는 노

Resolution for Nuclear

심용융물이 재배치되었을 때 용융물 상부에는 물을 침수시키고 하

Application) 프로젝트

부에는 냉각유로를 둬 냉각하는 개념이다.

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2007년 7월 PECS 장치 표면에 도포한 희생물질과 원자로

2007년 10월부터 4년간 미

TROI 장치 및 주요 현상

용기파손으로 방출된 노심용융물과의 반응을 실증하기 위해

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 1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TROI와 함께 프랑스 CEA의

VESTA(Verification of Ex-vessel corium STAbilization) 실험

KROTOS 장치를 사용해서 증기폭발현상을 실험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

장치를 TROI 실험동에 설계·제작·구축했다. VESTA 실험장치

라 기술력의 선진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는 TROI 실험과 유사한 수냉도가니 기법으로 UO2, ZrO2, 철 등을

1990년대 후반 MAAP 코드를 토대로 중수형 CANDU 원전(월성 2∼4호기)의 중

혼합한 3,000 oK 정도의 고온 산화노심용융물을 최대 400 kg까지

대사고 현상 평가용 ISAAC-PHWR 코드를 개발했다. 특히 월성 2, 3, 4호기 PSA

생성할 수 있는 세계적 실험장치로 설계·제작됐다. VESTA 실험
VESTA 실험장치

를 위해 개발한 ISAAC코드는 월성 1호기 PSA 및 CANDU형 원전 중대사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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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이용해 노심용융물 낙하 제트와 희생물질과의 반응실험을

서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ISAAC 코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년 MAAP-ISAAC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피동안전 개념 도입 등 안전분야 개선이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금속용융물과 희생물질 간의 침식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치인 VESTA-S를 제작

많았던 차세대원자로 APR1400의 새로운 설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

했다. VESTA-S는 약 10 kg 미만의 소량의 SUS, Fe, Cr, Ni 등을 함유하는 용융물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사고분석용 다목적종합코드 MIDAS(Multi-purpose IntegrateD Assessment

구조재의 1차원 침식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했다. PECS 내 희생물질이 노심용융물과 반응해 노심용

code for Severe accident)는 MELCOR 코드를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이

융물의 초기온도 감소, 용융물의 고화온도와 점도 감소를 통한 퍼짐 성능 향상, 핵분열생성물 제어, 수소 생성량

용해 모델을 보완·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그래픽 출력기능을 보강했다.

및 발생률 감소, 노심용융물의 열부하와 열집중현상 감소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Fe2O3,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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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O, CaO로 구성된 복합물질로 설계했으나 수차례의 VESTA-S를 이용한 금속용

적으로 개발된 각 해석모듈은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Master 프로그램을 통해

융물과 희생물질의 반응 실험결과, 침식률 및 반응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희생물질

하나로 통합해 중대사고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의 조성을 바꿨다.

이 중 연구소는 CSPACE와 SIRIUS 모듈 개발을 주도했다. 핵연료봉의 초기 정상상태 모의를 위한 기본 노심

CE-PECS 실험장치

PECS의 최종목적은 원자로용

구성모델, 냉각재상실로 인한 노심용융물의 하부 공간 내 재배치거동모델, 재배치 과정의 용융물 풀 형성 모

기 파손으로 방출된 노심용융

델, 하부반구 내 용융물 거동 및 하부반구 건전성평가모델, 격납건물로의 용융물 및 냉각재 방출 등을 포함하는

물을 안정적으로 냉각하는 것

COMPASS 코드를 개발했다. 2상(액상 및 기상)-3유동장(연속 액체, 기체 및 액적) 지배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다. PECS의 냉각성능을 검

다차원 비평형 이상유동모델, 열전달모델, 원자로 동특성모델 및 재관수모델 등을 개발하고, 이를 RCS 내 열수력

증하기 위해 실규모의 CE-

과도현상분석용인 기존 SPACE 코드 및 COMPASS 코드와 연계해 CSPACE 코드를 개발했다. 또한 RCS 내 기체

PECS(Cooling Experiment

상태 혹은 에어로졸 상태의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방출과 RCS 내 각 격실로의 이동·응축·증발·흡착·충돌·

for PECS) 실험장치를 2013년

중력침강·확산 및 온도에 의한 벽면부착 현상에 의한 제거 등을 모사하고, RCS나 노심에서 방출돼 격납건물로

3월에 구축했다. PECS의 냉각

유입된 핵분열생성물 분포를 격납건물 각 노드에서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SIRIUS 코드도 개발했다.

유로 중 폭 0.3 m의 unit cell을 CE-PECS 실험장치가 모의하도록 냉각유로의 간

개발된 CINEMA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 원전의 LLOCA, SLOCA, TLOFW, SBO 사고의 중대사고 전개과정

격 및 형상, 지지대 등은 실제크기로, 하향유로의 형상 및 크기는 자연순환 유동을

을 성공적으로 모의하고, 그 성능을 MAAP5.03 코드 결과와 비교했다. 이렇게 개발된 CINEMA 코드를 검증·개

모의할 수 있도록 상사성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 CE-PECS 실험장치는 노심용융물

선해 SMART 원전의 인허가에 활용하기 위해 CINEMA-SMART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 의한 열부하를 전열기를 이용해 1 MW/m2까지 모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5
월까지 CE-PECS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냉각성능 최적화를 위한 설계개선 사

5.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응연구

항을 도출하고 인허가용 냉각성능 검증자료를 생산했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중대사고 시 격

이와 같은 VESTA, VESTA-S, CE-PECS 실험장치를 이용한 PECS 실증실험결과

납건물 내 수소거동 및 원자로용기 하반구 관통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

등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2017년 EU-APR1400 원전에 대한 EUR 설계인증을 취득

심이 커졌다. 연구소는 4단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11년∼2016년)의

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대한 해외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게 됐다.

일환으로 격납건물 내 수소거동 모의 및 대처방안 수립·검증을 위한
SPARC(SPray-Aerosol-Recombiner-Combustion) 장치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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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사고 해석 코드 국산화

말에 구축했다. 격납건물건전성평가 종합실험동(LIFE) 내에 2014년 구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중대사고 종합해석

축한 SPARC 실험용기는 THAI, MISTRA, PANDA 등 해외 실험장치

코드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과제를 한수원, (주)미래와도전과 함께 수행해 국산 중대

와 규모면에서 대등하게 설계했다. SPARC 실험용기는 15 기압, 180 ℃

사고종합해석코드 CINEMA(Code for INtegrated severe accidEnt Management

로 설계했으며, 벽면에 5개의 오일재킷을 설치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

Analysis)를 개발했다. CINEMA는 MELCOR, MAAP 등 해외 코드와 견줄 수 있

록 했다. 더불어 격납건물 내 기체조성을 모의하기 위해 증기, 질소, 공

는 코드로 정상 운전부터 원자로건물 파손까지의 중대사고 전 사고 과정을 모사·

기, 헬륨, 수소 공급장치를 설치했으며, 벽면온도, 기체온도, 습도, 압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다. CINEMA 코드는 노내현상해석(CSPACE), 노외

력, 수소농도, 산소농도, 유동가시화 등 150 여개의 측정장치를 구축했

현상해석(SACAP), 핵분열생성물거동해석(SIRIUS)의 세 모듈로 구성돼 있다. 독립

다. SPARC 실험장치를 이용해 격납건물 내 수소 성층화 현상을 헬륨으

SPARC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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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의해 가시화하고, 관련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격납건물 내 수소제어기(PAR)

행했다. 이를 통해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 개념의 개발·검증을 위한 ARIEL(Aerosol Removal and Iodine

작동에 따른 수소거동 현상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결과는 수소거동해석코드 개

ELimination) 실험시설을 구축했다. ARIEL 실험시설은 습식 스크러버 노즐, 습분 분리기, 금속필터, 분자체 등

발에 활용하고 있다.

을 장착한 여과배기용기와 공기·질소·증기발생기, 에어로졸 발생 및 계측기, 원소·유기 I2 발생 및 계측기 등

격납건물 내 수소현상 모의실험 관련 해석코드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있다. 격

으로 구성했다. 스위스 PSI와 견줄만한 세계적 규모의 ARIEL 실험시설을 이용해 열수력, 에어로졸, 원소·유

납건물 내 수소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상세해석 코드를 OpenFOAM 기반으로 개발

기 I2 제염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여과배기기기의 성능을 확인했다. 개발한 여과배기계통은 국내 사업자

해 기존 GASFLOW, COM3D와 같은 외산 코드를 대체하고자 했다.

에게 기술이전 했으며, 국내 OPR1000형 가압경수로 12호기에 설치하는 경쟁 입찰에 프랑스 AREVA를 제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 개발을 위해 구축한 VESTA 및 VESTA-S 실험시설을 이용

2018년 6월 수주에 성공해, 2020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관통관 실험장치 및 결과

해 APR1400 및 후쿠시마원전 원
자로용기 하반구 내 관통부 파손

고유 여과배기계통 여과성능목표
여과(제거)효율
제염계수
에어로졸
99.99% 이상 10,000 이상
원소요오드
99.9% 이상 1,000 이상
유기요오드
98% 이상
50 이상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자료를
Metal Fiber Filter
에어로졸 제거효율  99.98%

생산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
년에는 일본 IAE로부터 의뢰받

Droplet
Separator

은 후쿠시마원전의 ICM-GT(In-

Isolation Valve

Molecular Sieve

Core-Monitor Guide Tube)와
Containment
Building

CRGT(Control Rod Guide Tube)에

Scrubbing Nozzle &
Scrubbing Liquld
에어로졸 제거 효율  95%
원소요오드 제거효율  98%
유기요오드 제거효율 ~80%

대한 노심용융물 반응실험을 성공
적으로 수행했다. 원자로용기 관통
관 파손실험결과를 이용해 해석코드

원소요오드 제거효율  99.9%
유기요오드 제거효율  98%

Orifice

Isolation
Valve

Stack

Rupture
Disc

PENTAP+도 개발해 국산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CINEMA에 적용했다.

ARIEL 실험장치

국산 격납건물 여과배기 계통

6. 핵분열생성물 거동연구 시작
4단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11년∼2016년)부터 중대사고 시 핵분열생성물 거동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중대사고 시 핵분열생성물은 에어로졸
과 I2 기체가 주 연구 대상이다. 2016년까지 에어로졸의 기체 내 응집, 침강 등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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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연구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는 원전의 설
계·운전·보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1979년에 발생한 TMI-2 사고가 1975년에 수행된 세계 최초의 PSA인

동과 수조 내 제염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AEROS, PIAERO 코드 등을 개발했다.

WASH-1400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로 미리 예측된 것이 밝혀진 이후 미국을

또한 에어로졸 응집 및 침강에 관한 실험실 규모의 실험도 수행했다.

비롯한 세계 각국은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향상에 P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와도전 등과

고 있다. PSA는 노심손상 빈도를 결정하는 1단계 PSA, 노심손상 정도 및 격납건물 파손 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수행한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 개발을 통해 본격적 핵분열생성물 거동연구를 수

결정하는 2단계 PSA, 격납간물 파손 후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로 인한 주변 주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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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3단계 PSA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원전은 최소한 1, 2단계 PSA 모델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활

1980년대 후반 국내에 PSA를 도입한 이후 연구소는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PSA

용한 원전 안전성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기술을 자립해 국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개발 중인 원자로에 적용해 왔으며, PSA 핵

힘입어 2016년 10월에는 PSA 분야 국제 학술대회 중 가장 규

심기술인 PSA 분석 코드 등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국제적으로 선도해 국내 유관기

모가 큰 PSAM13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관에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 등 세계에 수출하며, IAEA에 제공해 IAEA 회원국들의

연구소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안전관련 계측제어(I&C) 분

활용을 촉진하는 등 PSA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보급하고

야 PSA와 영광 5, 6 호기의 정지저출력 PSA를 국내 최초로

있다.

수행하는 등 PSA 적용범위 확대와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원전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 쟁점들이 제기될 때마다 PSA 측면에서의 영향 평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국내 가동원전의 안전성 재확인과
PSAM13 개최(2016.10.7)

가 및 안전성 향상 대책의 도출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이 분야의 기술은 끊임없는 기

중대사고관리지침(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경주 지진 등 자

Guidance) 개발을 위한 가동원전 정지저출력 PSA를 포함한 모든 PSA 개선 연구를 한수원 용역사업으로 수행했

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쟁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다. 연구소는 한울부지의 OPR 원전에 대한 내부, 지진 및 침수 사건의 PSA 전면 개정연구를 수행했으며, 개선결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과를 타 호기 수행기관과 공유해 국내 가동원전의 PSA 품질을 높이고, PSA 모델 표준화에 기여했다.

또한 PSA 기술은 원자력산업뿐만 아니라 화학공장, 철도 등 타 산업분야에의 활용

이 외에도 제4세대 원전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PGSFR에 대해서도 설계단계부터 PSA를 수

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다양한 국가 기간시설의 종합 안전성 평가 및

행했으며, 이를 통해 PGSFR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다양한 설계안에 대해 안전성향상 효과를 평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해 최적설계방안 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2009년 12월 요르단에 수출한 바 있는 연구용원자로 JRTR(Jordan Research & Training Reactor)의 성공

1. 국내 원자로 PSA 수행

적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및 최종 PSA를 수행하여 이 연구로의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설계

연구소는 상용원전은 물론 연구용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제4세대 원전,

개선에 적용해 안전성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장에 건설 예정인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PSA를 수행 중

SMART 원자로 등 다양한 원자로에 대한 PSA도 수행하고 있다.

에 있다.

TMI-2 사고 이후 국내외 원자력 관련 기관은 원전 PSA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그 외에도 현재 사우디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SMART PPE(Pre-Project Engineering) 사업으로 설계하고 있는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초 PSA 기술 도입 및 연구 기간을 거쳐 1980년

SMART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PSA를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SMART에 도입된 피동안

대 후반기에는 국내 원전 설계기술 자립 기치 아래 개발한 한국표준형원전(OPR-

전계통의 신뢰도를 포함한 피동원전에 대한 전범위 PSA로 이를 통해 SMART 원전의 취약점을 파악·개선하기

1000)인 영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 설계 단계에서 1단계 및 2단계 전 출력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PSA를 수행했다. 당시 연구소는 전 출력 내부사건에 대한 1단계 및 2단계 PSA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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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전담했고, 울진 3, 4 호기 PSA 모델은 후속 OPR-1000 원전의 인허가용 PSA

2. PSA 기술 개발

의 기본 모델로 사용됐다.

PSA는 계속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최근에는 내·외부 사건은 물론 전 출력, 정지 저출력까지

CANDU형 원전인 월성 2, 3, 4 호기 PSA는 1990년대에 수행했으며, 이후 이 모델

포함하는 전 범위 PSA, 다수기 부지에 대한 PSA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쟁점을 다루기 위한 PSA 기술 개발이 요구

은 캐나다 AECL이 CANDU6 노형에 대한 PSA 수행 시 참조모델로 활용된 바 있다.

되고 있다. 연구소는 PSA 전산체계, 인간 신뢰도 분석, 디지털계측제어 PSA 등의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이와 같은 국내 PSA 기술의 발전 및 중대사고 정책 도입에 힘입어 현재 모든 국내

있으며, 부지 리스크, 사고관리, 리스크 안전목표 등 PSA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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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기술개발

(1) 신뢰도분석기술개발
1990년 초반 1단계 PSA 전산코드인 KIRAP(Korea Integrated Reliability
Assessment Program)을 자체 개발해 국내 원전 PSA 수행에 활용했으며,
1994년에는 KIRAP을 미국 EPRI(전력연구소)에 수출해 국내 기술력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았다.
연구소는 새로이 대두되는 안전 쟁점들을 취급하기 위해 모든 운전모드 및 모든
재해(all mode, all hazard)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
체계인 AIMS-PSA를 개발해 PSA 수행 및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개발한 PSA 정량화 코드인 FTREX는 2006년부터 미국 EPRI
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 코드는 2018년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
회와 미국 원전의 7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일본, 중국, 멕시코 등의 원전에서도 FTREX를 도입·사용하고 있다.
① KIRAP 작업 화면
② FTREX 성능 및 해외수출 현황

FTREX는 대형 PSA 모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HuREX 체계

도 이를 도입해 신뢰도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PSA 및 원전안전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인자 중 하나인 인적요인 분석을 위한 HRA와 관련해 1990년대에 국
내 표준 HRA 방법인 K-HRA를 개발했고, 국내 고유 인적수행도 DB OPERA(Operato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Analysis)를 구축했다. K-HRA 방법은 현재 모든 국내 원전 PSA의 HRA에 사용되고 있다. 이후
OPERA DB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로서 HuREX(Human Reliability data Extraction) 및 지원
시스템(HuREX-video 및 HuREX-data)을 개발했고, 고리, 한빛 및 새울 원전의 운전원 시뮬레이터 모의훈
련 자료와 불시정지 보고서를 분석해 국내 고유의 인적수행도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운전원 직무 복
잡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TACOM(Task Complexity) 척도 및 계산기를 개발했고, 해당 계산기는 국

➊

➋

내 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의 ‘절차서’ 분야 평가를 위한 도구로 2014년부터
계속 사용 중에 있다. 또한 비상운전절차서의 사고진단절차서 사용 중 파악된 운전원의 작업부담 및 오류 가

(2)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능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전력기술(주)에 사고진단절차서 개선안을 개발·제공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PSA에 필수적인 신뢰도데이터 분석시스템 KIND를 구축했

이는 현재 국내 모든 가동 중 원전에 적용하고 있다. OPERA DB 개발은 미국 NRC, 미국 INL, 스위스 PSI,

고, 이는 산업체의 국내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인 PRINS의 기반이 됐다.

노르웨이 IFE, 체코 UJV(국립원자력연구소), 프랑스 EdF 등 해외 유수 기관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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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정보활용 기술개발

Examination) 수행’을 충족하고자 미국 NUS 사로부터 NUCAP 코드를, EPRI로부터 MAAP 3.0B를 도입해 국

미국은 1995년 ‘PRA 정책성명’을 공표한 후, 규제제도를 ‘리스크정보활용/성능

내 최초로 2단계 PSA를 수행했다. 이후 1996년 제1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NUCAP 코드를 대체할 수 있

기반 규제(Risk-informed/Performance-based Regulation)’ 체제로 전환했

는 CONPAS 코드를 개발했고, 이후 국내의 2단계 PSA를 수행에 CONPA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1995년에 중

다. 이에 따라 PSA의 역할도 원전 규제 및 운전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방

수로인 월성 원전의 중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ISAAC 코드를 미국 FAI사의 도움을 받아 개발했으며, CONPAS

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리스크 정보를 국내 원전 규제

코드와 ISAAC 코드를 사용해 1997년 세계 최초로 중수로에 대한 2단계 PSA를 수행했다.

및 운영에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PSA 품질 향상, 규제검증용 PSA 모델 개발,
국내 원전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정보활용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다. 3단계 PSA 기술 개발

2000년대 들어 리스크정보활용에 필수적인 PSA 품질 평가 및 향상을 위한

3단계 PSA 분야는 1990년대부터 소규모로 3단계 PSA의 국내 원전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원자로

연구를 수행해, OPR1000 PSA 모델의 개선판인 PRiME 모델을 개발했다.

특성에 따른 차이, 기상 특성에 따른 영향, 인문·사회적 구성에 따른 특성 등을 연구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

PRiME 모델은 국내 규제기관이 리스크정보활용규제를 위해 준비 중인 규제검

내 기반 데이터 구축,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증용 PSA 모델(MPAS)의 기반이 됐다. 현재, APR1400 노형을 제외한 국내 모

국내 고유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3단계 PSA 코드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7년

든 노형의 규제검증용 모델을 구축했으며, 2018년에는 APR1400 노형에 대한

부터 국내 고유의 3단계 PSA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 코드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MACCS 코드를 대체하고 적

모델도 구축했다.

용기술 모델들을 현대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반모델인 대기확산모델의 경우 최신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

연구소는 리스크 모니터, 정비규정, 리스크정보활용 기술지침서 개선 등 다양한

고, 방사선 장기건강모델인 암 영향 모델의 경우 국내 통계데이터를 반영한 신형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리스크정보활용 시범적용연구를 통해 국내 리스크정보활용의 기술기반을 구축
했다.

3. PSA 현안 해결 기술 개발

또한 새로운 리스크정보활용 분야의 하나로 PSA 모델을 활용한 물리적방호 기

연구소는 2010년 경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관리 주요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원전에서 발생 가

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PSA 모델을 활용해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 의

능한 주요 PSA 시나리오별 중대사고 해석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최적 중대사고관리 의사결

도된 외부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핵심구역을 파악하는 VIP(Vital area

정 시스템’ SAMEX를 자체 개발했다. SAMEX의 주요 모듈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수원에 기술이전 했으며,

Identification Package) 코드를 개발했으며, 이를 IAEA 회원국이 사용할 수

IAEA, OECD/NEA, EC-JRC, 프랑스 EdF, 캐나다 CNSC 및 중국 CNPRI 등의 국외 기관들에도 소개해 해당

있도록 IAEA에 기증했다. 이후, VIP를 개선하여 VIPEX 코드를 개발했고, 이

기술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코드는 국내 원전의 물리적방호 규제 및 사이버보안 규제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가. 부지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

그 외에도 영광 3, 4호기 보조급수계통 설계개선과 안전감압계통 및 대체교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2012년부터 부지리스크 평가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며, 부지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본

발전기의 추가 설치에 대한 안전성향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영광 3, 4호

방법론 및 전산체계(AIMS-PSA/FTREX 개선, FTeMC/SiTER 개발)를 개발하고, 6기 원전 부지의 리스크 시범

기에의 이들 계통설치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했다. 2017년부터는 다수기 리스크 최적
평가에 필요한 호기 간 공통원인고장 분석, 다수기 사고의 동적특성 반영, 대형 고장수목 정량화 등 미해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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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PSA 기술 개발

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다수기 PSA 과제들에도 이들 기술

1991년 영광 3, 4호기 건설허가 승인 시 조건으로 부가된 ‘IPE(Indivisual Plant

력과 경험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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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한 자연재해 평가기술 개발

확립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풍에 의한 강풍과 홍수, 지진에 의한 댐의 붕괴 등과 같이 복합적 자연재해에 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사고관리 및 비상대응 주요 방향은 극한자연재해에

한 안전성평가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됐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소는 2012년부터 극한재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원전을 강진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내진성능 향상연구를 시작했다. 기존의 내진개념을 적용

해 사고관리통합대응체계(iROCS), 사고완화지침서(iEMG) 및 리스크 정보활용 중

해 APR1400의 설계지진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이 많아 보다 효율적 방법으로 면진기술을 적용하기

대사고 비상대응 최적화기술을 개발했다. 상기 iROCS/iEMG 체계는 2011년 9·11

위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원전인 APR1400을 기존의 설계지진보다 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면진장치

테러사건 후속조치로 개발된 미국의 광역재해사고완화지침서(EDMG)와 후쿠시마원

적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설계 코드 등을 우리 연구소를 비롯하여 산·학·연이 일체가 되어 개발한 바 있다.

전 사고 후속조치로 개발된 FLEX 체계를 보다 확장·개선한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해 월성원전 4기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를 수동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원전의 지진 안전성평가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이나 시

나 경주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되어 이를 계기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설물에 대한 연구를 소규모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자연

반기술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동특성과 원전 부지특성을 반영해 실제 우리

재해나 인적재해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일본에서 발생한 니가타지진으로 인해 일

나라 원전에 발생 가능한 지진을 평가하고,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에

본 가리와원전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계기가 돼 원전의 지진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

있다.

대되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경주지진 이후 산적한 산업체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전

으며.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산업체 및 규제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2017년 11

의 최후 방벽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중대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으며,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압력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함께 해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태풍이나 홍수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NUCA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이들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내압성능을 확률론

인식하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 확보와 체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확립했다.
이후 원전의 지진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기술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다.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평가기술 개발

시작돼 우리나라 지진재해도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 지진취약도 평가기

원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분야는 최근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계통의 PSA 및

술 및 지진리스크의 정량화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의 수행 과정에서 지진 리스크를 정

안전성 입증은 세계적 현안이다. 연구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 PSA 방법론 연구를 지속해 왔고, 특

량화 할 수 있는 PRASSE 코드를 개발했으며,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원전의

히 미국 NR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신뢰도평가 방법론에 대한 NUREG 보고서(NUREG/CR-7233:

지진 안전성뿐만 아니라 UAE 수출원전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도 활용했다.

Developing a Bayesian Belief. Network Model for Quantifying the Probability of Software Failure of a

원전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연구의 발단은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

Protection System)을 발간한 바 있다.

본 대지진에 이은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원전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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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라. 기타 현안 평가기술 개발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진, 쓰나미, 항공기 충돌 및 태풍 등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2016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강화된 리스크 안전목표 충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짐에 따라 연구소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시작됐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원전의 자연재해 및

에서는 리스크 최적평가를 위해 기존 PSA의 보수성을 저감하기 위한 1단계 및 2단계 PSA 최적 모델링 방법, 신

인적재해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립했으며, 특히 확률론적 쓰나미 리스크 평가기술을

뢰도데이터 최적평가방법, 리스크 안전목표 최적평가 전산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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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화재방호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강화된 규제요건과 향상된 화재방호기술

1984년부터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조사효과 연구, 조사취화 회복열처리 기초연구 등 원전 압력용기 재료 조사

이 도입됨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화재리스크 정량화 기술, 화재모델링 기술 및 전산프

취화 예측 및 평가기술 기반연구를 시작했다. 1996년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를 이용한 국

로그램 등을 포함한 화재리스크 평가 기반기술을 개선·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산 원자로용기강 소재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 시험 및 품질개량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표준형원전 배관에의

울이고 있으며, 리스크정보활용 및 성능기반 화재방호 요소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LBB 설계적용을 위해 고온 파괴저항특성 시험평가기술을 개선하고, 시험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1997년
부터 압력용기 건전성 관련 IAEA CRP 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기술의 선진화를 이루고,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해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했다.

1970년대 후반 핵연료 및 재료 관련부서가 핵

2001년 미국 NRC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1.190의 발효에 따라 감시시험에서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연료개발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응용역학연

중성자 조사량 결정방법을 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체감시자(ex-vessel dosimetry)라 불리는 노외중성자 선

구실, 기계배관공학연구실 등에서 재료건전성

량감시자를 개발해 원자로 외벽 보온단열재와 1차 생물학적 콘크리트 차폐체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감시시험 프로

연구를 일부 수행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동돼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가동전검사(PSI:

2002년부터 파괴인성 마스터커브법의 노후 원전 수명평가 적용 기술과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여기서 축적한 기술

Pre-Service Inspection), 가동중검사(ISI: In-Service Inspection) 등 비파괴검

과 데이터 및 국제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조사취화에 대한 안전 여유도를 입증함

사 업무가 당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79년 금속재료연구실(이후 원자로재료연

으로써 2007년 고리1호기의 10년간 계속운전 승인 획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구실)과 비파괴시험연구실을 신설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부식공학연구실을 신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국내 가동원전의 원자로용기 PTS(가압열충격) 안전성평가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

해 조사취화, 부식 및 비파괴시험 연구에 착수했다.

증함에 따라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 건전성 가시화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2017년까지 원자로용기 확률론적 파

원전의 안전성 핵심기기인 원자로압력용기, 배관, 증기발생기, 중수로압력관 등

괴역학 안전성평가 프로그램(PROFAS-RV)을 개발했다.

은 중성자조사, 부식 환경, 고온·고압, 기계적 하중의 상호연관 작용으로 경년열

조사취화 실험은 방사선으로 인해 취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사손상에 대한 전산모사 연구를 2002

화 현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시험평가, 감시진단, 수명예측, 재료개량의 종합적인

년부터 새로 착수했다. 조사손상기구의 기본 모델화, 중성자 조사손상량 평가, 조사결함 이동에 따른 미세구조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의 안전운영, 수명관리 및 수명연장에 필요한 재료안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07년부터는 원자 단위, 미세구조 단위, 소규모 재료 단위 등 본격적 다중축척

성 평가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들 기술들은 국내 원전의 재료현안 해결에 직접적으

(multi-scale)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결 연구를 진행했다.

로 기여했다. 2015년에 일반에 공개한 웹기반의 원자력재료종합정보시스템(MD-

2012년부터는 저합금강에서 분자동력학을 이용한 초기손상, 반응속도론을 이용한 결함성장 거동 그리고 전위동

Portal: http://md-portal.kaeri.re.kr)은 원자력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력학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 변화를 연구했다. 내부구조물 재료인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조사량에서

원전 기기·재료의 건전성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경화, 조사편석, 팽윤 등 다양한 조사손상 특성에 맞는 전산코드를 개발해 항복강도 변화량, 입계주변 성분원

제4절
원자력 재료
건전성 연구

소 분포 및 기포(void) 함량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1. 원자로 압력용기재료 조사취화 연구

2017년부터는 재료 미세구조 규모의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를 확대해 부품단위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모

1978년부터 원자력법에 따라 가동원전의 원자로용기재료 감시시험(surveillance

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실질적으로 규제 및 안전 연구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수로 압력관(Zr-2.5%Nb) 조

test)을 수행했다. 고리 1호기 1, 2차 감시시험은 미국 SwRI와 공동으로 수행하면

사손상을 고려한 수명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서 관련 시험·평가기술을 습득한 후 모든 감시시험을 국내 자체 인력 및 설비로 수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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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 및 수화학 연구

도금 원천기술을 사실상의 원자력설계분야 국제표준인 ASME Code CC/N-840에 등재했다. 3,000 m2 규모의 재

부식 및 수화학은 원전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로 국내 원전 가동과 동시에 연구에 착

료연구동을 신축해 명실상부한 원전재료건전성 종합특성시험센터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6년에는 원전 2

수해 1979년부터 기본연구를 통해 장비를 순차적으로 확충했으나 연구비 부족으로

차 측 배관의 유동부식거동을 실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사양의 배관감육 실증시험설비(FACTS)도 구축했다.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다.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부식, 복수기 전열관 부식 등에 대처하기 위해 1987년 부식
공학연구실을 신설해 핏팅부식(pitting)과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관한 기반연구를 수행해 고리 1, 2호기의 손상원인을 평가하고, 대책
을 제시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2단계에서는 고온·고압 응력부식시험장치와 부식피로 시
고온·고압수 응력부식균열 파괴시험설비 및 배관감육실증시험설비(FACTS)

험장치 설계·제작, 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 화학세정 최적공정 확립, 증기발생기
틈새 수질상태 평가·제어기술, 수질상태 및 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억제 가능성, 대체 아민 사용기술,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부식평가 및 수화학

국내 가동원전에서 피복관 크러드 및 증기발생기 슬러지에 의한 핵심기기의 재료 열화손상 및 성능저하 문제가 현

지침 개발, 증기발생기 부식손상 평가기술 개발, 실사용(archive) 전열관 재료 DB

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와 관련된 재료공학적, 수화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열관 표면

구축, 전열관 파열모델 개발 등을 수행했다. 2002년 원자력계 현안이던 울진 4호기

상태 개량, pH 개량, 용존수소농도 최적화를 통한 부식용출 저감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크러드 부착완화와 계통 방

전열관 파단 원인규명, 2003년 영광 5호기 열전달 완충판(thermal sleeve) 이탈 충

사선량을 동시에 완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관판에서의 전열관 덴팅 손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

격에 따른 원자로용기 흠집부 부식 실증시험 및 건전성평가 등을 통해 각 원전의 재

는 클래딩 신기술을 개발했다. 증기발생기 슬러지 저감을 위한 최적 아민 조건을 정립하고, 슬러지에 의한 손상

가동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가속효과 정량화 및 작용 기구를 규명했다. 고온고압 냉각수의 비등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

2007년부터는 Alloy 600 재료의 노즐관통부와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생하는 응

으며, 이를 활용해 크러드 및 슬러지 부착 완화기술 개발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력부식균열 현상과 관련하여, Alloy 600 모재/182 용접재와 함께 개량재료인 Alloy
690 모재/152 용접재에 대한 PWSCC 및 ODSCC 특성실험을 통해 재료손상기구와

3. 비파괴시험기술 개발

균열속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온도의 붕산분위기에서의 압력용기

1979년 고리 1호기 안전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시험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비파괴시험연

강 붕산부식 속도식을 도출했다. 한편 손상 전열관 보수용으로 SCC 저항성이 우수

구실’을 신설하고, 1982년 미국 SwRI 및 Zetec에서 연구원들을 훈련시켜 국내 원전 PSI 및 ISI 검사에 참여케 함

한 Ni 합금 최적도금공정과 증기발생기 2차 측 부식억제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축

으로써 기술자립을 추구했다. PSI 및 ISI 기술을 1980년대에 국산화해서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들에 이관했다.

적된 기술을 이용해 국내 가동원전의 재료부식으로 인한 다양한 열화 문제에 대한

1990년대에 비파괴검사·평가기술을 완전 자립해 수출단계까지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연구소는 유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한편 미국 NRC 주관의 PINC, ISG-TIP, OECD-NEA 주관

도초음파, 원격탐상 및 재료의 열화·손상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 비파괴평가 신기술의 개발에 집중했다.

의 CODAP, IAEA 주관의 CRP on FAC, EPRI 주관의 Alloy 690 MRP 등의 국제

168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가. 원전 비파괴검사

2013년에는 EPRI가 발주한 증기발생기 2차 측 부식억제제 개발 과제를 수주해 국

1985년 고리 4호기 PSI 이전까지는 SwRI 등 외국기관의 기술지원 하에 원전 배관 용접부 검사를 수행했으나, 이

내 원자력 재료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원자로 표면 피복재 보수용 Ni

후 기술을 자립해 결함평가 업무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1986년 이후 연구소는 모든 PS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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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 사업의 주계약자가 됐다.

력운행연구원(RINPO)과 비파괴검사·평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991년 2월 광동(廣東)원전 1, 2호기 PSI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미국 SwRI 및 Zetec의 지원 하에 수행해 오다가, 1984

에 2년간 참여했다. 또한 광동 원전 1, 2호기 ISI, 핀란드 Lovisa 원전 ISI(원자로 자동초음파검사), 미국 Calvert

년 와전류탐상법을 이용해 고리 4호기 PSI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검사기술 신뢰

Cliffs 및 Palo Verde 원전 ISI(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평가 기술)를 지원함으로써 1990년대에 원전 검사기술 수

도를 인정받아, 1985년부터 검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출국이 됐다.

1985년 이전에는 압력용기 검사를 SwRI의 검사장비 및 기술진에 의해 PSI 및 ISI
를 수행했으나, 1985년 SwRI로부터 검사 장비를 도입해 1987년부터 모든 검사과정

라. 증기발생기 손상 정밀진단 신기술 개발 및 원전 적용

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전 PSI 및 ISI 검사기술을 완전 자립했다.

원전 증기발생기의 건전성평가와 교체·보수 등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파괴검
사기술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은 결함의 정밀탐지 능력과 신호평가 및 해석 기술력의 향상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나.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

2002년부터 ①손상결함의 실제 상태를 정밀하게 모사하는 자연결함제조 기술, ②자연결함을 이용한 결함유형별

비파괴검사기술 국산화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강 용접부 검사 관련

최적 정밀진단 신기술, ③생성된 결함의 조기탐지 기술, ④정밀진단으로 규명된 손상원인에 대응한 손상제어기

초음파탐상법, 다중주파수검사법에 의한 잡음신호 제거기술, 자기포화방식에 의한

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적용에 필요한 ⑤HW/SW의 개발 등 종합적 기술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투과법 등을 연구했다. PSI 및 ISI 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해 각종 표준시험편 설계·

주요 연구 성과로서 국내 표준형원전의 증기발생기 마모손상 가속화 원인을 규명해 후속모델(APR1400)의 설계구

제작 기술, 초음파탐상용 탐촉자 성능평가·제작기술, 검사장비 검·교정 기술, 음

조 개선안을 적용했으며, 증기발생기 제작 시 폭발 확관에 의한 문제점을 최초로 규명해 확관 공정을 수압식으로

향방출법을 이용한 결함발생·성장의 온라인모니터링 기술 등을 연구했다. 또한 인

변경하는 데 기여했다. 세계 최초로 전열관 결함과 형상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D-Probe 검사 신기술을 개발해

공지능을 이용한 검사신호 자동평가기술(전문가시스템), 결함신호의 화상처리기술,

2011년 미국의 가동원전에 시범 적용해 우수한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국내 증기발생기 설치·교체 현

검사장비 자동화기술, 손상핵연료 검출기술 등을 개발했다.

안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의 혁신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2002년부터는 미세균열 진단을 위한 비선형초음파 검사기술, 보온재 비해체식 배
관검사를 위한 펄스와전류기술, 배관감육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고온초음파기술, 매
설배관검사를 위한 유도초음파기술 등 혁신적 비파괴검사 신기술과 이들과 관련한
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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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환경 연구
가. 환경방사선·능 감시
1963년부터 연구소는 과학기술처 주관의 전 국토 환경방사선·방사능 조사

다. 기술 이전 및 수출

를 실시했다. 환경안전연구실은 1977년 고리 원전 가동 후 이 업무를 부분적

1984년부터 수동검사 분야에 국내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들을 부분 참여시키고,

으로 수행하다가 1982년부터 총괄운영 업무를 담당했다. 1985년 원전주변환

1985년부터 와전류탐상 분야에 한전보수(주) 등을 참여시켜 검사업무를 지원했

경조사지침(과학기술처고시 제85-5호)이 고시됨에 따라 1986년부터 환경방사선·능을 연속 감시했으며, 감시 지

다. 특히 1986년 비파괴검사 전문업체 중 한국검사개발(주)과 삼영검사엔지니어

역도 월성, 영광 및 울진까지 확대했다. 이 업무는 1986년 4월 체르노빌원전 사고 후 1987년에 연구소 부설기관으

링(주)을 유망 중소기업체로 선정해 초음파탐상 및 와전류탐상 기술향상을 지원했

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센터가 담당했으며, 1990년에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했다.

고, 1997년에는 국내 원전 PSI 및 ISI 사업과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연구소창업기업

연구소 서울 공릉동 부지 TRIGA 연구로 주변 지역에 대한 일상적 환경감시 업무를 1988년까지 수행하다가 1988

인 (주)카이텍(현 유엠아이(주))에 이전했다. 국내 원전 PSI 및 ISI의 독자 수행을 통

년부터 체계적 감시체제를 갖추었다. 1995년 연구로 2호기 가동 중단 이후에도 축소 감시프로그램 하에 감시업무

해 축적한 검사기술, 검사평가 경험 및 고급 검사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중국 핵동

를 계속 수행해 폐로에 대비하고 2001년 해체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환경 감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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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부지에 대한 환경감시 업무는

튬, 감마동위원소 등의 방사성핵종을 분석했다.

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 가동 3년 전

대전 이전 당시 연구소는 대덕군에 위치했으나

부터 시작해 연구소의 대덕이전에

이후 대전광역시에 편입됐고, 2000년대에 연구

따라 본격화됐다. 대덕부지 내 원자

소 부근에 아파트가 건축되어 인구밀집지역으로

력이용시설로는 연구용원자로 하나

변화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로,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

커져 주민이해 증진, 불안감 해소 및 신뢰성 확보

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핵연료

를 위해 24시간 측정한 연구소 주변 환경방사선

가공연구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대

량률 자료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민이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덕부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환경감시는 과학기술처고시 제

최근에는 감사선감시기를 장착한 이동감시차량과 시료채취차량을 도입하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

85-5호(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조

으며, 대용량 환경시료의 방사능핵종 측정 자동화를 위하여 자동 시료 전처리장비를 개발해 인력 및 장비를 효율

사 지침)에 따라 수행했으나 이후 과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방사능핵종 분석을 위해 전처리방법을 최적화하여 국내·외 유관기관에 기술

학기술부고시 제96-31호(원자력 관

을 보급하고 있다.

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5호(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 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

(1)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연구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

1979년 TMI-2 사고 이후 사고 시 대기확산평가는 기존의 보수적 평가에서 복잡한 지형, 풍향, 풍속 등 실제

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로 관련 규정이 개정·강화됨

환경을 반영한 최적평가로 평가경향이 바뀌었다. 연구소는 1985년 대기확산모델 연구를 착수해서 1988년 실

에 따라 환경감시 체계를 이에 맞춰 확립했다.

시간 대기확산해석 전산모델을 수립했다.

2014년부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 부지 주

1994년부터 국내 원전의 복잡한 지형과 기상 상태를 고려한 3

변에 대한 환경감시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다. 하나로 반경 10 km 이내

차원 대기확산 및 피폭평가모델(FADAS: Following Accident

조사지점과 30 km 이내 비교지점에서 환경방사선 측정과 환경감시대상 시료의 방

Dose Assessment System)을 개발했다. FADAS는 바람장모

사성핵종을 분석했다. 대덕부지의 공간감마선량률은 환경방사선감시기(ERM)와 휴

델과 무작위 운동(random walk) 방법을 채택한 3차원 농도분

대용방사선계측기(Portable ERM)로, 집적선량은 열형광선량계(TLD)로 측정했다.

포 결정모델, 3차원 피폭선량평가모델로 구성돼 있다. FADAS

공간감마선량률은 24시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속측정하고 자료를 중앙통제소에서

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운영하고 있는 국가 방사능방재

분석·저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방사능 조사대상으로 공기 중 미립자, 공기

체제 CARE(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중 방사성요오드, 공기 중 수분, 낙진, 토양, 하천 토, 솔잎, 빗물, 지표수, 지하수,

Radiological Emergency) 시스템에 채택돼 방사성물질의 대

채소류(배추), 곡류(쌀), 육류 및 우유를 월별, 분기별 혹은 반기별, 수확기로 채취
했다. 이들 시료에 대해 전 알파방사능, 전 베타방사능, 우라늄, 삼중수소, 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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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내 방사성핵종 거동 연구

3차원 대기확산 및 피폭평가모델(FADAS)

기확산 및 피폭선량평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부터 FADAS 검증·개선을 위해 국내 원전부지에서 야외 추적자 확산실증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을 위

173

제1장 원자력안전·환경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해 연속식 자동 추적자포집기를 개발했으며, 고도 1.2 km까지 온도, 습도, 풍속

과를 그래픽, 통계분석 등으로 상호 평가했다. 연구소는 2006년에 국가코드 KR1, 모델코드 53을 할당받아

등 기상관측을 위한 SODAR(SOnic Detection And Range), airsonde, 이동식

ETEX(European Tracer EXperiment) 실험결과 모사시나리오에 참여해 일본의 WSPEEDI(World SPEEDI)

관측 장비 NOVA 시스템 등 필수장비를 구축했다. 영광(1996년), 울진(1997년)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및 월성(1998년) 원전부지, 연구소부지(1999년), 고리(2000년∼2001년) 원전부

특히 장거리대기확산모델 LADAS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시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이

지에 대한 추적자 실험을 실시했다. 추적자확산실험은 부지 내 기상탑 최고 고

동·확산을 평가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에 활용했다. 또한 2012년 IAEA 주관의

도(58 또는 67 m)에서 SF6 가스를 1∼2 시간 동안 방출하고, 50∼150개의 포집

MODARIA(Modelling and Data for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s)의 실무그룹 10에 참여해 일본의

기를 사용해서 풍하방향 3∼15 km 정도의 지점에서 공기를 포집해 농도분포를

WSPEEDI와 함께 해수면 침적량을 계산해 참가국에게 제공했다.

분석했다. 추적자 실험 시 주 풍향, 추적자 방출률 등의 주요변수 결정을 위해 부

2007년부터 원전 비상시나 도시 테러에 대비한 도시 방사선영향평가 모델 METRO-K를 개발해 실제 사고 시

지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와 SODAR, airsonde,

조건에 대해 장단기 비상대응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원전 사고 시 방사선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이동식 기상관측장비 NOVA 시스템, 부지 내 기상관측탑의 관측자료 등을 이용

있는 대응책들에 대한 피폭 저감효과, 비상대응 조치의 용이성,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분석했다. 적용연구

했다. 관측된 기상자료는 FADAS에 입력해 바람장 산출에 활용했다.

를 위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IAEA에서 권고하는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비용·편

국내·외 원전 사고에 대비하여 광역확산피폭해석모델인 LADAS(Lagrangian

익분석법에 근거해서 비상대응책 효과의 정량적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IAEA 주관 국제비교프로그램 EMRAS

Atmospheric Dose Assessment System)를 2000년부터 개발했다. LADAS

의 체르노빌원전 주변 방사능오염 시나리오 등의 평가에 참여해 우리 모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는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AtomCARE의 광역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지모델

2010년 월성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 사고 시의 대기확산인자 평가방법이 국내 현안으로 제기돼 우리 연구

FADAS와 입출력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확산해석 모듈은 입자추

소가 주도해 중수로 사고평가 방법을 분석·검토함으로써 국내 평가체계의 기반인 경수로 사고평가 방법과

적 random walk 방법을 이용했는데, Lagrangian 형태의 광역해석모델은 퍼

의 차이를 규명했다. 이에 따라 경수로와 중수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경·중수로 통합 사고결말평가코드

프(puff)형태와 입자형태의 수치기법을 이용했다. 입자형태모델에서는 입자의

ACCESS를 개발했다. 또한 USNRC에서 평가대상으로 규정한 최대피폭개인(maximim exposed individual)

수평운동을 난류에 의한 무작위 운동으로 가정하고 입자 위치를 kernel density

을 대상으로 국내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에 따른 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200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

분포로 규정했다.

권고(ICRP-103)에서 피폭평가대상을 대표인(representative person)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표인에 부합하는

장거리 대기확산모델 LADAS의 비교·검증에는 체르노빌원전 사고 자료에 근

정상운영 중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민선량평가코드 PRESS를 개발했다.

거한 광역모델 비교프로그램 ATMES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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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WF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LADAS와 연계할 수 있는 기상 전처리 모듈

(2) 방사성물질 해양확산 연구

과 수직 유속 분포자료 변환 모듈을 설계했다. 체르노빌원전 사고 시의 관측 값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영향 및 생태계 평가를 위해 해양확산모델 LORAS(Lagrangian Oceanic

과 LADAS의 예측 값을 비교하여 LADAS 결과와 ATMES에 참여한 20여개 모

Radiological Assessment System)를 개발했다. LORAS는 IAEA 방사선 환경방호 국제공동연구인

델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MODARIA에 참여해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우크라이나,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등의 모델과 비교

또한,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방사성물질 확산과

연구를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했고, 특히, 원자력시설의 사고 시 대기 침적 및 해양으로 직접 누출된 해양 내

피해예측을 위한 장거리 대기확산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ENSEMBLE 국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평가하는 국내 고유의 기술을 개발해 IAEA 국제공동연구의 평가 시나리오의 제안 및 연

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6년 22개국이 참여

구를 주도했다.

해 선정시나리오에 대한 계산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그 결

LORAS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이후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경로를 예측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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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 및 중국 원전의 가상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 황해

입력변수인 방사성핵종의 생물농축계수 및 토양-작물체 전이계수 설정 연구를 수행했다.

에의 방사성물질 확산도 예측에도 활용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평가 결과 대기

1988년부터 3년간 특정연구로 국내 주요 농작물인 벼, 보리, 콩,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에 대한 Mn-54,

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국민에 주는 영향을 평가해 정부의 초기 비상

Co-60, Zn-65, Sr-90 및 Cs-137의 전이계수 대표치를 결정해 한국형 섭취선량평가코드 KFOOD(Korean

대응행위 결정 및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기여했다. 이후 중기적 관점에서 해양

FOOD)와 ECOREA(ECOlogy koREA)를 개발했다. 1991년에는 동위원소실험용 온실을 준공해 생태계 내 방

으로 직접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해역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성물질 이행연구를 수행했다.

평가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국내·외 언론

1996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주식작물에 대한 혼합감마핵종 오염경로해석,

을 통하여 보도되어 국민적 이슈가 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지속적 누출로

H-3 및 요오드 오염경로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오염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한 해양 및 수산물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LORAS를 이용해 방사성물질의 장
고속 병렬형 클러스터

기 확산거동을 평가한 결과 후쿠시
마원전에서 해양으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2016년 초부터 우리나라 남
해를 통해 유입될 것이나, 그 농도는
해수 중 자연 상태 농도 이하 정도
로 그 양이 너무 적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측결과는 신

핵종 작물 오염경로 실험

문 보도를 통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물섭취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혼합감마핵종 오염경로해석 연구에서는 벼, 무, 배추를 대상으로 원전 주요 방출핵종인 Mn-54, Co-57, Sr-

막연한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개발된 대기 및 해양확산모델의 지원을 위

85, Ru-103, Cs-134로 작물체에 의한 핵종 차단계수, 수확 시 잔류율 및 가식부 전류계수 등과 같은 오염인

하여 고속 병렬형 계산 클러스터를 운영해 방사선 비상시 빠른 계산 및 평가가

자를 조사하고 작물체 오염경로를 해석했다. H-3 및 요오드 오염경로 해석 연구에서는 특별히 제작한 피폭상

가능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를 이용해 벼, 무, 배추에 대한 중수 및 요오드(기체)증기 피폭실험을 수행하고 피폭 직후 및 수확 시 작물체

독자적 대기·해양 확산 및 방사선환경방호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한 해양

부위별 H-3 및 요오드 농도를 조사했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각종 농작물의 오염인자를 통합해 작물-핵종 전

오염 평가기술은 해양오염 관련 경제적·외교적 분쟁 시 우리나라의 주장 근거

이계수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 RTRACK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이계수, 차단계수, 잔류율, 전류

로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계수의 정보가 핵종별, 작물별, 침적시기별로 정리돼 있다.
1999년부터 수행한 2단계 연구에서는 콩류에 대한 Mn-54, Co-57, Sr-85, Ru-103, Cs-134의 5개 핵종의

176

(3) 생태계 방사능 영향 평가

오염경로 파악을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콩류에 대한 삼중수소 오염 경로 분석을 위해 콩에 중수를 피폭시킨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에 즈음해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내 거동연구에 착수해

후 부위별 H-3 농도를 측정했다. 한편 배추에 대한 요오드 피폭실험을 수행하고, 영광, 울진, 월성 원전 주변

1981년 해조류(미역)와 농작물(콩)에 대한 Sr-90 농축 및 전이 실험을 실시했

부지별 토양에 다년간 벼를 재배하면서 Cs-137과 Sr-90을 피폭시켜 연차별 핵종전이계수를 측정했다.

고, 1982년에는 벼와 콩에 대한 Cs-137 이행연구를 수행했다. 1986년에는 한

이들 연구결과를 활용해 사고 시 육상생태계 섭취선량평가를 위한 기존의 ECOREA 코드를 개선해

전에서 수탁한 ‘고리 5, 6호기 환경 종합평가’ 과제의 일환으로 섭취경로 모델의

ECOREA-II를 개발했다. ECOREA-II는 Visual Basic으로 작성한 동적격실모델로서 사고 시 공기 중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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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부터 지표 및 작물체 침적량을 강우 조건별로 평가하고, 농·축산물 내 핵

다. 환경방사선·능 감시기술 개발

종농도의 장기적 변화와 연령군별 연간 또는 누적 피폭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GM형 서베이미터를 사용해 전 베타방사능을 측정했고, 화학분석법에 의해 Sr-90, Cs-137,

2003년부터 방사성물질 육상 섭취경로 상세 단위모델 평가·개선·검증, 장단

H-3을 측정했다. 1980년대에는 방사능분석기술을 표준화하고 감마선 분광분석기술을 도입해 다종의 감마방출핵

기 평가모델 개발 및 국내 여건을 반영한 피폭경로 해석, H-3 및 C-14 식물체

종을 고감도로 분석했다. 1990년대에는 고순도 게르마늄(HPGe) 검출기와 다중파고분석기로 구성된 감마선분광

내로의 평가프로그램 개발·검증, 벼, 배추, 무에 대한 경쟁원소 효과실험 및 장

첨단 분석 장비를 도입해 토양, 물, 생체 및 에어필터 시료의 방사능을 정밀 측정했다. 또한 시료별 전처리 공정을

기거동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해 농경지 오염 시 농작물오염 최소화 방법을 개

정립하고, 용기형태에 따른 효율 검·교정을 매년 시행했다.

발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환경감시에 중요한 알파·베타 핵종의 화학분리기술을 수립해 실제 시료분석에 활용했

주요 단위모델 평가·개선 연구에서는 농작물 오염에 영향을 크게 주는 풍화효

다. 액체섬광계수기로 Sr-89/90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스펙트럼 언폴딩(spectrum unfolding) 기술을 이용해

과, 핵종 토양 고착 등 여러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했다. 생육 중

저준위 Sr-89와 Sr-90의 정확한 산출기법을 개발했다.

오염된 벼 농도 예측을 위해 기부흡수(shoot-base absorption) 개념을 도입해

지하수 중 장반감기 핵종인 우라늄을 분석하기 위해 quadrupole형 질량분석기(ICPMS)를 설치하고, 시료 흐름주

단위평가코드 ECOREA-RICE를 개발했다.

입법과 농축 장치를 개발했다. 농축수지로 Chelex-100을 사용해 담수의 경우 50 L, 해수의 경우 30 L까지 농축

장단기 평가모델 개발 및 국내여건 반영 피폭경로 해석 연구에서는 국내 젖소

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 우라늄은 95%이상, 토륨은 90% 이상으로 회수율을 높였다. 또한 알파핵종 분석에 필수

및 육우의 사료 실태를 조사해 목초지 방목에 의한 우유 및 소고기로의 핵종전

적인 전기전착기술을 개선하고 편리한 전착용액을 개발했다.

이 시나리오가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어 2003년까지 환경방사능감시에 필수적인 난분석핵종의 분석기술을 개발해 실제 환경토양 분석에 적용했다. 기

H-3 및 C-14 식물체 내로의 평가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연구를 통해 식물의

존의 독립적 분석법에 비해 소요시간 및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중 Sr-90, Am-241 및 Pu 동위원소 축차동시분

광합성 구성 요소로 작용해 일반 핵종과 환경거동이 상이한 H-3 및 C-14의 식

석기술을 수립해 IAEA 참고시료에 적용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한라산 토양 2개소에 대한 환경자료를 생산했다. 현

물체 내로의 거동 평가를 위한 컴퓨터코드 ECOREA-H3와 ECOREA-C14를

장 분석용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해 액체시료 중 Sr-90 같은 베타방사능 분석을 위한 휴대용 분석모듈 또한 제작

개발했다.

했다.

삼중수소의 농작물 오염 평가프로그램 ECOREA-H3 검증을 위해 감자, 벼,

환경 중 핵종거동 특성 규명을 위해 토양 휴믹 물질의 추출 및 정제 기술을 확립하고, 절차서를 작성하여 5개 원전

무, 배추, 콩에 대한 삼중수소 피폭실험을 수행했다. 특히 콩에 대한 삼중수

부지 및 예정지(영광, 울진, 고리, 고성, 월성)와 제주도(한라산, 만장굴) 지역의 토양시료로부터 휴믹산과 풀빅산

소 피폭실험결과는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 EMRAS(2003∼2007년) H3/

을 추출했다. 이들 휴믹산과 풀빅산의 화학적(원소성분비, 분자량분포, 양성자교환용량) 및 분광학적(UV-Vis.,

C14 분과에서 모델 테스트 시나리오로 채택돼 활용됐으며, ECOREA-H3는

FL., C-13 NMR, IR) 물질 특성을 규명했다. 또한, 레이저여기 시차형광분석과 동시형광분석법을 이용해 이들

다양한 삼중수소 누출 시나리오에 대해 우수한 예측능력을 입증함으로써 국

휴믹물질과 핵종(U과 Eu)의 결합특성을 규명했다.

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C-14 농작물오염 평가프로그램으로 개

이후 2006년까지 환경방사능 신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다단임펙터를 사용해서 미세 방사능 입자 농도 및 분포 측

발한 ECOREA-C14는 동적 격실모델로 작물을 몸체와 이삭(쌀알)의 두 격실

정기술을 개발했고, 대기 중 방사능 입자를 분리해 환경 조건별 입자크기 분포와 환경미립자 방사능 거동의 해

로 구분하고, 식물의 광합성과 연관된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한 5개 격실 간 탄

석 기반을 구축했다. 대기 중 미세입자 포집 장치는 10 μ m 이하의 입자를 채취할 수 있는 고유량 공기샘플러와 5

소이동만을 고려해 모델의 독창성을 높였다. 이 모델 검증을 위해 특수 설계

단 임팩터로 구성했다. 실시간 미세입자의 성분 및 크기 분석용 레이저유도파열분광분석(LIBS)시스템을 개발

한 피폭상자를 이용해 벼 성장단계별로 14CO2(g) 피폭실험을 수행해 그 결과를

해 NaCl, Be(NO3)2, UO2(NO3)2 입자를 정량 분석해서 시스템 성능을 평가했다. 생성된 입자의 크기 및 수 농도

ECOREA-C14 모델링 결과와 비교·검증했다.

(number concentration)는 CCD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측정했으며, 입자 성분 및 질량농도(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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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는 ICCD 검출기로 검출된 플라즈마 원자방출선의 파장위치와 세기

립하고 표준절차서를 작성했다.

를 분석해 측정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감시 지표핵종분석기술, 방사능재난 시 요

저준위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백그라운드를 저감하기 위해 수동 및

구되는 환경지표 방사선·능 신속분석 기반기술을 개발했으며, 영국의 해체폐기물 분석전문기관 GAU-

능동 차폐방법을 동시에 사용해 저준

Radioanalytical 등과 MOU를 체결해 국제 기술교류를 시작했다. 또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 및 해

위 미량시료 감마핵종 분석시스템을

체폐기물 시료방사능분석기술’ 워크숍을 개최해 국내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해체 및 처분장 지표방사성핵

구축했다. 수동 차폐만으로 44배 정도

종인 H-3, C-14, Fe-55, Ni-63, Tc-99, I-129 등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최적화해 연구용원자로 콘크리트시

백그라운드를 저감했으며, 역역동시

료 중의 H-3, C-14, Fe-55, Ni-63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했고, 연구용원자료 해체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한

회로와 능동 차폐를 동시에 했을 경우

방사능분석자료 생산에 기여했다. 개발된 분석기술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경주처분장 환경감시용역을 통해

50∼3,000 keV 에너지 범위에서 수동

처분장 환경감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환경지표 방사성핵종 자동분리를 위한 추출

차폐만 적용한 경우보다 약 3.9배 이

크로마토그래피시스템을 제작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석전처리방법 자동화 기반을 확보했다. 모듈식 자동

상의 백그라운드 저감효과를 보였다.

Tc-99 분리기(MARS Tc-99)와 모듈식 자동 Sr-90 분리기(MARS Sr-90)를 개발해 처분장 지표핵종인 Tc-99

기존 저준위시스템에 다중파고분석기(MCA: Multi-Channel Analyzer) 한 개를

와 환경지표 핵종인 Sr-90을 방해 핵종으로부터 신속하게 선택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정보 동

더 추가해 수동 차폐된 스펙트럼과 수동 및 능동 차폐된 스펙트럼을 동시에 획득함

조형 환경방사선량률 측정 및 방사능 등고선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다기능 환경방사선 측정 및

으로써 측정시간을 절약하고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 시스템을 대기환경입자 및 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실시간 현장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업환경 입자 미량시료 내 감마핵종 분석에 이용했다. 다양한 시료의 형태별 효율보

이후 2016년까지 원자력시설 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했으며, 산업체에 연구개발기술을 이전하

정기술을 개발하고, 3차에 걸친 국제 교차분석을 통해 국제기관으로부터 개발된 저

기 시작했다. 사고대응 현장연속 소형검출시스템과 비상시 선량률과 오염핵종의 방사능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기

준위 시스템을 검증받았다.

위한 새로운 개념의 조사선량률 분광분석법을 개발해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고선량 환경방사선량률 측정환경

환경방사능 거동평가를 위해 원전주변 토양 4개 지점과 일반 토양 2개 지점 등 6개

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비상시 긴급분석을 위한 방사성핵종 자동축차

관심지역의 Cs-137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185 Bq/kg의 범위 내에서 검출되지

분리시스템(ASRS) 및 운영프로그램도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국내·외에 ASRS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

않았다. 토양의 식생 및 토성에 의한 토양 방사능 분포특성 차이의 결정요인을 이해

도록 했다. 사고 시 주요핵종(Tc-99, Sr-89,90, Pu/U/Th 동위원소)의 신속분리·측정방법을 개발했으며, 특

하기 위해 각 식생별 토양의 토성, 물리화학적 특성 및 광물조성의 분석절차를 수립

히 IAEA-ALMRA 그룹에 속한 전 세계 연구자들과 우유 중의 Sr-89와 Sr-90 신속분석법을 함께 개발하며 사

하고 특성자료를 생산했다. 토양입자의 입도는 습식체질법, 건식체질법 및 Stokes'

고 시의 신속분석방법을 선진화했다. 해양시료 방사성핵종 축차분리를 위한 대용량 전처리 방법 및 장치를 개발

law 원리를 이용한 입도분석그래프(sedigraph) 방법으로 결정했다. 각 식생별 토성

하고, 해수로부터 방사성 Sr 및 Pu, Tc-99 및 I-129 축차분리기술을 개발했으며, IAEA-ALMRA 주관 해수 중

은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분류에 따라 자갈, 모래, 실트 및

Sr-89, Sr-90 신속분석법 개발에도 참여했다.

점토로 구분하고, 그중 모래-점토-진흙(sand-silt-clay) 함량비를 구했다. 원심분

2017년부터 2021년에는 ‘사고단계별 복합 방사선환경 탐지 핵심기술 개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복합

리법과 X-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해 토양 점토광물 시료의 광물조성을 규명했다. 분

환경탐사 원천기술 개발, 고분해능 육상, 수중 및 항공탐사시스템 개발 및 탐지기술 고도화, 오염지역 시각화 기

석 결과 6개 지점 토양의 점토광물은 카오리나이트, 일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등의

술개발, 시공간 복합 환경탐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하여 방사능비상대응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시

점토광물로 구성됐음을 확인했다. 식생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토

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색, 토성, 용적비중, 유기물 함량 및 수분함량, 토양 pH, CEC 등의 분석기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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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생체방어기술 개발

체적으로 Cs은 Ago1 protein의 분해를 야기해 miRNA의 processing을 교란시킴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1993년부터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혼합 영향 및 영향의 차별화를 설정해 인체 임파

기초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자생식물로서 함초와 색동호박을 선발해 이들 식물체의 Cs 제거 능력을 분석했

구에서의 HPRT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연구를 수행했으며, 생체 내 혈액 등 체액

다. 함초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라는 대표적 염생식물로서, 우리나라 서해와 가까운 중국 동부지역의 원전 사고에

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antioxidant)의 기능규명 및 생체방호 활용을 연구했다.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식물체이다. 이러한 염생식물인 함초는 중국원전 사고 시 1차적인 방어막으로 활

1996년부터 방사선에 의한 유전적 손상을 방어할 수 있는 생체 내·외 물질 탐색연

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내 내륙지역에서의 방사능 제염을 위해서는 색동호박을 선발했다. 이러한 색동

구를 수행했다.

호박을 이용한 소규모 성능평가에서 기존 해바라기 대비 10배 이상의 우수한 제염효율을 달성했다. 향후 이러한

세포분리기

2003년부터 방사선에 피폭 시 내성을

기초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수한 형질의 국내 자생식물을 최종 선발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방사능

갖는 세포주를 선발해서 관련 유전자군

오염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을 조사했다. 유전자 후보군으로 폴리
아민 합성관련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transgelin2 및 SM22a
등 다양한 유전자를 선발했으며, 저발
현 또는 과발현 세포주를 대상으로 세

1. 방사선 안전관리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종사자 관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는 1970년대 연구로 2호기와 대단위 감마선 조사시설

포성장 및 노화 등 세포 특성변화 및 방사선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한 내성

(Co-60) 등 대형시설의 본격적 가동에 따라 다양한 방사선작업에 효과적

현상의 유무를 조사했다. 이러한 내성 관련 유전자의 과발현 세포주 혹은 선발된 방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췄다. 연구소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사선 내성 세포주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약제를 비롯한 비방사선의 내성에 관련이

(ICRP), IAEA 등이 권고하는 규범과 지침 등 각종 방사선안전관리규정들을 일원화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활

있음을 확인했다.

용했다. 1980년대에는 ICRP 방사선방호원칙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개념에 기초한 방사

2007년부터 방사선 및 항암내성에 관련된 SM22a 혹은 transgelin2 유전자를 규

선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업무절차를 체계화·효율화했다. 1990년대에는 연구로 1, 2호기 및 관계시설의 방

명해 종양세포 표적치료(target therapy) 적절성 여부와 표적치료를 위한 신물

사선안전관리 경험을 활용해 하나로와 관

질 및 천연물질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민감도 차이가 나는 폐암 세포주

계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생산 및 조사재시

를 통해 DKK2, TXNIP 및 TSPYL5 유전자를 선발하고, 이들 유전자가 프로모터

험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

(promotor) 지역 내 메틸화 정도에 따라 방사선 민감도가 달라짐을 확인했다. 아울

행했다.

러, 천연물을 활용한 방사선 병용요법 약물을 개발했고, 이러한 후보 약물의 경우

2008년부터 핵물질의 반출입 및 저장·

경구투여만으로도 폐암세포가 95% 이상 사멸하는 등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냄을

관리 전체 과정을 효율적, 체계적 관리체

확인했다.

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 인식태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방사성 세슘(Cs)의 제거를 위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한 식물제염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델식물로서 애기장대

를 이용한 핵물질 반출입 관리시스템을 개

(Arabidopsis thaliana)에서의 Cs 독성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Cs이 식
물체의 micro RNA(miRNA) biogenesis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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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프로그램 구성도

발·도입해 2018년 현재 새빛연료과학동

등의 주요시설 8곳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조사후연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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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주요시설 7곳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무단반출을 방지하는

단, 교육), 작업관리, 측정관리, 선원관리 등으로 구분해 총 13개 메뉴로 설계·개발·운영했다. 2014년에는 동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연구소 내 여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방사선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계성 및 구조화를 도모하고, 인터

를 수기기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전자결재 및 TLD/RFID 연동시스템 방식으로 변

페이스 및 입출력 방식을 개선해 업무편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업무정보 시스템을 설계·개발했

경해 2018년 현재 주요시설 22곳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다. 2015년부터 매년 방사선안전관리부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의 신뢰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며, 2015년에 핵물질반출입, 방사성물질탐지, 방

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반물품 반출 및 원내 방사성물질 운반 메뉴를 신설했고, 원외 방사성물질 운반 등의 새

사선관리구역출입 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로운 메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 이래 2018년까지 서울 연구로 1, 2호기, 우라늄변환시설, UF4 시험

나. 개인피폭관리

제조시설, 유리고화시설 등을 해체했으며, 발생된 해체폐기물은 서울과 대전의 방

개인피폭관리는 외부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선량과 흡입 또는 섭취로 인한 체내 방사선원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사성폐기물 저장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해체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의 소

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1960년부터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누적피폭선량을 개인선량계

각, 금속폐기물의 용융, 토양폐기물의 복합동전기 제염 등의 방식으로 처리 및 부

로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영구 보존·관리하고 있다. 외부피폭선량계로 필름배지와 포켓선량계 등을 이용했으

피감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며, 국소피폭선량 측정에는 반지배지와 손목배지 등을 사용했다. 1980년에 열형광선량계(TLD) Teledyne7300

허가 받은 양을 초과한 폐기물 처리, 방사성 오염가능성이 있는 오염수의 무단 배

으로 필름배지를 대체하고, 1986년부터 자동화된 판독시스템(Teledyne9150)을 운영했다. 1988년에 TLD에 의

출, 보관 중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또는 처리, 운반기록을 갖추지 않은 방사성폐

한 개인유효선량 평가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해 개인방사선량 측정·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켰

기물의 운반, 폐기물 보관 기록 없이 무단 보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

다. 1995년에는 기존의 개인선량 판독시스템을 성능이 향상된 Teledyne300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2009년에는

련 의무사항 및 기술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특별검사

Harshaw6600 시스템으로 교체해 2016년까지 개인선량평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판독업무를

(2016.11∼2017.4)를 수검 받았다.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폐기물 실태점

국내 판독업무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검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의 소재불명이 확인되어 조사를 수행한 결과 2018년 8월

내부피폭관리를 위해 1960년대에 확립된 바이오에세이(bio-assay)법의 하나인 뇨(尿)시료 방사능 측정기법으로

현재까지 납·구리·금·철재 등 해체폐기물의 절취 또는 소실, 철제 폐기물의 임

체내 방사성오염을 감시했다. 1980년대에는 특별히 핵연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체내방사성오염 감시를 위해 N2 레

의 폐기, 방사성물질을 무허가 소지·취급, 액체폐기물의 무단 보관 및 운반기록 누

이저를 이용한 뇨시료 중 우라늄분석법을 이용해서 핵연료물질 취급자의 체내 방사성오염을 감시했다. 1993년 전

락, 출입기록 분실, 미계량 핵물질 발견 보고내용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폐 방사능 측정시스템(Whole Body/Lung Counting System)을 도입해 체내 방사성오염을 측정·감시했고,

연구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2017년 7월

2013년에 폐 방사능 검출기를 전기냉각식 BEGe 검출기(BEGe6530, Canberra)로 교체해 측정성능을 향상시켰으

25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이러

며, 직립형 전신계수기(FASTSCAN, Canberra)를 도입해 전신계수 측정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한 사고는 작업자의 절차준수 의지 부족, 해체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등
이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조직의 일원화, 폐기물관리
시설의 개선, 폐기물관리 투명성 제고, 직원의 안전의식 함양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이행점검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연구소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 Advance Nuclear Safety

TLD 판독시스템

Information System) 내 방사선안전관리업무정보 시스템을 종사자관리(피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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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하나로 삼중수소 취급종사자에 대하여 100 ml의 소변시료를 액체섬

관리 및 연구개발, 방사성동위원소 거동연구(추적자), 원자로조사 재료연구, 표준물질 및 교정선원 등으로 다양

광계수기(TRICARB 3170, PerkinElmer)로 계측해 내부피폭선량평가를 수행했고,

하다.

2018년에는 우라늄취급종사자들에 대한 저준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질

방사선발생장치는 1980년 4월 방사선투과검사용 엑스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2018년 6월 현재 총 64회

량분석기 이용 소변방사능분석실’을 구축해 내부피폭선량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

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았고, 사용 장소는 34개소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발생장치 55개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

였다.

며, 사용목적은 방사선투과 검사 및 연구, 물질분석, 양성자가속연구, 중이온빔조사 시험 등으로 다양하다.
1989년 8월 개량핵연료 소결체 개발연구를 위해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2018년 6월 현재 총 56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았고, 사용 장소는 33개소로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물질에 대해 약 361톤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핵연료제조기술 개발, 재료특성시험, 거동특성시험, 제염연구 등으로 다양하다.

라. 방사선·능 측정기 교정
1963년부터 방사선측정기를 점검·교정하면서 방사선관리용 각종 측정기들의 품질보증체계 기초를 마련했다.
➊
체내방사능 측정시스템과 교정용 팬텀
① 핵종분석기(MCA)
② 폐·갑상선·전신 방사능계수기
③ FastScan 전신계수기

➋

➌

1970년대에 ACE-NIM 규격에 따라 방사선 모니터용 모듈을 규격화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를 합리화했다. 방
사선측정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켜 1978년 공업진흥청(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방사선 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 지

2017년에 연구소 내 전체 내부피폭검사 대상자 및 측정건수는 연구소 소속 종사자

정받았고, 1995년 공업진흥청 주최 국가정밀측정대회에서 방사선 분야 산업자원부 금상을 수상했다.

454명/686건, 외부용역업체 소속 종사자 92명/253건, 수시출입자 222명/335건

1990년대에 국제표준(ISO) 및 미국표준(ANSI)을 만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2차 표준급 선량측정실험실(SSDL:

등으로 전체 768명/1,274건이었으며, 체내오염이 확인된 15명 중 1명만 0.24 mSv

Secondary Standards Dosimetry Laboratory)을 구축하고, 각종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선량평가 연구에 필요

의 낮은 예탁유효선량(50년간 내부피폭선량)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기록준위

한 기준방사선장(엑스선, 감마선, 베타선, 중성자선장)을 확보했다. 연구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국 PNNL,

(0.1 mSv) 이하였다. 2017년의 경우 연간 피폭유효선량 평균치가 0.06 mSv로 법정

일본 JA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차시험을 통해 기준방사선장의 품질을 확인·유지하고 있다.

개인선량한도(50 mSv)의 0.12% 이하에 불과했으며, 연구소 설립 이래 정상 작업조

또한 연구소는 기준방사선 조사기관으로 1995년 이후 매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련 원자력법령에 따라 시

건 하에서 개인선량한도를 초과 피폭한 작업자는 없었다.

행하는 국내 개인선량계 판독기관에 대한 성능시험·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ISO 17025(General requirements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인허가

➊

➋

➌

➍

연구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정기검사 수검을 통해 각종 방사성물
질 또는 핵연료물질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취급에 관한 적절성과 유효성을 확인
받고 있다.
1980년 4월 최초로 방사선측정 장비 교정을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2018년 6월 현재 총 88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았고, 사용 장소는 38개
소로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1,302 TBq,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13 TBq의 허가를 보유
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연구개발, 방사선·능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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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기준을 국내에 도

2. 방사선 비상대책

입함에 따라 2000년에 국가표준(KS Q ISO/IEC 17025)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1993년부터 하나로 시험운전에 대비해 방사선비상대책을 준비했다. 1995년 9월 방사선비상대책의 실효성 검증을

연구소는 2002년부터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위해 방재훈련을 실시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하나로 출력 상승한도를 50%로 제한했다.

Scheme)로부터 전리방사선 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 재인정 및 갱신 과정을 통해 현

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전담하는 ‘하나로 방사선방호실’을 신설하고, 선진국의 연구용원자로 비

재까지 다양한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교정서비스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상대책과 원전 비상대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사능방재대책 발전방안을 재정립했다. 1996년 5월 방사능 방재훈

따른 국내 개인선량계 성능검사를 위한 기준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 기

련을 재시행해 방사선비상대책 실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하나로 출력상승 제한사항이 전면 해제됐다.

준으로 약 3,800건의 각종 방사선측정기 교정, 약 5,000건의 개인선량계 기준조사

2000년부터 3년간 연구소 주관으로 원전 방사선비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정부, 한국원자력안

를 실시했다.

전기술원, 한수원(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한수원 용역과제로 수행했다. 이 연구결과의 국가 방사능
방재훈련에의 기여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방사선비상대책 연구를 원자력연구

마. 방사선·능 감시설비 설치·운영·관리

개발사업으로 수행해 영광, 고리, 월성 및 울진 원전 대상의 원전 훈련시나리오, 지자체 훈련시나리오, 훈련방법

방사선·능 감시설비는 원자력시설의 중요 계통으로서 연구소 내 원자력이용시설

및 범위 등을 현지 여건과 기준에 맞도록 해 실제 합동훈련에 적용시켜 대응능력을 평가했다. 2007년 5월에는 중

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자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설비이다. 2018년 현재 15개 원자력

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이용시설에서 260여대의 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 시설은 1996년 최

한편 정부는 2003년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해 2004년 6월

초 설치된 이래로 24대의 방사선감시기를 상시 운영 중이다. 동위원소생산시설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제정·시행했다.

1997년 이래로 23대의 감시기를 운영 중이다. 조사후연료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연구소는 연구소 내 모든 원자력시설을 포괄한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방사선비상

처리시설은 1983년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신뢰도 높은 운전성능을 확보

계획구역 재설정 연구 수행, 기초지역 설정 기초자료 준비, 기초지역에 따른 비상계획구역 경계 관련 대전광역시

하기 위해 2007년에 노후 지역감마감시기 34대를 교체했다. 조사재시험시설의 경

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연구소 방사선비상계획을 정부로부터 2006년 7월과 2006년

우, 1992년 감시설비를 설치해 상시 운영 중이며, 2015년 노후 지역감마감시기 성

12월에 각각 승인받았다.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발생 이후 방사선비상대책 강화가 요구됐으며,

능개선을 목적으로 9대의 감시기를 교체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국내적으로 재난대책 강화가 추진됐다. 그 결과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한

방사선·능 감시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감시신뢰도 향상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이 반경 1.5 km로 확장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및 구역 내 거주자 소개시간

기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 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애 발생 시 대

산출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05년 5월 승인 받았다.

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시기 교정을 통해 감시설비의

방사선비상대응시설 구축과 관련해 연구소 울타리 밖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지하에서 운영

계측 값 신뢰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사선·능 감시기를 통해 제공되는 데

하던 비상대책본부상황실을 인접 신규건물인 성과확산관 1층으로 이전했으며, 원자력시설별로 흩어져 있던 현장

이터는 효과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각 시설 별로 전산서버를 운영 중이다.

상황실을 하나로안전통제시설 지하로 통합·이전했다. 이들 신규 비상대응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완료 후, 2013년

2015년부터 방사선·능 감시설비의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해 시설별 노후장비 교체

5월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용전검사 성격의 특수검사를 받았고, 이후 방사능재난대응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

및 연계 시스템의 교체가 진행 중이고, 데이터서버 관리의 효율 증대 및 유지비용

고 있다.

절감을 목적으로 통합방사선감시서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2017년 이를 위한

연구소는 2005년부터 방사능방재요원 대상 방사능방재 교육을 매년 신규 18시간, 보수 2시간 및 8시간 과정을 운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완료했다.

영하고 있으며, 비방재요원 대상 방사능방재교육을 직원 채용 시마다 신규 4시간, 매 3년마다 보수 2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방재훈련은 부분훈련, 전체훈련 및 합동훈련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요건에 따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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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2008년 2월에 연구소 최초로 새빛연료과학동 대상의 합동훈련을 실시

의 권고에 따라 방사화분석에 의한 사고 시 중성자 피폭선량평가법을 개발했다.

했으며, 2011년 5월에는 하나로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2000년대에는 중성자와 감마 혼합선장에서 조직등가비례계수관(TEPC)을 이용한 중성자장 선질 특성측정기술을

2011년 2월 20일 14시 32분 하나로에서 실리콘 인출 작업 수행 중, 수조 표면 방사

개발했고, 광역 보너구를 이용해 원자로, 입자가속기, 교정시설 등의 중성자 스펙트럼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선 감시기 방사능 값이 평상시 값을 초과하고, 수조 상부 지역감시기 방사선량률 값

2010년대에는 방사선사고 시 개인

이 250 μ Gy/h로 15분 이상 지속되어 백색비상을 발령했다. 발령 당일 수조 상부에

휴대전자기기(휴대전화 등)의 광

떠있는 플로터를 바닥으로 가라 앉혀 수조 표면 고방사선 상황을 종료하고 백색비

자극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선량계

상을 해제했다. 사건 발생 후 작업자 3인은 수조 고방사선 경보음을 듣자마자 즉시

부재 상황에서도 피폭선량을 측정

안전지역으로부터 대피해 방사선 피폭은 미미했다. 백색비상 발령 후 플로터 회수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시작해

에 동원된 작업자 10인의 피폭 선량도 선량한도 이내로 관리됐다. 또한 하나로 주변

기존 기법인 염색체변형 및 치아

표층토양시료의 감마핵종분석 결과, 본 사건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의 영향은 없는

의 전자상자성공명 기법 보다 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미비한 점으로 지적된 대응 내용은 교육 및 방사선비상계획

수한 최저검출선량 특성을 보이는

서의 정비를 통해서 개선했다.

사후방사선량평가(retrospective
사후방사선량평가에 적용된 휴대전화 내부 전자소자

dosimetry)기술을 개발했다. 이

3. 보건물리 연구

기술은 2016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이전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판독특이자의 선량평가에 활용

가. 방사선 방호 및 측정기술 개발

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도입한 방사능계측기, 서베이미터, 각종 모니터 등 현장 방

190

사선 관리와 피폭관리에 사용되는 기기들의 측정원리와 사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

나. 외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행했다.

연구소 창립 초기에는 연구로와 RI 제조 및 사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름배지선량계에 의한 개인 피폭선량

1970년대에는 해외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성자선량당량 측

측정·평가법, 각종 서베이미터에 의한 감마·베타 선량측정법, 보너구 및 방사화 검출기에 의한 열중성자·속중

정을 위한 다중검출기법, 방사선장에서의 선량지수 결정법, 매질 내 공동원리의 적

성자 선량측정·평가법을 개발했다.

용법, 감마선 스카이샤인(skyshine) 선량평가법, 공기 중 라돈농도 측정 및 평가법,

1980년대에는 ICRP 권고-27에 따라 유효선량(HE)개념을 도입해 조사선량 대신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

고체비적검출기에 의한 중성자 측정법 등을 개발했다.

(ICRU)가 제안한 방사선방호 실용량인 개인선량당량(Hp(d)선량)으로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평가했다. 이를 위

1980년대에는 방사선 차폐체 설계기술 및 방사성물질의 수송 중 사고해석과 관련해

해 필름배지를 열형광선량계로 대체해 개인선량당량을 측정했고, 측정값을 선량당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선량평

ICRP 권고-60의 국내 도입에 대비한 유효선량평가와 적용 연구를 학·연 공동으

가알고리즘을 개발해 미국표준연구소(NIST) 공인프로그램(NVLAP)인 ‘개인피폭선량 측정·평가 기술기준(ANSI

로 수행했다. 열형광선량계를 이용한 개인 유효선량평가 알고리즘을 한국전력기술

N13.11)’에 따라 검증하고 ‘개인선량계 판독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96-6호)’ 제정·시행에 따른 법적·

원(현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공동 개발했으며, 미국 NAVLAP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 신뢰성을 확인했다.

1992년부터 1997년에 확보한 기준방사선장과 방사선 선량측정 기술을 근거로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N13.11-

1980년대 말 실내 환경 중의 라돈기체와 딸핵종의 인체피폭 및 위해 정도의 정량적

1993을 만족하는 개인유효선량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어 2002년까지 사람이나 물체가 받은 방사선량을 측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1988년에는 IAEA 방사선방호자문단(RAPAT)

정·평가할 수 있는 열형광선량계 LiF:Mg,Cu,Na,Si와 CaSO4:Dy,Mo를 개발했다.

191

제1장 원자력안전·환경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열형광선량계 및 배지케이스

1990년대에는 체외에서 체내방사능을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정밀 전신·폐 측정시스템을 독자 설계해 미국

LiF:Mg,Cu,Si 열형광선량계 및
개인선량계 배지

Canberra사에 주문·제작했다. 전신·폐 측정시스템의 정밀교정을 위한 인체유사모형(BOMAB 팬텀)을 자체 설
계·제작해서 성능을 평가했으며, 원전 작업종사자 내부피폭선량측정 전산프로그램(Internal Dosimetry Code
ver.1.0)을 개발해 원전에 제공했다. 폐 방사능 측정시스템은 국내 유일한 것으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피폭선량 측정 및 평가’ 수탁사업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주) 종사자의 폐내 우라늄방사능계측 및 내부피폭선량평
가에 이용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IAEA 주관 표준 아시아인 팬텀을 이용한 체내(in vivo) 방사능계측기술 향상연구와 초우라늄 원

LiAlO2 OSLD 물질(좌)
OSLD 판독기(우)

이들 열형광선량계는 기존 해외 제품인 LiF:Mg,Ti 및 CaSO4:Dy에 비해 방사선 측

소의 폐내 방사능측정기술을 확립하고자 체내(in vivo) 방사능계측시스템의 국제상호 비교연구에 참여했다. 또한

정감도가 높고, 열적 안정성도 우수했다. 2003년부터는 1990년대 말에 개발된 것

IAEA가 주관한 내부피폭선량 평가 국제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최신 평가기술을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중성자 측정·평

도입한 내부피폭선량평가코드 BiDAS(Bioassay Dose Assessment Software)와 불확실한 평가인자로부터 내부

가용 열형광선량계 LiF:Mg,Cu,Si를 개발해 국내

피폭선량을 예측할 수 있는 코드 GuessIntake를 개발해 내부피폭선량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 사용자

및 미국 특허를 획득하고, 2007년에 산업체에 기

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했다.

술을 이전해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 2007년에

2010년대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청으로 국내 핵의학종사자의 갑상선 및 소변 중의

는 국내 최초로 TL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선

른 내부피폭선량 검증평가를 수행해 국내 핵의학종사자들에 대한 내부피폭검사 및 내부피폭선량평가 필요성 유

량계 광자극발광선량계(OSLD)용 물질과 판독시

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부서에서 개발한 BiDAS 실행코드

스템 개발에 착수해여 새로운 광자극발광 물질 LiAlO2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를 한전원자력연료(주)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및 조선대학교 등에 기술 이전해 국내 내부피폭선량평가기

한편 이 기술은 2012년도 국가우수성과 66선에 선정됐고, 2017년에 산업체에 이전

술 전파를 도모했고, 2017년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신권고에 따라 발표된 OIR(Occupational Intakes of

됐다.

Radionuclides)을 적용해 국제권고에 부합하는 새로운 BiDAS 전산코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적 내부피폭선량평

1990년대에 확립된 국내 개인선량계 판독에 관한 기술기준은 20여년에 걸쳐 국내

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2014년부터 여러 국내기관 등과 함께 내부피폭연구회를 창립·참여해 국내 내부피폭 측

개인선량계 판독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이후 방사선환경의 변화를 반영

정 및 평가 기술 발전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131

I 측정자료에 따

한 기술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국내 방사선환경에 적합한 개인선량계
판독성능검사 기술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를 2016년에 착수했다.

라. 방사선계측기 제작기술 개발
연구소는 준위측정기, 두께측정기 등 다양한 범용 방사선계측장비를 개발했다. 2002년부터 이온 챔버, 섬광체검

192

다. 내부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출기, 실리콘반도체검출기 제작기술을 개발해 베타선, X-선, 감마선 측정에 활용했다. 이온 챔버는 노이즈 및 방

연구소는 1962년부터 1978년까지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내부피폭선량을 측정·

사선 반응성 등 성능이 외국 제품에 비해 우수했다. 섬광체검출기는 베타선 및 감마선 동시 측정이 가능하거나 반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했고, 1988년까지 N2 레이저에 의한 뇨시료 중의 알파핵종 분

도체 PIN 다이오드와 결합해 안정된 동작 특성을 보이도록 설계·제작했다. 실리콘반도체검출기는 알파선 측정

석법을 개발했다. 1980년대 초부터 라돈(Rn) 및 딸핵종의 방사능에 의한 내부피폭

용 Schottky형 및 PIN 형 다이오드 형태로 개발했다. 특히 몬테카를로 코드 EGSnrc나 MCNP를 이용해 모의함

선량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AEA가 주관하는 환경 중 라돈 농도측정에 관한 국제

으로써 방사선계측기 자체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공동연구에도 참여했다.

방사선계측기 제작기술을 활용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방사선치료 시의 피폭선량결정, 철강업체에서의 철판

193

제1장 원자력안전·환경 연구개발

상온용 방사선 검출부 CZT

60 Yea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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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측정, 섬유 on-line 중량측정, 원전 및 방사선시설의 방사선감시장치, 환경방

4. 대외 활동

사선 측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방사선계측기를 제품화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누출에 따라 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요원 요원 20명 전원을

2005년에 첨단방사선계측기 개발에 착수해 2006년에 CZT(Cadmium Zinc Telluride)

여러 공항만(김해공항, 부산항, 동해항, 광양항)에 3개월간 40여 차례 파견해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합물반도체 제작·공정기술을, 2007년에 평판형 X-선/감마선 계측기를 개발했

신체방사능오염 검사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내 방사성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다. 2008년에는 2인치급 구경의 CZT 단결정 괴 성장에 성공하고, 위치민감형 CZT

크게 기여했다.

검출기를 개발했다.

연구소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유럽방사선량평가그룹(EURADOS)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연구협력 활동을 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성자 검출용 SiC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2007년에는

작했다. 특히 사후방사선량평가 분야에서 상호 아이디어와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상호비교시험을 실시함으로써

Schottky형, 2008년에는 PIN형 중성자검출기를 개발했다. 고정밀 InSb 검출기,

연구소 개발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방사선안전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실리콘 MOS 검출기 등도 개발했고, 2005년 반도체 공정기술과 가스검출기 기술

EURADOS는 유럽국가 기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의 상호연구협력 단체로서 개인피폭선량평가, 의료선량

이 결합된 GEM(Gas Electron Multiplier) 검출기로 열중성자를 측정했다. 연구소

평가 등 8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돼 평시 및 비상시 방사선량 측정문제 해결 및 연구진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는 반도체 공정용 청정실, 박막증착장비, 고속열처리장치, 화학 에칭용 설비, 절단

대규모 방사선사고 또는 테러 발생 시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종사자 및 일반인들에 대한 선량평가 수단으

장치, 단결정 성장로 등의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장비 이용 및 공정기술을 관련

로 다양한 사후방사선량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사후방사선량평가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교류를 통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 지원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성자 빔 모니터, 철판두

해 방사선사고 및 테러 시 신속한 대응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한국사후방사선량평가네트워크(KREDOS: Korea

께 측정용 센서 등은 국립암센터, POSCO 등에 제공하고,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

Retrospective Dosimetry Network)를 2016년에 조직하였다. KREDOS에서는 국내 사후방사선량평가 기관 간 상

해 2006년 지역방사선감시장치, 2007년 비접촉 실시간 섬유중량측정기를 개발했

호협력 활성화 및 비상 시 실질적 대응을 위한 기술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각 기법별 상호비교시험을 실시하고, 매

다. 2007년 비접촉 실시간 섬유중량측정기를 개발했다.

년 워크숍을 통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국내 방사선 관계 기관의 내부피폭 연구자 및 실무자를
주축으로 내부피폭연구회를 공동으로 설립해 내부피폭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방사선 센서 및
계측기(2002년~2008년)

제7절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1975년 우리나라가 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
하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후부터 연구소는 핵물질 안전조치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 왔다.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 등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감독의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소는 관련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소의 핵물질 안전조치 활동은 2004년 10월 독립 원자력통제전담기관으로 설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국가 차원의 활동을 수행했으나 그 후에는 연구소 차원의
활동으로 국한한 활동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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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물질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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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사회로부터 2008년 7월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과거 미신고 핵물질 실험사실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했으며, 2008년 7월부터 IAEA가 새로운 안전조치체제인 통합안전조치(IS: Integrated

가. 핵물질 안전조치

Safeguards)를 시행함에 따라 원자력활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핵물

연구소는 1975년부터 핵물질안전조치 업무를 방사선안전관리 부서에서 수행해오다

질계량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시설 현장에서 핵물질재고변동을 직접 입력하는 등 준 실시간 핵

전담부서를 1985년 신설했다. 핵물질안전조치 전담부서는 연구소 내 원자력시설 및

물질재고변동 및 재고관리계량관리시스템을 개발해 IAEA 통합안전조치체제에 대비했다.

핵물질에 대한 IAEA 사찰 수검 및 핵물질계량관리 보고를 지원했다. 1988년부터

연구소에 적용하던 통합안전조치체제는 2015년 9월부터 국가수준안전조치체제(SLA: State-Level Approach)로

1989년까지 핵물질계량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국내의 모든 계량

전환했다. 국가수준안전조치체계는 IAEA 관점에서는 국가별 원자력 역량 및 시설 민감도를 고려해 사찰을 탄력

관리보고서를 취합·처리했다.

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구소 입장에서는 통합안전조치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므로 안정적

1990년대에 국내 원자력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1992년 정부는 남북한

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

긴장완화를 위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 간 원자력시설 상호사찰에 합의

한편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2015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사후시험활동에 대한 공동결정(JD: Joint

했다. 이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는 IAEA 사찰과는 별도로 국가 차원의 계량관

Determination) 대신 조사후시험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 및 의무 핵물질, 장비, 감속재 물질에 대한 미국에의 보

리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994년 4월 ‘원자력통제기

고의무가 생겼고, 이에 따라 연구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의무 핵물질, 장비, 감속재 물질에 대한 초기재고에 대

술센터(TCNC: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를 설립했다. TCNC는

해 미국 측과 2017년 2월 합의했다.

국내 핵물질관리를 위한 준비와 상호사찰에 대비한 사찰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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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IAEA에 대한 핵물질계량관리의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핵물질관리 대

나. 물리적 방호

비 그룹과,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IAEA 사찰 현장지원을 위한 사찰기술 배양

연구소의 물리적방호체제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 명시한 방호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원자력법 체제하에서의

그룹으로 나눠 활동했다. 또한 TCNC는 국내 핵물질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원자력 품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활동은 1996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작성지침에 대한 과

목의 수출통제 업무도 수행하고, 1997년부터 국가사찰을 시범 실시하는 등 규제 기

학기술부장관고시 제96-28호의 공포로 본격화됐다. 연구소는 이 고시에 따라 소내 각 시설을 하나로 통합 관리

능도 가졌다. 이에 따라 TCNC가 관장하던 연구소의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안전조

하는 물리적방호규정을 작성해 1997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규정에 따라 연구소는 물리적방호 관

치 업무를 1997년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련 조직을 방호 인력 및 설비를 운영하는 보안부서, 기술적 분석 및 기획을 담당하는 핵물질안전조치 담당부서,

우리나라는 1999년 강화된 IAEA 핵물질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2004년

원자력시설 운영부서 등을 구성·운영했다.

이를 비준했다.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라 연구소는 2004년 8월 최초 확대신고서를

핵물질안전조치 전담부서는 1999년 9월 특정핵물질 방호규정을 과학기술부장관 승인을 받아 원자력연구소 규정

IAEA에 제출했다. IAEA 추가접근 사찰 과정에서 연구소가 제출한 확대신고서 보

으로 제정했다. 2003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 원자력법에서 분리·

고 내용 중 과거에 수행했던 미신고 핵물질실험사실이 국내외에 파장을 일으켰다.

제정·공포되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가 2004년 발효됨에 따라 연구소는 2004년 8월 물리적 방호 시설·설비 및

정부는 연구소 내 조직인 TCNC가 연구소의 핵물질안전조치를 객관적으로 이행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을 작성·제출해 그해 11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4년 10월 TCNC를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 Non-

방호방재법의 신설을 전후해 연구소는 미국이 권고한 물리적방호 국제기준에 따라 소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proliferation Nuclear Control Agency)’로 변경해 연구소에서 독립시켰다.

를 2005년까지 보완했다. 방호방재법에 따라 연구소는 2004년 연구소 전역을 물리적 방호구역으로 설정했으나,

우리나라가 과거 전면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신고한 핵물질을 전용하지 않았고,

2007년 12월 출입통제 및 감시 강화를 조건으로 물리적 방호구역을 하나로 부지로 축소하는 규정 개정을 승인받

미신고한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포괄적 결론(BC: Broader Conclusion)을

았다. 이후 정부 보완 요구사항인 하나로 부지 울타리에 대한 방호체제 강화를 완료해 하나로 부지에 대한 출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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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더욱 강화했다.

도체메모리 등을 통한 이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물리적방호 III등급 구

연구소 활동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는 원자력공급국그룹의 NSG 지침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 제도

역이며, 하나로 및 부대시설은 물리적방호 II등급 구역으로 침입탐지, 지연, 대응인

에 따라 원자력전용품목은 KINAC를 통해, 이중용도품목은 KOSTI를 통해 수출 물품 또는 기술의 전략물자·기

력 및 조치 등을 위해 출입통제 및 침입자 탐지, 울타리 및 방호벽 등 운영, 경찰 및

술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허가를 받고 수출해 왔다. 2014년에 강화된 대

군인과의 협조를 통한 대응인력의 확보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

외무역법에 따라 연구소는 전략물자·기술 통제규정을 제정하고, 원내 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관련성을 파악했으

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IAEA의 국제 물리적방호 자문 서

며,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SMART PPE에 따

비스인 IPPAS(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의 수검을

라 사우디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는 원자력전용품목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SMART 건설 전

국제사회에 공약했으며, 핵연료운송, 방사선원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하나로가

설계 협약 관련 전략기술 수출통제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KOSTI와 협조해 전략기술 이

수검기관에 포함됐다. 수검결과 연구원은 방호조직의 효율성 등 2건의 우수 사례

전에 대응하고 있다.

를 인정받았다. 2017년 3월 미국 측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산 핵물질을 사
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2. 안전조치 활동

를 요청해왔으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SSA) 전문가 등 미국대표단

1995년 NPT 무기한 연장, 1996년 NSG/ZC(Nuclear Supply Group/ Zangger Committee) 가입, 포괄적

이 2017년 4월19일 연구소를 방문·점검 결과 연구소는 8건에 대해 우수(Positive

핵실험금지조약(CTBT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가입, 1996년 93+2 Program(SSS,

Observation) 판정을 받음으로써 물리적방호법, 규제체계 및 연구소 이행활동이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채택 등 국제적으로 핵물질계량관리, 핵 활동의 감시·감독이 대폭 강화되

IAEA 물리적방호 권고지침서(IAEA INFCIRC/225/Rev.5)를 충실히 만족하고 있

는 상황에서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음을 보여주었고, 과거 세 차례(1997, 2002, 2012년) 실시한 물리적방호 점검 시
제안한 사항 등에 대한 조치도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시켰다.

가. 안전조치기술과 국제협력
1992년 남북 상호사찰 협의과정에서 안전조치기술의 확보문제가 제기됐고, 1997년 이후 국가사찰이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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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통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93년 외무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안기부, 연구소 등에서 선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1989년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를 신설한

된 사찰요원이 미국의 SNL, LANL,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등에서 남북 상호사찰에 대비해

후, 2003년 1월에는 ‘Catch-all 제도(수출품목이 통제목록에는 없지만 확산우려 용

계량관리, 시료 채취 및 분석, 자료관리, 장비 취급 등의 사찰기술 기초훈련을 받고, 같은 해 국내에서 한·미 합

도로 전용될 것을 알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동훈련을 했다. 이어 1994년 3월 연구소에서 과학기술처와 연구소 직원이 남북 상호사찰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2005년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통

계량관리, 시료 채취 및 처리, 분석 등의 훈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연구소에서 사찰단,

합공고를 제정했고, 2009년에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

피사찰단 및 평가단으로 나눠 현장 훈련을 했다.

술 수출입통합고시를 개정했다.

1994년 9월 19일 IAEA 정기총회에 참석 중이던 과학기술처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과 안전조치 분야에

IT 기술발전, 인적교류 증가로 국제적 기술이전이 용이함에 따른 전략기술의 불법

관한 기술협력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199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제1차 PCG(Permanent Coordinating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계약에 의한 기술매매뿐만 아니라 기술의 무형이

Group) 회의를 개최해 안전조치에 관한 공동 관심사와 기술개발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

전(ITT)까지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4년 1월 정부는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라 1995년 TCNC 요원은 SNL과 LANL에서 안전조치와 물리적 방호훈련을 받았다. 1995년 11월 워싱턴에서 제2

을 개정해 무형기술이전(전화, FAX, e-mail 지시, 교육, 실연, 종이, 광디스크, 반

차, 1997년 3월 우리나라 과천에서 제3차, 1998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를 갖는 등 PCG 회의를 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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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사찰 기술개발

1995년 10월 4일 TCNC와 일본 NMCC(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간 핵
물질통제기술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매년 교대로 양 기관에서 발표회를 개

가. 핵사찰 장비 개발

최했으며, 사찰기술과 관련정보를 교환했다. IAEA 회원국들의 사찰 장비, 사찰 기

1975년 우리나라가 NPT에 가입하고, INFCIRC/153 type에 서명해 IAEA 사찰을 수용했지만 피사찰대상 시설

술 등 안전조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MSSP(Member State Support

이 적어 사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1993년 PIEF에서 PWR 핵연료 손상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핵연

Program)와 관련, 연구소는 월성 CANDU 건식 사일로(dry silo)의 원격검증장치

료봉 진위여부를 가리는 사찰장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봉 검증장비(SFRV: Spent Fuel Rod

개발 기획과제 SP-1과 관련해 미국 SNL과의 CANDU 핵연료이송 원격감시장치

Verification)를 개발했다. IAEA 사찰관이 수중의 해체 핵연료집합체 내 연료봉 진위 확인에 이 장비를 유용하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했다.

활용했다.
1994년 과학기술부와 미국 에너지부(DOE)간에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나. 사찰 시료 분석

핵연료 관련 안전조치기술 공동연구·개발에 합의하고, 같은 해 4월 DUPIC 핵물질안전조치시스템에 대한 IAEA

IAEA는 ‘프로그램 93+2’ 계획 하에 미신고 핵 활동의 효과적 탐지를 위한 각종 기

의 공인 성능시험을 수행해 한·미·IAEA간 신뢰구축과제로 발전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품목계수 핵물질과 중량

술검토 및 탐지기술의 현장 적용시험을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IAEA에 협조하는

계수 핵물질을 함께 다루는 시설 계량관리를 위한 감시 장비, 중성자계수법을 이용한 고방사능 핫셀 내의 핵물질

취지에서 연구소 시설 및 주변의 환경시료의 채취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IAEA는

측정기(DSN: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설계·제작, DUPIC 핵연료시설 실시간 계량관리시스템을

1994년 7월 21일∼23일 조사후연료시험시설, 하나로, 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 변환

위한 계량관리프로그램 및 DUPIC 핵연료시설 격납·감시시스템을 위한 감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

시설 등 총 14개 지점에서 환경시료(swipe)와 연구소 주변 18개 지점에서 토양, 이

DUPIC 핵연료시설 감시장비 (DSNM: Dupic Safeguards Neutron Monitor)를 설계·제작하고 방사선 신호와

끼, 하천수 등 환경시료를 채취했다. IAEA는 1996년 5월 시설별 기준치 설정을 위

영상 신호를 동기화한 통합감시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해 조사후연료시험시설(PIEF), 조사재시험시설(IMEF)에서 총 36개의 swipe 시료

연구소는 CANDU 원자로 핵연료검증용으로 1997년 SCAF, 1998년 SCAI를 개발했다. SCAF(Spent CAndu

와 1997년 11월 연구로 1·2호기, PIEF, IMEF의 핫셀 내부에서 총 28개의 시료를

Fuel verification)는 월성 원전 저장조 선반 더미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 개

채취·분석한 결과 시설별 과거 핵 활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발했다. 1997년 처음 개발 당시는 수동식이었으나 이후 반자동식으로 개선해 핵연료 검증에서 기록까지 자동화했

공정시료 분석에서는 1997년 국가사찰계획에 따라 한국핵연료(주)(현 한전원자력

다. 1998년 IAEA의 사찰기기 전문가의 인증실험을 거쳐 국가사찰은 물론 국제사찰에도 활용됐다. SCAI(Spent

연료(주))의 핵연료 가공공정에서 총 17개 우라늄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 코드를 부

CAndu fuel Identification)는 수중에서의 CANDU 핵연료다발 일련번호 확인 장비로 인증실험을 거쳐 IAEA 공

여하고 연구소 화학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해 그 정확도를 검증했다. 대기핵종감시

용장비로 채택됐다.

분야에서는 원거리 핵 활동 감시용으로 약 1 kt 규모의 핵실험 후 약 7,000 km 거
리를 이동한 입자나 가스를 1,000 m3/h의 고정밀도 유량률로 축정할 수 있는 대

나.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 건설 및 기반기술 자립

기핵종감시장치(ANMS: Atmospheric Nuclide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해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원자력산업과 연구활동에 대한 국제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하

1997년 8월부터 연구소의 방사선응용연구동 옥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나로 사찰시료에 포함된 극미량의 핵물질분석체계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이 연

HYSPLIT 전산코드를 활용해서 핵종의 유출 진원지를 역추적하는 기술을 습득함으

구는 북한의 핵활동 탐지·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로써 향후 핵무기 실험장소 등의 위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분석체계구축은 장비와 시설의 구축, 분석법연구, 품질관리체계수립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나노그램 이하 수준의
극미량의 핵물질분석은 고감도의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야 하므로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 2008년), 유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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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2010년), 이차이온질량분석기(SIMS, 2013년) 등

거쳐 2012년 12월에 NWAL로 공식 인정받았다. CLASS 완공 후 동위원소 측정장비를 TIMS에서 ICP-MS로 변경

의 주요 장비를 구축했다. 또한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시료오염 방지를 위한 특수시

해 유효성을 확인했으며, 2013년부터 IAEA로부터 매년 국제사찰시료분석을 의뢰받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설로 사찰시료분석청정시험시설(CLASS)을 2010년부터 건설하여 2013년부터는 본

2013년부터 2차례에 걸친 테스트 시료분석을 마쳐 2015년 4월에 FT-TIMS 입자분석 분야 NWAL 추가 가입에

격적으로 가동했다.

성공했다. 이로서 연구소는 총량분석과 입자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 세계 4번째 기관이 됐다.

연구개발은 총량분석과 입자분석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행했다. 사찰시료 내 모

입자분석에 있어 FT-TIMS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SIMS 입자분석 분야는 2016년부터 NWAL 가입을 추진

든 핵물질을 용액화해 분석하는 총량분석기술은 2011년에 확립했으며, 2010년부터

해 테스트 시료를 분석했으며, 2018년 8월 이에 대한 NWAL 추가 승인을 받았다.

2012년까지 핵물질 미세입자를 개별 단위로 분석하는 핵분열트랙 열이온화질량분
석법(FT-TIMS)을 개발했다. 또 다른 입자분석법인 이차이온질량분석법(SIMS)은
장비 설치 후인 2013년부터 2016년에 기술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레이저 분광기
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꾸준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분석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의 자격과 관련된 국제규격인 ISO/IEC

제8절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연구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은 원자력시설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제염·해
체·철거하고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시의
작업자 피폭 저감,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및 사업비용 감축이 기술 이용 및 기

17025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술 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방사능 사고 환경 복원은 신속한 오염원파악, 오염

2012년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물질의 불법거래와 테러에 대한 대

원차단,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제염이 환경오염피해와 복구비용을 줄이는 첩

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012년부터 핵감식 역량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핵물

경이다. 또한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산업은 원자력공학뿐만 아니라 화학, 화학공학, 전산, 물리, 기계, 제어 등 다

질분석을 통한 이력추적이나 연대측정 등의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네트워크 구축

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종합기술산업으로 특이성과 난이도로 인해 기술개념 개발부터 연구개발을 거쳐

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핵감식 관련 기술회의 ITWG(Nuclear

상용화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에 매년 참가해 관련 기관들
과 기술을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교차분석(2016년, 2017년)과

1. 해체기술 연구개발

도상훈련(2013년, 2015년, 2017년)에도 참가해 핵감식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연구소는 1986년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원자로 제염·해체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
체 관련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96년 해체(폐로)가 결정된 연구로 1, 2호기와 2001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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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AEA-NWAL 실험실 인증

연구소 내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제염·해체기술 개발은 물론, 향후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대비

IAEA는 인정(accreditation) 과정을 거쳐 전 세계 17개 기관이 가입되어있는 사찰

한 제염 해체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인력을

시료분석실험실네트워크(NWAL: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를 조직·

양성하고 있다.

운용 중이다. NWAL 가입은 해당 분야의 분석 능력을 국제사회가 인증한 것으로서

연구개발 초기에는 원전 1차 계통 및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의 제염을 위한 저농도 화학제염 및 LOMI(Low

그 분석결과의 국제적 공신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2008년에 IAEA로부터

Oxidation Metal Ion) 제염 공정 등 습식제염기술과 해체 후 부품 제염을 위한 전기화학적 제염 및 초음파 제염

NWAL 공식 후보실험실로 지정받은 이후 2009년부터 품질관리문서를 제출하며 본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 원자력 연구시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고방사능

격적 가입절차를 시작했다. 기술 개발과 시설 및 장비 구축의 진행에 맞춰 총량분석

건식제염 기초기술을 확보했다. 2004년부터는 PFC, CO2, 플라즈마 제염기술의 핫셀 내 실증시험을 통해 사용후

분야와 입자분석 분야의 가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시켰다.

핵연료 건식처리 연구시설의 유지·보수용 건식제염 공정장치의 제염성능 및 현장 적용성을 입증했다.

2010년부터 총 4차에 걸쳐 테스트 시료를 분석한 후 2012년 IAEA 측의 현장 실사를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구소 내의 노후화된 사용후핵연료취급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와 미래 핵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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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원전의 해체에 대비하기 위해 해체기술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07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2차 폐기물처리가 용이한 선진기술을 개발했다.

년부터 고방사능 시설을 포함한 원자력연구시설의 유지·보수·해체에 필요한 기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순차 침전제거기술을 이용한 고방사성·고염 폐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술을 개발

술 개발에 착수했다.

했고, 친환경 수증기개질과 고효율 핵종·지지체 분리기술을 이용한 난처리성 특수폐기물(유기혼성 폐기물, 우라

2010년부터는 기존에 추진하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과제에 우라늄함유 폐

늄 복합페기물) 처리기술은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다.

기물 처리 과제를 추가해 ‘원자력시설 제염, 해체 및 복원(DD&R: Decontamination,

또한 대형 원자력시설의 광역오염사고 발생 시에 오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복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Decommissioning, and Remediation) 기술 개발’ 과제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소재를 자체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방사능 깊이분포 현장측정기술을 포함한 광역오

다양한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필요한 핫셀의 알파·베타

염준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시스템을 개발했다.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핫셀 제염에 적합한 건식제염기술, 오염토양 및 콘크리트 폐

2017년부터는 본격적 원전해체에 대비해 이미 개발한 단위 기술 및 공정을 바탕으로 실제 원전에 적용이 가능한

기물처리기술, 그리고 우라늄 위해도 저감화기술 등 해체 단위기술들을 확보했다.

해체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착수했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정책 여건이 변화되고

먼저,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발생에서 처분까지

해체 및 환경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의 해체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이력과 측정결과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시

발전정책 포기선언과 일본의 단계적 원전가동 중지 선언에 따라 원자력시설 해체에

작했다. 이를 통해서 해체계획수립 단계부터 폐기물처분 단계까지의 해체 전 과정에서 필요한 방사선학적특성평

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됐다. 이와 같이 해체시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부각

가 통합관리기술 및 난분석 핵종측정 자동화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내 원전의 해체에

장기간 운전한 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 내부표면은 다양한 금속산화막이 형성돼 있고, Co-58 또는 Co-60 등의

대비하고 해외 해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

방사성동위원소가 산화막 내에 존재해 일차계통의 해체 및 유지보수 시 제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존 상용

을 수립하고, 본격적 해체 핵심기술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10년간의 중장기 해체기

화학제염공정과 달리 유기산 및 유기산 착화제를 배제함으로써 제염폐기물의 처분안정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

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차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신개념 화학제염공정을 개발했고, 향후 신뢰성 있는 제염성능의 확보 및 이차폐기

2012년부터는 국내 초기 가동 원전들의 영구정지에 대비해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

물 저감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벤치규모 제염 및 폐액처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기술과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시의 안전성 확보 및 방호기술 개발

원격절단 기술은 고방사능 환경에서 운영되던 원전 핵심설비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융·

을 시작했다. 특히, 원전은 방사선 준위가 높고, 복잡한 대형설비들로 구성돼 있어

복합기술로서 로봇 및 레이저 분야와의 기술융합을 통해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원격절단시스템 개발

고난이도의 해체기술이 요구되므로 연구소는 국가 해체기술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계통 제염, 원격 정밀해체, 해체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 등의 핵심기술 중심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처분 및 관리 비용이 매우 높고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국내

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환경에 적합한 폐기물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종래 해체폐기물 처리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해체폐기물의 처분

원격해체분야에서는 다양한 원격 절단해체공정을 3차원 디지털환경에서 빠르게 시

부피를 최소화하고, 처분적합성을 극대화하는 고도 감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뮬레이션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즉각 평가할 수 있는 해체공정 통합평가

그리고 원자력시설 운영 중 비계획적 누출에 의해 부지 내 토양·지하수에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

시스템과 대형 원전핵심설비를 원격으로 정밀하게 취급할 수 있는 6자유도 고하중

자력시설 해체 완료 후 부지 규제를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부지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의 오염부지에 대한 환

취급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했으며, 이와 더불어 정밀하고 유연한 절단을 수행하는 동

경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소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난처리성 미세토양(점토·실트)

시에 2차 폐기물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고성능 공기중 레이저절단기술을 개발했다.

내 방사성종 탈착 및 지하수 내 핵심 다핵종 제거기술과 원자력시설 사고 시 부지 내 광역 표면오염을 복원하기

제염 분야에서는 원전 해체 시 필수적인 1차 계통 제염기술개발에 집중해 개발하되

위한 소재 및 공정 개발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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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규모 기술검증시설 구축
해체 선진국은 기술검증시설 구축 및 다양한 원자력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해체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고 있다. 대부분 실험실 규모 개발기술의 실용화 실패의
주요 원인은 공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데 있다. 해체분야 후발주자로서 국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체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공학규모 기술검증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연구소도 원자력시설해체기술 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종합연구개발 및 기술성능검증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해체종합연구센터’ 설

해체 부지 오염도 측정 시스템

원전 해체 시뮬레이터

방사성오염 제염 장치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 장치

립을 추진했고, 201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
러나 예타 심사과정에서 원전운영부처와의 협력 등 핵심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업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연구소 내에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소규모 검증시설 구축을
추진했으나,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계획에
맞추어 향후 이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3. 해체핵심기술실용화사업
특히, 2017년부터는 영구 정지된 국내 원전을 우리 기술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핵심기술실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체 핵심기술 실용화사업은 기

해체 핵심기술 실용화 과제 대상 장비

존에 개발한 기술을 원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
해 공동으로 검증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기 위한 과제이다.
실용화 과제에서는 이미 확보한 핵심기술 중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해체시설·부

지 원전 해체기술 연구에 힘써 왔다. 특히, 원전 해체 핵심기술은 해체준비,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등

지 오염도 측정기술(㈜미래와 도전), 핵심설비 해체공정 시뮬레이션기술(두산중공

총 5단계, 38개 기술로 분류했으며, 현재 38개 핵심 기반기술 중 8개 해체준비기술(해체공정 평가기술, 해체안전

업), 원전 1차 계통 화학제염기술(한전 KPS), 해체폐기물 처리 기술(오르비텍, 선광

성 평가기술, 방사능재고량 평가기술, 핵종분석기술, 환경영향 평가기술, 방사선안전관리기술, 품질보증기술), 3

T&S) 등 4개 분야(전문기업)를 우선 선정했으며, 2019년까지 이들에 대한 현장 검

개 제염기술(제염에 의한 재료건전성 평가기술, 분사연마 제염기술, 전해연마·화학침수제염기술 3개 절단기술

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고자유도 원격절단 통합평가기술, 실감형 원격절단 시뮬레이터, 기계적 절단기술), 10개 폐기물처리기술(고방사
성폐기물 안전화기술, 대용량 고방사성폐액 처리기술, 우라늄폐기물 처리기술, 유기혼성폐기물 수증기개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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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금속폐기물 절단 및 제염기술, 금속용융기술, 금속체 방사능평가 및 재활용 기술, 콘크리트폐기물 재활용기

1997년부터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사업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술, 콘크리트폐기물 감용기술, 콘크리트폐기물 안정화기술), 3개 환경복원기술(광역 오염확산 억제기술, 해체부

통하여 원자력연구시설 해체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원전 사

지복원 최적평가기술, 부지 규제해제 평가기술, 오염토양 처리기술) 등 28개를 확보한 상황으로, 선진국 대비 약

고 이후 2012년 수립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까

8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개 제염기술(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기술, 대형기기 나노복

207

제1장 원자력안전·환경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합유체 제염기술), 4개 절단기술(원격해체장비 내방사화기술, 고하중취급 원격정밀
제어기술, 3차원 인간-기계연계기술, 열적 절단기술), 2개 폐기물처리기술(방사화
탄소폐기물 처리기술, 악틴족 함유 폐기물처리기술), 2개 환경복원기술(저준위 부
지 방사능 현장 측정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기술) 등 나머지 10개 미확보 기술도
대부분 실험실 수준의 성능검증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2021년까지 선진국 대비
100% 기술 확보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체 핵심기술 확보 현황
2012~2017년 확보
확보기술(28개)
미확보기술(10개)

해체 준비

제염

절단

해체공정
평가기술

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 기술

원격 해체 장비내
방사화 기술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 기술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해체 안전성
평가 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

악틴족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대용량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 기술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광역 오염 확산
억제 기술

방사능 재고량
평가 기술

폐기물 처리

제염에 의한 재료건전 3D Human Machine
유기혼성 폐기물
성 평가 기술
수증기 개질 처리 기술
Interface 기술

환경 복원

표면오염도
측정 기술

분사연마
제염 기술

열적 절단 기술

금속 폐기물 절단 및
제염 기술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체부지 복원
최적평가 기술

핵종 분석 기술

전해연마/화학
침수 제염 기술

고자유도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금속 응용 기술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기술

부지 규제해체
평가 기술

환경영향
평가 기술

실감형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금속체 방사능
평가 및 재활용 기술

콘크리트 폐기물
안정화 기술

오염 토양
처리 기술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

기계적 절단 기술

품질 보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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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원자력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필요

한편 연구소는 2012년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동위원소의 공급이 불안

한 핵심시설이다. 1959년에 연구소를 창립하

한 상황에서 국내 안정 공급과 수출을 도모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U-Mo 핵연료를 실증하며, 제어봉 해부구동

면서 연구로 도입도 추진했다. 100 kWt 연구

방식 등을 구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U-Mo 핵연료는 지금까지 개발된 고성능 연구로핵연료 가운데 우라늄

로 1호기(TRIGA Mark-II) 도입을 결정했고,

밀도가 가장 높아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의 성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62년 3월에 첫 임계에 도달했다. 이후 성능
이 더 높은 연구로에 대한 요구에 따라 1960년대 말에 250 kWt로 출력을 높였고,
두 번째 연구로 도입을 결정했다. 2 MWt 출력의 연구로 2호기(TRIGA Mark-III)
는 1972년에 첫 임계에 도달했다. 1970년대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국산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 시험로 도입을 추진했

제1절
연구로 1, 2호기
건설·운영 및 해체

1. 연구로 1호기 건설·운영
가. 연구로 1호기 건설
정부는 1957년부터 연구용원자로 도입을 계획하고, 1958년 9월 윤세원 문교

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부 원자력과장과 김희규를 미국에 파견했다.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박철재,

1985년에 연구소를 서울 공릉동에서 대덕으로 옮김에 따라 새 부지에 30 MWt 다목

미국 마켓(Marquette) 대학교수 이기억, 유학 중이던 이병호, 전완영 등이

적 연구로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1995년에 첫 임계에 도달했고 이후 ‘하나로’라 이

원자로형 선정에 많은 조언을 했다. 처음에는 50 kWt급의 비등수형원자로를 염두에 뒀으나, 가격과 활용성 등을

름 지었다. 설계와 건설을 연구소가 주도했고, 캐나다 AECL의 기술협력을 받았다.

고려해 GA(General Atomics)의 TRIGA Mark-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로를 이용하는 실험설비의 대부분은 운전을 시작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발·설

미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따라 원자로 구입에 35만 달러를 무상 원조했고, 우리 정부는 1958년 예

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개방했다. 아직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 하나로에 설

산에 같은 액수인 35만 달러를 책정해 총 70만 달러를 원자로 및 부속 기자재 도입비로 확보했다.

치할 수 있는 실험설비 대부분의 설치가 완료되어, 활용하고 있다.

1959년 7월 14일 연구로 1호기 기공식에 이승만 대통령 등 3부 요인, 외교사절,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995년 말에 하나로의 원자로 성능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인 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원자로는 GA가 공급하고, 건설과 감리는 Holmes and Narver(H&N), 시공은 중앙산업이 맡았다. 원자로실 크레

연구로 1, 2호기의 운전을 영구 정지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로 1호기의

인 설치에는 이병호, 공기조화계통 설계·시공·감독에는 서울대 김효경 교수가 참여하고, 원자로건물은 당시 촉

부속시설과 연구로 2호기의 원자로 및 부속시설을 해체하였으며, 건물 제염 등을

망받던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했다.

끝으로 해체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체공사에 따라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관

1962년 3월 19일 오전 10시 50분 핵연료 장전시험을 시작, 같은 날 오후 4시 52분 첫 임계에 도달했다. 이후 제어

리 문제는 아직 연구소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봉반응도 측정, 출력보정 등을 거쳐 3월 23일에 정격 출력 100 kWt에에 도달했다.

하나로의 설계·건설·운전·이용을 통해 연구로의 기획에서 이용까지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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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진 인력을 축적했고, 이를 활용하여 2007년 시작된 네덜란드 Pallas 설계

나. 연구로 1호기 출력 증강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나 수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에는 연구소와 대우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여러 실험을 위해 더 높은 출력이 필요했다. 1964년부터 연구로 1호기의 출력증강을 검토

설 컨소시엄이 요르단연구로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2017년 6월에 공식적으로

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2.5배까지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68년 출력증강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핀란드

시설을 인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Technical University of Helsinki에서 TRIGA Mark-II를 250 kWt로 출력증강한 선례가 있어 이를 참고했다.

전체 시설 수출 사례다. 이외에도 2014년 완료된 말레이시아 연구로의 계측제어계통

원자로공학연구실에서 설계·개조·임계·특성시험을 맡아 노심계산, 1·2차 냉각계통과 제어계측계 변경 설계,

개선사업, 2019년 말 완료 예정인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로의 냉중성자 시설 설치

노심 구조체 설계 및 방사선 차폐능 평가를 수행했다. 기존 구조체의 방사선 차폐능은 충분해 변경하지 않았다.

사업(OYSTER) 등 연구로 관련 기술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로 수조 상부의 방사선량률 준위는 50 μSv/h 이하가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 출력증강 후의 측정치는 예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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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아 접접근제한 조치만으로 방사선 피폭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체, 1차 냉각계통 등 GGA사 공급품이 108만 6,300달러, 이 가운데 원자로 차폐 구조체 및 기기 설치 국내 건설분

노심 구조체와 제어봉 구동장치 설치판의 해체·조립, 중성자검출기의 재배치 등

은 17만 4,000달러로 신성공업(주)(현 신성(주))가 맡았다. 본체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약 1/3이 GGA 공급

노심부 작업과 냉각계통의 펌프와 열교환기 설치작업, 계측제어계통의 교정, 냉각

분이었으며, 2차 냉각계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원자로건물 및 부대시설 등은 국내 기술로 건설했다. 1968

탑 건조, 방사화분석을 위한 공압식 이송계통 추가 설치 등을 1969년 6월 24일 완

년 12월 부지공사를 시작한 뒤 1972년 3월 임계에 도달,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료하고, 임계실험 등 특성실험을 했다.
나. 연구로 2호기 출력증강 연구

2. 연구로 2호기 건설·운영

원자로를 건설하는 동안 1970년에 출력증강도 연구했다. 127개의 표준형 TRIGA 핵연료를 장전해 자연순환 냉각

가. 연구로 2호기 건설

방식으로 3 MWt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로 1호기 출력증강을 계획할 때 500 kWt 내지 1 MWt로 높이는 가능성도 검토

열수력설계에서는 노심 상부에 수로(flume)를 설치해 하향 강제순환 냉각으로 변경하면 출력을 5 MWt까지 올릴

했으나, 강제순환 냉각 및 차폐체 보강 등이 필요해 출력증강은 250 kWt까지만 하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구로 2호기의 출력은 2 MWt가 적절하며, 출력증강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고 MWt급의 연구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을 내렸다.

1968년 연구소는 9개사에 입찰요구서를 보냈으나 GGA(Gulf General Atomic),
AMF(American Machine & Foundry), Lockheed Georgia 3개사만 응찰의사를

3. 연구로 1, 2호기 폐로

냈고, GGA와 Lockheed가 고려대상이 됐다. GGA는 TRIGA Mark-Ⅲ(1.5 MWt,

가. 해체사업 추진 경위

선택사항으로 2 MWt), Lockheed는 Pulstar(5 MWt, 선택사항으로 10 MWt)를 제
시했다.
연구소는 노형선정위원회를 구성, 장차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MWt급 연구로의 시
설 특성, 구비요건 등을 종합해 노형선정에 참고했다.
첫째, 기술적 평가에서 중성자속은 거의 비슷하나 TRIGA의 값은 실측치에 근거한
것이고, Pulstar는 계산치로 신뢰도에 차이가 있었다. 원자로 안전성에서 TRIGA가
우수한 반면, 향후 출력증강 가능성에서는 Pulstar가 우수했다. 실험시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자로 특성연구, 원자로 요원의 훈련과 능력 축적에서 Pulstar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제작회사의 경험과 신뢰성에서는 TRIGA의 제작 경험과
운전 경험, 원자로 개발에 기여한 업적 및 제작시설, 사업전망 등이 나았다. 셋째,
핵연료 및 주요 부품의 공급 안정성에서는 TRIGA가 나았다. 넷째, 경제성에서는
건설비와 핵연료비 모두 Pulstar가 약간 저렴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노형평가 결과 핵연료의 안정공급과 성능보장 문제를 중요시 해 GGA의 TRIGA를
선정했다. GGA가 제안한 선택사항인 열출력 2 MW, 이동식 원자로를 선택하고,
1968년 12월 연구로 2호기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자재 가격은 원자로, 원자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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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연구소의 대전 이전에 따라 서울 공릉동 연구소 부지를 한국전력에 매각했

(1997.12.30∼2000.10.31)됐다.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국 BNFL과 함께 해체설계를 했다. 설계 자료를 바탕으

으나, 연구로 1, 2호기는 대전에 새로 건설되는 다목적연구로가 가동될 때까지 연

로 원자력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1998년 12월 11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한국

구소에서 계속 운영한 뒤 해체하기로 하고, 시설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9년 12월에 심사를 끝내고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선 안전 및 환경 분

이후 몇 차례 연장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 시작된 2008년 12월

과)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원자력 시설 해체에 관한 기술적인 규제요건 미흡으로 심의가

에 끝났다.

보류됐다.

연구소는 1989년부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운영경비 조달과 운영인력 문

다음해 재심의에서 해체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이

제 등으로 연구로 1, 2호기 해체 방침을 정하고, 1996년 3월 제12차 원자력이용개

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최종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2000년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문위원회에 연구로 1, 2호기 폐로계획(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연구로 2호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확보계획’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기술기준 현황’을 심의하고, 해체공사와 함께 해

는 연구소가 즉시 해체하고, 연구로 1호기는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감안해 부지 소

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도 요청했다. 과학기술부는 2000년 11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

유주인 한국전력에서 기념관화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지원 예

해 해체계획서를 승인했다.

산 98억원으로 1999년말까지 연구로를 해체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위원회는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양

다. 연구로 해체 공사

을 최소로 해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해체계획서 승인으로 2000년 12월 15일 한국중공업(주)과 해체공사 인력수급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기간은 3

물처분장 운영이 시작될 때까지 현지 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결정하고, 1998년 5

년이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8년 말까지 연장됐으며, 비용도 24.3억원에서 44.3억원으로 증액됐다.

월 제16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서 해체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방사성폐기

2001년 전반기에는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후반기에 해체공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물 처분비용을 포함해 사업비를 142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간도 연장해서 해체공사

시설 해체 경험이 없고 관련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IAEA의 안

는 2002년 말까지 하고, 방사성폐기물은 2008년까지 연구로 2호기 원자로건물에

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해체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준비했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임시 저장·관리하도록 했다.

마쳤다.

그런데 해체공사 허가를 2000년 11월 23일에 받음에 따라 2002년 말까지 해체공사
를 끝내는 것 또한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연구로 2호기 및 관련 시설을 우선 해체하

(1)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2001.6∼2002.12)

고 연구로 1호기는 기념관화해서 향후 활용방안을 수립하며, 해체공사와 함께 관련

정부 권고에 따라 연구로 1호기 해체는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하고, 연구로 2호기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기술도 개발하도록 변경했다. 그래서 사업종료 시점인 2008년 말까지 해체공사를

우선 방사선 오염이 매우 낮은 2호기 부속시설(동위원소 생산시설과 연구실 및 실험실)부터 해체를 시작했다.

끝내고, 방사성폐기물을 최소로 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을 줄이고, 관련기술도

이 부속시설에는 중형 콘크리트 핫셀 2기와 소형 납 핫셀 10기가 있었고, 각종 실험실에는 다양한 실험장치들

개발하는 방안을 2002년 11월 제24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

이 있었는데, 대부분 오염 정도가 매우 낮아 수작업으로 충분히 해체할 수 있었다.

개발비와 폐기물 감축비용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는 197.2억원으로 증액됐다.

납 핫셀의 주 구조물인 콘크리트 벽체는 덩어리 형태로 해체하고, 표면만을 제염 처리해 방사성폐기물을 크게
줄였다. 핫셀을 철거한 방에는 초음파 화학제염, 고압스팀 제염, 금속절단, 부피감용 등의 장치를 설치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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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체 설계와 인허가

폐기물 제염에 이용했다. 이 방은 1, 2호기 시설의 해체공사가 끝난 2007년 말까지 운영하다 2008년에 모두

연구로 1, 2호기 해체설계용역에는 현대엔지니어링(주)를 선정했다. 처음 계약기간

철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제염했다.

은 14개월이었으나 인허가심사 지연과 현장 설계지원 필요에 따라 20개월로 연장

콘크리트 핫셀은 원자로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준위가 높은 기자재를 해체하는 등의 작업에 이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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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반기에 핫셀 구조물에 부착된 각종 기기, 차폐 유리창, 배관 등을 제

(3) 1호기 부속시설 및 주변시설 해체공사(2006.1∼2007.12)

거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부의 2층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 나중에 핫셀 내·

한전은 1호기를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의 기숙사 및 교육장으로 활용

외부 표면만 제염했다.

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해체공사를 시작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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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원자력계 원로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존을 요청해
(2) 2호기 원자로 해체공사(2003.1∼2005.12)

정부가 결정을 미루었다. 이에 따라 원자로실을 제외한 부속시설(동

부속시설은 성공적으로 해체했으나 원자로 해체공사는 방사능 예측과 다르거나

위원소 생산 및 실험연구실)과 주변의 보조시설을 우선 해체했다.

작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예상보다 6개월 이상 걸렸다. 스테인리

2007년 11월 연구로 1호기 보존 검토회의에서 1호기 원자로 수조 콘

스강 재질인 회전시료조사관 구동장치의 연결봉은 준비한 유압식 절단기로 잘

크리트 구조물과 수조 내부의 원자로 및 주변장치들을 제외하고, 주

라지지 않아 수중 플라즈마 공구를 긴급히 제작했다. 수조 차폐 콘크리트 속에

변 기기들은 모두 해체·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는 한국전력이

있는 빔 튜브와 열중성자주(thermal column)는 알루미늄이어서 작업자 접근이

계속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전과 합의했으며, 연구소는 원자로건

용이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방사선준위가 높아 원격 작업을 했다. 열중성자주

물 내부와 수조 콘크리트 외부를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부의 흑연 블록은 제거작업부터 포장까지 원격 취급공구들을 개발·제작해서

제염하고 기념관으로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존 결정된 연구로 1호기

사용했다.
2호기 원자로 수조 내 장치들 가운데 내부 구동장치들이 스테인리스강인 회전

(4) 마무리 해체공사(2008년)

시료조사대의 방사선 준위가 가장 높았다. 수조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원격으로

시설 내의 모든 기기와 장치들을 해체한 뒤 액체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연증발시설 및 금속 제염장치들이 설치

이것을 분리해서 특별 제작한 차폐용기에 담은 뒤 원자로실 천정 크레인으로 수

돼 있던 방을 비롯한 콘크리트 핫셀 구조물의 내·외부 벽체 제염, 환기용 배기 덕트와 여과설비 철거, 보존되

조 바깥으로 옮겼다. 이를 다시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experimental tank)로

는 모든 건물의 최종 제염작업을 했다. 1호기와 2호기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부지에 대해 최종 잔류방사

옮겨서 중장기연구개발과제로 개발한 수중 분해장비로 분해 절단, 내부의 스테

선을 측정한 뒤,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장 및 기숙사 주거 시나리오를 적용한 방사선

인리스강 구동 부품들을 수거해서 별도의 차폐용기에 담았다.

피폭 영향을 평가해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이아몬드 절단장비로 해체했다. 빔튜브 주변

연구로 2호기 해체 전 모습
해체 후 임시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

과 대단위 중성자 조사방의 내벽이 깊이 30 ㎝ 정도 방사화됐음을 시료 측정으

라.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로 확인하고, 큰 블록 형태로 잘라서 제거했다. 방사화된 콘크리트만 따로 처리

해체 방사성폐기물은 특성별·종류별로 분류해 처리·포장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염해 자체처분 폐

해서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였다.

기물로 바꾸어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 해 처분비용을 절감했다. 그래서 당초 약 4,000 드럼 이상으로 예측했던
방사성폐기물이 1,160 드럼으로 줄었다. 해체공사 완료 후의 오염된 토양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이 1,600
드럼이었다.
고체폐기물은 방사선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분류했다. 방사능에 따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저준
위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했다. 폐이온 교환수지, 필터, 슬러지 등 수분 함량이 많은 것, 종
이·플라스틱·금속·콘크리트 등 수분이 매우 적은 것, 부피가 큰 장비 및 기기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가연성,
압축성, 비압축성 등 처리공정과 안정화와 비안정화(분산성) 등 저장·처분을 고려한 분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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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특성별로 적합한 감용처리와 제염방식을 적용해 방사성폐기물 양을 최대한 감

1976년에는 개념설계, 1978년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이후 1980년까지 상세설계와 핵연료봉 수력학적 실험, 안

축했다. 목재류, 제염 휴지, 작업복, 장갑, 마스크, 여과지 등 압축성 폐기물은 15톤

전봉 구동장치 성능실험, 핵연료 파손검출기 신뢰도 시험, 원자로 용기 제작 및 용접시험, 헬륨 정제장치 성능시

압력의 압축기로 부피를 줄였다.

험 등 설계 실증시험을 했다. 이 사업도 1980년 초 연구소 외적인 요인으로 중단됐지만, 재료시험로 국산화 관련

중성자 방사화된 금속성폐기물은 잘게 잘라 포장했다. 표면 오염된 금속폐기물은

기술을 축적했고, 이는 이후 하나로 건조 사업에 활용됐다.

초음파 화학제염 설비 및 고온스팀 제염장치를 이용해 제염했다.

이후 연구소는 원자력 주요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TRIGA보다 성능이 우수한 연구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액체폐기물은 연구로 시설에 남아있던 액체와 제염·해체작업에서 발생한 제염 폐

설명했다. 또한 한국핵연료개발공단도 핵연료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험시설을 대덕연구단지에 건설하면서 재료시

수와 샤워 및 세탁폐수 등이다. 이의 대부분은 극저준위로 이온교환과 자연증발 처

험로 건설 필요성을 조사·검토했다.

리했고, 샤워 및 세탁 폐수는 막분리설비로 처리했다.

2. 연구로 건설 타당성 조사
1983년 연구로 건설 타당성과 노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전 및 원자력 이용 기술 가운데 기술자립을 해야 하는

제2절
하나로 자력
설계 건조

1. 사업 배경

분야와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분야를 정리했다. 또한 국내 주도로 설계·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술수

1970년대 초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함에

준도 분석·평가했다. 그 결과 핵연료 성능시험 및 노재료 개발, 기초·응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및 규소 반도체

따라 원자력 기술자립 필요성이 생겼다. 이와

생산 등을 본격화하고 연구로 1, 2호기의 폐쇄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건설할 연구로는 대형 다목적 연구로여야 한

관련해 IAEA는 “핵연료 및 원자로계통의 국산

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화를 이루려는 나라는 대형 연구로와 노심 조

원자로건물 구조설계, 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계통설계, 부지평가 등의 기술 수준은 약 70 %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 루프 등의 기본 연구개발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계통제어 및 계측설계는 25 %로 낮고, 원자로본체 기본설계와 안전해석 분야는 국내 기술로 어려우므로 연구로

연구소는 1973년 7월 캐나다의 NRX형 재료시험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한국재료

기본설계는 외국 기술자문 또는 공동설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험로(KMTR: Korea Material Test Reactor)의 건조비는 외자 4,000만 달러, 내
자 850만 달러로 4,850만 달러, 건조기간은 4년으로 추정했다. KMTR은 연구소 서

3. 노형 선정

울부지가 아닌 타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당시 선진국에서는 주로 초고중성자속로(ultra-high flux reactor)와 다목적 연구로 두 종류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원자로는 천연우라늄 핵연료, 중수 감속재, 경수 냉각재를 사용하고, 핵연료 조

후자에는 서독이 인도네시아에 공급한 JANUS, 일본의 JRR-3M, 미국 GA의 TRIGA-25, AECL의 MAPLE-X

사시험, 노재료 개발, 냉각계통 연구 등 시험설비를 가졌으며, 열출력은 40 MW였

가 있었다. 이 가운데 MAPLE-X는 건설예정 시점, 활용분야 등에서 우리 계획과 잘 맞았고, AECL은 연구로 설

다. 그러나 1974년 5월 인도 핵실험의 여파와 국내·외 사정으로 원자로 도입 추진

계, 운영경험이 풍부해 공동연구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단됐다.

한·캐나다 공동연구는 설계계산 체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호 비교를 통해 새로운 설계방법의 위험부담을 줄

1976년에는 핵연료 및 재료 등의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키려면 재료시험로가 꼭

이는 데도 기여했다.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0 MW급 재료시험로(TFTF: Thermal Flu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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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를 연구소가 주도해 설계·건설하기로 했다. 1단계(1976.1∼1980.12)로 설

4. 개념설계 연구와 설계 요건 정립

계 및 기술 개발, 2단계(1981.1∼1983.3)로 임계장치 개발, 3단계(1984∼)로 원자로

개념설계 연구는 네 분야에 집중했다.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이용 장기계획에 연구로가 기여해야 할 분야들의 구체

자력건조계획을 세웠다.

적인 범위를 규명하고, 선진국들이 운전 또는 계획하는 연구로의 장단점을 분석했으며, 바람직한 연구로 개념을

221

제2장 연구용원자로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도출하고, 설계·건설·운전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구로 건물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이, 2차 계통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맡았다. 1985년 12월 10일에는 외국 기술

핵연료 및 노재료 시험, 산업 및 의학용 동위원소 생산, 방사화분석 및 기초연구,

자문에 관해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아 1986년 초 AECL과 기본설계를 시작했다. 이 기본 설계는 원자로본체, 원

중성자핵변환도핑(NTD: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및 중성자 라디오그래

자로 수조 및 냉각계통, 원자로 제어 및 보호계통, 공정계측계통, 실험시설 조사공 등이 포함됐다.

피 기술 활용 등 다목적 활용성을 만족시키는 연구로의 골격을 갖추기 위해 연구소
와 AECL의 1단계 공동연구를 1985년에 시작했다.

가. 설계 해석

핵연료 및 노재료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 열·속중성자속이 발전로의 수배에서 10배

노물리, 열수력학, 구조 및 차폐해석과 제어논리 개발 등 원자로 중추시설 설계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산하는

정도가 되는 요건을 정했다. 핵연료농축도는 핵확산금지정책에서 결정된 20 % 미만

종합연구조직을 구성했다.

으로 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더라도 온도계수가 음(-)이고, 피동적 안전개념을

노물리해석에서는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갖는 열수력학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중성자속을 갖는 여러

최대한 적용해 높은 고유안전성을 갖도록 했다.

노심모델에 대해 잉여반응도, 출력 및 중성자속 분포, 반응도계수, 운전정지여유도를 분석했다.

노심구조, 중성자분포, 핵연료주기, 노심 및 주위의 조사공 등을 자세히 분석해 새

열적여유도해석에서는 노심 입·출구 냉각수 온도가 각각 35 ℃와 45 ℃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최대출력 채널에서

연구로의 설계개념을 정립하고, 한국다목적연구로(KMRR: Korea Multi-purpose

충분한 핵비등시작점(ONB: Onset of Nucleate Boiling) 여유를 갖는 1차 냉각유량을 정했다.

Research Reactor)라고 이름을 지었다.

냉각계통설계에서는 정상 및 비상시에 노심의 열적여유도를 충분히 보장하는 1차 냉각계통의 용량을 정하고, 가

KMRR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심 냉각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로 본체를 대형

상사고 시에 핵연료봉이 파손되지 않을 최소 냉각요건을 도출해 안전여유도를 평가했다.

수조 속에 설치하는 개방 수조형으로 했다. 핵연료 조성은 당시에 우라늄 밀도가 가

수조 차폐 콘크리트, 기기실 등 방사성물질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차폐설계에서는 정상운전 ALARA(As Low As

장 높았던 U3Si-Al을 택했으며, 냉각재는 경수를 사용하고 주위에 중수(D2O) 반사

Reasonably Achievable) 목표를 12.5 μ Sv/h로 이하로 정했다. ORIGEN-2로 방사선원을 계산하고, ANISN과

체 탱크를 두었다. 냉각펌프가 불시 정지하는 경우의 열전달 과도현상에 대처하고,

DOT 4.2로 중성자 및 감마 차폐능을 해석했다.

노심에 이물질이 끼어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상향 강제순환으로 정했다.

제어 컴퓨터에 내장되는 제어 알고리즘 설계를 위해 주요 공정계통들의 동특성모델로 구성된 KMRRSIM 코드를

원자로에서 생기는 30 MWt은 냉각탑을 통해 대기로 방출하고, 원자로건물은 내부

개발·사용했다.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하는 준격납 개념으로 했다.

안전계통에는 피동안전개념을 최대한 활용해 출력폭주는 부반응도 출력계수에 의해 스스로 억제되고, 잔열은 수
조나 1차 냉각계통을 통해 다변화된 자연대류로 제거하도록 설계했으며, 대형 원자로 수조가 궁극적인 열 흡수체

5. 설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갖게 했다.

1984년 2월 16일 과학기술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목적연구로가 필요하다는 심

미국 BNL 보고서로 발간된 미국 에너지부 추천지침을 참고해 안전관련 계통, 부품 및 구조물은 안전 중요도에 따

의 의견을 냈다. 동시에 경제기획원은 1985년부터 과학기술 투자 증대에 부응하는

라 발전로에 준하는 안전등급으로 분류해 적용코드와 기준을 정하고 안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해석에는 외

연구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984년 7월에는

국에서 개발한 코드를 직접 활용하거나 개조·활용했으며, 적절한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개발·검증해서 사

1983년 연구로 타당성연구에서 제안한 추진계획을 일부 수정한 다목적연구로 건설

용했다.

사업을 경제기획원이 확정했다. 이어 1985년에는 연구로 건설의 총 사업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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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운데 32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나. 실증실험

1985년 9월 1일에는 1990년까지 건설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연구로 부지에 대한 지

실증실험은 주로 연구소-AECL 공동연구를 통해 했다. 1986년에는 캐나다 WNRE 연구소에서 1/5 규모로 축소

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국내 업체와 계약했다. 연구로 설비의 1차 계통과 연

모의한 원자로 수조에서 유체유동실험을, CRNL 연구소에서는 핵연료 채널에서의 압력강하 및 진동실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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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1988년까지 연구소의 고온유체시험시설을 이용해 유체유동실험과 압력

약을 맺었다. 1989년 1월 KMRR의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맞춰 ‘다목적 연구로 건설사업단’을 발족하고, 3월 25일

강하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기공식을 가졌으며, 11월에 원자로 기초 콘크리트 타설로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핵연료봉의 열전달 특성실험은 1988년 WNRE에서 시작해 정상 및 이상상태 ONB,

1차(1988.10.31∼1992.3.8)로 굴착공사와 원자로 콘크리트 구조체를 포함하는 골조공사, 2차(1990.4.9∼

OSV(Onset of Significant Void), CHF(Critical Heat Flux, 임계열속) 열속, 단상

1993.12.31)로 건축, 전기 및 설비 일부, 굴뚝 구조물공사를 했다. 3차(1991.5.8∼1993.12.31)에는 2차에서 예산

및 이상류(二相流)에 대한 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 핀이 부착된 핵연료봉 표면에

부족으로 하지 못한 건축공사 일부와 기계 배관 및 냉난방 및 공기조화(HVA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서 일어나는 열수력 변수를 분석했다.

Conditioning) 공사를 했다. 4차(1993.5.29∼1994.11.30)에는 기계·전기·계측제어 설치공사와 예산 부족과 상

실험에서 얻은 측정 자료를 평가해 열수력설계해석에 이용한 각종 상관식을 검증·

세설계 미확정으로 미뤘던 중성자 beam port 고밀도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건설공사를 마무리했다.

해석했다. 이를 통해 열적여유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갖

1992년 8월에는 누적된 물가상승 등 공사비 증액사항을 반영해 총 사업비를 694억원에서 934억원으로 증액했다.

는 새 열전달상관식을 찾았다.

연차예산의 배분 형편에 따라 사업기간도 1994년 준공으로 연장했다.
고밀도 차폐 콘크리트의 그라우팅(grouting) 시공을 위해 약 1년간의 실험 끝에 재료 선정, 배합 선정, 실험모형

다. 첨두출력 문제 해결

제작 및 장치 제작, 실적률 시험, 주입시험, 주입절차 확립, 주입장치 개발 등을 완성하고 시공사에 전수했다. 시

상세설계에서 첨두출력이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것이 발견됐다. KMRR 조직이 해결

공은 1993년 8월에 시작해 12월 완료했다. 반응도 제어장치는 1993년 9월 설치를 시작해 1994년 6월 성능시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1993년 3월 연구소 차원의 TFT를 구성했다. 첨두

완료했다.

출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농축도가 다른 핵연료봉으로 집합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핵

원자로 본체와 반응도 제어장치를 정확히 설치하기 위해 체계적인 설치공정을 확립하고, 각 공정별 설치장비, 특

연료심의 반경이나 두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했다. 결국 36봉 핵연료집합체의 최

수 공구 및 측정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1993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30종 61개의 특수 공구를 개발했다.

외각에 있는 18개 핵연료봉의 핵연료심 직경을 6.35 ㎜에서 5.49 ㎜로 줄여서 문제
를 해결했다.

나. 기자재 구매
1989년에 구매를 시작할 때는 67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했으나 1994년 12월 구매가 끝났을 때는 86가지로 늘었다.

6. 건설

국산화한 주요 기자재는 원자로수조 라이너(품질등급 Q), UPS(Q), 축전지(Q), ASME 배관(Q), 핵연료 저장랙

가. 부지 정지 및 건설 공사

(Q), ASME 체크밸브(flap valve)(Q), 맨 브리지(T), 회전 빔 셔터(rotary beam shutter)(T) 등 총 64가지다. 여

1985년 6월 KMRR 설계·건조사업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부지 확보와 환경영향평

기에는 연구소가 설계·발주한 것과 구조·내진해석을 하여 제품의 설계·제작이 원자력 기술기준에 맞도록 지원

가를 시작했다. 9월에 현재의 하나로 부지로 확정했는데, 원자로와 부대시설, 동위

한 것도 있다. 국내 제작업체가 없거나 기술·성능·품질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1차 냉각펌프(Q), 1차 열교환기

원소 생산건물을 비롯한 연구시설을 위한 2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Q), 중성자 계측계통(T), 반사체 냉각펌프(T) 등 15가지는 국외 발주했다.

후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차관 분으로 AECL과 계약한 제어봉·정지봉 구동장치는 1989년 10월 시제품 성능시험에서 수명기간 성능보장

부지 정지공사는 3차례 연장해 1년 6개월이 지연된 1990년 6월에 끝났다. 환경영향

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 재설계했다. 이를 계기로 반사체 용기, 유동관, 침니(chimney) 등의 설계도 재검토했

평가는 연구소의 환경안전연구실에서, 지질조사는 한국전력기술(주)에서 맡았다.

다. 재설계한 반응도 제어장치는 1993년 12월 말 설치하고 1994년 4월부터 5월까지 제어컴퓨터 다중루프제어기

1988연도에는 KMRR의 총 예산을 500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증액하고, 연차별 예

(MLC: Multi-Loop Controller)와 연계해 종합성능시험을 했다.

산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1992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을 7월 제220

원자로 본체 현장 조립공사는 1993년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다.

차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10월에는 현대건설과 KMRR 1차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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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운전 및 준공
가. 계통 기능시험
1990년 울진원전과 일본 JRR-3M의 시운전을 참관하여 시운전계획 수립에 참조하
고, 10월에는 시운전기술실을 발족해 기술과 절차 개발을 시작했다.
계통 기능시험은 기기·계통의 인수에서 핵연료장전 이전까지의 시험으로, 건설인
수시험, 계통별 기능시험, 종합계통시험으로 나뉜다. 건설인수시험 및 계통별 기능
시험절차서는 KOPEC이, 종합계통 시험 및 원자로 성능시험절차서는 연구소가 주
관해 작성했다.
건설인수시험은 1993년 7월 주전원 공급을 시작으로 1994년 9월까지 총 35계통을
끝냈다. 계통별 기능시험은 1993년 8월 주전원공급계통부터 시작해 1994년 말에
끝났다. 종합계통 기능시험은 1994년 8월 압축공기 상실시험부터 시작해서 1995년
1월에 끝났다.

하나로 핵연료 최초 장전(1995.2.2)

하나로 첫 임계 도달(1995.2.8)

1994년 1월에 원자로 수조에 물을 채웠으나 빔 튜브 팽창 접합부(beam tube
expansion joint)에서 누수가 발견돼 보수하고 5월에 다시 채웠다. 이어서 원자로

모 과학기술처 장관과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로 준공식을 가졌으

제어봉·정지봉 구동장치, 중성자 계측계통, 원자로 보호·제어계통, 1차 냉각계

며, 하나로 준공 기념우표도 나왔다.

통, 반사체계통의 기능을 시험했다. 7∼8월에는 모의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고 1

5월까지 1주기 운전 노심 구성 시험을 하고, 등온온도계수, 핵연료 반응도값 분포, 기포 반응도 값, 원자로 잡음,

차 냉각계통의 유량·압력, 노심의 유량분포를 측정했다. 9∼10월에는 노심 냉각재

전달함수, 감마선 분포, 제어봉과 정지봉의 낙하시간, 열중성자속, 고속중성자속, 다발당 출력분포를 측정하는 영

가 침니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했다.

출력 시험을 10월까지 했다.

12월에는 1차 냉각계통의 배관 진동시험과 원자로 건물 누설률을 측정했다. 이어

출력상승 시험은 자연대류 냉각 운전시험으로 시작했다. 11월 10일부터 출력을 5 MWt, 8 MWt, 10 MWt, 15 MWt

계통 종합초기운전시험을 1995년 1월 14일에 끝냈다.

로 올리면서 각 출력준위에서 전달함수, 출력결손, Xe 효과, 열제거 능력 등을 측정하고, 몇 가지 출력에서 전원
상실 시험도 하고 연말에 하나로 성능시험이 끝났다.

나. 원자로 성능시험과 준공

226

1993년 7월 원자로 성능시험실을 구성해 절차서 작성을 시작했다. 1994년 10월에

다. 시운전 및 운전요원 교육 훈련

시운전 계측기와 중성자원을 설치해 중성자 계측기를 시험하고, 주변 방사능 측정,

1990년 2월에 시운전 준비팀을 울진원전에 파견해 기술과 경험을 배우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시작했다. 3월부터

수조 냉각수 순도 유지, 계통과 수조 등에 대한 점검, 원자로 기동전 점검, 핵연료

6개월에 걸쳐 일본 JRR-3M의 시운전에 7명의 핵심요원이 참여해 시운전계획 수립, 공정관리, 분야별 시운전시

장전전 점검을 마치고, 1995년 2월 2일 핵연료 장전을 시작했다. 2월 8일에는 첫

험 내용과 방법 등을 배웠다.

임계에 도달했다.

시운전 및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신입 시운전 요원 교육과 운전 면허시험 교육으로 나눠서 원자력 기초교육과 하나

3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해 원자로를 ‘하나로(HANARO: Highly Advanced

로 실무교육을 원자력연수원에서 주관했다. 1994년 6월 첫 하나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원자로 조종감독자 16

Neutron Application Reactor)’로 명명하고 휘호탑을 제막했다. 4월 7일에는 정근

명, 원자로 조종사 6명, 총 22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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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허가

내조사시험설비(FTL: Fuel Test Loop)과 냉중성자 실험시설(CNR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은 각각

가. 건설·운영 허가

2009년, 2010년에 완공했다.

1986년 5월 원자력안전센터에 KMRR의 현황을 설명하고 적용 기술기준에 관한 협

이로써 연구소는 하나로와 부속시설의 설계·건조·운영·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력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

의를 시작했다. 정례회의를 통해 9월에 안전기준을 정립했다. 1987년 2월에는 관련

으로 연구용원자로 수출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의 길을 열었다. 해가 가면서 기기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

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가 발생해 노화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2010년 중성자계측기 교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설의 노화관리

1987년 7월 KMRR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에 제출했다. 9월에 원자

를 시작했다.

력안전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뒤 12월 23일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건물과 굴뚝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원자로건물 외벽 일부분이 설계기

KMRR의 건설·운영을 과학기술처가 허가했다.

준(0.2 g)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7월 10일부터 가동을 정지하고 내진보강공사를 했으며, 공사 결과

이후 다목적연구로건조사업단과 원자력안전센터가 체결한 ‘KMRR 설계안전성 검

및 시설 검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2017년 12월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토(1988.1∼1992.12)’ 협약에 따라 KMRR 인허가업무가 진행됐으나, 1990년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리·독립에 따라 1991년 5월에 이 협약은 해제됐다.

1. 운영 조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SAR, ER, 건설·운영허가 조건사항 해제신청서 및 설계

하나로 준공식 직후 1995년 4월 20일 하나로 운영과 이용 조직인 하나로센터가 출범했다. 이후 운영조직은 몇 차

자료 등의 심사를 시작했고, 1994년 12월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냈

례 개편을 거듭했다.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과

처음에는 동위원소연구 조직이 동위원소생산시설을 운영했다. 2005년 6월 이 시설에서 미량의 방사성 옥소가 환

학기술처는 1994년 1월 27일 조건사항을 변경해 영출력 운전을 허가했다.

경으로 누출된 것을 계기로 10월부터 이 시설 운영도 하나로운영부가 맡았다. 또한 정기검사에서 인허가업무 관
리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도출되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로안전관리랩이 출범했다. 이후 연구소 조

나. 사용전 검사

직체계 개편에 따라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안전종합실로 편성돼 인허가업무 총괄, 내부 규제 및 안전문화 증진

사용전 검사는 시설검사, 계통기능검사, 원자로 성능검사로 나누어 했다. 건설공사

등을 맡고 있다.

전반기인 1989년부터 1992년 사이 시설검사를 수행했다. 계통기능검사는 공사 지

시설 운영과 이용시설 개발을 분리된 조직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영 초기에는 이용 시설 개발을 전담할

연으로 1994년 1월에 시작했다. 24 V 직류계통의 건설인수시험부터 시작해서 1995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FTL과 CNRF 설치도 하나로 운영조직과 이용기술 개발조직에서 선발해 할 수밖에 없

년 1월까지 19개 계통을 검사했다. 원자로 성능 검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지만 다

었지만, 2008년 초에 연구로 관련 엔지니어링을 전담하는 연구로공학부가 신설됐다. 그러나 연구로공학부는 요

음 단계 검사 전에 해결했다.

르단연구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연구로개발단으로 확대돼 하나로 조직에서 분리됐으며, 하나로운영부에는 하나로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요원만 남게 됐다.
2018년 현재 하나로 운영, 동위원소생산시설 운영과 냉중성자실험동 운영은 하나로운영부에서, 중성자 빔 장치관

제3절
하나로 및
부속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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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하나로와 동위원소생산 시설이 완공된

리와 이용자 지원은 중성자과학연구센터에서, 노내 조사시험장치 개발과 이용자 지원, 중성자도핑 반도체생산장

뒤 중성자를 활용하는 여러 실험시설들을 원자

치 관리와 운영은 중성자응용연구부에서 각각 맡고 있다.

력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활용하고 있다. 이

1997년 11월 외환위기 발생 이후 하나로 운영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었다. 2001년부터 예산은 점차 회복됐으나 물

들 시설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상승, 시설 노후화, 활용시설 증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운영인력 가운데 설계·해석 요원들은 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핵연료노

구로 수출사업으로 옮겨가고 하나로 운전과 시설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필수 인원만 남은 상태이다. 원자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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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줄어든 인원을 2015년에 확보해 6개조 18명에서 24명

및 냉각탑건물 안전 진단과 보수를 했다. 2014년에 하나로 제어컴퓨터(MLC)를 국산으로 교체했으며, 제어봉 인

으로 늘었다.

터페이스 장치도 국산화해 교체했다. 2016년 하나로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배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했
고, 교체 필요성이 대두돼 2019년에 예산을 확보·교체할 예정이다. 2014년 정지기간에 핵연료 파손 감시·계측

230

2. 하나로 운영

계통을 교체했고, 2016년 정지기간에 수조방사선 계측기를 새로 제작해 2018년 초에 교체했다. 1차 냉각펌프 교

1995년 2월 2일 핵연료장전을 시작해서 8일 16시 9분 첫 임계에 도달함으로써 하

체에는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철저한 노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체시기를 미리 예측해 예산을 확보하

나로 운전을 시작했다. 10월부터는 정규 교대근무 체제를 갖췄다. 이후 원자로 이용

고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전 방식도 몇 번 바뀌었다. 운전출력을 점진적으

2011년 2월 20일 중성자 핵변환 도핑을 하는 NTD-1 수직공에서 실리콘 단결정 교체를 위해 조사통을 인출할 때

로 높여 운전출력 제한 인허가조건 사항이 해결된 2004년 12월부터는 30 MW로 운

플로터 고정 장치의 고장으로 방사화된 플로터가 부력에 의해 수조 상부로 떠올랐고, 수조 상부 고방사선으로 원

전하고 있다. 운전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FTL과 CNRF 설

자로가 자동 정지되었다. 이때 방사선량이 백색비상발령 조건에 해당돼 오후 2시 32분 백색비상을 발령했다. 추

치를 위한 장기간 정지로 크게 줄었으나 2008년 4월 28일 가동 2000일을 달성했

를 매단 그물망으로 플로터를 가라앉혀 수조 상부 방사선량을 낮췄으며, 당일 오후 9시 33분 백색비상을 해제했

고, 2014년 2월 10일 가동 3000일을 달성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속조

다. 이후 설계를 변경해 플로터가 이탈하지 않도록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치로 건물 내진 성능평가, 내진 보강설계 및 공사로 2014년 8월부터 약 3년 5개월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4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부·민간 합동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단은 지

간 정지했다.

진 발생 시 제어실 운전원의 안전대책과 안전설계기준 지진 이상의 지진에 대한 하나로 원자로건물과 주 굴뚝의

원자로 시운전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시설 노화에 대비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진 발생 시 제어실 운전원 보호를 위해 제어실내 집기, 전등, 덕트

노화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시운전에서 수조 표면 방사선준위가 예측보다 높았다.

등을 0.3 g의 지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했다.

방사능이 높은 냉각수가 예상보다 많이 수조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었다. 수조

2014년 7월 10일 중성자빔 실험장치 전원 공급 단자대 소손으로 발생한 화재로 원자로를 정지하고 원자력안전위

고온층으로 자연대류를 억제해 해결했다. 1차 냉각수의 방사선과 열출력 측정값이

원회에 보고했다. 이후 내진성능 평가과정에서 원자로건물 외벽의 일부가 설계 기준 0.2 g에 미달하는 것을 인지

가끔 불안정해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이 있었다. 지발중성자 및 감마출력

하고, 2014년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2014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로건물과 굴뚝에 대한 내

측정 장치를 각각 설치해서 해결했다.

진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3월 설계기준(0.2 g)에 미달하는 원자로건물 외벽 일부

1996년 말 핵연료 검사에서 간격체의 기계적 마모가 심한 것이 발견됐다. 원자로

에 대한 내진보강을 요구했으며, 연구소는 예산 117억원을 확보해 내진보강설계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2017

하부 유입 공동관에서 발생한 냉각수의 소용돌이(swirl)로 인한 핵연료의 진동이 설

년 4월에 끝났으나, 대전시에서 구성한 시민검증단의 요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

계단계 내구성시험에서 측정한 것보다 컸기 때문이다. 2003년까지 3차례 핵연료설

회에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심·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2017년 11월 30일 재가동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계를 변경해 해결했다.

2017년 12월 5일 시운전을 하며 2014년에 교체했던 제어컴퓨터를 시험했다. 시운전이 끝나고 12월 10일 정식으

순간 정전으로 원자로가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간정전보상회로를 설치해 불시

로 97주기 운전을 시작했다. 30 MW 전 출력 운전 중 수조 고온층 두께 감소로 인해 수조 상부 방사선의 증가를

정지를 줄였다. 중수계통 누수 발생 시 환경으로의 방출 저지를 위한 중수계통 밀폐

발견하고 계통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정지했다. 고시에 따른 보고 사안은 아니었지만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인해

실을 설치하고, 삼중수소 제거장치를 원자로실에 설치해 중수계통 밀폐실에 작업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해결하고 2018년 5월 15일 다시 원자력안전위

위한 출입이 필요할 때는 삼중수소 제거장치를 가동한 후에 작업하도록 했다.

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97주기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하나로를 운전한 지 15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교체 필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규제기관은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하나로는 내진 보강공사 이

성이 생겼다. 2010년 운전용 중성자계측 계통을 교체하기 시작했으며, 원자로건물

외에 지상에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하나로 부지 내 침수심도 재평가했다. 2014년에 원자력안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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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연구용원자로도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게 됐다. 첫 번째 평가
보고서는 2018년 1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2014년 개정된 원자력 방호 방재법에 따라 사이버보안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까

제4절
연구용원자로 개발 및
기술 수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 연구로 개발·기술 수출
하나로 성능시험 중인 1995년에 캐나다 AECL의 협력사로서 태국의 Ongkharak
연구로 건설사업에 입찰했고, 2000년에는 호주의 RRR(Replacement Research

지 7단계로 나누어 사이버보안을 위한 물리적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각

Reactor, 이후 OPAL) 건설사업에도 입찰했다. AECL이 주도하고 연구소는

단계마다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아 사이버보안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일부 설계 및 해석과 시운전 분야에서 협력하는 수준이었는데, 수주에 모두
실패했다. 이후 독립적인 수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수출을 목표로 한 연구과제를 만들었다. 2002년의 수요 동향

3. 동위원소 생산시설 운영

및 기술현황 분석에 이어 2003년부터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 과제를 시작해 2008년까지 이어갔으며, 2009년

1995년 동위원소생산시설 건설이 끝나고, 각 핫셀 뱅크에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위

에는 ‘연구로 공학기술 연구’ 과제로 과제로 확대해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한 클린룸을 설치해 1998년 6월 사용허가를 받았다. 2002년에 Tc-99m 발생기 생

네덜란드 PALLAS 설계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노심을 비롯하여 연구로 주요 계통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

산을 위한 핫셀 설치공사를 시작해 2003년 11월 사용허가를 받았다. 방사성 옥소

과 설계 실력을 쌓는 한편 각종 국제협력과 연구로의 부분적 기술 수출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

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에 주 배기구의 활성탄

갔다. 이때까지는 하나로의 설계·건설·운영·활용 경험을 가진 하나로이용연구본부의 인원이 주도해 20 MW

여과기 하우징을 교체하고, 보조 배기구의 활성탄 여과기 하우징은 전면 보수했다.

신형 연구로인 AHR(Advanced HANARO Reactor) 설계개념 개발, 베트남의 신규 연구로 건설 타당성공동연구

2005년 이후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노화관리 업무를 강화했다.

등의 국제협력, 연구로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개발 등을 했다.

2009년에는 자동 제어반 및 무인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환기계통 이상 시 운전에 문

2007년 9월 네덜란드 NRG(Nuclear Research and consultancy Group)는 국제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제가 없도록 했으며, 2010년에는 동위원소생산시설에 페이징 폰 시설을 구축했다.

PALLAS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연구소가 주축이 돼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응찰하면서 연구로 수출

Mo-99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2012년에는 Tc-99m 생산 클린룸을 뱅크

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는 이후 2009년 12월 요르단 JRTR(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

2의 C10, C11 핫셀에 구축했다. 2014년에는 시설 내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화

설사업 수주의 단초가 됐다.

재 수신반에 문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PALLAS 사업은 점차 하나로 본부 차원을 벗어나 연구소 전체의 지원을 받는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계통

2015년에는 건물 1, 2층에 눈 세척기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 2016년에는 조명 변

설계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로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연구로 수출이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압기에 지락 보호장치설비를 구축했으며, 관리구역 지하에 에폭시 페인트가 열화

수 있다고 관련 기업과 정부를 설득했다. 그동안 연구소 내부로 국한된 수행 체계에서 A/E 설계, 기기제작, 건설까

경화로 손상돼 재시공했다. 2017년에는 수입 대체가 어려운 희귀 소아암 치료제

지 모두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참여와 교육과학기술부

I-131mIBG 생산을 위한 시설을 뱅크 3에 구축해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하나로건

등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과 종합적으로 연구로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

물 내진 보강을 위해 하나로 가동이 중단됐던 3년 5개월 동안에도 수입한 동위원소

는 체제를 구성했다.

를 가공해 병원 및 산업체에 공급했다.

JRTR 사업 수주 환경은 PALLAS 입찰 환경과 달랐다.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JRTR 입찰기간이 PALLAS 입찰
기간과 겹쳤으므로 PALLAS에 투입하고 있던 기존 역량을 JRTR 입찰 준비에는 거의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JRTR 입찰을 위한 개념설계 등은 하나로본부의 소규모 인력이 주도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기관들도 PALLAS 사
업비 산정시 서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서 대우건설 이외 기업들은 연구로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더 적극적이고 가시적이었다. 2009년의 1차 PALLAS 입찰은 실패했지만 연구로 수출이 국가 차원
의 관심 사안이 되면서, JRTR 수주에 큰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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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PALLAS 설계사업 입찰 주요
경과

입찰

1차입찰

날짜

PALLAS의 노심과 주변 장치 개념설계

날짜

주요 경과

2007. 9. 30

국제 공개 경쟁 입찰 개시

2009. 1. 15

요르단 원자력위원회(JAEC), 입찰요구서 발행

2007. 12. 17

한국 컨소시엄(한원연-한기-두산중-대우건설), 사전자격심사 통과

2009. 5. 17

입찰서류 제출

2008. 6. 14

한국 컨소시엄,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

2009. 12. 4

JAEC,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연구소-대우건설 컨소시엄)

2009. 5. 11

입찰 서류 제출

2010. 3. 30

사업 계약 서명 (3자 계약: 연구소, 대우건설, JAEC)

2009. 6. 24

NRG,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아르헨티나 INVAP)

2010. 8. 1

사업 공식 착수

2010. 1. 15

NRG, 입찰절차 중단 발표

2010. 11. 23

기공식

2013. 5. 12

최초 콘크리트 타설 (제한공사 승인으로 실시)

2013. 8. 15

건설허가 획득

2015. 1.

2차 입찰

주요 경과

PALLAS 사업 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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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한국 컨소시엄(한원연-대우-현대Eng-현대건설), 사전자격심사 통과

2015. 5. 7

시운전 개시

2017. 3. 14

입찰 서류 제출

2016. 4. 21

핵연료 장전 허가 획득

2017. 8. 9

수정제안서 제출 포기 통보(네덜란드측의 무리한 financing 요건)

2016. 4. 25

최초 임계 달성

2018. 1. 24

PALLAS 사업재단 아르헨티나 INVAP과 계약 체결

2016. 10. 31

시운전 종료

2016. 12. 7

준공식

2017. 6. 15

JRTR 공식 인도

2017. 10. 11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및 동위원소 생산시설 공식 인도

2017. 11. 12

운영허가 획득
JRTR 건설사업 주요 경과

JRTR 원자로실

JRTR 사업은 요르단원자력위원회가 발주한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사업으로 요르단의 중성자 과학기
술 핵심시설 구축, 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조사서비스 제공 및 요르단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JRTR
사업의 공급범위는 원자로건물 및 부속건물, 동위원소 생산시설, 교육훈련센터 등 JRTR 설계 및 건설과 JRTR 운
전원 교육훈련이다. 계약금액은 미화 161백만 달러이며, EDCF 융자 8,2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JRTR 사업
은 2010년 8월 1일 공식 착수해 2016년 4월 25일 최초 임계에 도달했으며, 2016년 12월 7일 준공해 2017년 6월
15일 시설을 인계했다.
JRTR 사업은 연구소와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연구소는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 요르단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EPC 업무 중 기술지원으로 방사선차폐설계 등 설계 지원, 기자재 구매 지원, 원자로집합체
등 설치 지원, 시운전 및 운전 지원 그리고 인허가 지원을 담당했다. 대우건설은 사업관리, 설계, 기자재 공급, 설
치 및 시공, 시운전 등 EPC를 총괄했다. 한편 연구로 시설 개선, 실험시설 구축, 이용설비 등 연구로 파생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연구로기술 공급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일차냉각계통 교체를 위한 노심설계와 안전해석을 포함한 그리스연구로 GRR-1의 시설개선 용역(2009년 8월 시
작했으나 이후 그리스의 경제난으로 중단), 태국연구로 TRR-1의 계측제어계통 개선 자문사업(2010.6∼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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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연구로 RTP 계측제어계통 개선사업(2012.6∼2014.3), 네덜란드 델프트

사성동위원소를 비롯해 주요 동위원소의 100% 자급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방사성동위원

공대 연구로 HOR에 냉중성자시설을 설치하는 OYSTER사업(2014.8∼2019.12 예

소 이용산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목적도 있다. 또한 중성자 핵변환 도핑(NTD) 서비스를 통해 전력반도체산업의 성

정) 등 연구로기술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Tc-99m 용매추출 장치 등 방사

장을 유도하고, 의료 및 신소재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총 사

성동위원소 생산장치, 증류탑 자동 검사장치 같은 동위원소 추적자 관련 장비 등을

업예산 2,900억원(국비 2,500억원, 지방비 400억원)을 투자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동남권 방사

세계 10여개 나라에 수출했다. 또한 연구로용 핵연료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15 MW 연구용원자로와 동위원소생산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프로그램에

2011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2012년 2월 교육과학기

도 연구소의 독보적 기술인 원심분무 핵연료분말기술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구

술부, 부산시, 기장군, 연구소 등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1차 연도에는 사업관리체계 구축, 원자로 및 주요

소는 2012년 4월 부산시 기장군에 짓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는

계통의 개념설계,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2차 연도에는 원자로 및 주요계통 기본설계를 통해 노

데, 연구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미확보 연구로기술 개발·실증도 이 사업

심출력을 확정하고, 2013년 4월 연구로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U-Mo 판형핵연료 검증을 위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실증시험을 시작했다. 3차 연도에는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했고, 2014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구로 건

앞으로 연구로 수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사업비 경쟁력을 충분히

설허가를 신청했다. 하나로에서 축소 핵연료판 1차 조사시험을 끝내고 조사후시험을 했으며, 미국 아이다호국립

갖춰야만 한다. JRTR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우리의 연구로 설계·건설 기술

연구소(INL)의 연구용원자로인 ATR에서의 조사시험을 위

은 검증됐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에서 U-Mo 판형 핵연료, 하부설치 제어

해 시험용 핵연료집합체를 인도했다. 4차 연도에는 핵심설

봉 구동장치, 핵분열 Mo 생산기술 등의 개발·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

비인 원자로 본체와 원자로 제어계통의 제작용역계약을 각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연구로 기기가 소량, 다품목이어서 대형 기기제작사

각 체결했으며, 사업부지 정지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했다.

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의 기기제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

비 경쟁력은 중국이나 INVAP보다 열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비 경쟁력 없이 연

가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를 2015년 10월 완료하고

구로 수출 명분만으로는 여러 기업이나 기관들을 결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

본심사를 시작했다. 2016년 12월 연구소는 지방비 공사인

업비 절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편, 원자로시설의 부분 개조, U-Mo 핵

154 kV 전력인입선로 건설공사 토목 2구간 공사계약을 체결

연료, 실험설비, 연구로 인력의 교육훈련 등과 같은 연구로 관련 파생기술의 수출은

해 공사를 시작했고, 아스콘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매계약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도 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수출용 신

2.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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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연구로 사업전반 특히 건설허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소가 2012년 4월에 착수한 ‘수출용 신형연구로(기장연구로, KJRR) 개발 및 실

부지 지진안전성 평가시에는 지진지체구조구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지진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6년

증’ 사업은 U-Mo 판형핵연료를 이용한 노심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국내 미확

경주 지진은 그 이전 최대 지진으로 기록된 규모 5.0의 지리산 지진보다 커, 안전성 평가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

보 연구로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세계 연구로 건설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

다. 연구소는 경주지진 유발단층에 대해 현재까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 잠재지진을 재산정하고, 부지의

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동위원소 공급부

최대 지진동을 재평가해 2017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

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 등 질병의 영상진단을 위해 널

항지진에 따른 추가적인 부지 영향평가로 건설 허가는 당초 계획보다 더욱 지연되고 있다.

리 이용되는 테크네튬 발생기(Tc-99m generator) 등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방

수출용 신형연구로에서 처음 사용할 U-Mo 핵연료의 검증을 위한 시험용 핵연료집합체 조사시험을 미국 IN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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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CRADA)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핵연료조사시험을 위한 예비분석
및 개념설계를 했고, 2단계로 시험용 핵연료집합체를 2015년 10월 27일 미국 아이
다호 국립연구소의 ATR에 장전해 2017년 2월 24일 손상 징후 없이 조사시험을 성
공적으로 완료했다. INL은 조사된 핵연료집합체를 11개월간 냉각시킨 후 2018년 2
월부터 조사후시험을 시작했다. 연구소는 조사후시험 결과를 인허가에 반영할 계획
이다. U-Mo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연구용원자로에서 사용하는 고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 핵비확산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고밀도 U-Mo 핵연료의 검증은 국제적인 관심 사항인 것이다.
2008년 발생한 국제적 Mo-99 공급부족사태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인 OECD/
NEA의 HLG-MR(High-level Group on the Security of Supply of Medical
Radioisotopes) 회의가 프랑스 파리 OECD/NEA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Mo-99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아르헨티나 RA-10, 프랑스 JHR, 한국 KJRR, 브라
질의 RMB 등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편, 2024년부터 네덜란드 HFR, 벨기에 BR-2
등이 가동을 정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및 부품의 단가상승 등의 외
부환경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 연구소는 사업 재기획을 추진했다. 연구로 및 부대시설
상세설계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비해 시설 규모가 커지고 원자로 본체, 원자
로 주제어설비 등의 제작비가 실행예산 대비 크게 증가해 총사업비가 66.8%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10월 사업주관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
재정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으며, 10개월간의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 두 차례
에 걸친 점검회의를 거쳐 2017년 9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는 적정성 재검토 결
과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통보했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증액 신청분의 89%를 확
보했으며, 사업기간도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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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1절 SMART
255 제2절 소듐냉각고속로
272 제3절 수소 생산 원자로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상용화를
추진하며, 풍요롭고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278 제4절 핵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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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은 연

요하다.

구소의 지난 6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1970년대에 연구소는 국내 핵융합연구를 시작했으나, 1990년대 중반 시작된 KSTAR 건설과 함께 핵융합연구의

차지했다. 그러나 근래에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중심이 국가핵융합연구소로 옮겨갔다. 그 이후부터는 물리 중심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가열장치와 증식 블랭킷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으

의 공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로 바뀌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원자
로개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연
구소에서는 SMART, 소듐냉각고속로, 수소생산원자로, 핵융합에 중점을 두고 개발
해 왔는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도 수소시대와 고준위폐기물 처리가 당면 과

제1절
SMART

소형 원자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 원자로보다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순수 전력 생산에는 불리하지만 전력 생산과 함께 해수담수화, 난방, 기

제인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예비책이 될 수 있다.

타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중소형 원자로인 SMART를 개발해 왔다.

다. 1987년부터 1991년에 연구소도 열병합 목적의 소형 원자로에 관한 기초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분명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소

연구를 정부 과제로 수행하다가 여건 미비로 중단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특유의 믿음이 SMART 개발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2018년 현재 MENA(Middle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했다.

East and North Africa)를 포함한 전 세계에 SMART를 공동 수출하기 위해 사우
디와 협력하고 있다. 공동 수출에 앞서 사우디에 2기의 SMART 플랜트를 우선 건

1.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1994.7∼1997.7)

설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원자력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1994년 7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있도록 사우디 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원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유안전 및 피동안전 개념·기기 등 신형 원자로 핵심 요소기술을 연구개발 했다. 그

력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사우디 국가원자력연구원 구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결과 고유안전성이 매우 높은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가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핵심요소

이다.

기술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열수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992년부터 국가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파이로공정기술과 연계된 소

노심분야에서는 무붕산 노심 설계기술, 무붕산 노심의 잉여반응도 제어방법, 비정방형노심·열수력 해석코드

듐냉각고속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왔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용

HEXFEM와 MATRA를 개발했다. 계통분야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원자로안전성을 높이는 피동 및 고유안전기술

후핵연료 해법은 직접처분과 재순환 후 처분 두 가지 방식이다. 2020년 사용후핵연

과 피동기기 연구, 기초 열수력실험 등으로 관류형 증기발생기, 자기가압형 가압기, 유체 다이오드, 습식 단열재

료 해법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2021년 이후의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등의 설계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피동계통 및 기기 분석, 피동격납용기 냉각, 자연대류분석, 피동형원자로계통 성

다는 것이 2018년 정부의 정책이다. 연구소 60주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능 및 안전성분석 등을 연구해 RELAP/MOD3를 개선하고, 증기발생기해석코드 ONCESG, 격납용기해석코드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부담을 고려하면 소듐냉

CONTEMPT4/MOD5/PCCS를 개발했다.

각고속로가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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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수소경제 부상과 더불어 연구소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목적

2. 330 MWt SMART 개발(1997.7~2002.3)

으로 초고온가스로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 현재 수소경제가 서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해수담수화와 소규모 전력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열병합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을 원자

서히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수소생산뿐만 아니라 고온의 공정열

력연구개발사업(1997년~2006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형 원자로 모델인 SMART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등 다른 산업적 응용 가능성도 커 지속적인 활용분야 개발과 이에 대응한 연구도 필

SMART는 해수담수화 및 전력생산을 하는 중소형 원자로다. 표준 모델의 출력은 330 MWt이며, 9만 kWe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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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하루 4만 톤 담수 생산을 할 수 있다. 1단계(1997.7∼1999.3)로 원자로계통개

자기가압기, 나선형 관류증기발생기, 붕산을 대체하는 미세 반응도 제어용 제어봉구동장치 등 새로운 개념을 도

념 개발, 개념설계,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하고, 2단계(1999.4∼2002.3)로 원자로계

입했다. 원자로집합체를 철제 안전보호용기안에 설치함으로써 압력, 중력, 자연대류 등 자연현상으로 안전계통이

통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다.

작동하는 피동개념으로 설계했다. 또한 이상상태를 조기 발견해 가상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도 핵연료 파손,

SMART 활용 개념도

노심 손상, 방사성 물질 누출을 완화하는 디지털원자로감시계통과 보호계통을 설치했다.
SMART

Plant Data
Power : 330 MWt
Water : 40,000 t/day

Electricity : 90 MWe


Electricity



Intake
Facilities

나. 기본설계 개발(1999.4∼2002.3)
1단계에서 개발한 설계개념에 따라 최상위 요건과 설계분야별 요건 및 기준에 맞는 원자로계통 기본설계를 개발

Steam
Transformer

했다. 이와 함께 설계에 필요한 기술도 개발해 우리 고유의 일체형 원자로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담수화를 위한

Steam
Potable water

Seawater

담수계통 기본설계 개발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주)에 위탁했다.
노심, 유체계통, 기계구조, 주요 기기,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분야로 나눠 기본설계를 완료했

Desalination Plant

으며, SMART의 목표 성능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통성능과 안전성을 분석했다. 열수력 현상도
실험해 일부 설계기술과 설계에 사용되는 전산코드 모델을 검증했다. 이밖에 한국안전기술원과 공동연구로 일체
형 원자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요건 개발방향을 설정했다.

가. 개념 및 핵심 요소기술 개발(1997.7∼1999.3)

SMART 원자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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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설계개념 개발과 여기에 접목할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기술검증 실험 두 분

3. 65 MWt SMART-P 개발(2002.6∼2006.2)

야로 나누었다. 기존 상용 원자로와 달리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1차 계통 기

2000년 8월 정부는 SMART 설계개발사업을 평가하고 기본설계 이후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기를 원자로 용기 안에 설치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개념 개발을 위한 설계개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중소형 원자로 사업화 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33명

목표 및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노심 등 6개 주요 분야별로 개념을 개발해 기술성과

의 각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기획사업팀을 구성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총괄 및 기획 평가를 했다.

타당성을 평가했다.

기술성 평가에서는 SMART의 설계기술, 안전성, 인허가 및 건설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다중 반응도 조절, 가동
일체형 SMART는 1차 냉각계통을 원자

중검사 등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설계개념의 검증에 사용할 전산코드를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

로 압력용기 내부에 배치해 대형냉각재

제성 평가에서는 SMART 첫 호기의 발전원가는 대용량 원자력발전소보다 다소 높으나 가스터빈 발전소보다는 경

상실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쟁력이 있으며, 담수 생산도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총괄 및 기획 평가에서는 SMART 개발은 기술적·경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원자로 냉각

적 타당성이 있고, 실증 목적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나, 전기 생산과 해수담수화에 한정하지 말고 다변화하는 것

재펌프는 펌프 밀봉장치가 필요 없는 캔

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소규모 출력을 포함한 출력 규모의 다양화, 금속연료 사용 등 원자로설계

드모터펌프를 써서 신뢰성을 높였으며,

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안 노심의 설계를 제시했다. 또한 SMART 1/5 규모 실증로인 SMART-P(65 MWt)를 건

피동 및 고유 안전성이 높은 저출력밀도

설해 종합적 설계검증이 향후 SMART 사업화에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노심을 채택했다. 초장주기 운전으로 경

이에 따라 SMART 330 MWt의 검증을 위한 SMART-P 설계·건설사업이 결정됐다. 1단계(2002.7∼2006.2)

제성을 높였고, 계통설비를 단순화하고

로 SMART-P를 설계·건설하고, 운영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부 산하 일체형원자로연구개발사업단이

무붕산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02년 6월 출범했다. 사업단은 원자로계통설계(연구소), 핵연료 기술개발(연구소), 원자로 기기 및 담수설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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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두산중공업), 플랜트 종합설계(한국전력기술), MMIS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 개

한편 사업단은 과학기술부의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에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실용화” 과제를

발(삼창기업), 원자로 규제기술 개발(KINS)로 세부과제를 나눠 추진했다.

응모해 2005년에 STEPI는 SMART 실용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연구소는 원자로계통 설계 및 해석, 핵연료 개발, 안전해석 및 성능해석을 맡았으

5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SMART-P 설계·건설사업을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실용화” 대상으로

며, 금속핵연료의 제작사양과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했다. 두산중공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2005년 6월 SMART 실용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2006년 1월 이 사업을 주관

업은 주요 기기에 대한 성능 검증시험을 하고, 하루 1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실

할 민간업체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업체가 없어 실용화사업 추진을 포기했다.1)

증시설을 설계했다. 한국전력기술은 SMART-P의 BOP 설계와 부지·환경조사

SMART-P 인허가 심사가 2006년 2월까지 끝나지 않아 연구소는 사업기간 6개월 추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건설 단

를 했다. 삼창(주)는 MMIS의 기기설계와 개발을 했으며, KINS는 일체형 원자로

계 민간 부담금 미확보로 건설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2006년 8월 연구

의 인허가 절차 및 규제요건을 개발했다. 또한 사업단은 연구소의 기술 지원을 받아

소는 건설·운영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출범한 SMART-P 설계 및 건설사업은 중단됐다.

SMART-P의 기술검증 시험을 했다.

4. SMART 사전실시용역 및 후속 개발방안 정립(2006.7∼2008.12)
가. SMART 사전실시용역 (Pre-Project Service)
2006년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SMART 330 MWt 기본설계 개발과 SMART-P의 설계건설 사업 추진 과
정에서 도출된 기술현안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실용화 사업 착수 이전에 설계최적화 연구 및 보완설계를 거치도
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SMART 사전실시용역(PPS: Pre-Project Service) 연구를 했다. 이 용역은 2006년 7월
부터 2007년 6월까지 한국전력이 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한전원자력연료
Reactor Coolant Pump 시제품

RCP Test Facility

(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용역에서 SMART의 사업타당성을 재확인했으나, SMART의 용량을 660 MWt로 늘리는 것이 경제성에 유리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SMART-P의 사전안전성검토와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요소기술들에 대
한 재평가와 최적화를 하고 SMART 설계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기존 SMART에 접목된 저온자기가압기, 무붕산운전, 안전보호용기를 활용한 피동안전계통 기술들을 검증 미비
와 인허가 구현성 미비로 배제하고, 상용원전에서 입증된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가동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열관 직경을 변경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설치방법 등도 변경했다. PPS 용역 수행 결과

Steam Generator 시제품

CRDM 시제품

CRDM Test Facility

2003년 7월 SMART-P 인허가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KINS에 사전안전성 검

SMART의 실용화방안으로 향후 5년에 걸쳐 SMART 660 MWt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후속 사업(중소
형원자로 기술고도화 사업)을 제안했다.

토를 신청했고, 2005년 6월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 건설·운영허가 신청을 위한 인
허가 현안사항을 검토했다. 사업단은 2005년 6월 SMART-P 건설·운영허가 신청
을 하고,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심사를 고려해 사업기간 8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과
학기술부는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포함해 SMART사업 일괄 변경협약을 체결했고,
사업단도 연구소 산하 조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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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시에 한전이 실용화사업 참여를 검토했다, 2005.12∼2006.2에 SMART 실용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했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2006.2.7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그
동안 연구소 주관으로 추진해 오던 SMART-P 사업은 예산, 건설공기, 부지 및 건설후의 운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초부터 SMART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참여 요청과 당시 중단된 KEDO 사업 참여인력의 활용 문제 등으로 SMART 사업 참여를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경영층의 지지를 받지 못해 SMART 사업 참
여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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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MART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술체계화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민간기업들이 장기 연구개발투자를 주저해 2009년에는 민간기업의 SMART 개발투자를

후속 SMART 개발사업의 추진을 2007년 8월 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했

시작하지 못했지만, 2010년 4월 연구소와 한전을 주관사로 13개 기업이 ‘한전컨소시엄’을 구성해 1,000억원의 투

으나, 과기부와 산자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자협약을 체결했다.

(KDI)이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사전실시용역(PPS) 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연구소는 정부 및 민간기업과 SMART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연구소 자체과제와 과기부의

후속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술체계화과제를 통해 SMART 기술 최적화 방안을 도출했다. 원자로 출력 660 MWt 보다는 KDI의 사전타당성

2007년 하반기부터 KDI는 기술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로 나눠 사전타당성조사를 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소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한 330 MWt 급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SMART에 접

다. 2008년 초 KDI는 SMART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의지 부족, 타 에너지원

목된 기술 중 사전실시용역 결과 채택하지 않은 저온자기가압기, 무붕산운전, 안전보호용기를 활용한 피동안전계

(중유 복합화력) 발전소 대비 경제성 부족, 시장 수요 불투명, SMART 660의 기술

통을 입증된 상용 기술로 대체하기로 했고, 증기발생기도 가동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열관 직경을 변경하기로

개발 성숙도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했다.

연구소는 KDI의 조사 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즉, KDI는
사전실시용역을 주관했던 한국전력의 의견만으로 전체 민간업체의 참여의지를 평

5.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2009.1∼2012.12)

가했고, 발전원가 분석에서 통상 평가와 다른 기준과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며, 유가

SMART 표준설계인가 사업의 기간은 4년(2009.1.1~2012.12.31)이었지만 민간기업 확보 실패로 인한 예산 확보

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해 경제성 평가를 함으로써 SMART가 복합화력 대비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256차 원자력위원회(2009.03.30)에서는 2012.12.31까지로 1년 단축했다. 이 사업기간

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고,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를 IAEA,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단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3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난관을 돌파했다. 또한 2010년 한전을 주관사로 13개

미국 DOE 등 해외 전문기관보다 1/10 정도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타당성 없음’이란

기업이 SMART 개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소는 2년간 총 1,000억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이는 민간기업이

결과를 도출했다.

대규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투자·참여하는 초유의 일이었는데, 이는 SMART 개발 후 SMART 건설 및 수출사

또한, SMART는 10년간의 기술개발로 원천기술이 확보됐고, 세계에서 개발 정도가

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앞선 중소형 원자로라고 IAEA 등이 평가하는 등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연구소는 2009년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SMART 개발본부를

높아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카자흐스탄 등 잠재 수요국들이 공동 연구개발 희

출범시켰으며, 원전연료,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의 원자력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약

망을 피력한 바 있고, 국내 삼성중공업, 포스코 등 민간업체들도 SMART 사업 참여

22건의 기술검증시험과 원자로계통, 핵연료, BOP, 기기 설계 등의 표준설계를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했다.

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에 SMART 개발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설득했다.

가. 표준설계 및 인허가

그 결과 2008년에 연구소와 민간기업들은 SMART 기술개발을 완성하는 ‘SMART

연구소가 수행한 SMART 원자로계통의 표준설계는 7개 분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2009.1.1∼2012.12.31)’을 기획해, 제255차 원

야의 설계업무, 5개 산학협동 위탁업무 및 원자력전문설계

자력위원회(2008.12.22)에 보고하고, SMART 표준설계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 사

기관과의 용역 1건이다. 설계종합 분야에서는 SMART 최상

업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를 하고, 국내 인허가기관

위 설계요건, 원자로계통 설계기준서 등을 작성했고, 인허가

에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1,700억원

검토를 위한 설계문서 작성·취합 및 분야 간 연계·조정을

으로, 재원은 정부에서 700억원, 민간업체에서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삼

했다. 플랜트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기기설계는 두산중

성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투자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후반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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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한전원전연료가 핵연료설계를 맡았다. 각 설계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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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MART 플랜트 전반에 걸쳐 설계요건서, 설계도면, 설명서 등을 생산했으며, 안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검증시험을 끝냈다. 검증시험결과는 SMART의 안전성 실증과 안전해석코드모델 개발 및

전해석으로 SMART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해석능력 검증에 활용했으며, 성능시험 결과는 SMART의 핵심 기기·부품의 성능검증과 표준설계의 기반자료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2010년 2월 SMART 계통설명서, SMART 대표사고 예

활용했다. 이와 함께 핵심 원천설계기술 확보를 위해 8종의 설계코드와 10종의 설계방법론을 개발해 SMART 표

비안전해석 보고서, SMART 열수력·안전 현상확인 및 우선 순위표, SMART 검증

준설계에 적용했다. 이들 핵심 코드 및 설계방법론과 선정된 시험결과를 10건의 특정기술보고서로 작성해 규제기

시험계획서, 설계방법론 및 코드검증기술보고서, SMART 표준설계범위와 깊이에

관의 인허가 검토를 받았다.

대한 초안 등을 인허가기관에 제출해 규제기관이 SMART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SMART 안전성 확인 및 규제결정의

SMART 표준설계인가증

불확실성을 줄였다. 2010년 12월 30
일 사전안전성검토를 완료하고 표준설
계인가를 신청했다. 표준설계기술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법정인허가 서류
를 구비해 후속 SMART 건설 및 수출
사업을 주관할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정)과 한국전
력공사(부) 공동명의로 신청했다.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
정에서 약 2,500 여건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2012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SMART 표준설계인가를 발급

SMART 기술검증사업

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일체형 원자로가 되었고, SMART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6. 안전성향상연구 및 SMART 상용화 추진(2012.2∼2016.2)

SMART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받고 있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 사

가. SMART 안전성향상연구

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비상시 냉각수를 외부에서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마련,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인 안전성 강화 요구와 2010년대 들어 활발해진 미국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지진 발생 시 원자로의 자동정지 기능부여,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책 마련, 내진성능

(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 추이를 고려할 때, 모든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할

개선 등 설계를 보완했다.

수 있는 피동안전계통을 접목해 SMART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또한 2011년에 한전 컨소시엄은
SMART의 해외기술 경쟁력이 저하돼 SMART 표준설계인가를 받더라도 상용화에 바로 착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

250

나. SMART 기술 검증

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제2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해 피동안전계통 개발, 중대사고

SMART 기술검증사업에서는 SMART의 핵심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노심, 열

대처설계, 공학적 시뮬레이터 개발 등 총 293억원 규모의 국가개발연구사업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설

수력·안전, 기계·주기기 및 MMIS 분야에 총 22종의 개별효과 및 종합효과 검증

계기준사고 발생 시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운전원이 대피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251

제3장 미래형원자로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있는 피동안전계통 개념을 개발해 SMART에 도입했다. 이로써 SMART의 안전성

SMART 건설 및 상용화 사업은 한전 컨소시엄의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 한전 컨소

을 높이고 후쿠시마 후속조치계획으로 도출된 항목을 SMART 설계에 접목했다. 또

시엄은 후속 SMART 상용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국제협력을 연구소에 위임했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

한 공학적 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위한 ‘SMART 건설관련 안전성향상 연구’를 2012

년부터 운영된 총리실 산하 ‘SMART 지원협의회’를 통해 SMART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피동안전계통이 적용되지

년 3월에 착수했다. 당초 3년 계획이었으나, 연구개발예산 지원 미흡으로 2016년 2

않아 해외 개발 노형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월까지 4년으로 연장됐다.

연구소는 2012년 7월에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 및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을 대상으로

SMART 완전 피동안전계통 개발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의 설계를 유지하

SMART 첫 호기 건설사업의 공동추진을 제안했다. 이후 INL은 아이다호 주의 INL 부지 내에 SMART 2기 건설

면서 안전계통을 피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설계기준사고 발생 후 72시간 동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INL 소장이 연구소와 정부를 방문해 SMART 건설 협력방안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운전원 조치나 비상교류전원이 없는 조건에서도 안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

러나 SMART 상용화 추진에 대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의 이견으로 INL 소장의 방한 결과가 SMART 첫 호기 건

발했다. 주요 부분은 피동안전주입계통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이고, 피동격납건물냉

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SMART 건설 추진 시와 같은 방안으로 미국의 SMR인 NuScale 원자로를 INL 부

각계통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완전피동안전계

지에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 미국과 협력방안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통의 설계요건을 적용하여 72시간 기준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피동안전주입계통

이후 연구소는 2002년부터 SMART에 관심을 나타낸 국가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칠

은 노심보충탱크, 안전주입탱크, 자동감압계통 및 관련 배관을 이용해 72시간 이상

레 등)과 정보교환과 공동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잠재수요를 실수

동안 노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요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의 방문 및 SMART 건설방안 협의,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중대사고 대처 설계는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극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

SMART 건설 협력, 카자흐스탄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협력방안 검토, 캐나다 사스카치안주에 SMR 건설 협력방안

자로설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진자동정지계통 설계요건 개발, 원자로 비상냉각수

등 SMART 국제협력을 통한 상용화 방안을 추진했다.

외부주입 유로설치 설계요건 개발,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했다.

2011년부터 사우디의 SMART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2013년 12월에 연구소와 K.A.CARE는 ‘사우디에

SMART 시뮬레이터 개발은 개발돼 있는 최적해석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동작

SMART를 도입하기 위한 공동타당성조사’ MOU를 체결하고, 2014년 2월부터 1년간 공동타당성조사를 했다.

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SMART의 계통설계 및 운전원 훈련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심 동특성해석코드인 MASTER, 부수로해석코드인 MATRA와 최적계
통분석코드인 MARS를 이용해 핵증기공급계통의 열수력계통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핵증기공급계통을 모의하기 위한 MARS 코드의 기능, 모의 한계, 모의
대상 과도현상, 검증 기준 등을 확립했다.
안전성향상연구 결과로 SMART의 안전계통을 모두 피동안전계통으로 개선했고,
중대사고에 대처한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고성능 공학적 시뮬레이터를 확
보해 MMIS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을 확보했다.

나. 국제협력을 통한 SMART 상용화 추진
2010년 연구소와 한전컨소시엄 간에 체결한 협약에는 표준설계인가 획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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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하면서 양국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SMART 파트너십 추진방안에

냉각재펌프 설계 및 검증은 효성굿스프링스 등이 수행했다.

합의했으며, 2015년 3월에 양국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파트너십 협력을 공식화

이 사업에서는 안전성향상연구과정에서 개발한 완전 피동안전계통을 SMART 플랜트 표준설계에 접목했고, 사우

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2015년 9월 사우디와 SMART 건설 전 설계(PPE: Pre-

디 부지특성을 반영해 SMART 플랜트 전 계통을 설계하고 있으며, 사우디 건설허가를 위한 PSAR도 작성했다.

Project Engineering) 협약을 체결했다. 이 PPE 사업은 사우디 부지요건을 적용

또한 원자로 열출력을 10% 격상하여 365 MWt로 설계함으로써 경제성 향상도 기하고 있다. SMART BOP 설계는

해 전체 SMART 플랜트에 대한 첫 호기 공학설계(First Of A Kind Engineering

표준설계의 단일호기 개념에서 쌍둥이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피동원자로에 알맞게 보조계통을

Design)를 추진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PPE사업이 끝난 뒤 2기의 SMART 건설 발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주를 계획하고 있다. SMART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SMART

이 기간에 사우디 원자로 설계기술자들이 SMART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습득을 위해 연구소에서 교육·훈련을

1, 2호기의 사우디 건설을 토대로 중동지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소형 원전 수출

받았다. 2016년 6월에 시작해 CRT와 OJT을 받았고, 2018년부터 OJP 과정으로 48명의 사우디 훈련생들이 직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접 연구소 설계팀과 공동설계에 참여하는 직무참여훈련을 받고 PSAR 작성에 참여했다. 후속조치로는 연구소와

한편 2014년 4월 정부와 SMART 개발관련 기관들은 SMART 국제협력을 통한 상

K.A.CARE간에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R&D 협력협정과, 표준설계 변경승인(Standard Design Change

용화 방안 도출을 위해 향후 SMART사업 추진체계를 정리했다. 2010년 5월 연구

Approval)에 대한 추가 인허가 사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 기술 인력이 추가로 2019년부터 연

소와 한전컨소시엄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SMART 상용화 사업추진 권리는 한전

구소에 파견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전컨소시엄이 SMART 상용화에 소극적이어

또한 한국과 사우디는 SMART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해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 중동국가에 SMART를 적극

서 SMART 수출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에

홍보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한국, 사우디와 요르단은 요르단에 SMART 2기 건설을 위한 공동타당성조사를

SMART 사업추진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에 관련 기업

완료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사우디는 사우디에 첫 2기를 건설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SMART의 제3국 진출을 위

들이 SMART 수출을 전담할 법인체로 ‘SMART Power Co.(SPC)’를 출범시켰으며,

한 글로벌 사업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SPC 사는 사우디 건설을 위한 PPE에 참여했다.

7. SMART 건설전설계(PPE)사업(2015.12∼2018.11)
사우디와의 PPE 협약에서 사우디는 1억 달러를, 한국은 3,000만 달러를 투자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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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듐냉각고속로

연구소는 1961년 고속중성자 장을 만들고 1969년 서독 KfK 고속증식로 원형
로 SNR-300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등 고속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1971년

년 동안 사우디 부지조건을 반영한 SMART 첫 호기를 설계하고, 설계문서 생산뿐

에는 고속로 임계계산, 핵연료 성형가공, 핵연료주기분석, 열전달 현상, 소듐

만 아니라 건설허가를 위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완성을 목표로 했다. 그

과 요오드 에어로졸(iodine aerosol) 처리, 고속중성자 스펙트럼과 중성자속

러나 사우디 측의 업무 소관인 부지가 홍해 인근 Yanbu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최

계산·측정 등에 대한 기본연구를 했다.

종 확정을 위한 상세 부지조사 업무의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2018년 11월 완성된

1980년대에는 프랑스 Super Phenix-I의 설계자료를 재생산해 기술을 추적하고, 설계 계산체제를 개선했다.

PSAR에는 부지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1983년부터 4년간 한·불 협동연구를 통해 2025년까지 핵연료주기시설을 포함한 고속증식로센터 설립, 6기의 고

이 사업에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원전 산업계도 참여했다. 원자로

속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기술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계통설계 분야는 연구소와 한국전력기술이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설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인 1992년부터 1993년에는 액체금속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기초기술을 개발했으며,

MMIS 설계와 안전해석, 중대사고해석, PSA 해석 및 열수력 검증 분야로 나누어

1996년까지 액체금속로 설계개념과 요소기술을 연구개발 했다.

맡았다. 핵연료설계는 한전원자력연료㈜, 기기설계 및 검증은 두산중공업, 원자로

미국 AET(Advanced Energy Technology)와 GE, 프랑스 CEA, 일본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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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rp.) 및 재단법인 CRIEPI(전력중앙연구소)와 협력해 액체금속로
개발정책과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011년까지 액체금속
로 원형실증로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를 개발하는
장기 목표와 2001년까지 칼리머 기본개념과 기술을 개발하는 단기 목표를 세웠다.
우선 150∼300 MWe의 풀형 액체금속로 개념을 개발했다. 이것은 모듈형 원자로,
증기발생기에 면진 적용, 주순환 전자펌프, 2차 계통 전자펌프와 증기발생기의 일
체화,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의 대형 역Y자형 배관 연결, 노심 상부 냉각재 소
듐량 대폭 감소 등의 설계특성을 가졌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50 MWe급 KALIMER-150 개념설계를 수행했다. 우리가
처음 개념설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다.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략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했으며, 핵심 계산체제를 개발하고 KALIMER-600 개념설계를 수
행했다.
국내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KALIMER-600은 핵확산저항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U-TRU-Zr 금속연료, 완
전 피동안전계통, 과열증기 사이클 급수계통 개념을 적용한 풀형 SFR이다. 이것은
GIF의 제4세대 SFR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SFR 개념과 함께 상용화 가능성을 입

프 성능이 향상된 고유 피복관 기술과 금속연료 설계기술을 확보했고, 원형로 고유의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성능

증하기 위한 참조노형으로 선정됐다.

을 검증하기 위한 소듐 개별효과 시험장치를 구축해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효과시험을 수행했다.

2009년부터 2010년에는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인 지속성, 경제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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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신뢰성, 핵확산저항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순환로와 연소로의 고유개념을

1. 노심·핵연료 설계 기술

개발했으며, Gen-IV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성 향상 및 안전성 입증 연구, 금속

1970년대에는 고속로 임계계산을 위해 도입한 BNWL의 ONEDX, 2DB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CDC 3300 컴

연료심과 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연구, 전산코드 고유화, 소듐기술 개발 등의 기반

퓨터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ENDF/B와 ETOX로 ABBN형 29군 군정수(group constant)를 생산해 핵계산체제

기술을 연구했다.

를 갖췄다. 일본 Monju의 노심특성시험에 참여해 실험기술을 배우고, 계산체제를 도입했다. 일본원자력연구소가

2011년에 수정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추진계획에 따라 2028년에 제4세대 SFR

JOYO 개념설계에 사용한 계산체제를 도입해 JOYO의 노물리, 열수력 설계자료를 재생산하는 등 각국의 공개 설

원형로 (PGSFR)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특정설계인허가를 받기 위해 150

계정보를 재생산해 기술을 추적했다. 연구로 1호기에서 제어봉 낙하법으로 미임계도를 측정하고, 고리 1호기 시운

MWe급 원형로 설계를 개발하고 있다. 2012년에 완료한 개념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전 노물리 실험에 참여했으며,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장용역도 수행했다.

해 특정설계를 수행해 특정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SDSAR)와 설계전산코드 및 방법

Super-phenix-I의 초기 및 평형노심을 분석에는 1970년대 말에 JOYO에 맞춰 정비했던 BONDARENKO 26

론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2017년에 생산했다.

Group ABBN Set, EXPANDA-4, MICRO, TJOIN, CITATION을 이용했다. 1981년부터 1982년에는 평형노심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4세대 SFR의 핵심기술을

동특성을 해석해 제어봉 구동계 열팽창 삽입, diagrid 팽창, flowering-pad, 소듐 밀도 등의 반응도 효과를 분석

실증하기 위한 SFR 원형로 기술과 관련해 공학규모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및 크리

했다. 일반섭동론을 응용한 ORNL 계산체제를 도입해 민감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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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1993년에는 JEF-2.2에서 MATXS 형의 중성자 80군, 광자 24군 라이

한 만큼 생성하는 자체 순환로(breakeven core)이며, 고순도 플루토늄이 생기지 않도록 블랭킷을 제거해 핵확산

브러리 생산, 러시아 BFS-55 임계실험을 이용한 노심 핵계산 검증, 소듐 기포 반

저항성을 높였다.

응도값 감소 설계, 악티니드 연소특성 등을 연구했다. 한·불 공동연구를 통해 확

2005년부터 2006년에는 핵확산저항성 노심 및 핵연료설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제4세대 SFR 참조노형 우위 선

보한 노심 핵·열수력특성 분석체제를 정비·보완해 KALIMER 노심을 예비설계

점을 위해 KALIMER-600 노심개념을 최적화 했다. 이 노심은 단일농축도 개념으로 출력분포가 평탄하고, 핵연

했다. 설계개념연구에서 설정한 설계기준 및 목표에 따라 20 wt% 농축우라늄 이원

료집합체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금 핵연료를 사용하는 150 MWe 및 333 MWe 노심에 대한 핵·열수력 특성을 비

2007년부터 2009년에는 제4세대 SFR 기술목표인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신뢰성, 핵확산저항성을 달성할 수

교·분석했다. 혼합산화물핵연료(MOX: Mixed OXide fuel)를 사용하는 소형 균

있는 고유 노심개념을 개발했다. 1,200 MWe 상용로급의 자체 순환로는 30 wt% 이하의 초우라늄원소(TRU)를 사

질·비균질 노심에 대한 1차 예비노심설계와 노심특성분석을 수행해 노심 개발방향

용하는 600 MWe급의 연소로로서 출력용량을 증대하더라도 경수로 사용후연료 내 TRU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을 제시했다.

수 있는 농축도 분리 노심개념으로 개발했다.

1994년부터 1996년에는 코드 확보·정비·보완작업을 계속해서 기본 노심설계 종

단면적에 기인한 노심설계인자의 불확도를 평가하는 민감도분석코드 APSTRACT와 이에 기초한 단면적 보정 전

합코드체제 K-CORE System을 구축했다. 노심설계 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하고,

산코드 ATCROSS를 개발해 단면적 기인 불확도 평가체제를 구축했다. 통계처리기법을 적용한 고온열수로계수

핵반응률·반응도효과·연소계산, 노심 열수력특성 분석을 위한 부수로 해석, 노심

(HCF: Hot Channel Factor)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노심 열유체 불확도 평가계산모듈을 개발해 노심열유체 설

내 유량영역 구분과 온도분포 계산 등 노심설계 핵심요소기술을 확립했다. 미국 GE

계코드 SLTHEN에 적용했다.

에서의 OJT 및 설계개념 공동연구(1995년∼1997년)를 통해 노심설계기술 능력을

2010년부터 2011년에는 고유개념 연소로 노심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국내 금속연료 개발 및 성능검증 일정을 감

높였다.

안해 농축도 20 wt% 이하의 우라늄을 장전하는 초기노심으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포

이 코드체제와 설계기술로 20 wt% 농축 U-Zr 금속연료 소형 노심(333 MWe,

함된 TRU로 대체·장전, 연소하는 TRU 연소로 개념설계를 했다.

150 MWe)의 예비 설계를 했다. 러시아 IPPE(Institute for Physics and Power

2012년부터 2017년에는 최상위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 및 용량 변경 해석을 통해 SFR 원형

Engineering)와 공동으로 20 wt% 농축우라늄 금속 연료노심 벤치마크실험(BFS-

로의 출력을 150 MWe으로 결정했다. 수송이론기반 노심해석 및 노심 핵·열유체·핵연료 연계해석을 통해 설계

73-1 임계실험)을 1997년에 6개월 동안 했다. 일본 JAERI 주관 OECD/NEA/NSC

수준 2(DL2: Design Level 2)의 특정설계를 완료했

β eff 측정실험에 참가해 1996년 1월 FCA(Fast Critical Assembly) 팀과 공동으로

으며, 주기별 상세 노심설계를 통해 3개 농축도 기반

고농축 U노심의 β eff를 측정했다.

초기노심으로부터 4주기 만에 평형노심에 도달하는

1997년부터 1999년에는 다양한 노심개념을 설계·분석하고, 자체 노심설계체제를

핵연료 장전전략을 제시했다.

개발했다. 2001년까지 KALIMER-150 노심개념을 개발하고, 개념설계에 필요한

SFR 원형로 우라늄 노심을 모의한 BFS-84-1 노

기본 계산체제를 확보했다. 우라늄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증식비 1.18인 노심과 U,

물리실험을 통해 반경방향 팽창반응도값을 세계 최

Pu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평형주기 150 MWe급 노심개념을 개발했다. 전산체제 검

초로 측정했다. 일련의 BFS 노물리실험과 노심설

증과 SFR 노심특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각종 임계실험 및 검증계산 자료에 대한

계 모델링에 대한 오차 평가와 단면적 불확도를 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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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 원형로 노심 모형

대로 전산체제 불확도를 산정하고, MC2-3/DIF3D-

2002년부터 2004년에는 노심설계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경제성이 향상된 600

VARIANT 핵설계체제를 검증했다. 노심열유체 설계

MWe급인 KALIMER-600 노심개념을 개발했다. 이 원자로는 핵연료 물질을 소모

코드 SLTHEN 및 노심 차폐설계코드에 대하여도 관련 실험 또는 시험에 기반해 설계방법론 적용성을 비롯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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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설계인자 및 모델링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하고, 계산코드를 검증했다. 이러한 결

2. 유체계통 설계 및 해석

과들을 설계방법론 및 코드 관련 특정기술주제보고서로 발간했다.

1981년부터 1982년에는 THI3D와 COBRA-IV-I로 핵연료집합체 내부의 정상상태 유량분포, 온도분포, 압력강

2007년부터 제4세대 SFR 핵연료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전에 개발한 고

하, 연소도에 따른 열특성 변화를 분석해 코드와 부수로 해석방법의 적절성과 분석능력을 확인했고, COBRA코드

속로 핵연료봉 성능해석코드 MACSIS를 이용해 KALIMER용 금속연료의 개념설계

의 반실험적 인자 난류혼합매개변수가 온도분포 계산에 예민함을 확인했다.

와 노내 연소성능을 분석했고, 금속연료집합체 덕트 및 집합체 부품의 설계개념을

1992년부터 1993년에는 열수력계산코드의 소듐 물성 계산모델을 보완하고, 노심 입구 orifice 설계 계산프로그램

도출했다.

ORFCE를 개발했다. 계통거동특성을 분석해 사고유형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풀 내부 열유동 특성분석체제를 개

MA(Minor Actinides) 함유 금속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실용적 배리어 피복관 제조,

발했다. 다공성모델과 간이 일차원해석 모델을 분석하고, 루프 해석모델을 개선했으며, 잔열제거계통 특성분석을

금속연료심 연소성능 검증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금속연료 노내 거동 평가를 위

통해 발전소 과도상태 평가체제를 마련했다. 중간열교환기 일차원 해석코드 ASTEEPL와 2DHX, 증기발생기(SG)

한 코드 PUMA α 버전 개발 등을 했다.

1차원 해석코드 HSGSA, 일차원 계통특성 분석코드 LSYS, 잔열제거계통 해석코드 PARS를 개발했다.

기준 합금인 Gr.92강 보다 우수한 크리프 성능을 보이는 고성능 신피복관(FC92)

액체금속로계통 설계·해석체제를 갖췄다. CONFIG는 중간열교환기(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전

합금을 개발했고, 국내·외 각각 1건씩 물질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기계적 성능을

열관 수에 따라 열교환기 통(shell)의 크기와 전열관 배치 위치를 계산하고, ASTEEPL은 압력손실과 통 내부유량

30% 정도 높였으며, 국내에 2건의 제조공정 특허를 등록했다.

을 해석하며, 2DHX는 IHX 열전달능력을 해석한다. ASTEEPL과 2DHX는 기존 실험 및 설계자료와 비교·검증

2012년부터 SFR 원형로 금속연료설계를 시작해 2017년까지 금속연료 특정설계를

했으며, 증기발생기 성능·크기 해석용 HSGSA-RE의 예비검증도 했다.

했다. ANL과 공동으로 금속연료 성능분석코드 LIFE-METAL을 개발했으며, ANL

중소형 풀형원자로에 필요한 대용량 전자(EM: Electro-Magnetic)펌프를 설계하고, 성능해석코드 DASAEMP

로부터 확보한 U-10Zr/HT9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증하고. 코드 검증보고서와

(Design and Analysis of a Single stator and Annular EM Pump)를 개발했다. 넓고 복잡한 원자로 풀 전체 해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발행했다.

석을 위해 미국 ANL이 개발한 COMMIX-1AR/P를 도입했다.

금속연료 성능검증을 위한 노내·외 시험을 하고 있다. 2010년에 SFR 금속연료봉

계통해석용 PSDRS와 성능해석용 PARS를 수년간 개발·보완하고 기능을 확장했다. PARS를 검증하는 실험요건

의 하나로 조사시험은 목표연소도 3 at%를 달성했고, 러시아 RIAR의 고속실험로

을 정하고 장치를 설계했다. 성능해석체제로 이미 개발한 간이 고속해석코드 LSYS와 SSC를 KALIMER와 같은

BOR-60에서 2016년부터 U-Zr시험연료봉 조사시험을 하고 있다. 신 피복관의 노

풀형 원자로에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발전소 열평형 설정을 위해 BOP 부분은 단순 처리하고, NSSS 부분만 상세

외 크리프 및 과도상태 특성을 측정했고, BOR-60에서 2015년부터 노내 조사 크리

처리하는 간이계산체제를 확보했다. 소듐-물 반응 사고 초기의 압력 급상승 해석체제를 실험분야와 협력하여 구

프시험을 하고 있다. 실물크기 핵연료집합체의 기계·구조 노외성능시험과 핵연료

축했다.

집합체와 제어집합체의 압력강하시험을 수행해 금속연료집합체 설계를 검증했다.

기존 피동잔열제거설비의 설계개념을 개선해 잔열제거 능력을 40 % 높이고, 피동개념 액체금속로의 출력용량을

미국 INL ATR에서 2016년부터 Cr 코팅 배리어 피복관 조사시험을 하고 있다.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다.

TRU 핵연료 원격제조기술 검증을 위한 공학규모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설

1997년부터 2001년에는 미국 GE사의 PRISM 설계를 모델로 150 MWe급 KALIMER-150의 유체계통을 설계했

계·제작했으며, U-Zr 핵연료 제조시설(UFMF: U-Zr Fuel Manufacturing

다. 이 설계개념은 PRISM 유형의 소형 원자로에 적합하다.

Facility)의 개념설계를 했다.

2002년부터 2006년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 PDRC(Passive Decay-heat Removal Circuit)를 채택한 600 MWe
급 KALIMER-600 유체계통 개념설계를 했다. 일차열전달계통(PHTS: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냉각
재의 온도를 높여 계통 열효율을 높이고, 중간열전달계통 (I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의 격
리밸브를 제거해 경제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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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9년에는 대용량 1,200 MWe급 SFR 유체계통 개념설계를 했다. 기

전열관 소듐-공기 열교환기) 코드를 사용하며, 각 전산코드의 정확도와 불확도 검증에는 STELLA-1과 SELFA의

본 설계개념은 2루프 IHTS, 기계식 PHTS 및 IHTS 펌프, 헬리컬 코일형 단일벽 전

실험결과를 이용했다. PHTS 펌프 수력성능 시험을 위한 모델펌프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했다.

열관 증기발생기, 과열증기 Rankine 사이클이다. 이중벽 직관형 증기발생기와 초

동력변환계통의 설계 및 특성분석에는 Rankine Cycle과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설계·해석하는 코드를

임계 CO2 Brayton Cycle 동력변환계통은 향후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채택할 수 있

활용했다. 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에 POSPA 코드,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에 SPIKE와 SELPSTA 코드, 발전소

도록 선택개념으로 설정했다.

종합 성능해석 및 제어논리 개발·평가에는 GPASS 코드를 이용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600 MWe급 SFR 실증로 유체

SFR 원형로 유체계통 개념

계통 개념설계를 했다.

3. 소듐 기술 개발

PHTS, IHTS 및 동력변환계통은 1,200 MWe급과 동일

미국과 프랑스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소듐 용량

하고,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은 피동잔열제거계통과 능

350 kg의 중규모 소듐루프장치를 1980년대 후반부터

동잔열제거계통으로 구성되며, 모든 설계기준사고에서

설계·제작해 1992년에 시운전을 끝냈다. 전자펌프,

충분한 제열용량을 갖는다. 실증로 건설을 고려해 제작

전자유량계, 소듐 수위계 및 밸브를 제외한 전 계통을

난이도가 높고 안전성에 중요한 주요 기기에는 제작성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했다.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 1

및 운전실적이 확보된 입증된 기술을 적용했다.

단계에는 소듐 열수력실험과 구조재 고온특성실험을

2012년부터 2017년에는 150 MWe급 SFR 원형로 유체

수행해 고온특성에 따른 구조재 변형과 피로수명간

계통 특정설계를 했다. 구현 가능한 PHTS와 IHTS로 구

의 실험상관식을 만들고, 구조재 스테인리스강 316,

성된 열수송계통, 피동 및 능동 계통으로 구성된 잔열제

316L, 316LN의 인장시험과 피로진전시험 자료를 생

거계통(DHRS),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손상으로 인한 소

산·분석했다. 소듐의 열수력학적 계측기술을 개발하

듐-물 반응 사고를 완화하는 소듐-물반응압력완화계통 관련 계통설명서, 계통 및 기

고, 열수력 실험연구를 시작했다.

기 설계요건, BOP 연계요건, 배관 및 계장도, 계측제어 설계요건을 작성했다. 이를

외면에서의 자연대류 냉각특성과 소듐 내부 다공질

통해 설계완성도를 높이면서 최종적으로 설계수준 2(DL2)의 특정설계를 완료했다.

매질의 배치와 크기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소규

다차원 열유동해석 코드에는 상용코드 CFX, STAR-CD와 미국 ANL에서 개발한

모(30 kWt) 장치로 측정해 액체금속로 외벽 냉각으로
소듐루프 장치

COMMIX-1ARP가 있다. 각 코드를 다차원의 복잡한 원자로 국부 및 전체 열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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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을 제거하는 가능성을 비교·분석했다.

해석에 활용해 계통 및 기기 설계를 개선하고, 설계요건 및 구조해석용 입력자료를

소듐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는 1989년 9월부터 한전 수탁과제로 3년간 했다. 용량 2 ㎥의 소규모 실험장치로

생산했다.

소듐화재특성을 분석하고, 화재감지·소화·반응생성물 처리기술을 정립했다. 화재특성에 관한 기초연구로 소듐

기기설계 및 성능해석 분야에서는 증기발생기, 중간열교환기, 기계식 및 전자식

화염연소 모델을 개발하고, 풀형 소듐 화재 현상을 해석했다.

펌프를 설계하고 해석하는 각각의 코드가 있다. 증기발생기 설계해석 코드에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 1단계에는 27 ㎥ 용량의 중형 소듐 화재시험시설과 7,300 ㎡ 규모의 소듐 화재 방호설비를

HSGSA(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과 DTBSG(직관형 이중벽 증기발생기)가 있다. 전

설치했다. 소듐 화재 에어로졸 분석실험을 하고, 소듐 산화물 및 수소제거를 위한 소듐 순도관리 시험장치를 건조

자펌프 설계 코드에는 EMPCOAST, 열교환기 설계에는 SHXSA(직관형 전열관 소

해 소듐 속 용존산소 측정·제어기술을 정립했다. 정제루프 요소기기 성능평가, 불순물 연속측정 가능성 등도 시

듐-소듐 열교환기), AHXSA(나선형 전열관 소듐-공기 열교환기), FHXSA(핀형

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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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대규모 물 누설 사고에서 압력전파현상을 해석하는 물-공기 모의실
험 장치를 설치하고, 러시아와 공동연구로 소듐-물 반응현상을 실험했다. 소듐으로
극미량 또는 대량의 물이 누출되는 사고를 평가하는 모의시험과 소듐-물 반응시험
시설의 개념 및 기본설계 연구도 수행했다.
1차측 침지식 전자펌프, 전자석의 큐리점을 이용한 피동형 노정지 장치 SASS, 면
진 베어링, 팬터그래프(pantograph)식 핵연료교환기, 일체형 증기발생기 등을 개
발하고, 시제품 성능을 시험했다. 소듐 유동 관찰 장치를 개발해 환류형 전자펌프
의 작동을 시험했다. 회전 플러그 대신 긴팔 팬터그래프식 핵연료교환기를 개발해
ADAMS로 작동상태를 분석했고, 문제점인 휨의 보상방법을 제안했다. 측정기술
분야에서는 1단계에 전자유량계 및 소듐 탱크 내부 초음파 투시 기술 등 기초기술을
분석했다.
1997년부터 2001년에는 소듐 열유체 기초연구로서 자장이 소듐의 압력강하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MHD 압력강하실험, 원자로 벽면 단주기 열피로 유발 현상을
파악하는 자유액면 소형 물모의 실험을 했다. 소형 전자펌프 설계용 코드를 개발해
전자펌프 3개를 설계·제작하고 특성시험을 했다.
소형 소듐 순도관리 루프를 운전해 소듐 내 비금속 불순물의 정제, 산소·수소 농도
PSDRS 실험장치

측정 및 제어기술을 확립했고, 중규모 화재실험자료를 생산했다. 피동안전 잔열제

소듐-물반응 실험장치

거계통(PSDRS: Passive Safe Decay heat Removal System), 전자펌프 관성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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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상부 플레넘 액면 요동을 측정하는 물 모의, 핵연료 집합체 압력강하 및 수중

생기 열전달특성 연구,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 연구 등을 했다.

동특성 등을 실험해 잔열제거계통 해석코드를 검증하고 설계 연계자료로 활용했다.

2009년부터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을 위한 STELLA(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2002년부터 2006년에는 단순화한 IHTS, 소듐-물반응 중후반기 거동특성, thermal

SimuLation and Assessment) 프로그램을 제4세대 SFR의 요소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연구시설 구축의

striping 특성, UIS(Upper Internal Structure) 영향을 고려한 자유액면 요동특성

일환으로 추진했다. 1단계로 구축된 소듐기기 개별효과 시험장치(STELLA-1)는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AHX,

등을 실험해 KALIMER-600 개념설계를 검증했다. 물 누출 감지, 차압 및 유량측

DHX)와 중간열교환기 성능검증, 기계식 소듐펌프 성능시험 등 주요 기기의 개별효과실험을 통해 설계 코드 및

정, 복합 열전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등 소듐측정기술 개발실험을 했다.

방법론을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11년에 주요기기를 제작·설치하고, 2012년부터 장치 확충과 운영허가 및

소듐으로 오염된 실험장치 및 정밀기기를 손상 없이 재사용하는 소듐 세정기술을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를 했고, 2014년부터 기기 성능검증을 위한 개별실험을 수행해 필요한 시험결과들을 생산

개발하고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해석 실험 등을 했다.

하고 설계 연계문서로 제공했다.

2007년부터 증기발생기 물 누출 음향감지기술과 사용후 소듐처리공정을 개발하고,

2단계로 2018년 제작·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 STELLA-2(대형 소듐 열유동 종합효과시험장치)에서는 주요사고

전열관 wastage 특성실험, 개량형 소듐정화장치 설계,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실

시나리오 모의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과 피동잔열제거계통 종합성능시험을 할 예정이다. 2015년에 기본설계

험을 했다. 그리고 소듐 누출로 인한 소듐화재 확산방지 연구, 이중벽전열관 증기발

를 완료한 데 이어서 2017년에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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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설계

STELLA-1 시험장치 및 배치도

1992년부터 액체금속로의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및 배관 등의 고온구조(고온 피로·파괴, 크리프)설계, 면진설
계, 박판구조물의 좌굴평가기술을 개발했다. 범용코드 ANSYS와 ABAQUS를 활용하되 고온구조 및 면진구조 관
련 비선형해석 모델을 개발해 비탄성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ASME B&PV 코드 평가법과 사용자 편의 프
로그램을 만들어 보완했다. 이를 이용해 기하학적 불연속부를 갖는 Y-구조물의 크리프-피로 손상을 평가해 비탄
성해석을 이용한 방법이 설계코드를 따른 탄성해석법보다 덜 보수적임을 확인했다. KALIMER의 기계계통에 대
한 예비개념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예비구조평가를 수행했다. NONSTA-EP(탄소성 해석), NONSTA-VP(점소
성 해석), SAC-CORE(노심지진해석) 코드를 개발해 탄성 및 비탄성해석 모듈을 이용한 열전달 및 열응력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체계의 토대를 구축했다. 1998년에는 I-DEAS를 사용해 원자로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간열
전달계통, 격납계통 등 주요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3차원 구조설계개념을 개발했다.
1/8 및 1/4 축소 면진베어링 시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성능시험을 했다. 1995년에는 미국 GE와의 면진베어링 특
성시험 협약에 따라 UC 버클리대학 지진공학연구센터(EERC)에서 시험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1996년에는
23톤 규모의 면진구조물 진동대를 제작하고, 각종 면진베어링의 성능을 시험했다. 1997년에도 시험을 계속해 면
소듐기기 개별효과시험을 위해 SELFA(Sodium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Loop for Finned-tube sodium-to-Air heat exchanger)도 구축해 능동잔열제

진설계를 위한 자료와 기술을 축적했다. 수직 방향으로도 지진하중을 줄이는 1/8 규모 3차원 면진베어링을 설계
하고, 시제품을 제작했으며, 국내, 미국, 이탈리아, 일본에 특허를 등록했다.

거열교환기(FHX) 열전달 및 유동특성시험을 했다. 열유체 검증실험으로서 노심 부
수로 유동특성실험을 했고, 원자로에 대한 유동분포시험 및 IHX 입구 가스혼입시
험을 할 예정이다.

소듐 열유동 종합효과 시험장치
구성도 및 실험동 조감도

면진베어링

면진베어링 내진 실험

1997년부터 SFR 고유 특성 위주의 고온구조설계와 핵심기술 연구를 했다. KALIMER-150 개념설계를 했으며,
2007년까지 대용량 구조 개념설계 능력을 갖추고, KALIMER-600 개념설계를 끝냈다. KALIMER-600에는 안
전정지지진(SSE)을 0.3 g(gravity)로 높였으며, 개발한 면진설계기술이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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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09년에는 경제성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SFR을 개발하기 위

고온구조재료인 316SS강의 통합점소성 해석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12개의 재료상수시험을 하고 재료 특성을 분석

해 1,200 MWe 용량에 대해 원자로용기 및 중간열전달계통 배관 길이의 최소화, 중

했다. SFR원형로 기계구조계통 설계검증의 일환으로 제어봉집합체 낙하 및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을 시험했다. 증

간열전달계통 배관의 Mod.9Cr-1Mo 신재료 적용, 원자로건물의 크기 축소, 통합

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장치를 개발해 성능시험을 했고, 소형 고온원자로용기 검사센서 성능시험을 통해 원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개념을 개발하고, 고장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를 쉽

자로용기 두께 대비 20 %의 결함 검출성능을 확보했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레인징센서의 성능을 개선했다. 1/4

게 하도록 설계를 단순화하는 구조개념설계를 했다.

축소지진모형으로 상부내부구조물의 동특성 시험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동특성해석 방법론을 구축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600 MWe 실증로 NSSS 구조설계와 주기기 배치를 설계해

독자적인 면진설계해석 및 노심의 지진응답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노심집합체 지진응답시험으로 기술의 범용성과

상세구조개념을 형상화했다. 원자로용기의 직경을 최소화하고, 중간열전달계통 배

신뢰성을 검증했다.

관개념을 보완하며,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주요 기기의 개념설계를 개선해 NSSS 구

이러한 기술개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는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3개 기술항목에 대해 집중

조계통의 구현성과 인허가성을 높였다. 실증로 원자로건물, 핵연료저장 및 취급건

적으로 연구했다. 첫째, 소듐 속에 있는 구조물을 판(plate) 형상의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해 원격 투시

물, 터빈 건물로 구성된 플랜트의 일반배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10 m 거리에서 2 mm의 정밀성으로 물체를 인식하며, 고온 환경에서 센서 수명

개념도를 작성했다.

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경제성도 좋다. 센서 어셈블리를 설계하고, 수중실증실험으로 원자

2012년부터 SFR 원형로의 원자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제작·설치·가

로내부 손상검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센서의 레인징 성능을 개선했다.

동중검사를 고려한 고온구조를 설계해 2017년까지 특정설계를 했다. 일차냉각재계

둘째, 고온 파단전누설(LBB)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SS316 재료에 대한 고온 환경 균열개시 및 성장에 대한 고온

통의 내부구조물로서 고온풀과 저온풀을 경계 짓는 피넛타입의 레단구조로 배치했

파괴역학 평가기술을 정립했다. 이는 배관 양단파단으로 소듐이 대량 누출되는 가상사고를 방지하는 연구에 이용

고, 노심주변의 사용후핵연료 노내 저장소를 포함한 원자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할 수 있다. 고온배관재료인 G91강의 자료 부족으로 고온파단전누설 평가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Gen-IV

대한 NSSS 구조설계와 주기기 배치설계를 했다. 특정설계를 통해 원형로 NSSS 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필요기술을 개발·구축하고 있다.

치요건을 설정하고 배치도면을 작성했다.

셋째, 고온구조 건전성 설계평가를 위한 비탄성거동 해석코드를 개발하고, 재료시험결과를 이용해 검증했으며,
고온구조 건전성 설계평가 기본지침서를 개발했다. ASME-NH 기반으로 개발한 SIE ASME-NH 설계평가 프로
그램은 미국 기계학회 고온 분과 등에서 관심을 끌었으며, 두산중공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 결
함이 존재하는 소형 튜브시편, 원통 용기와 중간계통 배관구조의 결함거동 및 손상특성을 시험해 구조시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의 검증에 활용했다. 향후 고온구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자료 구축 및 보완, 상세 비탄성해석 기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안전해석
1982년에 미국 ANL에서 개발한 고속로 안전분석코드 SACO를 도입해 고속로 안전해석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고,
1992년부터 원자력중장기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해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 SNL에서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과 MACCS, BNL에서 과도안전해석용 SSC-L(Super
System Code for Loop Type LMR)을 도입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출력폭주시 일·에너지 발생량 계산
과 소듐 풀 화재분석을 개선해 CONTAIN-LMR-K를 만들었다. SSC-L로 루프형 CRBR(Clinch River Br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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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과 풀형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을 분석해 코드 특성

상노심용융사고(HCDA, Hypothetical Core Distruptive Accident) 분석모델 및 방법론의 기술현황을 분석해 상

을 파악·개선해 SSC-K를 만들었다. 기존 노형 및 KALIMER 반응도계수를 써서

세해석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으며,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안전해석에 필요한 설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SSC-K 노심반응도 모델의 분석능력을 확인했고, 제어봉 구동축과 원자로용기 및

고, 이를 이용해 개념설계의 정상상태 해석과 대표적인 사고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해 개발코드의 예측 타당성

가스의 팽창모델을 개발해 노심의 반응도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했다.

을 평가하고, 각 사고의 해석방법론을 정립했다. 개발한 코드로 KALIMER-150 예비개념설계의 핵심개념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했다.

사고체계분류

2000년부터 2001년에는 안전해석 기준을 정했다. KALIMER-150 개념설계 구체화에 따라 분석능력 향상과 분
석가능 사고범위의 확장을 위해 다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장기냉각 해석모델, 소듐 비등모델을 개발해
SSC-K를 개선했다. 또한 KALIMER-150에 대한 평형·초기·천이 노심에 대한 계통과도 안전해석, HCDA
scoping 분석 및 격납성능 분석을 했다.
2002년부터 2004년에 유로폐쇄 사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MATRA-LMR-FB를 개발했다. SASSYS-1와의 비
교계산으로 SSC-K의 반응도 궤환모델도 개선하고, 계산의 정확도를 간접 검증했다.
KALIMER-600에 대한 안전해석 기준을 정하고, 유로폐쇄사고를 분석했다. 코드 간 비교계산으로 방법론을 개선
하고, KALIMER-600 핵심개념에 대해 안전성을 분석해 계산결과의 정확도가 정량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2005년부터 2006년에 노심 3차원 열유체 해석모듈 개발 등으로 SSC-K를 개선했다. 실험자료와의 비교분석과
코드 간 벤치마크 시험으로 MATRA-LMR-FB를 검증했다. KALIMER-600에 대한 유로폐쇄사고, 과출력사고
(TOP, Transient Over-Power), 유량상실사고(LOF: Loss Of Flow), 국부손상사고에 대한 설계기준사고해석
과 대형 유로폐쇄사고, 비보호 과출력사고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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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해 SOCOOL-II의 기계적 에너지 방출량모델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비보호 열제거원상실사고(ULOHS,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등

을 분석하고 시험계산을 했다. 이 외에 전자펌프 운전특성, 피동안전잔열제거계

의 ATWS 사고해석, 초기단계 및 노심 에너지 방출량 평가를 통한 HCDA 분석, 격납용기 내 열수력 거동에 대한

통 기기, 풀형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중간열교환기 등의 모델을 개발·개선하고,

격납성능 분석과 방사능 누출 및 피폭량 계산을 했다.

압력강하 및 열전달모델에 최신 상관식을 적용해 SSC-K PC 버전을 개발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SFR 고유초기사건을 도출하고, 계통 고장수목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KALIMER-600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한

NPA(Nuclear Plant Analyzer)와의 연

에 대한 1단계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하고 노심손상빈도를 정량화했다.

계성을 확보했다. 또한 ALMR 등의 경험을 참고해 피동계통 신뢰도계산기법을 개

경수로용 MARS(Multi-dimensional Analysis for Reactor Safety)에 SFR 관련 열유체 모델과 반응도모델을

발했다.

KALIMER 사고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사고분석용 안전해석 체제를 개

이식해 SFR 계통안전해석코드 MARS-LMR을 완성하고, EBR-II 실험 모의계산으로 검증했다. IAEA CRP 및

발·검증했다. ALMR과 일본의 이중탱크형 MDP(Modular Double Pool) 원자로

INPRO CP에 참여해 MARS-LMR코드로 PFBR 등 풀형 원자로 적용성과 3차원 풀 모델링 기법을 포함한 계통

에 대한 과도안전해석을 GE 코드로 하여 안전성 분석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

해석체계를 확립했고, PHEONIX 수명종료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 SFR 개발 선진국의 코드에 비해 동등 또는 우

다. 20 wt% 농축 금속우라늄의 KALIMER 초기노심 1차 모형에 대한 예비안전성분

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석도 했다.

2012년부터 SFR 원형로 개념설계부터 최종적으로 특정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했다. 사건을 분류하고, 보수적

기존 격납용기 설계를 분석해 격납용기 성능분석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가

가정의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최적 계산의 설계확장조건(DEC: Design Extension Condition)사고 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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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물 반응 해석을 통해 중간열교환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Scoping 해석으로

공정 가운데 황산분해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분젠공정 및 요오드화수소분해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

HCDA 발생 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했다. SFR 원형로의 예비특정설계에

원이 담당했다.

대한 사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핵심기술 연구는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1단계(2012년∼2014년)에는 초고온가스로 실증시스템

ANL과의 협력으로 중대사고 초기단계 해석을 위한 SAS4A 금속연료 버전과 2

개발에 필요한 설계코드 성능향상, 재료 및 기기, 흑연, 핵연료 제조기술개발, 수소생산기술개발 등을 연구했다.

단계 PSA를 위한 중대사고 해석프로그램 ISFRA를 개발했다. 격납해석코드

2단계(2015년∼2016년)에는 실증사업에의 본격 적용을 위해 설계코드 검증, 초고온 기기·재료 및 핵연료 안전성

CONTAIN-LMR로 소듐화재 관련 모델을 검증했다. 설계기준사고 과도해석 및 비

장치에 대한 시험을 통해 실증사업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했다. 원자력수소 실증사업 착수를 위해

보호 사고해석을 위한 MARS-LMR 코드는 국내실험장치 STELLA-1에서 수행

2015년 12월말에 미래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현재는 제5차 원자력연

한 열교환기실험과 해외실험을 대상으로 한 개별효과시험 검증과 EBR-II 시험,

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열이용원자로(초고온가스로) 핵심기술 성능향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henix 수명말 시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효과시험 검증을 했다. 또한 IAEACRP에 참여해 MARS-LMR 반응도 모델을 검증했다.

1.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는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
산계통, 그리고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한 열을 수소

제3절
수소 생산 원자로

원자력 수소 생산은 950 ℃에서 안전운전이 가

생산계통으로 전달하는 중간루프계통이 있다. 수소생

능한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해 열화학 또

산 방법으로는 대용량 수소생산에 유리한 열화학 수

는 고온전기분해 방법으로 물을 직접 분해해

소생산 공정과, 일반 저온전기분해의 낮은 효율을 개

안전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선한 고온전기분해 공정이 고온가스로의 활용방안으

생산하는 기술이다. 연구소는 미래 수소 사회

로 적합하다. 원자력 수소생산 효율의 목표는 45 % 이

에 대비해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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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를 이용한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차 원자력진

초고온가스로는 950 ℃에서 안전운전이 가능한 열중성자로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원 조치 없이 자연현상만으로

흥종합계획의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이용 수소에너지 대량 생산시

안전 정지되는 완전 피동형 제4세대 고유안전 원자로다. 초고온 운전을 위해 고온 안정성이 뛰어난 헬륨과 흑연을

스템 개발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08년 12월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

냉각재와 감속재로 각각 사용하며, 내열성이 뛰어난 피복입자핵연료를 사용한다.

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으로 승인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원

핵연료 형태에 따라 미국에서 개발한 블록형 노심과 독일을 원류로 하는 페블형 노심으로 구분한다. 두 노심 모두

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를 진행하

직경 0.5 mm 연료핵을 규화탄소 등으로 다중 피복한 직경 1 mm 이하의 피복입자핵연료를 사용한다. 블록형 노심

고 있다.

은 경수로와 같이 피복입자핵연료가 펠릿 형태로 흑연블록에 들어있으며, 흑연블록의 위치는 고정돼 있다. 페블

연구소는 2004년부터 2년간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본격적인

형 노심에는 공 모양의 핵연료가 분산 장전되며, 가동 중에 일부가 나오고 새 연료가 들어간다. 피복입자핵연료는

원자력수소개발연구를 시작했다. 정부는 2005년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을 향후 범

고온 안전성 외에 핵분열생성물 억류와 내부식 능력도 뛰어나 초고온 운전, 60∼70 % FIMA(Fissions per Initial

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구소는 2006년부터 원자력수소의 핵

Mass Atom)의 고연소도, 사용후연료 장기 저장에서 강점을 갖는다. 블록형 노심과 페블형 노심은 각각 장·단점

심 및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2016년까지 했

이 있기 때문에 초기 연구개발은 두 개 노형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VHTR 기술분과위원회”를 통해

다. 이 연구에서 초고온가스로 및 중간루프 계통 연구는 연구소가, 열화학 수소생산

노심 특성 및 국제협력 용이성 등을 반영해 블록형 노심을 참조 노심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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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구 목표는 실증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며, 초고온가스로 설계, 고온재
료 및 기기, 피복입자핵연료, 열화학수소생산 분야로 나눠 핵심기술을 도출해 연구했다. 제4세대원자로 국제포럼,
OECD, IAEA 등 다자 협력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남아공 등 선진기술 보유기관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선진화를 도모했다.
초고온가스로 설계 분야에는 ①핵설계, 열유체, 기계설계, 안전해석 코드 및 방법론 개발, ②950 ℃ 운전조건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실증노심, 가압경수로 압력용기 사용을 위한 냉각압력용기, compact 열교환기, 원
자로와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중간루프계통의 설계개념 및 설계기술 등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③설계기
준 및 설계기준초과사고의 해석기술, 리스크 평가기술 등 안전성 입증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핵설계 및 안전/성능해석을 위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설계해석 기반코드와 방법론을 개발했다. 또한, 열유체 및
고온 구조해석에 필요한 최신 기법의 해석체계 및 방법론을 개발했다. 핵심설계코드에 대한 검증보고서, 이론기
술서, 사용자매뉴얼 등을 발간해 실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검증을 통해 인·허가
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950 ℃의 열생산이 가능한 초고온가스로는 열공급이나 고효율 중소형 전력생산에
도 최적의 조건을 갖는다. 고온증기, 석유정제 등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열공
급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 합성연료 생산 등 신흥 에너지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고온 고효율 중소형 전력생산은 냉각용수 소요량이 적어 전력 그
리드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내륙이나 물부족 지역에 적합하다. 피복입자핵연료의
핵확산저항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강점을 갖는다. 60∼70 % FIMA의
고연소도 덕에 기존 우라늄 연료는 물론 토륨 및 재순환 초우라늄 연료노심 구성,
핵연료자원 활용효율 증가, 고준위폐기물 발생량 축소가 가능하다.
초고온가스로 핵설계코드 체계

초고온가스로 설계해석코드 통합체계

2. 주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열화학수소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세

고온 재료 및 기기 분야에는 ①압력용기, 열교환기, 압

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단계다. 따라서 이의 기반기술 확보와 국제경쟁력 있는 핵

력용기 내부구조물에 사용되는 고온재료와 흑연의 특성

심 원천기술의 개발은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착수와 향후 세계 기술시장 선점에

평가, ②고온 덕트, 중간열교환기 및 공정열교환기 등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목표를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핵

주요기기의 설계개념 및 구조건전성 평가, ③황산분해

심 원천기술 개발과 도전적 기술현안 해소로 설정했다. 초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

공정기기 재료 부식시험, ④주요기기 실증을 위한 소형

생산에 관한 핵심기술개발 연구는 기술개발과정(2006년∼2011년)과 기술검증과정

가스루프 건조 및 실증시험에 대한 연구를 했다.

(2012년∼2016년)을 거쳐 성능향상과정 1단계(2017년∼2019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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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냉각계통의 고유 설계개념을 확립했다. 첫째, 950 ℃ 운전조건에서 안전성과 경

구형도는 세계수준인 1.06 이내로 평가됐다. 2012년에는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피복입자 시편을 제조하고, 고온

제성을 만족하는 200 MWt급 실증로심의 설계개념을 확립했다. 축방향 재장전, 독

조사시험 장치를 제작했다. 2014년 3월말 하나로에서 1차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물봉 재배치, 농축도 영역화, 영역별 재장전 등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노심에 비해
평균 출력밀도가 13∼30 % 높다. 둘째, 내고온 압력용기 대신 기존의 경수로형 압
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냉각압력용기 고유개념을 확립함으로써 국내 제조성과
재료 수급성을 크게 높였다. 셋째,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공정을 연결하는 핵심기
기인 공정열교환기의 고유 금속재 기반 hybrid형 설계개념을 확립했다. 열전대 금
속재의 표면처리로 내부식성을 높이고 2차측 촉매 장입을 가능케 해 기존의 세라믹
재에 비해 제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공정열교환기 예비 시작품을 제작하고 고
온·고압 질소·황산 환경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내부식성과 열성능을 평가하고, 기
술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넷째, 축소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모사를 위한 자연냉각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모의시험으로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극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신개념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개념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으로 타당성을 확인했다.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공정열교환기 시작품 및 자연냉각시험
장치

열화학 수소생산 분야에서는 ①대기압에서 수소생산 실증을 위한 순환공정 개발, ②실제 가압운전 조건에서 단위
공정 열평형 데이터베이스, 촉매 및 성능 등 요소기술, ③가압 순환 종합공정 설계, ④실험실 규모 통합공정 시험
시설 구축 및 실증실험에 대한 연구를 했다. 2014년 9월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통합공정 시험시설을 완공해 50 L/
hr 수소생산 규모로 8시간 동안 가압 통합공정 연속운전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 동안 개발한 핵심설계코드 및 단위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본 기술을 응용해 미국 정부의 원
자력수소사업인 차세대원자로(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심층연소 고온가스로사업(DB-MHR: Deep-Burn Modular Helium
Reactor)에 기술용역 형태로 수출했다. 최근에는 미국 산업체 주관의 캐나다 오지·광산용 초소형가스로 개념설
계에 기술용역 형태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기술의 성능향상 연구를 통해 수준을 높일 것이며, 원
피복입자핵연료 분야에서는 ①핵연료구 제조, 피복 및 특성분석 기술개발로 핵연료

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원천기술로 활용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

제조기술 최적화, ②피복입자핵연료 검사 등 품질관리기술, ③핵연료 성능분석 코

고 있다.

드개발 연구, ④피복입자핵연료 시작품 제작 및 조사시험을 했다. 단위공정 변수 실
험을 기반으로 실험실 규모(20 g/batch) 핵연료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모의 피복입
자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기술 및 코팅특성 분석기술을 개발했으며, 제조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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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핵융합연구를 시작해 1980년

됐다.

대에 소형 토카막 KT-1(KAERI Tokamak-1)

1982년에는 원전 기술지원 과제 추진으로 핵융합연구는 예산과 인력 압박을 받았지만, 토카막 설계에 필요한 자

을 개발하고, 1990년대 초반에 원자력연구개

장계산, 자장코일 배치계산코드개발을 했고, 플라즈마 평형 계산용 코드개발도 시작했다.

발사업으로 중형 토카막 KT-2 개발을 시작했
다. 1995년 말부터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장

2. KT-1 소형 토카막 개발

치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를 건조하는

1983년부터 5년 동안 ‘핵융합로 개념설계 및 연구용

국가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이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형 토카막 설치’ 과제에서 APEX 축소형 소형 토카

에서 주관함에 따라, KT-2 개발을 중단하고 KSTAR 플라즈마 가열장치 개발의 주

막 KT-1을 개발했다. 토러스형 진공용기는 외국에

관 연구기관이 됐다. 우리나라가 2003년에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발주했고, 이외 부품 대부분은 연구소에서 직접 가공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블랭킷 일차

했다. 토로이달 자장코일의 1 MJ 전원과 플라즈마 발

벽 등 플라즈마 대면부품, 삼중수소 증식 블랭킷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생·유지에 필요한 기본설비를 구비했다.

왔으며, 핵융합발전로 개발을 목표로 원자력기반 핵융합기술 개발, 핵융합로 개념

플라즈마 실험에 필요한 부대 장치를 개발해 KT-1

연구, 핵융합 고속중성자 발생장치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실험시설을 갖췄다. 점차 토로이달 자장을 높이고, 플
라즈마 일주전압, 오차자장 및 비대칭 자장구조 보정,

1. 핵융합 기초 연구

K-1 토카막

충전 기체압, 예비전리 등이 토카막방전 시작에 미치

1978년에 노물리연구실에서 핵융합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1979년에 ‘토카막핵융

는 영향을 연구해 방전일주전압을 2V까지 낮췄다. 플라즈마 위치·전류 동시제어기술 개발, 강력 예비 전리원 설

합로 기술조사’ 과제를 시작했다. 토카막 비례칙 유도용 STADAC, 경제성 분석용

치, 불순물 제어를 위한 블랭킷 일차벽 표면처리기술 개발로 성능을 높이고, 플라즈마 파라미터 측정용 기본 진단

COAST, 설계 최적화 계산용 시스템코드 등을 도입하고, 플라즈마 밀폐방식, 기술

장비, 원격제어 및 자료수집계통을 갖춰, 재현성 있는 토카막 플라즈마 제어를 실현했다. 기본적인 핵융합 플라즈

적 타당성, 경제성을 분석했다.

마를 위해 정교하게 제어되는 플라즈마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KT-1에서 구현했다.

1980년에 입자가속기 및 핵융합연구실을 신설했고, 12월에는 핵물리부의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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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과 핵연료개발공단 물리실 일부를 통합해 신형원자로부에 핵융합연구실을 조

3. KT-2 토카막 개발

직했다. 토카막 핵융합기술의 데이터베이스 확립, 기술현황 추적, 핵융합 연구의 타

1992년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KT-2 토카막 개발계획을 세우고 핵융합연구랩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1992년

당성 평가모델 구체화 등을 했다.

9월∼1996년 7월에 KT-2 공학설계를 마치고, 1998년 말에 첫 플라즈마 발생을 목표로 했다.

1981년에 APEX(Argonne Plasma Engineering eXperiment)를 모델로 소형 토카

KT-2의 플라즈마 체적은 KT-1의 280배로서 획기적인 도약이었으며 개념설계는 1995년에 마쳤다. 비교적 큰 형

막 설계·건조를 시작했다. 진공용기와 토로이달 자장코일 등 토카막 본체 설계요

상비(aspect ratio R/a=5.6)에서 높은 자발전류(bootstrap current)와 함께 이온사이클로트론 공명주파수(ICRF)

건 검토, 규격결정, 부품 가공방법 습득과 함께 선진국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연구

대역의 고속파(fast wave)에 의한 전류구동기구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이는 차세대 토카막 운용기술

방향을 모색했다. 가속기를 이용한 14 MeV D-T 중성자 발생장치도 건조해 고속중

(Advanced Tokamak Scenario) 개념으로서, 토카막의 연속운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KT-2의 설계개념도 여

성자 핵자료 생산과 핵융합로재료 연구를 병행했다. 핵융합로 재료연구까지 발전하

기에 초점을 맞춰 초(second) 단위의 플라즈마 전류 이완시간(current relaxation time)보다 충분히 긴 플라즈마

지는 못했지만 중성 입자빔 가열장치와 양성자가속기 개발 등 향후 과제의 초석이

유지시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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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 도체로 구리를 선택하고, 폴로이달 전자석코일의 최외각·최상위에 있는

4. KSTAR 플라즈마 가열장치 개발

PF6 코일 대체용 초전도 전자석도 개발했다. ‘토로이달 자장세기-자장유지시간’과

1995년 말 과학기술처는 국가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발표하고, 1996년 1월 13일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에 핵

‘저항가열변류기 자속공급량-플라즈마 유지시간’이 같도록 토러스 중심 공간을 배

융합연구개발사업단(이후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을 개설해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분했으며, 전자석 소모 전력당 토로이달자장과 폴로이달 자속을 극대화하는 점유공

Advanced Research)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국내 핵융합연구개발의 역량을 집중·일원화해 우리나라 핵융합

간 크기(radial build-up)를 정했다.

연구개발을 급격히 확대하는 계기였다.

수직 비원형도가 큰 토카막 플라즈마의 빠른 수직불안정성 제어를 위해 진공용기

이 사업의 목표는 ①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처 차관)가 확정한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

내부에 장착하는 피동형안정기(passive stabilizer)와, 토로이달 자장코일과 진공

획에 따라 21세기 초까지 정상상태(steady state) 운전이 가능한 세계 수준의 KSTAR를 건설하고, ②이를 운영해

용기 사이 보조 폴로이달자장코일 한 조를 배치했다. 진공용기 내부에 설치된 단권

ITER 본격 가동 이전에 세계 수준의 핵융합기술을 확보해, 핵융합 선진 4개국인 일본, EU, 미국, 러시아와 동등

의 D-코일은 플라즈마 단면의 삼각도를 크게 할 때(δ >0.6) 사용하며, 자발/고속파

한 자격으로 대형 핵융합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bootstrap/fast wave) 전류구동 실험에 필요한 높은 플라즈마 압력(고 β ), 비원형

연구소는 1996년 4월부터 플라즈마 가열장치개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플라즈마 가열 및 전

단면 플라즈마에 대비했다. 폴로이달 자장 시나리오는 전자석 온도상승을 최소화하

류구동용 중성빔 입사(NBI, Neutral Beam Injection), 고주파(RF, Radio Frequency Wave), 저역혼성파(LH,

도록 잡았다. 토로이달 자장계의 주요 설계요건은 플라즈마 외측 경계면의 최대 토

Lower Hybrid Wave), 전자사이클로트론파(EC, Electron Cyclotron Wave) 장치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LH와

로이달 자장 리플이 1 %, 자기 축에서의 자장계가 3 T이다.

EC 장치는 가열장치개발 부문의 공동연구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담당했다.

KT-2 토카막의 주요 사양

주/부 반경

1.4 m/0.25 m

플라즈마 체적

∼3 m3

9.6 Vs

형상비 R/a (A)

5.6

자속변화(Flux swing)

타원율(Elongation) κ

1.8

최대 평활전류유지시간 τd

삼각률(Triangularity) δ

0.5∼0.6

최대 밀도 ne

최대 토로이달 장 Bt

3 Tesla

전자(이온)온도 Te(Ti)

평활자장

20 s @ Bt

평활 전류 OH/5 MWRF

4.2/19.5 s

리플(Ripple) δBt/Bt

< 1%

19.5 s @ Bmax, Imax, 5
MW RF
(4.7∼10)×1019 m-3

0.5 keV (OH only)
2 keV
(8 MW heating)

ICRF/ECRH/NBI/LH
IBS/IP @HiBS mode

> 5.0/1.0/1.0/

이온원을 중심으로 고전압/대전류 전원, 다양한 대용량 열부하 빔라인 부품
들, 대용량 진공배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TFTR 토카막의 중성자
빔 가열장치를 모델로 KSTAR 중성자빔 가열장치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TFTR 중성빔 가열장치는 10초 이하의 운전을 위해 건설되었는데, 이를 모
델로 300초 동안 시험할 수 있는 중성빔 시험시설을 2002년 말에 완성했다.
이 시설에서 KSTAR 중성빔 가열장치를 위해 개발한 시제품들의 성능을 검

0.5∼1.0 MW

증했다. 특히 이온 빔 출력 3 MW에서 300초 운전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 80 %

이 개발을 통해 수십 A 전류 급의 대전류 이온원기술 등 다양한 특수 기술들

플라즈마 전류
(Plasma current Ip)

500+ kA

MFG(Motor Flywheel
Generator) 전력

166 MVA

전류분포(Current profile) li

0.7∼1.3

MFG 저장에너지

3,400 MJ

플라즈마 압력 β (%)/β p

중성빔 가열장치는 수십 MW의 이온 빔을 다루는 장치로서, 고전압/대전류

0.5∼1.9/0.5∼1.7

KSTAR 중성빔 Test Stand 전경

을 국내 기술로 정착시켰다.
KSTAR 플라즈마에 최종적으로 6 MW 출력결합을 목표로 고주파 가열장치
의 주요 사양을 설계하고 주요 구성품인 안테나, 공명루프, 정합장치, 주 전
송선 및 송출기를 1996년부터 개발했다.

1996년 7월 착수할 예정이었던 2단계 계획은 국가핵융합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원

안테나는 6 MW 출력, 300 초 운전을 위해 충분한 시험 과정을 거쳐 성능을

자력위원회와 과학기술처 결정에 따라 1995년 12월 22일 중단했다.

검증했으며, 고출력 전송 부품과 100 kW 및 300 kW 송출기 시험도 연구소
의 고주파 특성시험시설에서 직접 했다. 개발한 고주파 가열장치를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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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4-strap ICRF 정합장치 구성 및 NBI 이온원 개발을 통해 1 MW ICRF 출력과 2 MW NBI 가열출력을
KSTAR에 공급했다. 특히 2010년 NBI 가열이 성공함에 따라 KSTAR의 H-mode 운전에 필요한 heating power
threshold를 달성함으로써 KSTAR가 초전도토카막으로서 세계 최초로 H-mode 운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
했다. 이후에도 추가로 NBI 이온원 2기를 KSTAR에 공급해 KSTAR NBI 가열출력을 5 MW 이상으로 끌어올렸
고, 베타(high β ) 운전이 가능하게 했다. 2014년부터는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2단계 거점센터인 ‘고성능핵융합
로 연구센터’에 참여해 서울대학교 VEST 토카막의 NBI 가열장치와 LHFW 전류구동 장치를 개발하고, 현재 고성
능 토카막 운전을 위한 가열 및 전류구동 실험을 하고 있다.
❶

❷

❶ KSTAR 진공용기에 설치된 안테나

7월 KSTAR에 설치했다. 2008년 7월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사용했으며,

❷K
 STAR 가열장치실에 설치된 2 MW
송출기

이후 연계실험에서 150 kW의 고주파 출력을 플라즈마에 입사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소는 국내 대학들과 공동으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으로부터 위탁받아 KSTAR에 적용할 진단장치 개발에 참여했다. 1998년 KSTAR
2단계 사업 시작에 맞춰 토카막 플라즈마의 전자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ECE(electron cyclotron emission) 진단장치를 개발했다. ECE 헤테로다인 수신
기, 도파관 시스템, ECE 수광 안테나를 포함하는 ECE 진단시스템을 2007년에 제
작·설치하고 2008년 초에 교정·시험한 후 2008년 KSTAR 시운전에서 최초 플라

KSTAR NBI 이온원

KSTAR RF 음이온원

즈마의 전자온도 측정에 사용했다. 예비전리를 위한 ECH 출력 입사기간 sawtooth
현상도 ECE 진단장치를 통해 관측했다. 이후 KSTAR 성능 향상에 따라 MHD 섭동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된 ITER 비조달 사업에도 참여했다. ITER 비조달사업에서 연구소는 ITER 가열기술 추적

(fluctuation)과 전자온도 edge pedestal 연구, NTM 불안정성 억제 등에 사용하고

특히 N-NBI 기술추적과 ICRF 기술추적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술추적의 일환으로 음이온원을 개발하고 관련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총 3,090억원이 투입된 KSTAR는 2007년 8월 주장치의 건조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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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8년 8월 최초 플라즈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했다.

5. ITER와 핵융합 기술 개발

2008년 KSTAR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KSTAR 운영사업이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기

ITER 사업 참여를 통해 핵융합 기술개발은 기초과학 단계에서 공학기술개발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고유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소의 가열장치개발 주관기관의 역할은 끝났

2005년 12월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06년 12월 국가핵융합에너

다. 2009년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핵융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핵융합 플라

지개발진흥법을 제정·공포해 핵융합연구개발의 방향을 에너지개발 지향으로 재정립했다. 최종 목표는 핵융합발

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연구에 기여해 왔다. 특히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

전기술 상용화까지 이 분야 기술선진국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2003년 우리나라가 ITER에 가입한 뒤 연

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서울대학교 등이 참여

구소는 2004년부터 원자력기술 분야인 블랭킷 일차벽, 시험블랭킷(TBM, Test Blanket Module) 기술 개발에 참

한 거점센터(핵융합 플라즈마 이온가열 연구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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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전자기-시험블랭킷(EM-TBM)의 제작을 완료해 ITER 국제기구에 전달하는 것을 목
Electron Beam Gun
(800 kW)

표로 하고 있다. 2025년 ITER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는 총 4개의 TBM이 제작·설치·운영될 예정이다.

TBM-set

TBM Port Cell

(TBM body / TBM shield) (Pipe Forest / bio-shield / AEU)

High Voltage P/S
(300 kW, 60 kV)

TBM ancillary system

(HCS, CPS, TES, etc. in other building)
Helium Cooling System(HCS)
Coolant Purification System(CPS)
Room 14-L4-20 in TCWS VA
Tritium Extraction System(TES)
Room 14-L2-24 in Tritium Building

Vacuum Vessel

Water Cooling System
(3 MPa, 120 ℃, 0.5 kg/s)

Test Chamber
(1.4 mф, 2.5 m Length)

Port Inter-space & Port Cell (Tokamak L1)

He Cooling System
(8 MPa, 300 ℃, 1.5 kg/s)

블랭킷 일차벽은 플라즈마로 인한 고온, 고중성자속을 견디도록 설계·제작해야 하

Port#18 JA-KO Interface (Common Items)

는 핵심부품 중 하나로, 향후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대면부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

ITER TBM 구성도

다. 중성자해석, 열수력해석, 구조해석, 전자기해석 등 전반적인 설계기술들을 개발
했으며, 제작 관련 이종금속간의 접합기술 개발을 완료해 2009년 국제검증시험을

핵융합 공학기술 분야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에 ‘시스템해석코드의 개발 및 핵융합로 개념연구’ 기관고

통과한 바 있다. 2012년 ITER 한국사업단의 조달품 병합 방침에 따라 국내의 블랭

유사업을 시작해 개념설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후 연구소의 원자력기술을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킷 일차벽 기술개발을 중단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기술 축적을 위해 2008년부터 흑

에 접목하기 위해 2007년 핵융합연구부, 핵융합공학기술개발센터, 2008년 핵융합공학기술개발부로 핵융합 연구

연히터 방식의 고열부하시험장비를 구축·운영하면서 플라즈마 대면부품의 고열부

조직을 확대했다. KSTAR, ITER를 중심으로 한 핵융합에너지 연구와 함께, 핵융합 고속중성자 발생장치 및 이를

하시험 및 이를 활용한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해 왔고, 2012년 300 kW급 고열부하시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국방·원자력 분야 활용을 목표로

험장비를 신규 구축함으로써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고열부하시험장

하고 있다.

비를 보유하게 됐으며, 현재 이를 활용한 국내 학·연기관에서 개발한 대면부품에
대한 성능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TER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TBM 프로그램이 ITER 운영기간 중 삼중수소 증식과
향후 핵융합 실증로(DEMO) 및 상용 핵융합로의 핵심 증식 블랭킷 연구를 위해 계
획됐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시험 블랭킷 프로그램 참여를 공식화했고, 설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기존 경수로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
험을 바탕으로 설계,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안전해석, 인허가 문서 작성, 구조소재
개발, 제작기술 및 고온·고압헬륨 냉각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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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289 제1절 방사선이용 농·생명연구
299 제2절 방사선이용 소재·기기 연구
304 제3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연구
313 제4절 중성자이용 연구개발

의료용, 산업용 및 농업용 방사성동위원소

329 제5절 가속기 연구개발

활용 기술을 선진화하고, 고부가가치 방사선

344 제6절 방사선의학연구 및 암 진료

융합기술을 개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
로운 방사선 이용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4장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제4장
방사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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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용 농·생명연구 분야는 국가전략 생물자원의

개발 및 컨테이너검색기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대형 부품이나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비파괴검사용 15 MeV 고에

개발, 민간보급 및 육종전문가양성과정을 통해 방사선

너지 고주파 전자가속기연구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육종 저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사선조사

방사선의학연구개발 분야는 암의 방사선치료효과증대를 위한 신 복합치료기술 개발, 방사선의학연구정보와 방사

이후 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반응기전 기초연구와 생성

선비상진료 DB구축, 13 MeV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국산화, 방사선의약품 F-18(PET용)등을 개발했다. 그 밖에

데이터를 포괄하는 국가방사선반응지도 모델링플랫폼

2002년 방사선재난 발생 시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조기대응을 위한 국가방사선진료센터를 한국원자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방사선을 활용한 식품의 살균과 조사식품 검지 관련 기준

력의학원 내에 설치했고, 2004년 본 의학원은 세계보건기구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의 연락기관으로 지정됐다.

을 확립했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 분석, 거동, 영상화 연구도 수행 중
이다.
방사선이용 소재·환경연구 분야는 방사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용 첨단 소재
제조기술과 최근 사회현안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악취, 폐수처리 등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사선기기연구 분야는 방사선계측기, 방사선발생장치

제1절
방사선이용
농·생명연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농학 분야 연구를 1960년대 초반 시작했는
데, 1964년 원자력연구소 내에 방사선농학연구실을 개설하고, 1966년 그 기
능을 확장해 방사선농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됐

원천기술연구와 보안검색기 국산화 기술개발, 방사선로봇치료기 등의 연구를 진행

다. 1973년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원자력연구소에 통폐합되면서 시련을 맞게

중이다.

됐으며, 1970년대 말까지 벼, 보리, 콩, 토마토, 고추, 감귤, 양난 등의 품종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연구 분야는 수많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활용 연

개량연구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벼 생육장해 원인과 감귤의 갈색변이 현상의 원인 등을 규명했다. 또한 방

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성질병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사선조사에 의한 감자, 양파 등의 발아억제 연구와 김

을 제조하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연구소들과 방사선추적자를

치 및 해산물의 저장성에 관한 연구 등 방사선조사 식

산업에 직접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품저장기술 연구를 수행했다. 1980년대에는 연구소에

로 순 베타방출선원인 Ni-63을 이용한 베타전지 연구개발도 수행했다.

관련 연구조직마저 없어져 이 분야 연구는 침체기를

중성자과학 분야는 연구로 1호기에서 시작해 연구로 2호기를 거쳐, 하나로에서 크

맞았으나, 1990년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농·생명

게 성장했다. 하나로 원자로실 수평공지역에 순차적으로 열중성자 산란장치를 설치

분야가 포함돼 연구가 다시 활성화됐다. 특히, 2000

했고, 2000년대에는 냉중성자연구시설도 건설하고 다수의 냉중성자산란장치를 설

년대에는 방사선이용기술의 체계적 연구와 산업화 촉

치했다.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SMART 및 수출형연구로 핵심재료의 조사시

진을 위해 전라북도 정읍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설립

험을 수행해 관련기술수출에 기여했고, 고온·고조사량 조사기술도 개발했다. 방사

함에 따라 국내의 방사선 농·생명분야 연구개발도

화 분석 분야는 냉중성자방사화스테이션을 개발하고 표준물질생산, 미세먼지분석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첨단방사선연구소 조감도

등 활용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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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연구개발 분야는 2018년 4월 5일 준공한 경주 양성자가속기센터에서 20

1. 방사선의 농생물학적 이용연구

MeV와 100 MeV 2기의 빔 라인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와 생

가. 방사선육종 연구

명분야, 기초과학 및 에너지·환경 분야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전자선가속기

1990년대 이후 연구소에서 방사선육종연구를 재개했고, 2000년 이래 벼, 콩, 국화, 무궁화, 케나프 등 기능성 작

9/6 MeV 이중에너지 고주파 전자선형가속기와 유·무기물의 물질분별 알고리즘

물 및 화훼류 신품종 30여종을 자체개발해 보급했다. 그 중에서 ‘녹원찰벼’, ‘흑선찰벼’ 등의 벼 품종은 고창군, 정

289

제4장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읍시, 천안시, 해남군, 김제시 등에서 지역 특산브랜드미로 상품화됐다. 또한, 방사
선조사와 세포주 선발방법으로 육성한 고 아미노산 함유 벼(‘골드아미’, ‘토코미’ 등)
와 간척지 적응성 품종(‘원해벼’)도 개발·보급했다. 재래종 서리태를 개량해 수량성
이 높고 조숙성의 특징을 보이는 ‘조생서리’ 품종을 개발·등록 후 농가에 보급했다.
그 밖에 재래종과 황금콩 등에 감마선을 조사해 비린내가 나지 않는 품종이나 종피
색을 변화시킨 신품종 등을 개발했다. 방사선육종으로 개발한 벼와 콩 등 신품종의
경우, 매년 종자를 증식시켜 농가 및 농업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해 산업화를 지
원하고 있다. 무궁화 신품종 5개(‘꼬마’, ‘대광’, ‘백설’, ‘창해’, ‘다솜’)를 개발해 품종
등록을 했으며, 꼬마의 경우 식물체가 작은 왜성 품종으로 분재나 포트 재배에 적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조감도(좌)와 미래부-농식품부 업무협력 서명식(우)

합해 주목을 받았다. 2009년 연구소 개소 50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방사선육종 무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왜성 무궁화 ‘꼬
마’ (좌)와 ‘녹원찰벼’(우)

궁화 묘목의 분양을 실시

작물 외에도 신 도입작물과 해조류 및 버섯류 등의 유용 유전자원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대형가

했다. 화훼육종으로 국화,

속기(양성자 빔, 중이온 빔 등)의 구축에 따라 신(新) 방사선원을 이용한 첨단육종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방

난, 장미, 잔디 등의 돌연

사선육종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농식품부의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주관해 외부의 대학, 산업체 및

변이 신품종 개발 및 변이

연구소 등과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육종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많은 품종개발과 실용화성과를 내고 있다. 방사

유전자 탐색연구를 추진했

선육종기술을 활용한 산·학·연 연구자 및 민간육종가의 품종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돌연변이육종 전문

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

가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22명의 수료

오 섬유 소재 및 조사료용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케나프의 신품종 ‘장대(掌大)’를

생을 배출했다.

개발해 2013년 민간 기업에 품종실시권을 기술 이전함으로써 국내 농가보급과 대

해당교육을 받은 민간업체에서도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해 난, 다

량생산의 길을 열었다. 방사선육종 차조기 유전자원에서 염증제거 효능이 뛰어난

육, 야생화 등의 화훼류와 벼, 블랙베리 등의 신품종을 개발해 상

이소에고마케톤 함량이 높은 신품종인 ‘안티스페릴’을 개발했다. 차조기 추출물을

품화하고 있다. 육성하고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원은 품종개발 뿐

이용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서 관절염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아니라 신규유전자 및 분자마커개발 등 기능유전체 연구용 소재로

건강기능성 소재로 상품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쓰이고 있으며,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창출, 보급 및 보관하는

종자 산업을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수립한 ‘2020 종

유전자원은행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자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4년간

방사선육종연구실은 2014년 9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132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연구실, 실험실과 배양시설을 갖춘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부터 돌연변이 육종분야 품종보급 확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를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소 내에 건립·운영 중에 있다. 농·생명산업분야에서 미

성과를 인정받아 ‘Achievement Award’를 수상했다.

2017 돌연변이 육종기술 전문가 과정

래창조과학부의 기초·원천연구 성과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용화·산업화를 연계
하기 위한 양 부처간 업무협약을 2014년 12월 30일 체결했다.
첨단방사선연구소의 방사선육종연구실은 지금까지 주력해 오던 식량, 원예, 특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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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식물 영향연구 및 방사선 분자변환기술 개발

2000연도 초반까지 방사선기술은 국내·외에서 멸균, 화학적 가교, 검역 등과 같은 단순 방사선이용기술에 한

연구소는 방사선에 의한 식물체의 생리현상 및 영향연구를 1990년대 이후 지속적

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첨단방사선연구소 설립 이후, 방사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분야로 연구영역

으로 수행해 왔다. 초기에는 저 선량 방사선의 생물유익효과(호르메시스)를 식물에

을 확대·융합하는 기술(RFT: Radiation Fusion Technology)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원천기술이 취

적용해 작물생산성 및 환경스트레스 내성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했다. 이후 2000년

약한 상태에서 융합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기술발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자 목적지향적

대부터 방사선을 이용해 식물 이차대사산물 합성관련 유전자발현을 조절하고 특수

인 방사선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사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방사선 분자변환기술(RTT: Radiation

식물의 조직배양성공률을 증진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친환경 천연살충성분

Transformation Technology) 개발에 착수했다. RTT는 약물개량을 통한 고독성 약물의 독성 저감화, 신규약물

인 메이신 합성관련 유전자를 잔디인 센티페드그라스로부터 분리·동정했다. 또한,

도출, 공업용 신소재(폴리머), 및 반도체소재 개발, 난분해성 오염원 제거 등 산업계 전반에 활용이 가능한 원천기

센티페드그라스 추출물(메이신, 메이신유도체, 유기산 및 플라보노이드 포함)의 다

술이다.

양한 생리효과를 확인했고, 센티페드그라스의 유용물질인 메이신(유도체)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불용색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에코드림에 기술을 이전해 메

다.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 모델링 플랫폼 구축

이신 화장품을 상용화시켰다.
현재 방사선반응 오믹스(전사체, 단백질체, 대사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시적·
통합적인 방사선식물반응, 영향연구 및 후성조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방사선반응지도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사선에 반응하

서버실

관제실

여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특정 프로모터 부위를 식물로부터 최초로 동정했고, 방사

사무실

회의실

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식물의 중요 이차대사물 생합성 신규경로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용물질 대량생산을 위한 장애기술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기반식물 생리활성물질 발굴, 환경스트레스대응 및 방사성오염 환경감
시/정화용 유전자원발굴을 통한 농·생명산업 및 방사선 산업창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 후 AtAGO2 프로모터
분석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 모델링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좌) 및 시설(우)

연구소는 지금까지의 방사선 관련 유·무기소재 및 생명체 방사선반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통합해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소재 및 동물, 식물 등 생명체의 방사선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술수요자(기업체 및 연구자)에게 방사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
고, 맞춤형 방사선반응 예측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개발 및 신개념제품의 창출을 촉진케 할 것이다. 지금까
지 공간 리모델링 및 네트워크 매설공사 등을 완료했으며, 네트워크 백본 및 서버 등 시스템구현을 위한 장비를
구축했다. 또한 식품·식물검역분야 방사선반응 데이터의 수집·관리를 위한 마스터 포맷을 완성하고, 데이터 입
력시스템개발을 진행했으며, 예측모델링시스템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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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이용 미생물개량 및 유용소재개발

균주은행(Rad-BANK)을 2020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고부가가치 미생물자

방사선을 활용한 미생물연구는 식품 혹은 의료용품의 미생물살균을 위한 단순 조

원을 제공하고 관련 기초연구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됐으나 1997년부터 2006년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유전체]

을 통해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돌연변이체제조기술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 미생물이

[소재/DNA library]


용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07년부터는 방사선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미생



신종 100종 이상 확보

물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국내에서 분리한 내방사선 극한미생물 유전체와

동결건조 및
엠플제작 장비



[전사체]





단백질 규명결과를 통해 유용유전자를 발굴하고 산업적 활용연구를 수행했다. 대표
초저온보관시설

적으로 내방사선 미생물의 신호전달체계 관련 유전자인 dr1558, 저온스트레스 반

서버시설

미생물 개량
신규소재발굴
유전체 연구
단백질 연구
소재 연구

[RAD-BANK]

응유전자인 pprM, 열 스트레스반응 유전자인 hsp20를 산업용 대장균에 도입해 산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균주은행 구축

화스트레스, 고온, 고염, pH에 내성을 갖는 균주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산업용균주의
개량에 활용 가능함을 입증했다. 또한, 내방사선 미생물에서 분리한 수용성폴리머

2. 방사선이용 식품·생명공학기술연구

(EPS)가 기존산업용 EPS와는 전혀 다른 신소재임을 확인하고 피부세포의 항산화,

가. 방사선이용 식품의 살균 및 검지법 개선기술 개발

UV에 의한 세포사멸 억제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해 특허등록을 했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성증진 및 유통안정성개선, 식중독예방, 식품류의 국제교역을 위한 위생화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이 연구에 따라, 연구소는 2004년까지 26개 식품 품목군에 대한 감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계통도]

[미생물 방사선 저항성 비교]

[D. radiodurans 전자현미경 사진]

마선조사를 허용하는 국내 법적규정 제정을 지원했다. 또한 식품에 전자빔조사 허가취득을 위해 2000년 초반 러
시아로부터 도입한 전자빔조사기기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12년 동일 식품 품목군에 대한 신규 조사선종
으로 전자빔 조사허가획득에 기여했다. 이어 2013년 의료진단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는 X-선을 식품조사에 이용
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2016년 X-선 식품조사처리규정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이 개정안은 조
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X-선의 식품조사 허가를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법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9년 WHO 보고로 10 kGy 이상의 고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도 영양학적, 독성학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
라, 연구소는 고 선량 조사식품인 우주식품, 비상 레져식, 환자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05년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특성 연구

2014년부터 미생물돌연변이 육종기술과 저온살균기술을 감염성질병 예방용 고부

우주식품 4종(김치, 라면, 생식바, 수정과)을 개발해 2008년 4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에게 제공했다.

가가치백신 생산기술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선기

그 밖에 연구소는 이들 4종의 우주식품을 포함한 24종의 우주식품(불고기, 비빔밥, 오디음료, 미역국, 닭갈비, 단

반 백신생산 원천기술 3종을 확보했다. 2017년 방사선기반 미생물개량기술연구의

호박죽, 카레밥, 닭죽, 바지락죽, 사골우거지국, 당침블루베리, 곶감초콜릿, 오디잼, 불고기비빔밥, 치킨비빔밥,

확대를 위해 중국 최대 동물백신연구소인 란저우수의연구소와 국내 미생물발효전

해물비빔밥, 김치비빔밥, 복숭아음료, 블랙베리음료, 된장국밥)을 개발해, 2013년 11월 러시아연방 생물의학연구

문기업인 제일제당과 방사선기술을 적용한 구제역백신과 산업용미생물 공동개발을

소(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의 장기간 평가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방사선미생물연구를 통해 생산된 신규 내방사선 미생

는데 성공했다.

물자원과 방사선기반 산업용 혹은 백신용 균주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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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조사 동물모델이용 생체조절물질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한국형 우주식품(좌) 및 인증서(우)

2000년대 전후로 연구소는 공중보건제품, 화장품 및 의약품 개발에 천연기능성소재 및 약용식물을 활용하는 기
초연구를 했다. 특히 녹차추출물의 불용성물질 제거기술과 이를 활용한 화장품용 신소재의 연구개발 및 면역조혈
기능 증진과 생체방호효과가 뛰어난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을 개발했으며, 2004년 2월 이 연구결과
는 기술출자 형태로 국내 연구소기업 1호 ㈜선바이오텍(현 콜마BNH)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 후 ㈜선바이오텍
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녹차화장품과 헤모힘을 상용화했으며, 2015년 2월 출연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
장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헤모힘을 발전시켜 항암제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에 수반하는 여러 부
작용을 줄이고 암 치료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항암치료보조제 의약품연구개발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16년 새로
운 제조공정을 도입해 항암효과와 항산화효과가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면서 면역조혈 증진효
또한 수출·입 식물로부터 외래 병해충의 자국 및 타국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

과를 갖는 다당체의 함량을 그대로 유지한 새로운 생약조성물 MH-30을 개발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공정관리

안 전 세계적으로 화학 훈증소독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해 왔으나, 오존층파괴

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시험법 확정, 장기간 및 가혹시험 안정성평가 등을 완료했다. 이 MH-30은 동물실험

원인물질로 밝혀져 그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을 통해 기존 헤모힘 제품보다 더욱 우수한 항암효능을 나타냈다.

대안 검역기술로 널리 채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주요수출 농산물 9종
(사과, 배, 단감, 파프리카, 포도, 귤, 장미, 국화 및 백합)에 대한 방사선이용 검역

❶

❷

표준공정의 확립을 위해 연구소 주관으로 15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
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방사선 검역소독처리 국가규정(검역
본부 제2015-36호)의 제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적용된 품목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 연구소는 주요 수출농산물 3종(토마토, 딸기, 버섯류)에 대한 추가적인 품목
확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7년부터 방사선조사식품의 조사여부판별을 위한 검지기술 연구개발을 수

❸

행했으며, 2013년 식품에 대한 국내 방사선조사 검지표준시험법 제정에 기여했다.
2010년 연구소는 국내 방사선조사식품 공식 검지기관w으로 지정받아 이후 국내유
통식품 및 원료에 대한 조사여부 판별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11년 식품위생 검
① 항암치료보조 생약조성물 MH-30 개발 관련 동물실험 결과, ②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③ MH-30 정제 시제품

사수수료 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시험법은 199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분석 시 2일 이상 걸리거나 1 kGy 이하 저 선량에 조사된 식품의 판별에 한

이 연구 성과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궁암환자 대상 MH-30의 항암치료보조효과에 대한 임상시험계

계를 보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속·정밀분석기술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획을 승인받았다. 또한 2018년 상반기 MH-30의 기술가치 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MH-30의 기술이전과 임상
시험 등 후속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MH-30을 항암치료보조 의약품으로 상용
화해 국내 천연물 항암치료보조제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연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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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고감도바이오칩 연구개발
연구소는 2006년부터 감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RI를 이용해 DNA바이오칩, 단백
질바이오칩, 세포바이오칩의 고감도검출기술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제2절
방사선이용
소재·기기 연구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 방사선이용 신소재 연구
1990년대 들어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연구가 활발했으며, 1997년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2단계부터 이 분야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방사선 그라프트

2006년 ‘방사성동위원소의 바이오칩 적용 유효성 검증 연구’로 기반기술을 확보했

와 가교기술을 이용해 유해가스흡착제, 혈액적합성고분자, 인공고관절 비구

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감도RI바이오칩 및 키트기술개발을 위해 방사선

컵, 유로키나제 흡착제, 하이드로겔, 중금속흡착제 및 전지격막 등의 연구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방사성동위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및

착수했다. 또한 감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이용해 의료·바이오, 항공·우주, 국방, 에너

키트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연구소는 암, 혈관계질환 등의 질환진단바이오칩

지·환경 등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고성능 산업신소재, 의공학 신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대표

및 키트, 현대인의 필수건강요소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진단키트, 한약재,

적 연구성과는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겔 패치, 고성능 바이오필터, 장수명 에너지저장소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식품 등 내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유해인자 검지키트의

용 고분자 겔 전해질제조기술, 경량복합소재 접합기술, 폐자원 재활용기술, 인공혈관용 고분자 소재, 전기탈염 소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2013년 방사성동위원소 특화연구시설인 ‘RI-Biomic 연구동’

재 등이다.

을 준공했으며. 현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 분석, 거동, 영상화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RI-Biomics 연구동 준공식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왼쪽부터 방사선 이용 의료기기용 전도성 실리콘 패치, 장수명 에너지 저장소재, 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경량복합소재(압력용기)

가. 방사선이용 첨단산업소재 개발
연구소는 전자선경화기술을 활용해 열경화공정이나 화학공정 대비 신속하고 안정한 복합신소재를 개발하고 이 기
2012년 RI-Biomic연구동은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됐으며, 2012년부터

술을 적용한 초고온복합재료, 고성능탄소복합재료, 반도체용 층간 저유전재료 및 소재접합기술 등을 개발했다.

2017년까지 ‘RI-Biomics 기반 Bio-sensing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방사성동

또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고강도 압력용기제조기술, 초고온성 탄화규소섬유제조기술, 자동차부품소재용 복합재

위원소를 활용한 고감도질환 영상평가기술 및 유용소재 연구를 수행했다. 헤스페레

료 등을 개발했다.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동의 구축으로 대형 구조체의 전자선조사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

틴 등 다양한 천연물유래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표지기술, 펩타이드, 개량항체 등 단

행 중에 있다.

백질의약소재, 미생물, 세포 등 다양한 생명소재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및 추
적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의료용 방사성요오드 제거기술연

나. 방사선이용 에너지/환경 소재개발

구와 가습기살균제 독성성분 PHMG에 대한 RI기반 체내거동평가를 통해 사회현안

방사선기술을 이용해 저가·고성능·고안정성의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저장용 소재를

대응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시킨 이차전지, 고분자 겔 전해질, 전지용고분자 분리막 및 전극재료, 환
경 분야용 고기능성고분자 분리막, 폐자원활용기술, 생활주변 방사선안전소재 등 다양한 에너지/환경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온주입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의 표면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나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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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바이오센서용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턴형성 소재 및 기술 등을 개발했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라.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준공

다. 그 밖에 탄소나노튜브 절단기술, 고분자 그라프트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
조기술, 생체분자패턴형성기술 등을 개발했다.

다. 방사선이용 생체기능성 신소재 개발
방사선을 이용해 아토피피부염과 궤양치료용 하이드로겔, 인공혈관·인공골 등의
조직공학소재, 치주조직 재생유도재, 혈액분리용 바이오필터, 3D바이오프린팅 원
료물질 등 생체기능성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하이드로겔 패치(좌)와
스킨케어 제품(우)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조감도 및 전경

방사선기술개발 연구 성과의 실용화 확대 및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미래창조과학부 및 지자체(전
라북도 정읍시)의 지원을 받아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년간 190억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투입해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를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내에 준공했다. 전자선실증연구센터에는 전
자선가속기 2기(10 MeV, 2.5 MeV), 대형이송장치 및 연속조사장치 등 자동화설비를 구축했다. 전자선실증연구시
설은 국내유일의 대형/대용량제품을 실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산·학·연 실증연구클러스터 구축을 통
해 방사선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고,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산업체의 신산업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연구 성과 50선에 선정됐다. 특히, 2018년

2. 방사선이용 환경기술연구

에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기술적용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흡수성치주조직재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보전기술개발은 1997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단계 과제로 채택되면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생유도재의 임상시험을 개시하여 의료용소재의 상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외

시작됐다. 20여년의 연구기간동안 수 처리 및 대기오염제어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2005년 염색공단에서

에도 수면마취용 하이드로겔 패치, 구강점막부착용 패치 등의 스마트약물 전달체와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방사선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2008년 폐변압기에 오염된 PCBs(Poly

이를 응용한 코슈메티컬 제품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생체기능성 신소재는 기능

Chlorinated Biphenyl)를 방사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2012년 전자선

도 중요하지만 원료물질에 대한 특허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생체기능성을 가지는

을 이용해 하수처리 방류수중에 잔류하는 항생제 등의 미량오염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

물질을 추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방사선기술을 활용하여 고효율, 고순도의

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부의 신기술인증·검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6년 대표적 온실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기능성

가스인 SF6(sulfur hexafluoride)를 전자선으로 분해·처리해 유가의 부산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신소재개발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연구소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체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고,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가축 매몰지 침출수오염 지하수의 복원을 위한 방사선융합

앞으로 세계의료용 소재(치료재료)시장에서의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술을 개발해 환경부의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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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동형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나. 방사선계측기 연구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차세대방사선센서 소재인 CdZnTe 화합물반도체 단결정성장기술을 세계 6번째로 확보해 교육과학기술부
로부터 대표우수성과상을 받았다. 또한 성장된 CdZnTe 단결정을 이용해 감마선영상센서 제작기술도 확보했다.

❶전
 자선이용 하수처리 방류수 위생화
기술의 현장 운전
❷ 전자선 이용 SF6 가스 처리기술개발

CdZnTe 화합물반도체는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가 없어 상온에서 고분해능으로 감마선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기

전자빔

때문에 현재 PET, CT와 같은 의료 진단기기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S(s)+6HF(Y)

SF6(g)+3H2(g)
HF(Y)
S(s) 회수

❶

미분해 가스
리싸이클링
HF(L)로 회수 Option 1 : HF로 회수
Option 2 : 금속염으로 회수
예 : 2HF+CaCl2CaF2+HCl

❷

3. 방사선기기 연구
가. 방사선기기 팹 센터 준공
3인치급 CdZnTe 화합물 반도체 단결정(좌) 및 CdZnTe 감마선 영상센서(우)

방사선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5년
간 25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계측기, 방사선발생장치 원천기술연구와 보안검색기,

2014년에는 실리콘반도체에 기반한 Hand-held형 X-선 형광분석기 시제품개발에 성공했다. 방사선형광분석기

방사선로봇치료기와 같은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방사선기기 팹센터를 정읍첨단

는 환경오염분석, 물질성분분석을 위한 방사선분석기기의 한 종류로 핵심이 되는 센서 제작기술과 신호처리 전자

방사선연구소 내에 건립·운영 중에 있다. 방사선기기 산업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

회로기술을 확보해 국내 방사선기기기술발전에 일조했다.

부가 축적한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실용화·산업화와 연계·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선기기 팹센터(좌) 및
팹센터 준공식(우)(2016.11.22)

X-선 형광분석용 핵심센서 모듈(좌) X-선 형광분석기 시제품(우)

다. 방사선기기 연구
2015년 9/6 MeV 이중에너지 고주파전자가속기개발에 성공해 1/3 스케일 컨테이너검색기 실증장치의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이 연구결과는 기술출자형태로 연구소기업 4호 아큐스캔을 2016년 8월에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2018년
5월 아큐스캔은 관세청 발주 양방향 고정형 컨테이너검색기의 납품을 완료해 세계수준의 기술 확보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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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제
 4호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2016.7.20)
❷신
 선대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소(2018.5.11)

❷

❶

제3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연구

1. 일반 방사성동위원소
국내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은 1962년 연
구로 1호기 가동 시부터 시작됐다. 질환진단용
I-131, Au-198, Fe-55/59(FeCl3), 산업용추
적자 Na-24, Br-82, 생명과학연구용 P-32,
S-35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개발했고.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들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핫셀

196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약품제조허가
를 받아 그것을 판매했다. 1967년부터 1971

1980년대 중반 이후 핵연료조사 시편해체, 중성자조사서비스, 고준위선원교체 등 외부수탁업무에까지 업무범위

년까지 IAEA 전문가의 기술지원으로 각

를 확장했다. 치료용 Ir-192 씨드(seed) 또는 산업시설에서의 게이지용 Co-60 소선원 등을 생산·공급했다.

종 질환진단에 쓰이는 Tc-99m(NaTcO4),

1995년 하나로 가동 전까지 다목적연구로 이용자그룹에 참여해 RI 생산관련 설계 자료를 입력했다. 1995년 하나

99m

Tc-Fe-MAA,

로의 가동 전·후로 RI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1996년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청정시설을 갖췄다. 1992년에 시작된

Tc-Fe-ascorbate 등의 표지화합물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차적으로 RI 생산용 조사용기, 운반용기, 중성자조사캡슐 입·인출장비, 조사표적

Tc 2 S 7 콜로이드,

99m

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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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다.

수력운송시스템 등 RI 생산용 필요장비를 하나로에서 개발했다. 과학기술부로부터 1997년 6월 방사성의약품생

1972년 연구로 2호기의 가동과 함께 콘크리트 핫셀(hot cell)를 설치하며 고준위방

산을 위해 대전연구소로의 시설이전허가, 1997년 6월과 1998년 8월 2차에 걸쳐 하나로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사용

사성물질을 다루기 시작했다.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을 1973년 말부터 생산

허가를 받았다. P-32, Cr-51, Mo-99, I-131 등 생산을 위한 화학처리, 분리, 정제장치 및 안전성과 작업효율을

했고, 1975년 고비방사능을 갖는 방사선원을 개발했다. 1978년 37 GBq급 Na-24

높인 Co-60와 Ir-192 선원의 자동분류, 계측 및 용접장치를 설치해 하나로를 이용한 다수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선원을 개발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습분동반시험에 쓰이게 했다.

대량생산기반을 갖췄다. 1998년 노심부의 IR, OR 조사공에서 중성자조사를 위한 리그(rig)를 개발해 고방사능동

1979년 추출형 Tc-99 m 발생기를 개발해 용액 형태로 공급한 Mo-99에서 이용자

위원소 생산에 활용했다.

가 직접 Tc-99 m을 추출·사용토록 했다. 1980년대 초 추출형 Tc-99 m 발생기의

1993년 방사성동위원소생산시설에 I-131 건식증류장치를 설치하여 1회에 1.11∼1.48 TBq을 생산했다. 1997년

성능을 향상시켰고, I-131 생산법을 개량해 방사성폐기물발생량을 감소시켰으며,

I-131 캡슐제조장치도 개발해 국내 수요를 전량 공급했다. 1990년대 초 황의 감압증류법에 의한 P-32의 생산법

중성자조사시료용기를 용접밀봉법으로 제작해 그 안전성을 높였다.

과 P-32 표지 대사추적용 감마-ATP와 알파-dCTP를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1990년대 후반 농축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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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P-33, Cr-51, Sr-89 등 고비방사능의 동위원소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치를 개발하고 국제특허를 얻었다. 또한 농축 Xe 표적을 단시간 조사해 대량생산하는 배치생산법도 개발했다.

의료용 Tc-99 m을 국산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Fission Mo 생산을 시도했

I-125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3년부터 전립선암, 안암 등의 근접용 I-125 seed 제조기술을 연구했다.

다. 1990년대 초 고농축우라늄(HEU)의 이용타당성을 조사했으나 핵비확산정책으

2004년부터 고성능흡착제, 칼럼제조기술, 분리공정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분자단위에서 표면을 개질한 알루미나

로 HEU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02년부터 20 % 저농축우라늄(LEU)을 표적물

로 고 흡착률의 흡착제를 개발해 Mo-99/Tc-99 m 및 W-188/Re-188 발생기핵종에 적용했을 때 기존 상용알루

질로 이용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창안해 7개국에 특허 등록된 냉각롤(cooled roll)

미나 보다 40∼100배의 흡착성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185 GBq의 대형 W-188/Re-188 발생기제조기술을 확보했

에 의한 우라늄박판주조법으로 LEU박판을 시제조하고, 신티켐공정을 활용한 Mo-

다. 2007년 양이온 방사성동위원소의 선택적 분리를 위해 인산

99 분리기술 연구, ABO침전회수공정과 알루미나흡착정제공정에 대해 방사선영향

기를 포함한 실리카흡착제를 개발했다. Sr-90/Y-90의 분리에

평가 등 LEU를 쓴 Mo-99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LEU금속박판은 2005년 말부터

적용한 결과 1회 분리로 추가정제가 불필요한 고순도 Y-90을

Mo-99 생산기술에 관한 IAEA CRP를 통해 회원국에 제공됐고, 조사시험을 통해

90 % 이상 회수할 수 있었다.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안전성을 확인했다. 1998년부터 Fission Mo를 사용한 Tc-99 m 발생기 생산타당

있는 이 흡착제는 치료용 란탄계 및 유사 란탄계 동위원소분리

성을 조사해 그 생산기반을 구축한 후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고, 2004년부터 해외에

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도 수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의 INP와 러시아 RIAR로부

비파괴검사용 Ir-192선원의 대량생산장치를 개발해 1999년 초 호진산업기연(주)에

터 전문가를 초청해 P-32 표지법, Re-188, Sr-89 제조법을
Re-188 발생기

이전했고, 2001년 과학기술부로부터 특수형방사성물질로의 설계승인을 얻어 상용

공동연구 했다. IAEA를 포함해 국제기술교류를 통해 우리의

화 했다. 국내·외 수요증가에 따라 2005년 생산용량을 3.7 PBq에서 7.4 PBq로 증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수출 길을 텄으며, 산업용 Ir-192 선원 조립장비, I-131 증류장치 및 캡슐제조장치,

대했고, 생산량의 30∼40 %를 수출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기술의

Tc-99 m 반자동용매추출장치, Ir-192 선원어셈블리, I-131 용액 등을 10여 개국에 수출하게 됐다.

향상과 함께 기존의 Ir-192 보다 높은 영상분해능 요구에 따라 저에너지 감마선원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동위원소산업에도 일부 변화가 일었다. 그간 호진산업기연, 삼영유니텍과 같은 소수

인 Yb-169, Se-75, Ir 농축표적을 쓴 직경 1 mm 미만의 Ir-192 소형선원을 개발

의 민간 기업이 동위원소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머물던 상황에서 엔바이로코리아, 새한, 듀겜바이오, 핵광 등 다수의

했다. 2007년부터 Yb-169 선원을 일본시장에, Ir-192 소형선원을 국내시장에 공

기업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와 더불어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동위원소 생산기술의 민간 이전이 많이 진행됐다.

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감마선계측기의 에너지보정용 5종의 교정선원을 개발했다.

W-188/Re-188 발생기 제조기술은 2008년에 개발을 완료한 기술로서, 기존 발생기 칼럼의 흡착성능을 기존의

1998년부터 가스표적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천연 Xe 표

상용칼럼 대비 40배 이상을 향상시킨 것이다. 당시 미국,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Re-188과 같은 베

적을 쓴 I-125 제조법, 회분-루프형 생산장치, 습식화학처리법 등을 개발했다.

타방출 핵종을 적용한 난치성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미국에서

2000년부터 고순도 I-125를 대량생산키 위해 Xe 기체표적을 쓴 순환식 조사장

도 관심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엔바이로코리아(주)의 요청으로 2009년 1월 기술을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밀봉

❶ Fission Mo 생산용 U박판

선원 생산기술인 소선원용 Co-60 밀봉선원 제조기술(2009년), 근접치료용 Ir-192 HDR 선원(1.1 mm) 제조기술

❷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원 제조 기술
이전

(2010년), 고농축표적을 이용한 미세초점 Ir-192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원 어셈블리 제조기술(2015년)과 장치기술
인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장치 및 토출기(2014년)를 차례로 민간에 기술 이전했으며, 일부는 사업화로 이어져 수익
을 창출하고 있다.
하나로와 동위원소생산시설의 건설·운영경험은 요르단연구로(JRTR) 수출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특히 동위원소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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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핫셀 설계, 상용 방사성동위원소인 Ir-192, I-131, Tc-99 m 생산장치 및 그 생산기술, 품질관리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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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외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였으며, 1966년부터 1970년에 7~8종의 I-131 표지화합물을 합성·보급했다. 한편, I-131 표지화합물을 의약품

2013년 11월 연구소는 핵실험 모라토리엄 준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

기준에 따라 그 제조·품질관리기술을 수립해 1972년부터 암 진단 및 치료용 엠아이비지(mIBG)-I-131, 신장질

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불활성기체(제

환진단용 히퓨란(Hippuran)-I-131, 간(肝)질환진단용 로즈벵갈(Rose Bengal)-I-131, 혈장량측정 및 태반진단

논)방출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2012년에 건설에 착수한 수

용 리-사(RIHSA)-I-131 등을 의료기관에 공급했다.

출용신형연구로(부산 기장)내 Mo-99 생산시설은 방사성제논 방출량을 5.0 GBq/d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에는 단수명 동위원소인 Tc-99m 표지화합물 제조연구에 주력했다. I-131 및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며, IAEA, CTBTO 등 국제기구, 미국퍼시

Tc-99 m의 이용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I-125 표지 당뇨병체외진단용 인슐린 방사면역측정 키트를 개발했다.

픽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등과의 다자간 기술협력을 통해 핵실험탐지활동의 부정

1975년부터 1979년에 IAEA와 HCG, FSH 등 여성호르몬 방사면역측정 키트개발에 관해 연구했고, 1978년 한국

적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학재단연구비로 효소법에 의한 I-125 표지인슐린을 개발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인 T3 및 T4 방사면역측정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행한 핵분열생성물 RI 생산기술연구를 통해 전

키트를 개발했다.

체 의료용 동위원소 수요의 85 %를 차지하는 필수원소인 Mo-99의 표적생산 및 공

1980년대에는 Tc-99 m 표지화합물 즉석표지 키트인 골격질환진단용 MDP–Tc-99 m, 간질환진단용 파이테이

정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 100 % 및 세계시장 20 % 규모의 생산공정

트(phytate)-Tc-99 m, 간·담도계 진단용 디시다(DISIDA)-Tc-99m과 간암치료용 리피오돌(lipiodol)-I-131

을 설계했으며, 2018년 6월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에서 조사

을 개발했다.

표적을 이용한 생산실증을 완료했다. 본 기술을 향후 건설될 수출용 신형연구로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1992년~1995년)에 따라 전술한 동위원소를 함유한 거대응집입자들을 만들고 입자크기 조

적용할 경우 연간 900억원(US$ 800/37 GBq 기준) 이상의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

절, 체내안정성 등을 연구했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센터 및 원자력병원과 공동연구로 1994년 말까지 240여명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이들 거대응집입자(Dy-165–HMA, Ho-166-MA)는 방사성활막절제

하나로를 이용한 동위원소생산은 밀봉선원의 경우 2012년에 최대로 생산해 8,282

술(radiation synovectomy)의 임상치료효과가 뚜렷함을 나타냈고 난치성류마티스관절염치료에 획기적인 것으로

TBq(224,000 Ci), 3,400개의 어셈블리를 국내 및 해외 10여국에 공급했다. 2012

판명됐다.

년 국내 수요량의 70 %에 해당하는 I-131 방사성의약품을 비롯한 개봉선원 56.65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물리적 방법으로 종양 및 질환부위에 약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물리적 장치 및 고분

TBq(1,531 Ci)를 공급했다. RI를 활용한 의료분야는 201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

자 등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무독, 생체친화성, 생체 내 분해성 천연중합물인 키틴을 가수분해해 얻은 키토

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관리기준 국제화의 일환으로 GMP(Good

산(Chitosan)과 원자로에서 생산된 Ho-166을 써서 166Ho-CHICO 착화합물을 개발했다. 그 제조·이용에 관한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적용항목에 방사성의

국제특허를 얻었으며 동화약품(주)에 기술이전 했다. Ho-166-CHICO는 간암대상의 치료결과가 우수해 2001년

약품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소는 필수 방사성의약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7월 6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로부터 국내신약 3호, 방사성치료제로는 국내 제1호인 간암치료제(밀리칸

및 관리체계 개선작업을 수행함으로써 2017년 12월 인허가(GMP 적합판정서)를 얻

주)로서 등록됐다. 이 치료제는 간암치료 외에도 낭성뇌종양, 복강 내 전이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도 좋은 효

었고, 2018년부터 관련기준을 만족하는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과를 보였다. 그 외에 심혈관 협착질환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질환치료를 위해 Ho-166을 쓴 액체방사선원과 피부
암치료용 방사성패치 및 식도암치료용 방사성스텐트를 개발했으며 동물실험 및 환자대상 실험에서 만족스러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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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표지화합물

과를 얻었다.

1961년부터 시작된 C-14 표지화합물 개발은 간단한 유기산류가 주류였으며, 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치료용 핵종(Lu-177, Sm-153, Y-90, Re-188)을 항체에 도입하는 표지기술개발, 신

생명현상탐구에 활용됐다. 1965년 스티렌-C-14 단량체를 합성해 중합반응연구에

킬레이터 시스템을 통한 암 조직 영상화 및 펩타이드 관련 동위원소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신생혈관과 관

이용했다. 1966년 항암성물질인 5-bromouracil-Br-82을 합성해 의학연구에 쓰

련된 L19SIP-DTPA항체에 Lu-177 등의 동위원소 표지법을 개발했으며, 암세포 표적용 펩타이드 및 저분자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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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지화합물을 개발했다. 이것은 정상세포에 비해 전립선암의 세포막에서 주로 발현하는 가스트린유리수용체와
결합하는 화합물로서, 체내에 투여하면 전립선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된 화합물을
동위원소발생기에서 추출한 Ga-68을 표지할 수 있기 때문에 PET 영상을 통해 전립선암의 진단이 가능하며, 원
자로에서 생산되는 Lu-177을 표지할 수 있으므로 암세포 치료도 가능하다.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확인한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제조기술을 민간기업 (주)듀켐바이오에 이전했다.
❶

❷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성 희귀질환치료용 방

❸

사성표지화합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폐암으로부터
❶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
❷ 방사성의약품 신약 밀리칸주
❸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시약

합성과 Tc-99 m 트리카보닐로 다양한 물질개발연구를 수행해 암조직의 영상화가

전이되는 악성흉수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생존기간

능성을 평가했다.

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난치성 희귀질환이다. 이런 악

종양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에 자체개발한 안정화화합물을 도입하고 베타방출

성흉수암세포와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고효율로 표지하는 기술을 확립했다. 동물모델을 이용해 암세

키메라(chimeric) 항체기반의 Lu-177-표지화합물을

포에 대한 선택성치료제임을 확인하는 한편, 방사성동위원소와 신생혈관억제제인

제조했다. 제조된 약물은 악성흉수동물모델의 생존기

Thalidomide와 항암제인 Paclitaxel 등 약물과의 병용투여를 통한 암치료효율증대

간을 2.6배 연장시키는 치료효과가 있었다.
충북대학교와 상호 연구협력협약 체결

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종양표적용 펩타이드 및 항체의 생리활성물질에 방사성동위

2018년부터 동물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방사성동위원

원소를 효율적으로 수식하고 Tc-99 m, Re-188, Lu-177을 포함한 란탄핵종의 효

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사선을 이용해 반

율적 도입을 위해 기능성 착화제 제조와 RI 표지법을 연구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

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의료센터에 구축했다. 이에 연구소는 충북대

소를 표적부위로 이동시킬 수 있는 나노물질과 함께 고분자물질을 이용해 방사성

학교 수의과대학과 동물용 방사성의약품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상호연구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물용 방사성

약물전달체를 개발했다.

의약품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2007년부터 원자로생산핵종 및 발생기생산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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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이적·선택성을 갖는 치료제개발을 연구했다. 질환 특이적 표적개발과 이들을

3. 방사성추적자 이용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수식기술을 확립해 암 등 난치성질환부에 선택적으로 전달

국내 산업적 방사성추적자 이용의 시작은 1964년 충주비료공장 요소반응탑에서 비료의 혼합특성규명, 1966년 기

하는 방사성신물질을 개발했다. 종양성장과 전이기전역할을 하는 신생혈관유도인

흥저수지 누수검사, 강원탄광 및 상동탄광에서 갱내침수경로 추적,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건설부와 합동으로 수

자를 활용해 암 등 종양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을 개발했다. 생리활성을 갖는 펩

행한 삼척항, 묵호항, 영일만 등에서의 표사이동 조사 등이다. 1980년대 후반 아·태지역 국가간협정(RCA)의 방

타이드 및 저분자물질과의 결합을 지속하며 방사성동위원소와의 고 표지수율 및 안

사성추적자이용기술 및 핵공학적 조정장치(NCS) 소분야과제에 참여해 IAEA 협조로 쌍룡양회(주) 예비소성로에

정성을 갖는 킬레이터 시스템과 표지기술을 확보했다. 이로써 펩타이드, 단백질, 항

서 원료체재시간분포의 측정 등 관련연구를 수행했다.

체 등을 써서 방사성의약품을 BT, NT기술과 접목해 바이오신소재를 개발하고, 질

1990년부터 방사성추적자실험용 모의플랜트를 고안하고 데이터수집시스템을 개발해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환선택적 표적화와 질병원인물질의 표적화를 통해 세포와 분자수준의 질환표적치

삼성중공업중앙연구소, 한국수자원연구소, 현대자동차연구소, 호주 Tracerco 등과 관련기술들의 응용연구협력을

료의 길을 열었다.

추진했다.

2015년, 확보한 기반기술을 활용해 전립선암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사

1997년 자동증류탑검사 장비를 개발해 (주)SK 등 국내 주요 정유/석유화학산업시설에서 가동 중 증류탑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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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했으며, 2007년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획득하고 기술 이전했다. Sc-46 추

4. 원자력전지

적자를 하수처리시설의 소화조공정의 성능진단에 사용해 2007년 신기술인증을 받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표면에 착륙선과 로버를 보내는 사업을 정부의 국정과제

았다. 2002년부터 연안 해저표사의 이동추적과 하천 오염확산모델 검증연구를 수

로 수행 중이다. 1단계(시험용궤도선)와 2단계(궤도선 및 착륙선)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

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모델의 검증자료를 제공했다.

해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선행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2014년부터 우주용 RTG(Radioisotope

2000년대 중반부터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과제(CRP) 참여를 통해 국제교류를

Thermoelectric Generator)를 개발을 위한 기초융합연구를 수행했으며, 2016년부터 2단계 과제수행을 위한 선

활발히 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IAEA의 요청을 받아 방사성추적자 실험용

행연구로서 달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RTG 연구개발하고 있다. 태양에너지가 충분한 달 탐사에서 RTG가 필

모의플랜트를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6개국에 공급했다. 또한 2008년에는 세계 최

요한 이유는 달의 경우 밤이 14일간 지속되고, 온도가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탐사선의 전자 장비를 정

초의 자동증류탑검사장비를 인도(BRIT)에 수출했다. 2017년 IAEA 및 아프리카 4

상 작동시키기 위함이다. 한국형 RTG는 경량, 소 출력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발사체의 적재량과 달

개국에 감마선 단층촬영장치를 공급해 각 나라에서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의 이용활

탐사 임무 등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성화에 기여했다. 2011년 전남대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2012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순 베타방출선원인 Ni-63을 이용한 베타전지 연구개발을 수행

용한 설비안전진단 기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실무협약을 체결했다.

했다. 연구소는 연구로인 하나로를 이용해 방사성동위원소 Ni-63 생산기술 및 반도체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정

201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의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을 통해 건설기술연구

밀접합기술을 개발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력변환효율이 높은 실리콘기반의 고효율 반도체공정을 개발했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방사성물질 노출 초동대응 물 안보기술을 개발

다. 2017년 국내 최초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전력회수실증에 성공해 마이크로전지 개발의 핵심원천기술을

하고 있다.

확보했으며, 1μ W급 마이크로전지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❶ 자동증류탑 검사장비
❷ 감마선단층촬영장치

제4절
중성자이용 연구개발

1. 중성자과학연구
가. 연구로 1, 2호기에서의 중성자과학 연구개발
1962년 연구로 1호기 건조와 함께 4개 실험공에 중성자빔 실험장치를 설치해
접심 수평공(tangential port)에 50∼220 meV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2개
Pb 단색화결정을 내장, 다중결정체의 전단면적, 다중반사효과 등을 조사했

다. 그리고 향심 수평공(radial port)에 Pb 단색화결정을 이용한 2축형 회절장치를 설치해, 모자익 분포측정, 회
절선 분해능상관관계조사, NaCl, Fe4Ni, Na2S2O3·5H2O 결정구조해석 등을 수행했다.
열중성자주(thermal column)에는 붕소도포 이중원통관형 전리함을 설치하고, 주기적 시료출입으로 출력되는 맥
동전류를 검출·해석하는 진동식중성자 측정기(pile oscillator)를 이용해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측정했다. Ni, In,
W, Cu 등의 흡수단면적 측정치는 BNL-325 값과 좋은 일치를 보였다. 저속초퍼(slow chopper)를 설치한 비행시
간(TOF: Time-Of-Flight)법으로 노심 열중성자스펙트럼을 측정했으며, 흑연필터를 투과한 냉중성자를 쓴 소각
산란실험으로 인조흑연의 입도도 측정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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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이 밖에 Li-6 층 내삽 표면장벽형 Si 검출기를 이용한 열중성자검출기제작, 원자로심까지 도달한 관입 수평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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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자핵건판(nuclear emulsion)을 조사한 뒤, 반도양자의 비적분포를 현미경으

나. 하나로에서의 중성자과학 연구개발

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U-235 핵분열중성자스펙트럼을 측정했다. 1960년대 후반

중성자산란은 물질의 미시적 구조와 운동(dynamics)을 연구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지만 높은 중성자속(neutron

Cd, Ag, Au, In 막 두께 변화, 필름 전면·후면·양면배치에 따른 흑화도 변화를

flux)이 관건이다. 연구소는 중성자속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고중성자속 연구로인 하나로를 갖게 되면서 중성자

조사하는 등 기초적 중성자라디오그래피(NR: neutron radiography)실험을 수행

빔 이용 전반은 물론, 특히 중성자산란연구에 큰 전기를 맞게 됐다.

했다.

1996년 중성자투과 비파괴검사장치(NRF: Neutron Radiography Facility), 1998년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

1972년부터 연구로 2호기의 4개 수평공 중 3개의 향심 수평공에 역필터형 분광장

치(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가동을 필두로, 1999년 중성자 4축회절장치(FCD: Four

치, 2축형 분광장치, 3축형 편극중성자분광장치를 설치했으며, 1974년 액체질소시

Circle neutron Diffractometer), 2000년 중성자 잔류응력측정장치(RSI: Residual Stress Instrument), 2001

료환경장치를 제작해 NaBr·2H2O, BaCl2·2H2O, L-Serine 분말시료에 대한 비

년 8 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8M-SANS: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2006년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탄성산란스펙트럼을 측정했다.

측정장치(REF-V: Vertical geometry Neutron Reflectometer), 2007년 고중성자속 분말회절장치(HIPD: High

포항제철㈜이 제조한 방향성규소강판 등 일반산업용 압연판재, 인발선재, 지르칼로

Intensity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수평형 중성자반사율측정장치(REF-H: Horizontal geometry

이 봉재와 판재, 핵연료피복관, 금속우라늄 인발봉재 등 여러 시료의 집합조직을 조

Neutron Reflectometer) 등을 순차적으로 가동 개시했다. 이들 중성자 산란장치를 산·학·연 이용자에게 개방

사했다. 또 측정극점도로부터 3차원 방위분포함수(ODF)와 임의 극점도·역극점도

해 원자력분야는 물론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 다양한 재료분야, 나노, 바이오분야 등 기초 및 응용연구, 산

를 계산하는 섬유조직·압연조직해석용 전산코드를 개발했으며, 핵재료에 대한 기

업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연구개발기반시설로서 파급력 있는 연구수단으로 공헌하고 있다.

초연구로 지르칼로이 판재와 금속우라늄봉재에 대해 ODF로 계산한 탄성계수, 열팽

지난 20년간 원자로실 수평공 지역에서 가동된 열중성자산란장치들의 개발, 그 이용연구, 산·학·연 이용자 지

창계수 등을 초음파속도법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등 집합조직의 이방성 상관관

원 및 연구개발성과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괄목할만하나 산란장치의 이용개시 후 여러 변화와 수정 및 개발 실패도

계도 연구했다.

겪었다. 이는 1990년대 초기 개발상황과는 달리 개발수준의 고도화요구, 자체연구의 질적·양적발전과 요구수준

1983년 접심 관통형 수평공에 간이형 NR장치를 설치하고, 직사법, 전사법, SSTD

의 증대, 24시간 가동시설에서의 이용자 지원의 급팽창에 따른 부담 가중과 함께 거대시설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법에 의한 중성자영상(neutron imaging)기술을 확립했다. 곧 이어 1985년 NR

력 충원의 어려움, 조직문화와 사회관습 추세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시설에서

용 핵연료수송·취급용기를 제작해 안전심사를 거친 뒤, 1986년 조사후시험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기술과 장치개발, 관행재정립, 시설규모에 부합하는 시설인력의 적절한 충원과

설(PIEF)에서 조사후 중수로핵연료 3봉을 Dy 막 전사법과 고체비적검출(SSTD:

기술적 전문성강화, 인력의 세대교체 후 새로운 연구개발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Solid State Track Detection)기법으로 검사했다. 1987년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

- ST1 수평공: 1990년대 말 서울 연구로 2호기에서 드럼형 단색기 차폐장치를 하나로로 이설해 편극중성자분광

료봉을 절단한 3개봉을 검사했으며, 결함판독뿐만 아니라 화상을 확대·투사하는

장치(PNS: Polarized Neutron Spectrometer)의 설치를 시도했으나 기술적 이해와 역량미흡, 국내이용수요 미성

방법으로 소결체 치수를 정밀 측정했다.

숙 등의 제약에 따라 잔류응력 측정장치(RSI)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는 재료공학과 산업, 방위산업에서의 수요가

이 밖에 NR장치를 조사관내부의 수분응축, 부식상태, γ -선 카메라 내부 Ir-192

확실하고 국내 산업고도화와 더불어 재료의 응력과 변위측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잔류응력측정·해석활동을 강

선원 장전상태검사 등에 이용했으며, 핵분열반응에서 방출되는 생성핵의 비적을

화하기 위해 변경키로 한 것이다. 2000년 기술개발에 성공한 고성능 위치 민감형 중성자검출기(PSD: Position-

SSTD로 검출해 그 분포를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미시 라디오그래피 방법으로 소결

Sensitive Detector)와 HRPD에서 확립한 잔류응력측정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ST1 수평공에 성능을 대폭 향상

체 내부의 U-235 분포 측정도 시도했다. 일반산업분야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기폭관

시킨 전용 RSI 장치를 설치했다. 2014년 중반 이후 내진보강작업으로 인해 하나로 가동중단이 4년여 계속되면서

검사를 비롯해 주조물, 국립박물관에서 의뢰한 고고학적 유물검사 등에 활용했다.

많은 산업체 수요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으나 2018년 중반 재가동에 이어 빠르게 연구역량 및 이용자 기반이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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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료, 연료전지, 수소저장체, 2차전지 재료 등 광범위한 영역의 물질구조를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재료
연구가 최다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하나로 중성자과학연구시설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가장 많은 논문발
표 등 획기적인 성과창출을 지속하는 장치로서 20여년의 가동에 따른 대대적인 성능개선 작업이 향후 5∼10년 안
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FCD는 서울 연구로 2호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재료집합조직측정을 위한 장치
로서 1999년 설치 직후부터 학계와 산업체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장치고유의 이용분야인 단결정구조해석
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부터 일본 연구진의 협력으로 본격적 성능개선작업에 착수해
단색기부터 검출기까지, 장치제어프로그램(icp: instrument control program) 등 새로운 장치수준으로 전면 개
선해, 2008년 정밀한 단결정측정·해석은 물론 고효율(high throughput) 장치성능을 갖추고 기존 집합조직측정
수요를 포함해 단결정구조해석분야까지 확장하여 국내·외 산·학·연 이용자에게 이 장치를 재개방했다. HRPD
의 경우 가까운 기간 내에 대대적 성능개선작업을 수행해야만 파쇄중성자원(spallation neutron source)의 고성
능분말회절장치가 빠르게 늘어가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FCD와 Bio-D
를 상호 연계시키고, TAS장치와도 연계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ST3 수평공: HRPD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평공을 공유해 단색기 차폐체 수평공 방향으로 좌측면에
REF-V, 이후 단색기 차폐체 직진빔 방향으로 REF-H, 후에 우측면에 HIPD를 각각 설치했다. 넓은 수평공의 전
단면적을 활용하고, 단색기 파장대를 달리해 손실을 최소화 했다. 반사율 측정장치는 냉중성자시설에서 성능최적
화가 가능하지만 당시 국내 이용수요는 점증했지만 냉중성자연구시설 건설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용기술과 장
치개발 경험축적, 이용자육성 등을 위해 개발됐다. REF-V는 박막시료의 고체(자성)박막표면 임계각부근에서 반
사되는 중성자를 측정하는 장치로 고체(자성)박막표면과 계면구조특성 등을 연구하는 데 쓰였다. REF-H는 액
원자로실 내 중성자 산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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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2 수평공: 단색기 차폐체를 공유하면서 HRPD 반대편에 FCD 장치를 설치한

체-박막시료의 계면을 수평으로 유지해 생체나노박막의 두께, 거칠기, 표면의 밀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생체소재,

배치로서 하나의 수평공에 2개의 중성자회절장치가 현재 가동 중이다. HRPD는 하

유기 단분자, 바이오 센서 등 분야의 나노-바이오 구조연구에 이용됐다. REF는 2006년, 2007년 이용자에게 개

나로 건설단계부터 중성자과학의 초기 10년을 이끌 핵심장치로 선정된 장치로서 고

방됐으며, 열중성자장치로서의 한계로 인해 이용범위와 성과창출에 제약을 주었으나 기술개발과 운용경험 축적,

중성자속 연구로 환경에서의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 5년간의 기초

국내이용자 기반확대 등의 목적을 달성케 했고, 2003년에 냉중성자연구시설 건설사업이 착수되면서 이설이 결

조사와 준비, 3년간의 집중적인 설계·검증, 3년(1994∼1997)간 제작·설치, 2년

정되어 장기적 측면에서 개발·이용이라는 연계성에 부합된 결과를 줬다. HIPD의 기본개념은 HRPD와 동일하

(1997∼1999)간 안정화·성능평가 및 개선작업을 거쳐 1998년부터 국내 산·학·

지만 중성자 단색기에 구부린 실리콘 결정판(bent perfect Si crystal slab)을, 고성능 1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

연 연구자에게 개방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HRPD는 다결정, 분

를 16도 간격으로 배열, 계측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킨 장치다. 따라서 시료제작이 어려운 미량시료나 고방사능시

말상 재료의 중성자회절상을 측정해 결정구조, 자성구조(스핀 배열), 다상재료의 정

료의 결정구조, 상전이 연구에 적합한 장치로, 2007년부터 산·학·연 이용자들에게 개방됐으나 icp 완성도미흡,

량 상분석 등을 할 수 있어 기초 및 응용연구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장치로

핵심부품 고장, 인력감소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장치가동을 실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향후 시설전체의 운영

저온, 고온, 자기장, 고압 등의 시료환경장치를 지속적으로 구비해 최신 연구추세

전략수립 시 전문인력 세대교체, 전문인력 확보, 시설차원의 기술력(instrumentation capability) 유지, 주기적

에 대응토록하고 있다. 원자력재료를 비롯한 초전도재료, 상변화의 실시간조사, 자

성능개선 문제 등을 고려하게 했다. 2003년부터 2012년에 냉중성자실험동(cold neutron laborato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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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냉중성자연구시설(CNR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이 건설되면서

디지털영상기법인 이미지판(image plate)을 적용해 다양한 검사를 수행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하나로에서도

REF-V를 거의 그대로 이설했고, REF-H는 Bio-REF로 전면적인 신개념을 채택

중성자섬광 전환막과 카메라기술을 채택했고, Li-6 전환막과 고감도 실리콘 촬상관(camera tube)을 이용해 실시

한 새로운 장치로 설치됐다. 이들이 옮겨 간 자리에 Bio-D, Bio-C장치를 설치했다.

간 검사장치제작에 성공했다. 이후 열중성자감도와 분해능이 높은 LiF-ZnS(Ag) 전환막, 초고감도 냉각형 CCD

- ST4 수평공: 국제적 추세에 비하면 늦었지만 2001년 국내에서의 중성자비탄성산

카메라로 개선하고 화상입력·처리 속도를 대폭 높임으로써 기체-액체 2상류거동, 모의용융현상 등의 동적검사

란에 의한 기초연구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나로 최초의 비탄성산란장치로서 열중성

와 핵연료 봉이나 집합체의 단층검사 등 첨단검사법개발에 사용했다. 하나로 NR장치는 U-Mo 합금주조물과 감

자 3축중성자분광장치(Th-TAS: Thermal neutron Triple Axes Spectrometer)

손우라늄주조물의 결함검사, 무계장캡슐 내부검사, 중대사고 모의실험용 용기-용융물 간격검사 등에 이용됐으

개발을 결정했다. 최초 장치설계는 이중집속 PG(002) 단색기, 수평집속 PG(002)

며, 방위산업분야에서 기폭관검사, 저탄소강의 붕소분포조사, 제트엔진터빈의 잔류세라믹코어 검출법개발 등에

해석기,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를 채용해 5∼150 meV 에너지를 측정하도록 했

도 이용됐다. 최근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자동차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 대한 감도

는데 이는 원자, 분자단위의 동역학연구에 적합해 저차원자성체, 분자자성체, 강유

가 높은 중성자를 이용한 연료전지의 물 이동성정량연구에 중성자영상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연구소는 현대자동

전체, 고온초전도체 등 물성연구 수행을 목표로 했다. 2001년~2003년 설계, 2004

차와 공동으로 하나로에 수소연료전지 성능평가 전용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년~2008년 제작·현장설치, 2009년 장치안정화·성능검증, 2010년 산·학·연

- IR 수평공: 하나로 설계 시 저온재료조사시험 전용 수평공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

이용자개방을 목표로 했으나 2009년 장치개발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TAS 장치

(BNC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개발을 한국원자력병원과 협력해 시도했고, 이후 2000년대 후반부

개발과 운용경험이 전무하였음에도 최고성능목표를 설정한 과욕과 이를 구현하기

터 이 수평공의 높은 중성자속을 이용한 중성자동영상획득, 위상계조기법 등을 개발·시험했으며 중성자와 X선

에는 미흡한 자체기술력, 판단오류, 시행착오가 겹치면서 비용과 시간을 예상보다

의 영상결합(neutron & X-ray hybrid imaging) 등 신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많이 초과하면서도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이후 수년간 주어진 조건에서 개선노력

- CN 수평공: 2000년대 초 냉중성자원이 없는 여건에서도 1∼100 nm 영역을 측정하는 8 m급 중성자소각산란

을 수차례 했으나 단색기 차폐체의 구조 및 치수 정합도, 차폐능 미흡, 기계적 성능

장치(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를 설치했다. 냉중성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SANS 같은 장치를 설

미달, 검출신호계통의 높은 잡음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2014년

치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나노, 바이오 분야 등에서의 이용 수요가 급증해 국

중성자산란장치개발, 유지보수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개선에 나섰으나

내에서 SANS 측정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개발과 역량제고에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일 냉중성자연구시

역시 2014년 7월부터 4년 여간 원자로 가동정지에 따라 중성자 빔을 이용한 시험이

설 구축이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미한 냉중성자속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 CN수평공 선단

불가능해 2018년 중반 이후 현재 본격적인 빔 시험과 장치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

수직관을 알루미늄 통으로 대치해 중성자속을 높이고, Bi 단결정-Be 다결정필터를 원자로 바깥 CN 수평공 출구

어, 2020년까지는 재정비와 안정화, 성능시험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개방을 할 수

에 설치해 신호-잡음비를 향상시켰으며, 고성능 속도선별기, 2차원검출기를 채택하여 후일 냉중성자원이 설치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을 때에도 대부분의 부품을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기본적인 구상은 냉중성자원 시설과 비교할 때

- NR 수평공: 하나로 설계 시부터 NR 전용 수평공을 노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성

∼1/100 수준의 중성자속을 지녔지만, 측정결과는 6∼70 % 정도의 정보를 생산해, 당초 예상보다 충분히 높은 기

능을 대폭 향상시킨 중성자투과비파괴검사장치(NRF)를 원자로 임계 직후인 1995

능을 수행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당시 이런 결정은 국내 중성자산란 연구역량의 빠른 제고는 물론 시설 내에서

년 말 설치했고, 작업여건이 열악함에도 1996년 하나로 최초의 이용시설로서 가동

SANS측정·해석기술 확보, 장치설계·제작, 운용노하우 등의 확보는 물론 예상보다 빠른 하나로 냉중성자연구

하게 됐다. 발산형 시준기(divergent collimator)의 전용 수평공 구조선단에 γ -선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SANS는 시료 내에 존재하는 1∼100 nm 영역의 불균일성

감쇠용 Bi단결정필터를 장전해, 최대 35×45㎠ 화상을 얻을 수 있다. 고방사능부품

을 측정·분석하는 핵심기반시설로서 2001년 7월부터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방, 고분자, 마이셀, 자기

과 일반부품 검사목적으로 검사실을 2개실로 구획했고, 가동 초기에는 필름이용 직

조립재료 등 나노-바이오물질에서부터 자동차경량재료 내의 미세석출거동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

접법, 간접법, 마이크로 라디오그래피에 의한 금속재료붕소분포 및 농도결정법과

했고, HRPD, RSI와 함께 가장 성공적인 산·학·연 이용실적을 보인 장치가 됐다. 냉중성자연구시설 구축사업

319

제4장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에 따라 냉중성자원과 중성자유도관이 CN 수평공에 설치되면서 2008년 4월 원자
로실의 기존 SANS는 해체됐으며, 2010년 냉중성자실험동으로 이설, 대폭적인 중
성자속증가와 장치성능향상이 결합되어 현재까지도 우수한 산·학·연 이용실적과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 하나로 냉중성자연구시설 구축과 국내외 산·학·연 공동이용
하나로 중성자빔 이용 연구개발, 산·학·연 이용이 활발해지고, 1997년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1차 구축시도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단됐지만 연구개발의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됐으며, 나노, 바이오 등 새로운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에 따라 냉
중성자이용 연구수요가 널리 인식되게 됐다. 이에 2001년 재기획을 거쳐 2003년 7
월 냉중성자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착수됐다.
이 사업은 기존사업방식과 다르게 연구시설구축과 실험동 사업의 재원 분리, 사업
초기에 여러 핵심기술요소들의 자체개발과 예산 및 일정 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
는 시도를 했다. 또한 냉중성자산란장치 및 그 이용기술개발과 이용자 저변확대, 국
제적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해 학·연 공동개발 구조를 기획과정에서 갖췄다.

냉중성자실험동 내부 전경

사업을 냉중성자원시스템 구축과 인허가, 중성자유도관개발·설치, 냉중성자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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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이용기술개발, 냉중성자실험동 건설로 분리했고, 냉중성자산란장치의 경

해외 기술수출에 나서는 기반을 마련했고, 하나로 중성자과학연구시설은 국제 연구계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우 원자로실의 기존장치이관과 신규장치 개발로 나누어 추진했다. 이관장치로는

갖게 됐으며, 이후 운용역량과 이용성과를 축적하게 되면 세계적 연구거점(regional facility)으로 도약시킬 수 있

REF-V, REF-H와 8M-SANS가 있고, 신규 장치로는 40M-SANS, 디스크쵸퍼

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형 비행시간분광장치(DC-ToF: Disc Chopper Time-of-Flight spectrometer),

2009년 냉중성자를 생산해 성능검증을 했으며, 운영 안정화와 주요시설 구축을 마친 2011년부터 냉중성자산란장

냉중성자 3축분광장치(Cold-TAS)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설한 극소각산란장

치들을 순차적으로 가동개시 했으며, 2012년 이용자들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열중성자-냉중성자연구시설이 전체

치(KIST-USANS: KIST Ultra Small-Angle Neutron Spectrometer)가 있으며,

적인 체계를 갖춰 이용자 지원과 성과 창출에서 비약적 도약을 앞두고 있던 2014년 7월 하나로가 가동정지 됐다.

그 외 부품과 방법 및 기술을 시험할 시험장치(G-TS: Guide and Test Station)가

이후 4년 여간 정지되면서 비록 장치성능 고도화 미흡과 이용자 기반의 와해, 전문인력 손실과 자체연구력약화 등

있다. 또한 중성자유도관시스템의 경우, 후일 열중성자 유도관을 설치해 그 이용을

이 초래됐으나 2018년 현재 정상화와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관 차폐실을 확장·설계하여 건설 시 미리 반영했다.

냉중성자연구시설에서 40M-SANS, 18M-SANS는 기존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용연구, 국내·외 산·

2003년 착수한 시설구축사업의 경우, 순차적으로 실험동을 2009년, 공학적시설을

학·연 이용자 지원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DC-ToF는 국제적인 He-3

2011년, 산란장치를 2012년 3월 순차적으로 설치해 사업을 종료했다. 많은 난관과

가스문제로 인해 한정된 검출기구성으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장치안정화를 이뤘다. 이것은 추후 하나로 최초이자

장애가 있었음에도 초기산정예산범위를 거의 초과하지 않았고, 기간 내에 구축사업

국내유일의 ToF 비탄성산란장치로서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Cold-TAS 역시 수차례의 장치

을 마무리해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연구로 관련 공학적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 이후

개조와 수정을 거쳐 주요연구자 위주의 이용에 들어갔으며, 이들 3기의 비탄성중성자산란장치는 국내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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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중성자비탄성산란역량을 제공해 기초 및 응용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NRF를 대상으로 이용자 지원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는 FCD를, 2002년부터 8M-SANS를 포함해 인력과 예산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지원을 지속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체제를 갖춰 나갔다.

원자로실에서 이관한 REF-V는 빠르게 운용에 들어갔으나 REF-H를 전면 개조한

정부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규모지만 하나로이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착수했고, 당초 예상과

Bio-REF는 장치개발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 현재 장치성능 검증단

달리 이 프로그램은 지속됐으며, 사이클로트론, 전자선가속기, 경주양성자가속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의 이용

계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편극중성자(polarized neutron)기술 습득과 운용 능력을

자프로그램으로 발전해 2018년까지 계속 운영되어 국내이용자 기반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하나로와 같은 시

확보하기 위해 G-TS 장치에 편극중성자요소를 반영한 반사율 측정모드를 설치했

기에 포항의 방사광시설이 이용자시설로 가동되면서 이용자시설 연구문화가 척박한 국내에서 양 시설은 거대시설

다. 이에 따라 hard matter, soft matter, 편극중성자 등 반사율측정과 해석, 다양

에서의 산·학·연 이용과 문화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 물질의 박막과 계면연구를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냉중성자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착수되면서 이용자들도 조직화해 ‘한국중성자빔이용자협회’를 2003년 결성했고,

중성자빔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하나로 가동정지 기간에 주요 중성자산란장치에 대

중성자과학연구시설과 산·학·연 이용자들의 창구가 됐다. 2007년부터 중성자과학시설 운영사업이 소규모로 시

응하는 실험실 X선 장치에 노력을 집중해 X선분말회절장치, X선반사율측정장치,

작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중성자과학연구시설 운영사업이 체계를 갖췄다.

X선소각산란장치, X선단백질회절장치를 상업적 장치로 구축하고, 중성자거울 제작

2014년 7월 하나로가 가동정지 되면서 시설운영은 실험동과 원자로실의 산란장치안정화, 문제점개조 및 성능개

시 품질보증목적의 X선반사율측정장치, 단결정구조해석에 특화된 X선4축회절장치

선, 이용자 지원, 기술개발과 적용 등을 역점사업으로 지속하게 됐으며, 2018년 중반 현재 이용자 지원이 본격적

를 제작·설치했다. 자체연구는 물론 국제적인 시설과 같이 중성자과학연구시설을

으로 재개됐으므로 향후 5년 안에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외 산·학·연 이용자를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질

이용하는 국내·외 산·학·연 연구자들이 하나로 시설 이용 시 복합적으로 이용할

적 제고를 위해 자체연구개발도 지속할 것이다.

수 있게 되어 한층 강화된 이용자시설로서 기능하게 됐다.

2. 중성자조사 및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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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로 중성자과학연구시설 운영

가. 조사시험

중성자과학연구시설은 연구소에서 연구로 1호기부터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

하나로 노심에 있는 3개 조사공(CT, IR1, IR2) 및 OR 조사공을 이용해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지만 시설 운영, 특히 이용자시설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갖추고 운영한 것은 최근

1995연도부터 조사시험용 무계장 및 계장캡슐을 설계/제작하고, 캡슐을 고정, 연결, 제어, 절단하는 각 장치도 개

10년 정도다. 서울 연구로 1, 2호기 시기는 비록 30년의 기간이지만 연구소 내 소

발했다. 하나로 표준형 계장캡슐을 개발해 CT 및 IR2 조사공에서 시험하고, 감마선 발열량과 핵적 특성을 측정/

규모실험시설정도의 인식이었고, 외부이용자 지원 개념보다는 개별 연구원간의 연

분석했다. 조사캡슐에 대한 노심에서의 유체유발진동과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고, 캡슐 내 He 진공도와 히터출력에

구협력이 진행됐었다. 하나로 건설사업과 함께 1990년대 초 고중성자속 연구로에

따라 캡슐의 온도변화와 온도구배 등 특성자료를 확보했다. 조사캡슐을 하나로에서 시험한 뒤 조사후/조사재 시

서 대규모 연구기반시설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서구 선진국의 이용자시설

험시설로의 이송과 해체, 조사후시험 및 처리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캡슐조사시험 전 과정을 완성했다. 또한, 중

(users facility)의 형태와 운영방식인 국가적 시설(national facility), 지역적 시설

성자속 분포/온도 측정용 모니터와 조사시편 등을 해체하여 하나로 조사시험특성평가기술을 개발·완료했다.

(regional facility), 세계적 시설(flagship facility)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조사·검

2000년 한국중공업(주)에서 제조해 한국표준형원자로인 영광 4, 5호기 및 울진 4호기 압력용기제작에 사용한 모

토해 하나로 가동 이후 20년간 국가 연구개발기반시설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음과

재 및 용접부 재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압력용기 국산화에 기여했다. 2000년 경·중수로 연계(DUPIC)

동시에 지역적 시설로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목표로 했다.

모의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을 개발하고 조립절차서, OR공에서 시험하기 위해 원격취급이 가능하도록 설

1997년 HRPD 가동개시 직전 전국적 이용자조사(survey)와 워크숍을 최초로 개최

계를 최적화하고 방사성을 띤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시험했다.

했고, 수년간 하나로가 저출력에서 1주 3일 운전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HRPD,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온도, 압력 등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핵연료중심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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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온도측정용 열전대를 설치하기 위해 핵연료 소결체에 열전대 설치에 필요한

자석의 냉매인 헬륨자원의 고갈로 그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MgB2가 기존 MRI 의료기용 초전도자석의

중심공과 표면 홈을 가공하는 가공기를 설계·제작·시험했다. 또한 핵연료캡슐 및

대체 재료로 각광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최초로 MgB2 초전도 선재기술을 확보했으며 2014년

제어계통을 일본·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표준형 캡슐 조사시험시설

2월 MgB2 초전도 선재제조기술(특허 2건과 공정노하우 12건)을 기술료 8억원, 정액료 매출액 2 %의 조건으로 전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다양한 시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선재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삼동에 기술이전 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과 ㈜삼동은 MgB2 초전도선의 가

특수목적용 조사설비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05년 크리프 및 피로시

공과 물성향상을 위해 2014년 10월 MgB2 초전도선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MOA를 체결, 2014년 12월 연

험용 캡슐을 개발했다. 응력부과 장치의 요소기술인 금속 벨로우즈에 의한 하중부

구소 내에 공동연구센터를 개설했다. 2016년까지 ㈜삼동은 대덕연구단지 테크노파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과 수단, 가스압력제어장치, 계측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장부지와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2017년 12월 연구소는 차세대 MRI용 길이 1 km급 MgB2 초전도 선재의 상용화

2009년 제4세대 원전개발을 위한 한·미공동연구인 I-NERI(International

기술을 ㈜삼동의 협력으로 개발했다.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4세대 원전 VHTR
용 고온 후보재질로 두산중공업(주)이 제작한 Fe-9Cr-1Mo(-1W) 재질에 대한 일
련의 하나로 중성자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완료해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재료에 대
한 연구/제조 역량과 하나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11년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전략형 중·소형원자로 SMART 요소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상
용로 운전조건(300 ℃)과 다른 250 ℃ 온도에서 SMART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
인 Alloy 690에 대한 중성자조사시험을 완료해 수명말기까지의 재료특성 데이터베
이스를 적기에 생산/제공함으로써 SMART 설계 및 인허가에 크게 기여했다. 요르
단연구로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수출용 연구로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 연구로 핵심 재료들에 대한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하나로에서는 기존 상용로 환경과 크게 다른 100 ℃ 이하에서
의 저온조사 및 8주기 이상의 장주기 조사기술을 개발해 수출형연구로 노심재료인
Beryllium, Graphite, Zr 합금 등 수명말기까지의 중성자조사시험을 2014년에 완
료함으로써 수출형연구로 노심재료의 안전성검증 및 설계개선에 활용했다.
2018년 하나로에서는 원자력기술개발과 관련해 미래원전 사용조건인 고온(약
1,000 ℃) 및 고준위중성자 조사량(5 dpa-하나로 15주기 조사에 해당)의 조사기술
을 개발했다. 개발한 극한환경조사기술을 향후 원자력안전 및 미래원자력기술개발
에 활용할 것이며, 우주 및 극한환경 첨단소재개발분야에도 쓰일 것이다.
2013년부터 하나로 조사시험분야의 영역을 확장해 원자력재료뿐만 아니라 초전도

하나로 조사시험의 국가 주요 원자력분야 활용현황

체와 같은 첨단재료의 중성자조사효과를 연구했다. 2007년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부터 수주한 MgB2 초전도 선재개발과제를 2009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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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방사화 분석

연구의 확대 등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시설의 확충이 있었다. 수동식과 자동식을 조합한 공압기송

1962년 연구로인 1호기 가동과 함께 중성자방사화 분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

관을 하나로에 설치했으며 자동식의 전산운영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방사화분석 전용의 통합전산코드를 개발해 편

작했고, 1972년부터 가동한 연구로 2호기를 이용한 기초연구, 1996년부터 하나로

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방사화분석용 조사캡슐과 밀봉시료용기를 국산화 했으며, 대량의 시료를 장시간동안 계

를 이용하면서 방사화분석장치 개발, 중성자조사 및 감마선측정기술 등의 기반연구

측하기 위한 자동시료 교환기도 개발했다. 1993년부터 IAEA과제와 함께 대기오염관측 연구를 시작하여 지역 및

와 산업응용연구개발을 확대·발전시켰다.

시기별 오염 방출원과 상관성, 위해도, 장거리 이동경로 등을 조사·분석해 방사화 분석법을 대기오염관측에 이

1960년대에는 분석 감도가 좋은 원소들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을 했다. 금과 모나자

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식품, 한약품, 인체 장기조직 내 미량원소를 정량해 상관성을 구했으며, 고분자재료의 정

이트성분원소 정량, 핵분열생성물의 방사화학적 분리정량, 광석과 온천수의 우라늄

밀분석법을 개발해 인체유해성과 상관성을 연구했다. 분석정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30여 종의 환경, 생물표준

분리와 분석, 철선의 망간함량분포연구 등을 수행했다.

시료에 대한 실험실간 비교·분석연구를 통해 분석의 숙련도를 검증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주관의 분석품질관

1970년대에는 몇 가지 원소의 동위원소 간 방사화단면적 비, 속중성자와 열외중성

리 프로그램(IAEA/AQCS)에도 참여해 숙련도평가 및 비교연구를 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과학기술평가연

자 반응단면적 등의 분석기술을 연구했다. 지발중성자계측으로 우라늄, 토륨분석

구원(STEPI)의 지원으로 다양한 이용분야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성자 방사화분석 전문연구회(NAA Study

및 우라늄 동위원소비를 구하는 방법을 개발해 약 4,000개의 시료를 분석·지원했

Circle)을 구성 NAA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며, 1996년부터 이것을 이용자지원 중심으로 운영했다. 1993년부터 시

다. 즉발감마선을 이용해 핵연료 및 재료의 붕소, 희토류성분 등에 단일비교체법을

작한 방사화분석 지원 자체사업을 통해 각종 산업재료나 생물, 광물, 환경시료의 성분분석, 핵종분석 및 중성자조

적용하여 정량분석을 했다. 모나자이트시료 중 희토류원소의 방사화학적 군 분리

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절차에 의한 분석, 인체 암 조직 내 미량원소의 분석에 이용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시설과 기술, 분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연

IAEA/CRP 수탁과제로 쌀, 어패류, 농작물 내 중금속 및 미량원소 정량분석을 했

구로서 분석품질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시험검사 인증기관제도(KOLAS)의 도입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

다. 한강 물과 어류의 중금속 원소함량을 조사해 하류로 갈수록 오염이 증가함을 밝

고 산·학·연이 참여한 산업재료 검증시험, 지질 대기환경오염, 인체보건 및 영양에 관련된 산업응용연구를 수

혔으며, 물 시료를 킬레이트 수지로 사전 농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낙동강

행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외에도 하나로 이용활성화사업, 원자력실용화사업 및 자체분석지원 사업 등을 수

과 광양만의 물 시료를 분석했다. 고대 토기에 대한 11개 원소를 정량분석해 각 지

행했다. 1999년부터 2002년에 하나로의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TN-PGAA: Thermal

방의 토기를 분류하는 데 기여했다.

Neutron-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장치를 개발했다. H, B, P, S 등의 경 원소분석과 Cd, Sm,

1980년대에는 기초 및 응용연구개발과 아울러 대내·외 방사화분석지원도 수행하

Cd, Eu 등의 높은 중성자흡수단면적을 갖는 원소들의 분석에 적합해 기존의 기기중성자방사화분석과 상보적으로

기 시작했다. 핵연료물질 내 미량불순물분석법으로 23개 원소의 방사화학적 분리법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에 국제표준(ISO 17025)을 적용한 공인시험검사제도의 인증을 받아 최초로 국

을 개발하고, 합금물질의 미량성분정량에 단일비교체법을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

가시험검사 인정기관(KOLAS)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기오염 및 동향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연구(IAEA/RCA

연구소와 함께 모발 및 체모를 이용한 개인 식별연구를 통해 범죄수사에 적용하기

Project: RAS/07/15; RAS/07/23; 2000∼2013)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오염관측 및 동향평가 기술연구로

도 했다. 원자력병원과 함께 생체시료 내의 미량원소를 분석해 특정질병과의 상관

대기 및 토양시료 내 유해원소 분석, 공단지역 대기분진시료 중의 유해원소 비교분석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수행했

성을 연구했다. 핵연료물질에서 중성자손실을 초래하는 희토류원소를 사전 군 분리

다. 2000년부터 일본 과학기술청(STA)이 주관하는 연구용원자로의 이용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

해 미량 불순물을 정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열중성자 주를 이용한 분석법, 열외중

사업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에 회원국으로 참여해 방사화분석 이용연구 분야의 기술

성자를 이용한 분석법 등으로 핵재료와 토양, 암석 등 지질시료를 분석했다. 1987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외부 이용자를 위한 중성자 방사화분석 전문연수과정을 개설

년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학생실습교육을 실시했다.

해 이용자가 실제로 현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하나로의 가동과 첨단조사장치 설치, 전산분석 프로그램개발, 응용

하나로에 냉중성자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냉중성자방사화스테이션(CONAS: COld Neutron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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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을 개발했으며,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CONAS

Therapy)의 가능성을 원자력병원의 요청으로 분석했다. 1997년 BNCT 장치를 설치하는 과제를 시작해 환부에 중

는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장치(CN-PGAA: Cold Neutron–Prompt Gamma

성자를 쪼이는 설비와 체내 붕소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즉발감마선방사화분석장치(PGNAA: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즉발감마선 쌍분광 분석장치 (CN-NIPS: CN–Neutr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를 개발하여 설치했다.

Induced Pair Spectrometer), 중성자 깊이분포 측정장치(CN-NDP: CN–

환부에 중성자를 쪼이는 장치는 109 n/㎠·s 이상이면서 넓은 빔을 제공하도록 IR 수평공에 중성자여과장치를 설

Neutron Depth Profiling)로 구성되어 있다. CONAS를 이용하면 물질 속에 존재

치하고 환자를 쪼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 PGNAA에는 ST-1 수평공의 여분 빔을 수직상부로 회절해

하는 원소 및 그 분포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극미량성분 원소분석과 핵자

쓴다. 여기에는 원래 PNS(Polarized Neutron Spectrometer)가 있었는데, 아래 위에 남는 빔을 활용했다. 현재

료생산 및 물질표면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중성자빔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은 동위원소희석질량분석법과 함께 국제도량형국이 인정하는 최
상위분석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최상위분석법을

마.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시설(FTL) 설치 및 관련연구개발

융합해 다양한 무기표준물질을 개발해 왔으며, 2013년 연구소와 한국표준과학연구

FTL(Fuel Test Loop)은 하나로에서 상용 원자력발전소 노심의 온도, 압력, 유량 및 수질조건을 구현, 새로 개발

원은 두 최상위분석법의 융합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하는 핵연료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을 하는 시설이다. FTL 구축사업은 과학기술부 원자력 중·장기연구개발계획사

2015년 12월, 양 기관은 ‘연구로이용 표준물질 공동연구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공

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설계를 수행했다. 2006년 7월 과학기술부의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2006

동연구센터의 주요 수행업무는 표준체계를 하나로에 도입해 국제적 측정동등성을

년 7월까지 주냉각수펌프, 가압기, 주가열기 등 주요기기를 구매했다. 설치공사를 현대건설(주)이 2006년 7월 시

입증하고, 표준물질인증에 활용하며, 시설고도화를 통해 무기표준물질 생산기술을

작해 2007년 3월 끝냈다. 2007년 4월 시운전에 착수해 2008년 말 시운전을 종료했다.

개발하고, 국가 인증표준물질을 생산·보급하는 것이다. 2017년 연구소는 이런 표

FTL은 핵연료조사시험에 활용해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시설인 동시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

준물질생산을 위한 주요사업 재원을 확보했다.

에 핵연료조사시험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그룹과 안전운전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운영그룹으로 나누었
다.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핵연료 및 피복관의 노내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핵연

다. 중성자핵변환 도핑(Neutron Transmutation Doping, NTD)

료종합성능검증 조사시험기술을 개발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고성능 신형핵연료를 조사시험 하는 데 필요

하나로 반사체에는 중성자핵변환도핑(NTD)을 위한 두 개의 조사공이 있다. 2002

한 핵연료봉 조사특성측정기술, 조사특성측정자료 분석/평가기술 등 조사시험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이중냉각핵

년 NTD2 조사공에 12.7 cm 조사시설을 설치한 이래, 15.24 cm, 20.32 cm 조사장

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한 핵연료조사장치의 설계, 모의장치 제작 및 노외성능시험을 통해 관련기술을 개발했다.

치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일본, 유럽의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한 고순도 실리콘을 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루프활용 조사특성계측 및 조사리그 설계·제작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핑하고 있다. 하나로에서의 NTD 조사품질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 NTD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24.6톤으로 최대물량을 기록했다.
하나로의 장기운전정지로 2014년 7월 이후 NTD 조사를 중지해 왔으나, 2018년 재
개할 예정이다. NTD를 적용한 반도체는 고전력 반도체소자로 사용하며, 고속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제5절
가속기 연구개발

1. 양성자가속기 개발·활용
가. D-T 중성자발생장치
1961년 핵반응연구, 중성자검출장치연구, 핵자료생산, 표준중성자원 등 연구
에 필요한 14 MeV의 D-T 중성자발생장치(neutron generator)의 개발에 착

라. 암 치료장치 개발
1996년 하나로에서 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BNCT: Boron Neutron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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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1962년 완성하고, 가속전압 100 kV, 이온빔전류 180 μA에서 약 109 n/
s의 중성자를 얻었다. 이 후 가속전압을 150 kV까지 증가시키고 가속관의 다단식개선 후 1964년까지 이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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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각종 실험을 수행했다.

로 몇몇 연구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던 범용 대전류 이온주입장치를 국산화해 금형강, 공구강 등 각종 기초 공학재

연구소는 그 후 보다 중성자속이 높은 고속중성자원의 요구로 1971년 일본 Toshiba

료의 이온주입공정개발에 활용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금형, punch, PCB 드릴, cutter 등 산업용제품의 내마

사로부터 NTD-200 펄스형 D-T 중성자발생장치를 도입해, 10 μ s∼500 ms 범위

모성 및 내구성을 2∼3배 증가시켰다.

의 펄스폭에서 펄스당 106〜107개의 중성자를 얻어 전단면적 측정, 방사화분석, 방

1991년 국내 중소기업체의 참여로 가속에너지 100 keV에서 질소이온빔 50 mA를 얻어 상용이온주입장치의 대 전

사선사진, 기타 중성자물리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낮은 중성자생성율과 넓은

류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장치로는 상온에서 내부식성 원자력재료에 Ni, Cr, Ti 등 금속이온을 주입할 수 없

펄스폭으로 인해 장치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로 금속이온원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D-T 중성자 발생장치(KINS)

1980년 연구소는 핵융합연구용으로

1993년 말 금속이온주입기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활용해 핵연료피복관의 내부식성, 내마모성 처리를 수행해 내부

1012 n/s 중성자생성률을 갖는 직류가

식성과 경도를 향상시켰다.

속기형 D-T 중성자발생장치개발에 착
수해, 1981년 최대 50 mA까지 중수소

다. 양성자 가속장치

이온빔생산용 대형 duoplasmatron

1990년 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의 하나로 가속기구동 핵변환기술(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이온원을 확보했다. 이어서 20 kV,

technology)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기초연구를 추진했다. 이것은 1 GeV 정

120 mA의 고전압전원공급기, 가속관

도의 고에너지 양성자가속기로 수십 mA의 양성자를 가속시켜 무거운 원소에 쪼이면 핵파쇄반응(spallation

등을 제작하고 1983년 이온빔수송계통 설계용 이온광학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reaction)이 일어나는데 이때 방출되는 다량의 중성자로 미임계 원자로를 구동시켜 장반감기나 독성을 가진 핵종

이온빔 수송계를 구성하는 정전4극 및 자기4극 등을 설계하고, 가속기 구성품 slit,

을 단반감기·안정원소로 만드는 것이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기간을 수천 년 이상에서 수백 년 이내로 크게 낮

steerer, Faraday cup, beam profile monitor 등을 개발해 1985년 말 전단가속실

출 수 있다. 연구소는 미국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 연구요원을

험을 수행했다.

파견해 이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과 개발현황을 파악·검토케 했다. 또한 1996년 가속기구동 핵변환기술의 국내개

1986년 5월 연구팀이 서울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하면서 가속기의 진공계 등을

발 타당성조사를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 의뢰했다. 그 후 원자력산업용 양성자가속기 개발계획을 수

교체·재조립하고 질량분석용 전자석과 제어반을 추가한 후 특성시험을 통해 180

립하고 1 GeV 20 mA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기본구조를 제시했다.

keV 에너지, 약 3 mA의 중양자 빔을 표적에서 얻었다.

1997년 이 연구결과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핵종변환 및 장치개발’ 과제로 양성자가속기, 양성자빔 이
용연구, 미임계로 연구를 추진했다. 1998년까지 최소투자로, 1 GeV 양성자가속기 개념설계를 마치고, 3 MeV 20

기체 이온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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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용 이온빔 가속장치

mA RFQ(Radio Frequency Quadrupole)설계를 완료했으며, 50 keV 50 mA의 양성자입사기를 개발했다. 1999

대전류 직류가속기 설계·제작기술의 산업적응용 대전류 이온주입기(ion

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분야 예산의 한계로 연구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양성자빔 가속장치개발’ 단위과제로

implanter) 개발에 1987년부터 착수

서 2004년까지 20 MeV 양성자가속기개발 및 생성 양성자빔 이용기술에만 국한(미임계로 연구는 제외)된 계획으

하여 1988년 상세설계와 일부 부품제

로 변경·수행케 됐다. 2001년까지 RFQ 시제품을 제작했으며, CCDTL(Coupled Cavity Drift Tube Linac)의 기

작을 완료하고, 1989년 말 N, Ar, H,

본설계를 마쳤다.

He, O 이온에 대해 각각 30, 10, 100,

2002년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을 채택하고, 관련 양성

60, 30 mA를 얻는 데 성공했다. 당시

자가속기연구 인력과 결과(성과물 포함)를 그 후 사업단으로 승계시켜 추진케 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영국 Harwell 연구소 등 전 세계적으

은 ‘100 MeV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연구센터 건설’을 목표로 200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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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정부 1,836억원, 경주시 1,182억원, 산업체 125억원)으로 추진됐다. 이 연구센

개의 독립된 DTL탱크로 이뤄진다. DTL을 제작하는 데 있어 50 cm 직경, 길이 1.5 m의 파이프 내부를 균일하게

터 부지는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유치와 연계해 경주

도금하는 기술, 소형사극전자석 제작기술, Drift Tube의 정밀정렬기술 등은 핵심기술로, 이들 기술을 연구개발

시로 확정됐다.

함으로써 DTL을 국내 자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주파 정밀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방식의

빔 이용연구의 경우 양성자가속기의 완성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잠재적 국내 이용

LLRF(Low Level Radio Frequency)기술을 국내최초로 개발해 가속기운전에 적용했으며, 타원형 초전도가속관

자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기반의 조기 확보를 위해 1단계 초기부터 빔 이용연구를

을 국내기술로 설계·제작·시험까지 전주기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100 MeV 이후의 가속기확장에 필요한 기술도

시작했다. 국내 이용자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국외 대형양성자가

확보했다. 2005년에 20 MeV 가속기개발을 완료해 연구소(대전)에 설치한 후 부품특성실험을 수행하고, 국내기술

속기 시설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MC-

로 개발한 가속기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20 MeV 양성자가속기의 운영인허가를 받았으며, 시

50 Cyclotron) 시설에 사업단전용 빔 라인을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1년까지 5년여 동안 지속함으로써 양성자빔 관련연구 이용

통해 ion-cut을 이용한 SOI 웨이퍼(Silicon On Insulator wafer) 제조기술(NT 분

자 확보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 운전, 유지보수 및 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100 MeV

야), 전력소자의 스위칭 속도향상기술(IT 분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생산, 미생물균

가속기개발을 수행해 2010년 완료했다.

주개발과 채소류 및 화훼류 신품종 개발(BT 분야), 우주부품의 내방사선 시험기반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공사(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명명)와 관련하여 2005년 경주시는 동

(ST 분야)과제를 수행했다.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44만 m2(1단계 부지 18만 m2, 2단계 부지 26만 m2)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한 후 2009년 이

또한 저에너지가속장치를 활용해, 이용기날 내구성 향상, 고분자재료대전방지용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승인했다. 이후 2010년 가속기동을 비롯한 건물과 유틸리

표면처리, 정밀금형 이온빔연마기술개발을 수행했다. 이 중 이용기날 내구성향

티 공사를 시작했고, 2012년 가속기동, 수전설비동, 유틸리티동 및 오폐수 처리동 공사를 완료했으며, 대전연구소

상 표면처리기술과 그 생산 장치를 개발해 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Ion-cut에 의

에서 운전 중이던 20 MeV 가속기와 개발완료 후 부품시험 중이던 100 MeV 가속기 및 빔라인 2기를 경주 연구센

한 GOI(Gallium On Insulator) 웨이퍼 제조기술개발(NT), 저에너지 양성자 암

터 가속기동에 설치함으로써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치료 장치기술개발(의료),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빔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
술개발(RT) 등도 추진했다. 이용자 프로그램개발에서는 40개 소과제를 발굴·운

RFQ용 클라이스트론

도피관

DTL용 클라이스트론

빔덤프

빔 프로파일

영했으며, 가속장치 응용에서는, 저에너지 가속장치기술을 응용한 블랙 다이아몬
드 상업생산과 유색사파이어 및 루비 시제품 개발, 금속물질 탈락을 최소화한 녹즙

빔 조사시설

기 기어 양산기술을 개발해 기업체에 이전했다. 스핀오프(spin-off) 기술의 실용화
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r Circuit Board) 드릴 수명향상 표면처리공정개발
을 완료했다. 특히 가속장치기술을 활용한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 kV 이온주
입기 수주·제작은 양성자가속장치기술의 주요 파급효과 중 하나다. 100 MeV 양
성자가속기는 50 keV 입사기, 3 MeV RFQ(Radio Frequency Quadrupole), 100
MeV DTL(Drift Tube Linac) 및 20 MeV, 100 MeV 빔라인 각각 5기를 갖는 구조
로 설계됐다. RFQ는 4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20 μ m 이내의 가공공차를 갖는 정
밀가공기술, 길이 80 cm 구조물의 정밀접합기술을 산업체와 공동개발을 통해 세
계에서 3번째로 대용량양성자가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100 MeV DTL은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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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eV 이온원

LEBT

3 MeV RFQ

20 MeV DTL

20 MeV 양성자가속기(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 본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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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인 범용 빔라인보다 최소 1/10,000의 저선량 양성자빔을 공급할 수 있는 전용 빔라인을 2015년에 검토 시

100 MeV 양성자가속기

작, 2016년에 설치 시작, 2017년에 완공해 시설검사를 완료했다. 저선량 빔라인의 경우 빔 수송계에 콜리메이터
를 설치해 양성자빔 선량을 줄이고, 이후 팔극 전자석을 이용해 양성자 빔을 균일도 10 % 이하로 최소 100 mm x
100 mm 크기로 이용자에게 공급한다. 표적실도 이에 맞춰 차폐문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으며, 표적
실 내부에 선량측정장치, 빔 프로파일 측정장치, 빔 에너지 조절장치 등을 구축해 실시간 빔 선량측정이 가능하
도록 했다. 저선량 빔라인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며, 표적실 내부에 전자기기 등을 설치해 이용자도 실시간 시
료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그 이용횟수가 증가해 2018연도 상반기 빔 서비스에서는 그 활용빈도가 가장 높았
으며, 우주/자연 방사선모사실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성자빔 표적 조사 시에 발생하는 2차
입자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 MeV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양성자빔 제공뿐만 아니라 2
차 입자빔 제공 플랫폼으로의 사용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초기단계에서 검토된 2차 입자빔은 펄스중성자와 베
타-NMR을 위한 Li-8 빔이다. 펄스중성자의 경우 저선량 양성자 빔과 더불어 자연방사선에 의한 메모리소자 오
류분석분야에서 고속중성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100 MeV 양성자 빔을 표적에 조사할 때 발생하는
2013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원으로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을 시작했

고속중성자를 이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Li-8 빔에 대한 발생 기초실험을 위해 발생용 표적이온원에 대한

다. 100 MeV 가속기, 2기의 빔라인(20 MeV 범용 빔라인 1기, 100 MeV 범용 빔라

연구를 수행했으며, 표적이온원에 양성자빔을 제공할 수 있는 빔 수송계를 설치하고 2018년도에 시설검사를 완

인 1기) 및 유틸리티 특성시험을 마치고, 2013년 7월 시설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료해 2차 입자빔발생 및 이용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빔라인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빔 이용 실적도

용자에게 100 MeV 양성자 빔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3년 이후 양성자가속기는 연

증가했다. 2013년 7월∼2017년 말에 총 690개의 과제를 신청 받아 그 중 518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총 이용자는

평균 운전시간 약 3,000 시간을 달성해 2017년 말까지 누적운전시간 14,293 시간

1,382명에 달한다. 최근 2015년부터 2017년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연구과제는 513개 신청과제중 376개 과제를

을 달성했으며, 가동률은 2013년 82.0 %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94.9 %를

지원했고, 빔 타임은 총 969일 신청에 483일을 지원했다. 2017년말까지 기관별 이용자수를 보면 대학교에서 799

달성해 안정적 운영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빔라인 확보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어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시작한 2기의 범용 빔라인을 근거로 해서 2014
년에는 RI 생산용 빔라인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다. RI 생산용 빔라인의 경우 목표
로 한 대표적인 핵종은 100 MeV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생산하기에 적합한 Sr-82,
Cu-67이며 의료분야에 그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RI 생산용 빔라인은 크게 빔 수
송계, 표적이송장치, 표적냉각장치 및 핫셀로 이뤄져 있으며, 2016년 완공 후 시설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자체기술로 제작한 표적을 이용해 양성자 빔 조사후 Sr-82
와 Cu-67 RI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용 빔라인을 이용해 양성자빔을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동안 우주/자연 방사선모사실험, 계측기실험, 바이오 실험 등
의 분야에서 범용 빔라인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저선량 양성자빔을 요구하는 이용
자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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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구소에서 537명 그리고 산업체에서 35명이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용자가

고전압 전원장치

지상층
(180평)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7년도 기준으로 이용현황을
보면 총 과제수 121개 과제 가운데 나노/재료/반도체 분야가 36 %, 생명/의료/의공

지상층
(360평)

자력/방사선 분야가 6 %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종합 준공식

고주파 발생장치

제어실

학 분야가 26 %, 기초과학/핵물리/우주 분야가 21 %, 에너지/환경 분야가 11 %, 원

2013년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Undulator

THz파

X선

2 MeV 조사창

20 MeV 초전도가속기

운영 개시 이래 연구 환경을 개

10 MeV 조사창

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2015년 4월 효율적 빔이용 연구

2 MeV 상전도가속기
대용량 전자가속기 시설의 방사선 이용 개념도

전자층
대용량 전자가속기 공동이용 시설조감도

수행을 위해 빔이용 연구동을,
2016년 12월 연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숙소동 건축을 완료했다. 또한 2018년 4월 본관동을 완공함으로써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연구센터시설을 모두 갖추게 됐고, 2018년 4월 5일 센터종합준공식을 거
행함으로써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정상적 시설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2. 전자선가속기 개발·활용
가. 방사선 가공용 300 keV 전자가속기
1975년 10월 UNDP와 IAEA의 지원으로 미국의 High Voltage Engineering

2 MeV 상전도가속기 (좌) 10 MeV 초전도가속기 (우)

Corp.의 전자선가속기(30 kV, 25 mA)를 방사선이용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해 서
울연구소부지에 설치했다가 1992년 대덕연구소부지로 이전·설치했다. 이 가속기
를 도장경화, 섬유개질, 고기능 고분자재료개발, 내열·내방사선 전선가공 등 분야
에 폭 넓게 이용했다.

나. 대용량 전자가속기 이용시설 구축 및 전자빔 이용 프로그램
2004년 “대용량 전자가속기 이용시설“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지원으로 구축
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전자빔 등 빔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산·학·연의 원자력·방사선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소임무 중의 하나를 달성하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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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속기는 0.3 MeV 전

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X선을 만들어내는 방사선원과 검색영상을 처리하는 영상시스템이다.

자총과 2 MeV 상전도

연구소는 2010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검색기 핵심기술개발에 착수해 2015년 9/6 MeV 이중에너지

고주파 선형가속기, 20

고주파 전자선형가속기와 유·무기물의 물질분별 알고리즘개발 및 컨테이너검색기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기존 컨

MeV 초전도 고주파 선

테이너검색기는 단일 X선을 사용해 물체의 형태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이중에너지 X선을 사용함으로써 유·무기

형가속기로 구성됐다. 전

물의 물질분별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고주파 가속기기술은 민간기업인 (주)알티엑스로 기술 이전돼 국방분야 등

자빔에너지는 최대 20

여러 기관에 납품됐다.

MeV이고, 평균출력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6년에 컨테이너검색기 상용화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보안검색

최대 100 kW이다. 전자빔을 공기 중으로 인출하고 시료조사용 조사 창은 저에너지

기개발 및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기업 ‘아큐스캔’을 설립했으며, 정읍 방사선기기팹센터 내에 실제시설과

(0.3~2 MeV), 고에너지(10 MeV)용 두 개로 되어있다. 또한, 전자빔과 레이저빔을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검색기시설을 구축·시험해 기존 상용제품과 동등하거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충돌시켜(톰슨 산란) 0.5~4 keV 영역의 에너지 가변 단색 X선을 발생시킬 수 있

했다.

전자빔-레이저 산란에 의한 단색 X선
발생 빔라인

는 단색 X선 빔 라인을 구축했다. 향후 제동복사 X선 빔 라인, 펄스중성자 빔 라인,
고강도양전자 빔 라인 등을 확충해 전자빔 외에 다양한 방사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1,000여명의 산·학·연 전자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150여
건의 전자빔 조사서비스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전자빔을 고분자, 나노, 반도체, 환
경, 바이오, 방사선 등 분야에서 기초연구부터 산업응용연구까지 널리 이용하고 있
다. 특히, 한국과학재단에서는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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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산·학·연 연구개발과제를 매년 25개씩 선정해 과제당 연간 3,000여

① 9/6 MeV 이중에너지 주파 전자선형가속기, ② 컨테이너검색기 구성도와 개별 구성 요소의 실제 설치 모습, ③ 컨테이너 검색 영상

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현재 국내에서 총 14기의 컨테이너검색기를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기는 전량 미국이

밖에, 삼성SDI, LG마이크론, 듀퐁 등의 산업체와 여러 대학, 연구기관에서 본 시설

나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이다. 이에 국내 유일의 검색기활용기관인 관세청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애로사항

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빔 이용기술의 확산과 연구결과공유를 위해 매년 “전

을 느끼고 장비국산화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게 됐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컨테이너검색기기술을 활용하면

자빔 이용기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국산화와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9/6 MeV 이중에너지 고주파 전자가속기

라. 15 MeV 고에너지 고주파 전자가속기

방사선기기연구부에서는 방사선의 산업적인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X선 기반의

대형부품이나 구조물의 비파괴검사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10 MeV 이상인 전자빔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양의 선형

컨테이너 화물검색기 개발에 착수했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이를 개장하지 않고 짧

가속기는 수출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국방 분야에서 X선을 활용한

은 시간에 내부화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전 세계 주요항만이나 공항에 설

비파괴보안검색장치를 활용토록하기 위해 연구소는 2013년부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5 MeV 고주

치·운용 중이다. 국내·외적으로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고 범죄, 테러위협이 커짐

파 전자선형가속기기반의 비파괴검사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검색기는 크게 방사선원, 콜리메이터, 이송장치, 검

15 MeV 선형가속기는 같은 시기에 개발 중이던 9/6 MeV 선형가속기와 동일한 구동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여기에

출기, 영상처리시스템, 제어시스템, 차폐 및 방호설비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기술적

서 발생된 X선을 이용해 2D와 3D 비파괴검사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한 본 사업에는 민간기업인 (주)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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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해 시편이송장치와 검출기 및 영상처리 부분을 담당했으며, 연구소에서 개

급 전류보다 높은 전자빔 전류를 연속 사용할 수 있다. 개발된 가속기를 사용해 1994년 12월 밀리미터파영역의 자

발한 고주파 선형가속기기술도 이전함으로써 대형부품·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유전자레이저를 발진시키는 데 성공하고 1995년 5월 99.7 %의 전자빔회수율을 얻었다.

장비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소형 마이크로트론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❶ 대형구조물·부품 검사장비 개략도
❷ 5 MeV 고주파 전자선형가속기

1996년부터 러시아 BINP(Budker Institute of Nuclear
Physics)와 공동으로 마이크로트론형 전자가속기와 빔라인,
undulator 및 광학공진기로 구성된 테라헤르츠영역의 자
유전자레이저를 개발했다. 이 자유전자레이저는 마이크로
❶

트론형 가속기, undulator, 전자빔전송광학계 및 광학공진

❷

기로 구성됐다. 소형가속기인 마이크로트론은 magnetic-

검사영상 이미지(좌), 3D 검사영상
이미지(우)

vacuum시스템, 고주파시스템 및 변조기(modulator)로 이
소형 마이크로트론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루어져 있다. 2.5 MW 급 2.8 GHz 마그네트론구동 마이크

로트론은 직경 0.7 m, 자기장세기 1.1 kG인 균일자석으로 전자빔을 최대 12회전을 통해 7 MeV로 가속시킨다. 처
음 7 MeV 에너지 고정형으로 개발했으나, 2002년 레이저파장 영역확장을 위해 회전수를 7번에서 12번으로(4.3
MeV∼7 MeV) 조절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전자빔라인은 6개의 사중극 자석과 3개의 휨자석으로 구성됐으며, FEL
발진용 언듈레이터(undulator)가 3번째 휨자석 다음에 위치하고 언듈레이터를 통과한 전자빔은 휨자석을 통해
dump로 제거된다. 마이크로트론은 저가·소형이나 전자빔전류가 낮기 때문에 레이저발진이득 향상을 위해 정

3. 초고속 방사선연구시설 개발·활용

밀하고 주기가 많은 언듈레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소는 세계 최초 영구자석에 의한 전자석 언듈레이터의 실현으로

가. 400 keV 정전형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밀리미터파 자유전자레이저

레이저발진에 성공했다. 25 mm 길이의 주기로 80개의 주기수를 가지며 자기장세기를 4.5∼6.8 kG까지 가변시킬

1992년부터 연구소는 원자력은 물론 국방, 화학공업, 물성연구, 의료 등 여러 분야

수 있다. 기타 본 장치의 특징은 전자빔과 레이저공진모드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도파관을 사

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유전자레이저개발을 시작했다. 레이저기술과 가속기기술의 결

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레이저발진이득을 약 10배 증가시켰으며, 1999년 말 레이저발진에 성공했다. 특히, 공진

합 형태인 자유전자레이저에는 우수한 전자빔 특성이 필수적이므로 전자총, 가속

기도파관의 높이가 2 mm에 불과해 전자빔의 무 손실 전파와 공진모드의 정밀정렬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

관, 전자빔광학계, 전자빔 특성측정 등 전자가속기 관련연구를 통해 400 keV급 정

식하고 마이크로트론 가속기로는 세계 최초로 원적외선(테라헤르츠)영역에서 레이저발진에 성공했다.

전가속기, 8 MeV급 마이크로트론가속기, 2 MeV급 대전류 고주파가속기 등을 자력

2003년까지 가속기 및 핵심장치의 성능개선과 최적화를 달성해 100∼300 μ m(13∼THz) 파장영역에서 첨두출력

또는 외국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100 W 이상, 출력요동 수 % 이하의 고성능테라헤르츠 광원시설을 구축했다. 이후, 세계 최초로 생체에 대한 테라

1992년 400 kV 고전압전원장치를 제외한 400 keV급 정전형 전자빔가속기를 자력

헤르츠 투과영상을 얻었으며,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테라헤르츠 분광측정, 한·러 공동연구로 테라헤르츠 표면

개발했다. 이 가속기의 특징은 레이저발생에 사용한 전자빔을 재사용하는 전자빔

파 물성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 기술을 원용해 현재 공항과 항만에서 현장 대테러 대인, 대물검색용 소형고출력테

회수형 가속기라는 점이다. 이 가속기는 고전압전원장치에서 15 mA의 전류를 공급

라헤르츠 발생장치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해도 2 A 이상의 전자빔 전류를 사용할 수 있어 수송도중 손실전류 보충만으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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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험실과 초고속 원자·분자분석
시설의 개념도
구축한 극초단 가속기기반 초고속
원자분자 분석 시설의 구성과 구조

다. 연구시설 구축

전자빔가속기 부분만 보면 이 장치는 좌우가 완전 대칭이다. 가속기를 좌우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비교적 작은

인류가 사물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과정 중 직관적인 관찰이은 가장 효과적 방법이

시스템으로도 4개의 독립적인 빔라인을 실현할 수 있었다. 광전자총에서 발생된 저에너지 전자빔을 사용하는 초

다. 정적 상태에서는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해 원자나 분자의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고속전자회절(UED, Ultrafast Electron Diffraction) 빔라인과 고에너지전자빔을 사용하는 THz/X-ray 빔라인,

있으나, 펨토초(fs) 또는 아토초(as) 레이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원자나 분자의 동

펄스방사화학(pulse radiolysis) 빔라인 등을 배치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광전자총용 레이저와 고주

적반응을 간접적으로 관측하게 된다. 원자나 분자의 구조변화를 fs 시간분해능에

파 관련 부품들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장치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의해 직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인류의 바람은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X-선 자유전

이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빔라인에 무색(achromatic) 90도 휨 구조를 채택해 시간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

자레이저, X-FEL)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초대형초고속 방사선기술을 실험실

다는 점이다. 우리가 개발한 무색 90도 휨구조에서는 전자빔 펄스의 에너지가 조금씩 변하더라도 기존 직선형 빔

규모에서 실현하는 노력이 최근 선진연구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나 분자의

라인에 비하여 시료에 도달하는 레이저 펄스와 전자빔 펄스 사이의 시간차가 10배 개선된다. 특히, 다른 선진 연

구조관찰에 경-X선펄스를 사용하지 않고 fs 전자빔펄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구그룹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보고하고 있는 광전자총의 미세한 온도변화에 따른 고주파 위상 흔들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시간정밀도를 더욱 상시킬 수 있다. 거대 생체분자를

림에 의한 레이저와 전자 사이의 시간 흔들림(timing jitter)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

다루는 생명과학분야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대체 불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로 시간 흔들림을 10 fs 대역까지 낮출 수 있음을 모의실험과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이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

하지만, 물리, 화학, 재료, 원자력분야연구에 대해서는 저가의 다중 빔라인을 가지

장 우수한 성능에 해당한다.

는 초고속전자빔기반 초고속방사선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단결정 금 박막에서 발생된 전자빔 회절 영상과 그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왼편 위쪽 그림은 단결정 금 박막에서 단

본 시설의 주 실험실에는 방사선차폐공간인 가속기실과 고주파발생장치, 전원장치,

일 펄스로 측정한 회절 영상이다. 왼편 아래쪽 그림은 회절 무늬 15장을 누적한 결과이다. 단일 펄스로 측정한 회

냉각설비 등이 있는 부속실이 있다. 광전자총용 레이저와 초고속방사선을 활용하

절 영상의 공간 분해능은 0.37±0.02 Å-1이었다. 15장을 누적한 회절무늬의 공간분해능은 0.31±0.02 Å-1로 단

는 각기 다른 응용실험장치가 그림 왼쪽에 있는 4개의 분리된 실험실에 위치한다.

일 펄스 측정보다 높은 공간분해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초고속 전자회절 장치는 단일펄스측정이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증폭기와 광전자총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단 전자빔가속기

나 다중측정의 모든 경우에서도 0.005 nm 이하의 우수한 공간분해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당초 목표로 했던 0.01

를 사용하여 100 fs 이하의 펄스폭을 가지는 레이저와 전자빔을 발생시켜 펌프-프로

nm 이하를 초과 달성한 우수한 성과였다.

브실험에 활용한다. 펌프-프로브에 사용하는 빛과 방사선 사이에 10 fs 정도의 동기
화시간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독창적 구조의 가속기를 채택했다. 극초단 가속기는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초고속 전자 회절 장치를 이용해 측정한 단결정 금 박막의 전자회절 무늬 분석 결과
(위 – 단일 펄스, 아래 – 15장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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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구조를 적용해 세계에서 가장 시간정밀도가 우수한 초

고, 연면적 2,000 m2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에 진료실 20병상과 방사선치료연구실, 방사선진단연구실,

고속 원자·분자분석시설의 구축에 성공했다. 원자나 분자의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연구실 등 3개 연구실을 갖추고 1963년 12월 17일 개소했다.

펌핑광은 fs초의 적외선, 가시광, 자외선, 그리고 고출력 테라헤르츠 펄스까지 갖췄

당시 방사선치료연구실에는 국내유일의 Co-60 원격치료기를 설치해 두경부 및 자궁경부암환자의 치료에 활

으며, 원자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전자빔은 펄스폭 30 fs의 극초단 전자빔을 갖췄

용했다. 방사성동위원소실에는 최첨단 장비를 설치해 갑상선 및 간 질환의 진단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

다. 실험에서 중요한 펌핑광과 전자빔 사이의 시간 흔들림은 10 fs이다. 전 세계적

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장 기능검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으로 가장 우수한 시설의 시간정밀도가 100 fs인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에 상대

1969년 2월 15일 방사선의학연구소 제2대 소장으로 이장규가 취임했다.

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극초단 레이저와 극초단 가속기를 결합한 최첨단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한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5년

(2)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속 암병원(1968∼1973)

말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실시한 자체평가회의에서도 동일

1968년 2월 10일에는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속 암병원을 개원하고.

하게 평가받았던 내용이다.

Co-60 원격치료기를 1969년 4월 28일 도입·설치했으며, 그해 9월
18일 지상 4,5층, 1970년 12월 17일 6층까지 증축해 입원실을 85병
상으로 늘렸다. 1969년 후반 암 조기진단용 검진차량 6대를 구입해

제6절
방사선의학연구 및
암 진료

1. 원자력병원 설립

1970년 7월부터 부인암 검진사업을 개시했는데 그중 검진차 5대를

가. 원자력병원 설립과정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기증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1962년 3월 방사선의학연구실 개설과 연구로

확대했다.

위암검진차량

1호기의 가동으로 단 반감기핵종을 국산화하면
서 방사선의학연구는 활기를 띠게 됐다. 1968

(3) 원자력병원 정동시절(1973∼1984)

년 2월 10일 암진료를 전담할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속 암병원이 탄생했는데, 1973년

1973년 2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통폐합된 방사선의학연구소는

2월 17일 특수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부속 암

2개 연구실과 임상 각과를 두고 86병상을 갖춘 원자력병원으로 이

병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병원으로 개편됐다.

름을 바꿨다. 1973년부터 자체수입 운영방식의 채택으로 진료기능

1980년 9월 19일 병원 축계획을 수립해 1981년 12월 26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의 활성화에 따라 1980년 86병상의 협소한 병원에 연 20만 명의 환

1984년 10월 22일 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신축병원(대지 69,940 m2, 연면적

자가 쇄도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료시설의 확장이

31,982 m2, 인가병상 수 500 병상)으로 이전·개원했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으며 중형종합병원규모인 500병상의 진료시설
과 연구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건립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나. 원자력병원의 발전

1981년 12월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신축공

(1) 방사선의학연구소 초창기(1963∼1967)
1962년 3월 29일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 계몽과 선도를 위해 연구소에 방사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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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착공했다. 신축공사비 169억원, 의료장비구입비 234억원 등 총
정동 원자력병원

사업비는 403억원이었다.

학연구실을 신설했는데, 이는 방사선의학연구소의 모체가 됐다.

1982년 9월 1일 병원재정 독립의 분기점이 되는 독립회계를 실시했다. 1982년 10월 11일 96병상에서 총 147

방사선의학연구소는 1962년 12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정동에서 기공식을 가졌

병상으로 확장해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했고, 부인암 외에 전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및 간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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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암 환자의 진료와 핵의학연구를 활성화시켰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감해 1998년 1
개 병동 52개 병상을 축소·운영했다.

(4) 신축원자력병원 이전 후(1984∼1989)

수임업무 처리를 위해 1999년 2월 13일 아웃소싱 등으로 122명의 인력조정을 단행하고, 직원 연봉 7 %를 감축

1984년 10월 22일 개원한 신축병원은 현재의 위치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부

하는 등 경영을 혁신했다. 한편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건립예산 98억원을 확보하고 방사성동위원소생산전용

지 69,940 m2, 연면적 31,982 m2에 500 병상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7층의 현

30 MeV 메디컬 사이클로트론을 구입하기 위한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999년 10월 착공했다. 2000년 기관

대식건물이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객헌장을 제정했다. 의약분업시행 후 외래환자 감소

1984년 12월 17일 이전을 완료하고 신축병원에서 진료업무를 개시했다. 1985년

등의 난관극복을 위해 임금 및 직급체계개선 등 경영개선노력을 했다.

10월 21일 전산화단층촬영기를 가동하고 그해 11월 15일 병원 전산화업무를 시
작, 진료업무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했다. 1986년 11월 17일 사이클로트론,

(6) 원자력의학원 출범 (2002∼2008)

중성자선 암치료기, 마이크로트론 방사선치료기를 가동, 말기 암 환자에 대한

2002년 9월 26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개소했으며, 10월 1일 ‘원자력의학원’으로 조직을 개편해 의학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원 아래 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두고 사이버나이프센터(Cyberknife

1986년 12월 16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일반전문의와

Center), 암예방검진센터를 개소했으며, 2003년 내분비내과를 신설했다.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암 전공의의 수련에도 기여했다. 1988년 1월 1일 병원은

방사선의학연구 분야 활성화 및 원자력응용의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900백억원을 투입, 2006년 6

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으로 승격됐다.

월 연면적 6,600 m2, 총 7개 층(지하 2층, 지상 5층)의 방사선의학연구센터 제2연구동을 완공했다. 2006년부
터 공원 및 신규 암센터동, 장례예식장 신축·이전 등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2007년 8월 완료했다. 2006

(5) 원자력병원의 개혁기(1990∼2001)
암치료장비

년 3월22일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향상과 방사선의학기술의 전국화를 위해 부산시 기장군에 동남권원
1990년 원자력병원은 연구기능 활

자력의학원 건설을 착수했다. 국고 26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46억원을 투입해 부지 73,451 m2, 연면적

성화, 진료특성화 등 새로운 발전

52,727 m2, 304병상 규모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장비를 설치했으며, 2010년 4월 23

과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일 완공됐다.

했다. 1991년 의료서비스개선을 위

2006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개정으로 원자력의학원은 2007년 3월 27일 과학기술

해 진료예약제도와 지정진료제 등

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법인화 해 연구소로부터 분리·독립했다.

을 도입하고, 입원·외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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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하고, 1992년부터 본격적

2. 원자력의학연구 및 진료활동

진료특성화와 전문화에 주력했다.

가. 연구활동

1995년 7월 7일 지상 5층 4,960

1960년대 우리나라의 방사선의학은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전위적 역할을 했다. 1970년 방사선의학에 관한 체계적

m2 규모의 연구동을 준공, 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1996년 연구소로부터

연구를 시작, 한국인의 인체 내에 미량 존재하는 호르몬의 정량분석에 방사면역법(radioimmunoassay)을 적용함

40억원을 지원받아 수술실 5개실을 확장하고 의료부대시설(혈관조영실, 중앙공

으로써 내분비기능의 체계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급실, 5개 의국 등)을 확충해 수술대기 환자적체와 부족한 진료공간을 해소했다.

1981년 12월 방사선인체장해연구실, 역학연구실, 면역학연구실, 생화학연구실을 신설해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997년 8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를 국내 3번째로 설치해 각

1984년 2월 사이클로트론실을 신설했고, 1984년 10월 미국, 일본 등의 학자들을 초청,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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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3. 진료활동 및 교육수련 활동

1984년 5월 스웨덴에서 사이클로트론을 도입해 1988년 1월 20일 Ga-67을 개발해

가. 진료활동

국내 종합병원에 공급했고, Tl-201, In-111, I-123 등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1963년 설립부터 1973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통폐합되기 전까지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진료한 총환자수는 3

개발해 각종 암과 종양, 심장 및 기타 질환진단에 쓰이게 했다.

만 7,958명에 달했다. 이중 암환자는 1만 1,413명으로 그 비율이 30.1 %에 달해, 암 전문 진료병원의 기틀을 마련

1990년까지 ‘암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연구’, ‘사이클로트론 방사성핵

했다. 또한 이 시기에 방사성동위원소의 국산화로 이의 진단적 이용이 급증했다.

종개발’, ‘방사선장해의 의료대책에 관한 연구’ 및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생

환자진료 외에도 원자력병원은 암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암 계몽을 목적으로 암 검진사업을 추진했

체 내 각종원소의 분석법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했으나, 1991년 6개 과제로 재편

다. 방사선의학연구소 시절 시작한 부인암 조기검진에 이어 신티카메라를 이용한 간암 검진사업을 1971년에, 민

수행했다. 이 외에 사이클로트론 생산핵종의 연간보급 판매액이 1994년 1억원을 초

영화와 함께 위암검진사업을 1973년 시작했다. 1972년까지 실시한 부인암 검진사업은 전국적으로 16만 여명이 수

과했다.

검했으며,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위암 검진사업을 실시했다.

1996년 기존연구과제들을 ‘저준위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방사선 저항기전’, ‘양성

2008년 10월 말 기준 507병상을 보유했고 내과(소화기, 호흡기, 혈액종양, 순환기, 내분비, 신장), 핵의학과, 외

자 과잉핵종생산기술개발 및 임상연구’, ‘암의 방사선치료효과 증대를 위한 신 복합

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신경정신

치료기술개발’로 재편하고, 기초기반연구과제로 ‘암의 레이저치료 및 진단에 관한

과, 치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20개 임상과를 운영해 암환

연구’, ‘중성자선 치료기술개발’과제를 신규로 추진했다.

자 및 일반 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했다. 1988년부터 매년 외래, 입원 합계 40만 명 이상을 진료했다.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전면조정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

특히 암 치료분야에서 진료협동 체제를 구축해 암환자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간암, 식도암, 폐암, 갑상

야의 4개 대과제, 17개 세부과제의 형태로 연구를 추진했다. 1998년부터 방사선의

선암, 골육종 등의 수술성공률과 기타 암종의 치료결과는 외국 유수의 암 전문병원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와

학연구·진료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방사선의학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각종 암의 수술 및 방사선치료에 관한 많은 논문도 발표했다. 또한 Ho-166 키토산(chitosan)을 이용한 난

방사선비상진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01년 완료했다. 또한 1997년부터 연구개발

소암, 복강 내 전이암, 관절염환자치료와 Ir-192를 이용한 안구 흑색종 환자의 안구보존치료, 뇌암 환자에 대한

에 착수한 PET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와 분배장치의 국산화를 2001년 완료

뇌정위적 국소 고선량 방사선치료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특수치료기술을 개발·보급했다. 특히 2002년 사

했다.

이버나이프(cyberknife) 도입 후 3년간 치료환자 1,000회를 돌파해 수술 불가능 부위 발생암에 사이버나이프 치

2002년 10월 연구부를 방사선의학연구센터로 개편하고, 연구인력을 44명에서 58

료 시 70 %이상 환자에게서 암이 완전히 제거되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며, 2005년 6월28일 아시아지역 최초 사

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13 MeV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의 국산화에 성공, 방사성의약

이버나이프 국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품 F-18을 생산해 PET를 이용한 난치성질환진단에 활용했다. 이후 권역별사이클

암환자 치료 시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광역학치료(PDT: Photo Dynamic Therapy)법 개발, 감마선에 의한 세포면

로트론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에 국산사이클로트론을 보급했다.

역억제 메커니즘 규명을 포함한 연구 성과확산 및 실용화실적은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5건, 사이클로트

2007년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방사선을

론 동위원소 및 표지화합물개발 분야에서 15건에 달했다.

이용한 암진단 및 치료, 방사선저항성 극복기술, 초전도가속기 핵심기술개발 등의

연도별 진료 및 수입실적은 1973년 민영화 이후부터 신축병원 이전 전인 1984년까지 연간수익률이 연평균 25.9

연구를 수행했다.

%에 달해 71억원의 흑자를 냈다. 신축병원 이전 후인 1985년부터 1988년까지만 해도 의료수익률은 진료수입의
12.9 %로 86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의료수익률이 진료수입의
5∼8 %선으로 감소하고 건설부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1989년부터 1995년에는 정부 ‘재특자금’(재
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매년 20억∼40억원 차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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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수련활동

정돼 전국적 방사선비상대응네트워크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 의무사령부, 중앙119

원자력병원은 1975년 6월 4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전공의

구조대,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프랑스 Institute of Nuclear Protection and Safety, 일

파견수련을 시작했으며, 1976년 12월 17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

본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및 Hiroshima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Care of the

았다. 1977년 12월 1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성심병원과, 1981년 6월 1일 서울

Radiation-exposed, 러시아 State Research Center-Institute of Biophysics, 미국 Radiation Emergency

대학교 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전공의 수련을 활성화했다. 1987년 2월 27일 방

Assistance Center/Training Site 및 Armed Forces Radiobiology Research Institute 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선사 및 의료기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연구, 진료 외에 교육역할도 담당했다.

선진 방사선치료기술 및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을 습득했다.

500 병상규모의 신축병원 이전 후 2년여 만인 1986년 12월 16일 레지던트를 포함
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됨으로써 1987년 3월 1일부터 교육수련을 수행하게 됐
다. 이에 맞춰 1987년 1월 1일 전공의는 물론, 전 직원의 소양개발을 담당할 교육수
련부를 신설했다. 1987년 이후 원자력병원에서 교육수련을 거친 전공의는 2007년
말까지 인턴 527명, 레지던트 1,401명으로 총 1,928명의 교육수련을 담당, 암 전문
의 양성에 기여했다.

4. 방사선비상진료 활동
방사선재난 발생 시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조기대응을 위해 2002년
9월 26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원자력의학원 내에 설치됐다. 2000년부터 국
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과학기술부로부터 98억원의 건설비와 15억원의 시설 및
장비비 등 총 1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 2,777 m2, 연면적 6,600 m2 규모로
2001년 12월 완공됐다. 2002년 6월 원자력의학원 내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조직이 편성됐으며 그해 9월 개소됐다.
2008년 10월까지 전국 18개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1차 5개, 2차 13개)이 지정됐고,
총 1,34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관련 주요 기술개발 성과는 ‘고선량 피폭환자의
임상적 분석 및 동물 실험기반구축’, ‘외부피폭선량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수립’, ‘차
량 이동형 전신계수기설계’, ‘방사선피폭환자 치료기술개발’등이다.
2004년 1월 세계보건기구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WHO/REMPAN)의 연락기관
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6월 서울대학교병원 외 9개 기관을 방사선비상진료 1차 기
관, 같은 해 12월 국군수도병원 외 3개 기관을 방사선비상진료 2차 기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을 1차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5년 4월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능
방재교육기관, 5월 영광종합병원 외 3개 기관이 방사선비상진료 1차 기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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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6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성폐기물 영구처분 기술을 고도화하며 후손
을 위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을 향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404 제7절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

제5장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제5장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는 선행(front-

년 말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고, 연구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2006년부터는 지하

end) 핵연료주기와 후행(back-end) 핵연료주

처분연구시설(KURT) 건설에 착수해 고준위폐기물처분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원자력발

핵연료주기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 방사화학 DB 구축 연구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전 도입 결정 시기인 1970년대 초, 선행핵연료

부터 조사후시험시설(PIEF),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이용해 사용후핵연료 손상원인 분석, 성능향상에 대한 독

주기 분야인 핵연료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우

자 기술을 확보했으며, 1959년 방사화학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핵물질 화학분석, 미량 불순물

라늄 정련, 변환, 재변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중수로

분석 및 핵물질보장조치에 필요한 화학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용융염 내 원소들의 화학적

및 경수로 핵연료 제조기술을 국산화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

거동 연구를 시작해 세계 수준의 측정기술을 확보했다.

는 토대를 마련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고연소도(70,000 MWd/
tU)용 핵연료 재료인 피복관과 소결체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연구로 핵연료 분야에서는 자체 개발한 원심분무 제조공정기술로 우수한 재료 특
성과 노내 건전성이 입증된 핵연료를 생산, 하나로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우라늄 밀도가 더 높은 U-Mo 분산핵연료 개발을 추진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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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라늄 정련공정 개발 및 시험시설 건설·운영
1970년대 초부터 우라늄, 토륨 및 그 화합물들의 분석법 연구와 함유 성분들
의 분리·정제 등 핵연료물질에 대한 물성과 방사화학적 특성 연구를 시작했

부터 3년 동안 수출 주도형 신형 연구로의 U-Mo 판형핵연료 제조설비를 성공적으

다. 우라늄정련 연구도 그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1977년 프랑스 COGEMA와

로 구축했다.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연료 연구개발은 2007년 시작했으며, 금속연

3톤/일 규모의 원광처리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 우라늄정련시험

료 제조기술, 피복관 기술, 그리고 성능평가의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시설을 준공했다.

한편 후행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분야를 보면 연구소가 1991년에 경수로 사용후핵연

1976년에는 고려대 응용지질광물연구실에 의뢰해 충청북도

료를 중수로에 재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이를 DUPIC 핵연료주기로

괴산지역에 광맥을 이뤄 매장돼 있는 우라늄광을 채취해 지

명명하고 미국, 캐나다, IAEA(1993년부터 참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화학 및 광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광물조성을 규명하는

2001년 7월에 발표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원

동시에 이들 원광으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하는 화학제련공정

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2000년대에 들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도 착수했다. 특히 괴산 지역의 저품위 우라늄광에는 바

과 연계한 핵연료주기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파이로 공정기술개발을 본격화

나듐이 우라늄 농도의 10배 정도 함유돼 있다는 사실에 착안

했다. 2011년 7월부터는 파이로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효성, 핵비확산 수용성

해 부산물로 바나듐의 회수를 통한 우라늄정련공정의 경제

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검증하기 위한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를 10년간 진행

성 제고를 목적으로 염 배소(roasting)에 의해 바나듐을 부

하고 있다.

산물로 회수하는 연구도 병행했다.

1992년 말 자체 설계·건설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시설은 운반용기의

1980년대 초반에는 정련시험시설을 운전해 운전조건의 재현성 확인, 공정 개선 및 장기간 연속운전 시의 문제점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허가 대비 시험뿐만 아니라 운반 및 저장용기의 해석검

파악 등을 위해 1984년까지 매년 3∼4개월씩 시험운전을 실시했다.

증 시험과 설계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시험에도 활용하고 있다. 처분기술 분야는

1985년부터는 연속운전을 중단하고 경제성 제고를 위한 더미(dummy) 침출법 시험, 분리·정제공정 개선을 시도

1970년대 중반 IAEA와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영구폐기방안에 관

했으며, 우라늄정련시험시설을 금속우라늄제조시설로 대체함에 따라 우라늄정련기술 연구는 1993년 중단됐다.

한 위탁 연구로 시작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관련 연구를 1996

이에 따라 1994년 2월 정련시험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고 1995년 2월에는 시설 폐지신고를 제출했다.

우라늄 정련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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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변환·재변환공정 개발

나. UO2 제조공정 개발

가. UO2 제조기술 연구

1981년 과학기술처가 주관한 ‘월성로형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해 1982년부터 ‘UO2 분말 제조기술

우라늄변환시험시설의 주요 공정장치 중 하나인 맥동탑(脈動塔)을 중심으로 조업변

개발’을 시작했다. 우선 핵연료 생산에 적합한 소결성을 가진 UO2 분말을 연 1톤 규모로 제조하는 것이 목표였다.

수에 따른 운전안전성과 장치성능의 상관관계 즉, 맥동탑의 동특성을 실험적 및 이

1982년 자체 개발한 제조장치로 입자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다.

론적 바탕 위에 정립함으로써 장치 설계·제작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

1983년에는 연 10톤 규모 파일럿 플랜트의 건설과 폐기물처리 및 우라늄회수 등 분말 제조에 필요한 주 공정과 부

를 토대로 정제과정을 거친 질산우라닐[UO2(NO3)3]을 육불화우라늄(UF6)으로 전환

수 공정의 확립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시험공정에서 제조한 분말로 소결밀도가 중수로 핵연료의 시방인 10.60 g/

시킨 다음, UO2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에 사용한 육불

cm3 이상, 개기공율(開氣孔率) 0.2 % 이하인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AUC 공정을 월성원자로

화우라늄은 연구 목적의 감손우라늄이며, 미국 에너지성(DOE)으로부터 양도받은

의 핵연료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시운전 중에 생산한 분말의 일부를 독일의 KWU

것이었다. 당시 상업적 규모의 대형 육불화우라늄 용기(약 2톤)를 안전하게 취급할

연구소에 보내 분말의 입도, 비표면적 등 물리적 특성, 산소/우라늄(O/U) 비와 같은 화학적 특성, 소결성 등의 시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었으나, 기화기, 이송장치 등을 자체제작·이용했다. 육불

험을 통해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분말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저온 소결시험도 함께 수행한 결과 독일

화우라늄은 고체 상태에서 ADU(Ammonium DiUranate, (NH4)2U2O7)로 직접 전

산 분말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었고,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했던 분말 기본단위인 미세결정크기 결정방법

환시킬 수 없어 간접적으로 우라늄 수용액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혼합 노즐을

은 분말 특성검사 방안의 하나로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시운전 후에 이 공정장치를 계속 운전했으며, 양질의 UO2

이용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는 추후 UO2 재변환 공정의 침전조 설계에 큰 도움이

분말 1,200 kg을 시제품으로 생산했고, 압분 소결을 거쳐 24다발의 국산 핵연료 1호를 제조했다. 연 10톤 규모에

됐다.

서 얻은 조업자료 및 공정장치의 특성자료를 이용해 1985년 25톤 규모 파일럿 플랜트 건설에 착수해 약 3개월의

1970년대 후반 독일 RBU에서 같은 습식방법인 AUC[Ammonium Uranyl

건설기간을 거쳐 시운전을 시작했다.

Carbonate, (NH4)4UO2(CO3)3] 공정을 상용화함에 따라 ADU 공정도입과 별개로

10톤 및 25톤의 파일럿 플랜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톤/년 규모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용 UO2 분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AUC 공정은 ADU 공정에 비해 공정제어가 용이하고, 중간

말을 제조할 수 있는 AUC 변환공정을 설계·건설했다. 또 한국핵연료(주)는 연구소가 개발한 AUC 공정기술을

물질인 AUC 입자의 입도가 크기 때문에 불소의 함량을 용이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

이전받아 경수로용 핵연료 물질의 생산을 위한 연산 200톤 규모의 재변환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로써 1970년대

다. AUC 공정으로 생산한 UO2 분말은 유동성이 좋아서 소결체를 제조하는 과정에

후반에 개발을 시작한 핵연료분말 생산기술은 약 10년 만에 상용화됐다. 그러나 상용화 공장의 건설기간에도 공

서 전처리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1,100 ℃의 비교적 저온 소결이 가능하다는 장점

정의 개선, 장치의 개량 연구가 필요했으며, 분말의 특성을 임의로 조절해 품질 면에서 좀 더 우수하고 안정된 분

때문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ADU 공정과는 별도로 자체적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말을 얻기 위한 분말특성연구를 계속했다.

착수했다.

우라늄 정광으로부터 질산우라닐용액을 제조하는 맥동탑의 경우 연속조업을 위해 정량 공급펌프의 교체, 액면(液

실험실규모의 제조장치를 마련해 질산우라닐 용액으로부터 AUC 및 UO2 분말을 제

面)과 계면(界面)의 측정 및 제어, 펄스 주기 및 크기 변경, 제어모드 변경 및 제어장치 교체 등 개선 작업을 시행

조하고, 이의 화학적 조성을 X-선 회절 등으로 분석해 물질의 제조상태를 확인했

했다. 이 과정에서 장치의 새로운 설계, 고가 장치로의 교체 등의 장치 개선도 있었으나 물질 이동계수의 측정, 체

다. 동시에 반응기의 특성도 함께 연구해 AUC 및 UO2 분말의 입도, 비표면적 등의

류량 제어를 위한 컴퓨터코드의 개발 등 기본 연구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용해공정도 개량 했으

제어조건과 큰 규모 공정의 설계자료 획득을 위한 동특성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UO2

며, 우라늄 계량시스템의 정립, 용해공정의 조건 개선, 여과장치의 여과 특성규명 등의 연구도 수행했다. 1980년

제조공정의 기본 자료를 확보했다.

대 후반에는 핵연료급 순도를 갖는 질산우라닐 용액을 연속 제조할 수 있었다.
소결체의 특성제어를 위한 구형(球型) 가돌리니아 제조 및 이들의 혼합 특성도 연구했다. 경제성 제고를 위해 부
산물인 불소 및 메탄올의 회수공정, 회수된 탄산암모늄의 재사용, 연속 유동층 반응기의 개발 등을 수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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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탄산암모늄의 재사용, 연속 유동층 반응기의 개발은 독일 RBU와 국제공동연

나. 핵연료 시제품 제조 및 성능시험

구로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변환 분야 정책조정에 따라 1993년부터 공정 개선

연구소는 중수로핵연료국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개 분과로 구성된 TFT를 운영했다. 11개 분과

및 분말특성 개량을 위한 변환·재변환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중단됐다.

는 핵연료봉설계, 열수력설계 및 기계설계, 조사후핵연료시험평가, 노심관리 및 안정성 해석, UO2 분말제조, 부
품가공, 핵연료 제조, 품질보증 및 검사, 경제성 분석 및 시스템 총괄 등으로 구성했다.

3. 우라늄 변환시험시설 건설·운영

TFT에서는 1982년 12월부터 천연 UO2와 1.58 % 농축 UO2로 구성된 핵연료를 만들어 캐나다의 핵연료시험로인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대체사업의 하나는 핵연료의

NRU에 장전해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우수한 연소특성을 보였다. 연구소 내에 건설한 고온유체시험루프(hot

원료인 UO2 제조기술 개발이었다. 이는 우라늄 정련과정에서 얻은 옐로케이크

test loop)에 24다발을 장전해 충격시험, 압력강하시험, 강도시험, 횡류시험 등의 노외 실증시험을 통해 핵연료의

(yellow cake)로부터 ADU 변환공정을 거쳐 UO2를 제조하는 화학공정기술이다. 연

양립성을 입증했다. 노내·외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제품의 상용 발전소 내 시험장전을 결정했다.

구소는 1981년 8월 프랑스 SGN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천연 UO2 분말 또

이에 따라 핵연료집합체 24다발을 제작해 1984년 9월 월성원전에 시험장전해서 12다발은 6개월간, 12다발은 1년

는 UF4를 연 100톤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변환시험시설을 건설했다. 1981년 12월

간 연소 후에 이상 없이 인출했다. 이 1차분 핵연료집합체의 제조에 사용한 UO2 분말은 독일 KWU에서 수입한 것

UF4의 제조성능보증 운전을, 1982년 4월 UO2 분말에 대한 제조성능보증 운전을 각

이었다.

각 완료했다. 이와 동시에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AUC 공정을 통해

1차분 시험장전 성공에 따라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UO2 분말을 사용해 2차분 핵연료 24다발을 제조, 1985년 11

연 10톤 규모의 UO2 제조시설을 자체기술로 설계·건설해 1988년에 완공함으로써

월 월성원전에 장전했다. 이중 12다발은 6개월, 나머지 12다발은 1년간 연소 후에 이상 없이 인출했다.

ADU 및 AUC 공정을 모두 갖추게 됐다.
다. 중수로핵연료 양산
중수로핵연료 시제품의 노내·외 실증시험, 월성로 장전 실증시험에 성공한 연구소는 한전과 월성원자력발전소 1

제2절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1.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호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1986년 8월 체결했다. 1987년 7월 1일∼1989년 12월 31일에 매

가. 추진경위

분기마다 25톤씩 2년 6개월 동안 총 246톤의 핵연료를 한전에 공급하는 조건이었다. 1987년에 2,600다발(50톤),

정부는 1979년 9월 24일 제26차 경제장관협의

1988년에 5,200다발(100톤), 1989년에 5,200다발(100톤)의 핵연료집합체를 생산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회에서 핵연료국산화사업의 주체를 한국핵연

양산단계에 적합한 생산체제를 완벽히 갖추는 일이었다.

료개발공단으로 지정하고, 핵연료국산화사업
을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핵연료국산화 사업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

라. 중수로용 개량 핵연료 CANFLEX 개발

1980년 12월 정부는 중수로핵연료는 국내 기술로, 경수로핵연료는 외국기술을 도

중수로용 개량핵연료인 CANFLEX(CANDU FLEXible) 다발은 43개 연료봉으로 구성돼 있어 기존 원자로 운전조

입해 국산화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1980년 12월 과학기술처 장관의 특별지

건에서 평균 20 % 출력 감소 및 핵분열생성물 양을 1/4 수준으로 낮추며, 열전달 향상용 버튼을 이용해 원자로 운

시로 중수로핵연료국산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81년 12월 정부의

전여유도를 기존 핵연료보다 약 5 %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존 37개 핵연료다발 제조시설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채택돼 활발한 기술개발이 시작됐다.

의 생산라인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핵연료다발 조립기만 만들면 CANFLEX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다.
1992년부터 AECL과 공동으로 CANFLEX-NU 다발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캐나다 원전에서 시범장전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1998년까지 캐나다 AECL 및 영국 BNFL과의 협력으로 타당성 분석·평가를 수행해
기존 원자로 설계 및 운전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실용화 연구에 착수해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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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FLEX-NU 24다발을 2002년 7

나. 국산화사업 추진

월과 12월에 월성 1호기에 시험장전해

Siemens-KWU와의 기술도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핵설계 및 노심관리, 열수력설계, 핵연료봉설계, 집합체기계설

2004년까지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계, 안전해석 및 인허가, 노내 비핵연료 부품 설계, 설계품질보증, 노심운전계측 및 보호기술, 핵연료 관련기술 연

마쳤다. 2005년 월성 3호기에 20여개

구개발, 핵연료 서비스, 기타 핵연료 및 노심설계 관련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술도입 내용을 바탕으로 교체노심

CANDU 시험다발을 이상유동 발생 채

핵연료 설계분야에서는 Siemens-KWU 기술의 설계 모델 및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국내 설계인력의 설계능

널에 장전 조사(照射)해서 2006년 방출

력 배양을 위해 도입기술을 사용해 고리원전 3호기 제2주기 교체노심의 모의 설계를 1987년 6월에 시작해 1988년

후 육안검사 및 정밀 측정을 통해 건전

6월 완료했다. 본 모의설계에서는 독일 Siemens-KWU의 전산코드 체제 및 설계방법을 사용해서 우선 제1주기부

성을 확인했다.

터 해당주기까지 노심 추적계산을 완료했으며, 해당주
기에 대해 각 분야별 주요 설계인자를 계산해 운전 실

2. 경수로핵연료 국산화

측자료 혹은 기존 설계자료와 비교·분석해 설계경험

가. 추진 경위

을 축적함으로써 앞으로의 독자설계에 대비한 전략을

1980년 7월 30일 제31차 경제장관협의회는 가압경수로 핵연료의 국산화를 원자력

마련했다.

선진국과 합작 하에 추진하기로 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KNF: KepcoNF)를 설립

1988년 한국전력, 한국핵연료(주), 한국에너지연구소

해서 연산 200톤 규모의 핵연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간에 교체노심 핵연료 성형가공 및 설계 계약을 했다.

그러나 소요자금이 과다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주도로 국산화를 추진키로

교체 노심 핵연료 성형가공 및 설계계약(1988.1.12)

1989년 및 1990년 가공분에 대한 교체노심 핵연료의

하고, 연구소가 핵연료의 설계를 전담하고 한국핵연료(주)는 제조를 담당하기로 결

공동설계를 1989년 독일 Siemens-KWU와 수행했으며, 영광원전 3, 4호기 초기노심 핵연료설계는 미국 C-E와

정했다. 1983년 12월 22일 제20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

공동으로 수행했다. 교체노심 핵연료설계를 위해 원자로 내의 기존 장전 핵연료와의 양립성분석, 핵연료 설계방

고, 1984년 7월 30일 부총리가 재가해 기술도입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변경(안)을

법론 검증, 교체노심 핵연료 설계해석, 노외시험 설계지침서 작성, 제작관련 도면, 시방 및 부품목록 작성, 핵연료

만들었다.

설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했다. 1986년 5월부터 1988년 7월까지 교체노심의 예비설계를 수행했으며, 1989년 및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한 연구소와 한국핵연료(주)는 1984년 8월 3일 기존 웨스팅하

1990년 가공분 각각 7개씩의 교체노심에 대한 최종설계는 1987년 11월부터 시작해 1990년 9월에 완료했다. 1차로

우스 원전에 대한 교체노심 핵연료 기술도입계약 입찰안내서를 발급했는데, 1984

고리 2호기부터 차례로 모두 KOFA(Korea Optimized Fuel Assembly) 핵연료를 장전했다.

년 12월 4일 마감 결과 미국의 WH, C-E, EXXON, 프랑스 FRAGEMA 및 독일

영광원전 3, 4호기 초기노심 핵연료의 예비공동설계를 위해 1987년 4월 C-E와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의 설

KWU 등 3개국 5개사가 응찰했다. 1985년 6월 20일 응찰서 평가를 완료하고, 독일

계경험인력에 대한 강의 교육을 수행하고, C-E형 발전소의 특성 및 설계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1987년 5

KWU를 기술도입선으로 선정했다. 또 당시 신규 원전이었던 영광 3, 4호기의 기술

월부터 설계요원 18명이 미국 C-E에서 20개월에 걸친 설계기술 습득 및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

도입선을 미국 C-E로 결정함에 따라 1987년 4월 9일자로 초기노심 및 핵연료 공동

했다. 영광 3, 4호기는 4영역 노심설계, Gd2O3-UO2 가연성 독봉 사용 및 PSCEA 설계를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Siemens-KWU와의 교체노심 핵연료 공동설계의

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와는 다른 이런 특성에 대한 초기노심 핵연료설계 및 안전성 분석은 공동설계를 통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노심 핵연료설계에 집중했다. 유기적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할

했다. 1989년 2월 말 영광원전 3, 4호기 예비공동설계를 종료하고 미국 C-E Windsor 사무소의 초기노심 설계조

수 있도록 교체노심 핵연료 설계기술 도입선인 독일 KWU와 미국 C-E에도 국내와

직을 해체했으며, 공동설계계약에 따라 최종설계부터 국내 주도로 연구소에서 수행했다.

동일한 조직을 두어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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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 설계·제조기술 확보 전략

핵연료 제조·가공 분야에서는 건설 완료 단계의 국내 핵연료 성형가공공장에 대해 핵연료 설계자 입장에서 제조

1970년대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핵설계코드나 열수력설계코드를 도입해 초보적 연

문서들과 공정자격 인증시험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실제 인증시험에도 참여해 그 시험보고서를 검토해 제조·

구를 수행하다가 1974년부터 군정수 생산, 노심설계, 열수력설계, 핵연료의 열적·

가공공정을 인증했다.

기계적 설계 등을 다룰 설계코드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1977년에 이 코드체계를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연료집합체 제조 전에 전 공정들의 최종 확인을 위해 감손우라늄을 이용해 더미 연료집합

이용해 고리 1호기 노심 및 핵연료 설계를 분석하고, 설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확

체(fuel assembly)들을 14×14, 16×16 및 17×17 각 형태별로 제작했다. 그리고 기하학적 양립성(geometrical

보한 설계코드와 분석능력의 정확성을 입증했다.

compati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소로 옮겨, 핵연료 취급기구, 핵연료 승강기, 핵연료 저장조, 상하단 노

1985년 가압경수로용 핵연료 및 노심 설계기술 국산화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심판의 핵연료위치 고정 핀 등 발전소의 여러 장치 및 시설들과의 비정상적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Siemens-KWU와의 공동설계의 일환으로 맺은 기술전수계약(양국 정부의 승인

1989년 국내 최초로 경수로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 장전했다. 설계·제조 작업이 순조로워 독자설계 계획을 2년

을 받아 1986년 1월 10일 발효)에 따라 많은 기술 자료들을 전수받았으며, 1986년

앞당겨 1989년부터 일부 독자설계를 시작했다.

Siemens-KWU 전문가들로부터 설계기술, 설계코드체계, 설계경험 등에 대한 교
육을 받았다.

라. 영광 3, 4호기 핵연료 설계

공동설계를 통해 개발한 핵연료의 천이노심 내 양립성 입증을 위해 기존 핵연료에

영광 3, 4호기 핵연료 및 초기노심 공동설계는 연구원들이 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자립을 원활히 할

대한 상세 자료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안전성분석보고서나 핵연료공급자로부터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쳤다. 1단계(1986.11월, 5주간)에 C-E엔지니어들에 의한 소내 강의교육

자료 입수가 어려워 국내 각 발전소의 신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를 실측해야 했다.

(CRT: Class Room Training)을 통해 설계 전반과 설계 과정을 파악했으며, 2단계(1986.12, 6개월간)에 소내

그러나 핵연료에 대한 품질 보증(QA) 자료 및 허용공차 자료가 전무해서 실제 설계

CRT 수료 연구원들이 미국 코네티컷주 Windsor에서 실무훈련(OJT: On-the-Job Training)을 통해 C-E 엔지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이때 판형 누름 스프링(hold down spring)이 여러 개

니어의 지도하에 업무 적응훈련을 받았고, 3단계(1987.5∼1989.2)에 영광 3, 4호기 초기노심 및 핵연료 설계업무

겹쳐져 있어 개별 스프링 측정을 위해 치과용 형틀재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를 Windsor에서 C-E 엔지니어들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4단계에 공동설계팀이 귀국해 C-E의 자문 하에 후속기

공동설계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설계대상 주기의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소

인 울진 3, 4호기 초기노심 및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설계했으며, 5단계(1992.12 2주간)에 C-E 엔지니어들로부

요량을 미리 산정하기 위해 1985년 말 3명의 연구원을 먼저 독일에 파견했으며,

터 재장전노심 설계에 대한 CRT를 받고, Siemens-KWU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웨스팅하우스형 원자로의 재장전

1986년 5월 공동설계 제1진 27명을 독일 Erlangen에 위치한 Siemens-KWU에 파

노심 설계기술을 비교·검토해 영광 3, 4호기의 재장전노심을 설계함으로써 설계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기

견해 독일 엔지니어들과 함께 국내 웨스팅하우스 가압경수로에 사용할 3가지 집합

술자립을 이룩했다. 3단계 영광 3, 4호기 초기노심 및 핵연료의 공동설계는 상호 합의 하에 우리 연구원이 설계하

체 종류(14×14, 16×16, 17×17)에 대한 핵연료 공동설계를 시작했다.

고, C-E 엔지니어가 독립적으로 검토·승인하는 체제로 수행했다.

설계 작업과 함께 시제품을 제작해 성능시험을 반복함으로써 기존 핵연료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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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부족을 극복하고 국산 핵연료를 기한 내에 개발했다. 특히 지지격자의 경우 내충

마. 신형핵연료 개발

격 강도를 만족시키면서 압력강하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맞추기 위해 여러 변수들

1996년 7월부터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 연구에 착수해 고연소도(70,000

을 바꾸어 가며 많은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했다. 14×14용 상단 고정체도 유사 핵연

MWd/tU)용 핵연료 재료인 피복관 및 소결체를 개발했다.

료에서 사용하던 유로 형태를 적용했을 때는 보수적 하중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인 큰 결정립 UO2 소결체 기술은 2012년 12월에 국내 핵연료제조사인 KNF에 유상 이전했다. KNF

여러 모형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서 하중, 압력강화, 유량배치 등을 만족하도록 설

는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양산 기술을 완성해 2015년 8월부터 국내 가동원전의 핵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계했다.

2007년 11월부터 영광 1호기에서 수행된 시범연료봉의 상용로 연소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한 큰 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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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소결체 기술은 2012년 12월에 국내 핵연료제조사인 KNF에 유상 이전했다.

선정된 지지격자는 면 접촉에 의해 연료봉 지지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냉각수의 효율적 혼합을 증진시

KNF는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양산 기술을 완성해 2015년 8월부터 국내 가동원

키는 등 외국 상용 지지격자에 비해 핵심 성능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를 통해 고안한 지지격자 형

전의 핵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상들은 미국, 유럽 및 국내에 총 36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큰 결정립 UO2 소결체 제조기술은 2002년 실험실규모로 개발·완료해 국내·외

경수로용 신형 핵연료의 성능검증을 위해 핵연료 구조부품의 유체유발 진동특성, 고온·고압 프레팅(fretting)

특허를 등록했다. KNF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공학 배치(batch) 규모로 시험·제조

마멸 특성, 충격성능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총 10여종의 시험장치를 개발했

하고, 2006년 공정안정화 관련 연구를 통해 양산공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상

다. 또한 2003년부터 실물 크기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기계적특성 시험시설

용 UO2 제조공정에 포함된 미량의 고유 불순물을 이용한 큰 결정립 소결체 제조공

(FAMeCT), 수력적 성능시험시설(HTL) 및 양립성 시험시설(FLUTO) 등 대형

정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해 2007년 KNF에서 수백 kg 배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완료해 국내에서 개발될 핵연료의 연소 인허

치 양산규모 시험제조에 성공했다. 다양한 노외시험과 하나로에서의 연소시험을 통

가뿐만 아니라 핵연료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FAMeCT를 이용

해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2012년 12월에 HANA 피복관 기술과 함께 KNF에

한 핵연료집합체의 진동, 굽힘 및 충격시험 방법은 국제시험기관인정 협력체인

유상 이전했다. KNF는 2015년 8월부터, 가동원전 핵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ILAC로부터 공인받은 한국인정기구 KOLAS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생산되는

함께, 가연성 중성자 흡수 핵연료인 가돌리니아 연료의 고밀도 및 결정립 성장 기

시험 데이터의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개발된 부품 시험장치와 집합체 시험

술과, 장주기 고연소도용 이중 가연성 중성자 소결체 제조기술과 분석·평가기술을

시설은 KNF에서 개발한 PLUS7, SMART 원자로용 핵연료 등의 구조 및 열수

개발했다.

핵연료집합체

력 성능시험에 활용해 국내 인허가를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1997년부터 고유의 고연소도 핵연료성능해석코드 INFRA(INtegrated Fuel Rod
Analysis Code) 개발을 추진해 2004년에 완료했다. 국제협력을 통해 핵연료의 노

바. 고성능 핵연료 소재 및 이중냉각 핵연료 개발

내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코드 개발·검증에 활용했다. INFRA 코드는 2003

2007년에 착수한 3차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는 가동 경수로 원전 적용을 목적으로, 고성능 초고연소 핵연료 소

년부터 2006년에 IAEA가 주관하는 국제 코드비교 프로그램(FUMEX-II)에서 세계

재 원천기술들과 혁신적 설계의 이중냉각 핵연료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유수의 코드들보다 더 정확한 예측능력을 인정받았다.

출력 변동이나 고연소도 운전조건에서 핵분열기체 방출이 저

개발된 핵연료 소결체의 노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로 연소시험을 2002년에

감되며, 고온 변형 속도가 향상된 고성능 PCI(Pellet Cladding

착수해 연소도 70 MWd/kgU까지의 조사시험을 완료했다. 한편 독자적인 핵연료

Interaction) 완화 UO2 소결체 유력 후보를 개발해 노외성능시험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내 원전에서 고연소도까지 연소

과 하나로에서의 연소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한 핵연료에 대해서 정밀 조사후시험을 수행했으며, 사고 시 핵연료봉의 거동을 평

2013년에는 PCI 완화 UO2 소결체의 성능과 연소 전후 변화에 대

가하기 위한 시험기술을 개발해 안전성시험을 수행했다.

한 자료를 미국 EPRI에 제공하는 기술수출 과제를 수주해 2017년

한편, 신형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연료집합체의 가장

에 자료 제공을 완료했다. 2015년부터는 KNF가 참여해 PCI 완화

핵심적인 구조부품인 지지격자체의 설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6년간

UO2 소결체의 상용 공정 최적화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현재는 개

지지격자체의 주요 요소인 스프링, 딤플 및 유동혼합날개에 대한 다양한 형상을 고

발된 기술을 연계해 KNF에서 자체 자금으로 실용화기술을 개발

안했다. 이들을 최적설계해 모형을 제작하고 충격, 좌굴, 마모 등의 기계·구조시험

중이다.

이중냉각 핵연료 펠릿

과 압력손실, 난류유동, 임계열유속 등의 열수력시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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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4년에 기존 원전 대비 출력증강 20 %를 수용하며, 핵연료온도를 중

사.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 및 핵연료 안전연구

심온도 기준으로 30 % 이상 감소 가능한 이중냉각핵연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핵

2012년부터 연구소는 원전 핵연료의 전주기 안전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심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중냉각핵연료는 환형연료와 이중피복관을

(Accident Tolerant Fuel, ATF) 시제품 및 안전성평가기술을 연·산·학 및 국제협력으로 개발 중에 있다. ATF

기반으로 연료봉 내부와 외부에 냉각수로를 구비해 핵연료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는 원전 사고 시 중대사고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수소 폭발 및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를

온도 여유도를 출력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구조의 핵연료다. 개발한 이중냉각

예방하기 위한 핵연료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원전 가동국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핵연료집합체는 기존 OPR-1000에 사용하고 있는 16×16 배열의 원통형 핵연료를

소결체 분야는 열전도도와 핵분열생성물 포집능이 크게 강화된 UO2 기반의 핵연료와 우라늄 장전량과 열전도도

12×12 배열의 이중냉각핵연료 봉다발 구조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열전달 면적이

가 동시에 향상되는 고밀도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피복관 분야는 내산화 신물질과 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해 부

35 %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우라늄 장전량은 16 %정도 감소한다. 이중냉각 핵연료

식저항성과 수소흡수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과도한 산화반응에 의한 수소폭발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성

는 우라늄 장전량이 감소되더라도, 출력증강을 통해 경제성 향상이 가능하다. 개발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표면처리 피복관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핵연료 안전성평가 분야에서는 ATF가 기존의 핵연

된 이중냉각핵연료는 20 % 출력증강 조건에서 노심, 열수력, 안전에 대한 모든 설

료와 차별화된 새로운 소재 및 구성과 제조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유특성을 반영한 성능

계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했다.

평가코드를 개발하고, 개정 중인 신규안전기준에 부응하는 안전성평가체계구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중냉각핵연료 소결체 분야에서는 연삭공정 없이 내경 치수 공차를 ±5 μ m 이내

사고저항성 핵연료개발과 성능검증을 위해 OECD/NEA에서 주관하는 HRP에 참여해 사고저항성 피복관 및 소결

로 제어하는 정밀제조기술을 개발했다. 피복관 분야는 이중냉각핵연료용 내·외측

체를 상용로 환경에서 연구로 연소시험을 진행 중이며, 노르웨이 Thor energy 국제컨소시엄 및 미국 MIT와 연

피복관의 최적 제조공정을 도출했다. 이중냉각핵연료봉 내 환형 소결체에 대한 연

소성능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IAEA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CRP에 참여해 ATF 성능 모델링 및 해석 연

소성능시험을 하나로 연구로에서 수행해 1, 2차에 걸쳐 약 34,000 MWd/MTU까지

구를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OECD/NEA의 ATF 전문가 그룹(EGATFL)에서 세계적으로 제안된 다양한 ATF

연소된 소결체에 대해 연소 전후의 핵연료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이중

개념들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파생 기술인 3D 프린터용 분말공급 장치, 노즐 및 레이저

냉각핵연료 고유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성능평가코드 알파 버전(DUOS)과 안전성

산화물 분산강화 기술은 국내 관련 산업체에 유상 이전됐다.

능 평가방법론을 개발·완료했다.

2018년에 국내 발전사, 핵연료공급사와 연구소는 2025년 경 국내 가동 원전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봉 기술을 적용

이중냉각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기술 이슈로서 구조적 건전성을 만족하는 대구경

하기 위한 ATF 실용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연·산·학 및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외부피복관의 두께, 내·외부 피복관의 불균일 조사 성장 등 20 종 이상을 도출해

실용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결했고, 내·외부 수로로의 열 분배를 고려한 유량분배최적화 설계와 열분배 모

핵연료는 원전 방사능의 95 %를 보유한 원전안전의 핵심이며, 연구소는 원전안전을 위한 다양한 핵연료안전 연구

델을 개발했으며, 내부 수로 막힘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봉 봉단 마개를 설계했다.

를 수행하고 있으며, 핵연료성능평가 분야의 연·산·학 협력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술적 이슈를 해결한 이중냉각핵연료의 집합체를 구성하는 핵심구조부품들을 상

고지진 환경에서 핵연료집합체의 구조 안전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형시설인 FAMPEX(Fuel Assembly

세설계하고 제작한 후 시험용 핵연료집합체를 제조함으로써 각 부품 간 구조적 간

Mechanical Performance EXperiment Facility)가 2016년에 완공돼 가동원전 핵연료와 SMART 등 수출형원전

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개발된 구조부품 및 핵연료집합체의 성능시험

핵연료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활용 중이다. 또한, 연구소는 핵연료 성능과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 및 집합체 단위의 검증시험을 수행해 OPR-1000 원자로에

계산과학 기반 다차원·다물리 기반 해석모델을 개발·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해석 모델들은 사고저항

장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성 핵연료의 성능평가 적용과 함께, 최근 강화되는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허용기준 신규 규

이중냉각핵연료봉 모형

제기술에서 고연소도 핵연료거동평가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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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로 핵연료
가. 하나로핵연료 국산화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제조공정기술과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제조한 하나로용 국
산 핵연료봉의 노내 조사성능을 평가하고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하나로에서 연소시험을 수행해 성능을 평가했다. 연구소에서 독창적으로 개발
한 원심분무방법으로 제조한 U3Si/Al 분산핵연료는 캐나다 핵연료와 비교해 동일
한 물성치를 나타냈으며, 일부 분야 특히, 인장특성과 열전도특성에서 더 우수한 재
료특성을 나타냈다. 주조한 U3Si 합금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쇄해 분말을 제조하
는 캐나다 분말 제조방법은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제조비용의 상승, 습식공정에 의
한 불순물 혼입, 수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정의 단순화
및 제조경비 절감, 제조수율 향상, 고순도의 핵연료분말 제조, 기존 파쇄핵연료 대
비 노내·외 성능 향상 등 원심분무방법의 장점으로 해결했다.
새빛연료과학동 기공

한편 연구개발에 성공한 하나로 핵연
료 제조기술과 자체 개발한 원심분무
핵연료를 상용화하기 위해 1998년 7월
하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을 포함한 새
로운 새빛연료과학동 건설을 승인받았
다. 이에 따라 KNF와 함께 핵연료시
설에 대한 설계를 2000년 6월에 완료
했다. 2001년 3월에는 과학기술부로부터 하나로핵연료 제조 및 수출용 연구로 핵연
료 분말 가공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주 시공자로 2001년 4월
에 착수해 총 사업비 약 76억원으로 2002년 11월에 700 m2의 하나로핵연료제조시
설이 포함된 연건평 3600 m2의 새빛연료과학동 건설공사가 완료됐다. 시설 내에서
사용할 핵연료는 농축도 19.75 %의 금속우라늄으로 저준위방사선을 방출하므로 피
폭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 JCO 사고와 같은 핵임계사고 발
생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임계사고 예방조치를 했다. 최대 500 kg의 저농축우라
늄 원료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우라늄 저장고와 건물은 내진설계로 시공했고, 방사
선감시체계 등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최첨단의 핵연료건물을 확보했다. 이전
의 핵연료재료연구동 실험실에서 핵연료 국산화공정 개발에 사용하던 실험장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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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핵연료 생산에서도 계속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이전·설치했다. 그러나 핵연

나. U-Mo 분산핵연료 개발

료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용도에 지나지 않는 일부 장비는 장비 성능을 개량

기존의 U-Silicide(U3Si 또는 U3Si2) 분산핵연료는 우라늄 밀도가 4.8 g-U/㎤로 고성능 대형 연구로의 핵연료로

하거나 신규장비를 확보해야만 했다. 생산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양산 규모의 핵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프로그램에서는 1996

료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 안정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다. 2004년 1월에 핵연료

년부터 우라늄 밀도를 최대 8.58 g-U/㎤까지 높일 수 있는 U-Mo 분산핵연료 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연

가공시설 및 생산 장비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종 시설검사를 통과했으

구로핵연료를 저농축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를 환수하는 정책을 그동안 추진했으나

며, 200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로핵연료 제조를 시작했다.

U-Mo 핵연료가 개발 완료되면 환수정책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 중인 U-Silicide 분산핵연료는 Si 원소가

❶ 국산 하나로 핵연료

재처리공정에서 용해·분리가 잘 되지 않아 그 처리가 곤란하지만 U-Mo 핵연료는 재처리와 처분에 적합한 이점

❷ 하나로 핵연료용 우라늄 저장고

도 있다. 따라서 RERTR 프로그램에서는 1999년부터 U-Mo 물질로 U-Silicide 핵연료를 대체하는 U-Mo 분산
핵연료 실용화 사업을 추진했다. U-Mo는 취성이 강한 U-Silicide와는 달리 연성이 커서 기존의 기계가공 및 파
쇄방법에 의한 분말제조가 어렵다. 연구소가 개발한 원심분무방법은 용탕에서 바로 핵연료분말을 쉽게 제조하기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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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때문에 현재까지 유일한 대안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형의 입자이면서 급냉 응고로 인한 결정립의 미세
화로 핵연료제조 및 연소거동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 1998년 이후 연구소는 이 방법으로 제조한 약 75 kg의 원심

2005년 3월 5일에 2다발의 국산 하나로 핵연료집합체를 첫 출하했고, 하나로 노심

분무 U-Mo 분말(미화 21만 2,000 달러 상당)을 총 10회에 걸쳐서 연구개발 시험에 사용하도록 미국, 프랑스, 아

에 국산 핵연료집합체를 2005년 4다발, 2006년에는 15다발을 장전했으며, 2007년

르헨티나 등에 공급했다. 외국의 여러 연구용원자로에서 노내 시험한 결과 원심분무 U-Mo 핵연료는 파쇄방법으

에는 순차적으로 24다발을 장전하고 11월 29일 하나로 제50주기 가동을 앞두고 하

로 제조된 U-Mo 핵연료에 비해 우수한 팽윤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로 노심에 전체 핵연료 32다발을 자체 생산한 국산 핵연료로 모두 채웠다. 현재

국내에서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로의 핵연료주기를 연장하고, 구동 핵연료집합체 수

국산화사업으로 연산 최대 55다발의 집합체를 정상적으로 생산해 하나로에 안정적

를 줄여 추가로 조사공을 확보할 목적으로 U-Mo 분산 봉상 핵연료 개발을 2000년부터 추진했다. 제1차 U-Mo

으로 공급하고 있다.

노내 조사시험(KOMO-1)은 하나로에서 사용 중인 U3Si/Al 분산핵연료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3.4 g·U/㎤)의

하나로핵연료 국산화를 이룩한 이 사업은 연구소가 창안한 원심분무기술이 바탕이

U-Mo 분산 봉상핵연료와 고밀도(6.0 g·U/㎤)의 봉상 핵연료를 2001년 6월 26일 하나로에 장전해 조사시험을

됐으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통하여 국산화를 이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했으나 피복재 손상이 발생해 8월 27일에 인출했다. 손상의 주원인은 6 g-U/㎤의 핵연료봉에서 U-Mo 입자와

는 하나로핵연료 국산화에 연구로용핵연료의 축적된 know-why를 바탕으로 생산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밀도가 낮은 U-aluminide의 대량 형성에 의한 팽윤이 크게 발생해

기술 know-how를 짧은 기간 내에 축적했으며, 캐나다 핵연료를 수입·사용하는

피복재에도 영향을 미쳐 피복압출공정에서 불완전하게 결합된 취약한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국산 핵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10년 전 수입가격 기준으로 연간 약 300만 달러

제2차 조사시험(KOMO-2)에서는 U-Mo 분산핵연료의 최대 허용 우라늄 밀도와 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 수입대체 효과와 약 150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국산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핵연료 심재의 우라늄 밀도를 6 g·U/㎤에서 4.5

핵연료의 자체 공급은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연구로핵연료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

g·U/㎤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KOMO-2 조사시험 은 핵연료집합체를 하나로에 2003년 1월에 장전해 조사시험

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연구로 핵연료에 관한

을 수행했다. 약 60 at% 연소도까지 연소시험 한 결과, 모든 핵연료봉은 조사 말기까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명실 공히 세계의 선두주자임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개발 분야의 바탕

그러나 분산핵연료 내의 대부분의 U-Mo 입자가 Al 기지와 거의 완전 반응이 발생했다. 한번 반응층이 형성되면

이 된 원심분무방법은 분산핵연료 제조에 있어 그 우수성이 입증됐으며, 이는 향후

반응층의 낮은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핵연료 중심 온도는 조사 중에 증가한다. 선출력 이력을 고려한 반응층 성장

연구용원자로의 수출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동으로부터 조사기간 동안의 핵연료 온도변화를 계산한 결과 4.5 g·U/㎤ U-7Mo/Al 분산핵연료(494-H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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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최고온도는 약 40 at% 연소도에서 480 ℃ 정도로 예측됐다. 그러나 연료봉

1X(X=Zr,Ti)/Al-ySi(y=0,2,5,8))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210∼300 ㎛의 조대 분말로 만들고, 반응층의 안정화 방

피복재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입힌 핵연료와 큰 입자의 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팽윤

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Si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Al 기지 내의 Si 함량을 2,5,8 wt%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거동을 나타냈다.

Al-Si 합금기지를 사용한 결과 U-7Mo/Al-xSi(x=0,2,5,8 wt%) 핵연료에서 Al 기지에 S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3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KOMO-3)은 이전의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문

반응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비교적 균일한 반응층 두께를 나타냈다. 합금원소의 첨가 효과를 알아보기 위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U-Mo 입자를 조대하게 제조해 핵연료분말 입자와 Al 기

해 U-7Mo에 Zr 및 Ti를 첨가한 핵연료를 조사시험한 결과 Zr을 첨가한 경우가 Ti를 첨가한 경우 보다 더 효과적

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하고, ②U-Mo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

이었다. 그리고 KOMO-4 조사시험 핵연료에서 측정된 팽윤양을 이전의 KOMO-2&3 조사시험결과와 비교한 결

인 튜브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해U-Mo 핵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

과, 조사초기 핵연료 중심온도가 200 ℃로 이전 조사시험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Al-Si 합금

의 반응을 배제하며, ③U-Mo계 합금에 제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해 노내

기지 사용 시 6.36∼7.16 %의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냈으며, Zr 및 Ti 합금원소 첨가 시 더 낮은 팽윤 거동을 보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④기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

다. 결론적으로 KOMO-4 조사후 시험을 통해 모든 조사핵연료 반응층에서는 Si가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한 Al-Si 합금 기지물질을 사용해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하고자

10 at%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 중 기지로부터의 Al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반응층 성장 속도를 크게 낮춘

했다. 제3차 조사시험 2006년 2월 8일부터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

다는 새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Si 확산모델에 오류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행해 2007년 7월 2일까지 약 54 at%의 평균 연소도까지 조사했다. 조사시험 결과,

실규모 실용화 U-Mo 조사시험(KOMO-5)에서는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한 크기의 U-Mo 봉상핵연료를 제조·시

200∼300 ㎛의 큰 핵연료 입자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557-MD1)에서 최

험해 노심전환을 위한 고밀도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거동 결과를 확보했으며, 연소결과 최대 연소도 85

대 70 ㎛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 %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

at%에서도 안정적인 연소거동을 나타냈다. 또한 silicide 및 nitride 표면처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냈으며, 조사 중 최고 온도가 37 at%의 연소도에서 202 ℃로 계산돼 KOMO-2 조사

U-Mo 원심분무 분말기반 핵연료 총 5종에 대한 연소거동을 평가해 고성능연구로용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기초자

시험 시의 480 ℃를 고려할 때 큰 입자의 U-Mo 핵연료분말 사용이 U-Mo 분산핵

료 및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연료에서 팽윤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U-7Mo1Zr/Al 핵연료와 Al-2Si 합금기지를 사용한 U-Mo 분산핵연료(557-HS1)의 경우
에 팽윤양이 각각 9 %와 8 %로 측정돼 합금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557-HS1 시험핵
연료에서는 557-MD1 보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40 ㎛로 감소해 고온 조사조건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반응층 성장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제4차 조사시험(KOMO-4)은 이러한 제3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해 우라늄 장
전밀도를 최대 5.0 g·U/㎤로 설정한 U-7 Mo(또는 U-7Mo-1X(X=Zr,Ti)/AlySi(y=0,2,5,8) 분산핵연료를 210∼300 ㎛의 조대 분말로 만들어 조사시험을 수행
했다. 이와 함께 U-Mo/Al 분산핵연료에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
혀진 Si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Al 기지 내의 Si 함량을 2,5,8 wt%로 다양하
게 변화시킨 Al-Si 합금기지를 사용해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라늄 장전밀도를 최대 5.0 g·U/㎤로 설정한 봉상 U-7Mo(또는 U-7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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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U-Mo 판형핵연료 개발

개, 러시아 RIAR의 BOR-60 조사시험용 연료

정부는 부산 기장에 15 MWt급 수출 주도형 신형 연구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봉 13개를 성공적으로 제조했다.

또한 연구로 기술과 핵연료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연구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에 적용할 고성능 피

위해 세계 최초로 첨단기술의 하나인 원심분무기술이 적용된 고밀도(8 g·U/㎤)

복관 개발을 위해 35종 이상의 FMS(Ferritic

U-Mo 판형핵연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소는 U-Mo 판형핵연료의 수출용

Martensitic Steel)강 후보합금을 설계·제조

신형연구로 적용을 위해 2011년부터 3년 동안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경험을 토대

해 평가시험을 수행했다. 평가시험 결과 참조합

로 판형핵연료 제조설비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관련 핵연료 제조·검사

금인 HT9강보다 크리프 강도가 약 30 % 향상

기술도 같이 개발 완료했다. 개발된 U-Mo 판형핵연료의 고성능연구로에서의 건

된 우수한 성능의 FMS 피복관 합금(FC92B 및

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성능검증을 추진해 신형경수로에서 집합체 검증시험을 위한

FC92N)을 개발해 국내·외에 특허를 등록했다.

CRADA협약(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을 2013년 미

후보 피복재 시편 제조 및 평가

2013년 국내 산업체 (포스코특수강(현 창원세아

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와 체결했으며, 2014년 8월에 국내에서 제조된 U-Mo

특수강) 및 일진제강)와 연계해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성능 신피복관 합금 (FC92B 및 FC92N)으로 피복관을 제조

검증 시험용 핵연료(Lead Test Assembly)를 미국에 인도했다. 2015년 10월∼2017

했다. VIM과 ESR 공정으로 2톤 규모의 주괴(ingot)를 용해했으며, 이후 열간 압출, 필거링, 인발공정 및 열처리

년 2월에 총 17개월간 조사시험한 결과 U-Mo 판형핵연료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하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외경 7.4 mm, 두께 0.5 mm 피복관을 제조했다. 제조한 피복관에 대해 인장, 파열, 과도

는 데 성공했으며, 이 결과는 앞으로 수행될 조사후시험 결과와 함께 수출용 신형연

상태, 열물성 등 노외 특성시험을 완료했다. 현재 570∼680 ℃ 온도 범위에서 20,000 시간 크리프시험을 진행 중

구로의 인허가 획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에 있다. 또한 금속연료집합체 부품인 덕트, 와이어, 핸들링소켓, 노스피스 등도 국내 산업체와 연계해 2014년에
제조했다. 1톤의 주괴를 VIM 공정으로 용해한 후, 인발공정 등으로 직경 0.95 mm 와이어를 제조했으며, 3톤의

374

4.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 개발

잉곳을 VIM과 ESR 공정으로 제조해 치수인발 및 형상인발 등으로 폭 126 mm, 두께 3 mm의 덕트를 제조했다.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연료 연구개발은 2007년부터 시작했으며, SFR핵연료로는

제조한 와이어의 인장 및 응력이완시험을 수행했으며, 덕트의 인장, 충격,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했다. 연구소에서

안전성, 소듐과의 양립성, MA 소멸 효율성, 핵적 특성,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 등

개발한 신피복관(FC92)의 노내 거동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고속중성자 조사시험이 필요하다. 현재 고속중성자 환

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금속연료를 선택했다. SFR핵연료 개발은 금속연료 제조기

경에서 중성자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설인 러시아 원자로연구소(Research Institute

술 개발, 피복관기술 개발, 금속연료 성능평가의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for Atomic Reactors: RIAR)의 실험로(BOR-60)를 이용해 국내에서 개발한 소듐냉각고속로용 금속연료 피복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실험실규모의 중력주조 장비 및 사출주조 장비

관의 노내 거동 실증을 위한 조사시험을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BOR-60에서 2개의 리그(MTR-1: 600 ℃,

를 설계·제작해 금속연료심 제조 기반기술을 개발했다. 실험실규모의 연료심 주

MTR-2: 650 ℃)로 피복관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목표 조사량은 MTR-1은 45 dpa, MTR-2는

조기술을 바탕으로 공학규모의 금속연료심 제조를 위해 공학규모 사출주조 장비를

75 dpa이다. 2018년 6월에 MTR-1과 MTR-2의 조사량은 각각 31 dpa와 56 dpa였다. 2018년 5월에 수행한 중간

구축했다. 이 장비 우라늄 용해량은 최대 20 kg이며, 최대 진공도는 2x10-5 torr이

검사 결과 FC92 피복관의 조사 크리프 강도는 참조 피복관(HT9) 대비 30 % 이상 우수함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다. 1회 용해로 길이 300 mm, 직경 5.54 mm 연료심을 약 80개 주조할 수 있어, 향

BOR-60에서의 조사시험은 2019년까지 계획돼 있으며, 2020년에 조사후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금속연료심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연료봉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봉

금속연료성능평가 분야에서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의 핵연료 조사·물리 데이터베이스(Fuel Irradiation

단마개 용접장치, 봉단마개 용접 후 열처리 장치, 소듐 충진·용해·접합 장치, 와

& Physics Database: FIPD)를 활용해 핵연료성능해석코드(LIFE-METAL)를 공동 검증했으며, 이를 기반으

이어 랩핑 장치들을 구축했으며, 이 장치들을 이용해 하나로 조사시험용 연료봉 24

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속연료봉의 연소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하나로에서 1차 조사 및 조사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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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했으며, 2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을 제작했다. 또한 고속실험로

이 참여하는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용 선진핵연료 개발 국제공동연구와 IAEA에서 주관하는 고속로용 핵연료재

(BOR-60)를 이용해 금속연료의 노내 거동 실증 및 설계 검증시험을 위한 연소시

료 CRP에도 참여하고 있다.

험을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시험연료봉은 연소도 3 at%까지 파
손 없이 건전하게 시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BOR-60에서의 연료봉 조사시험을

5. 핵연료 피복관

2019년까지 수행하고, 2020년 이후에 조사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핫셀

가.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

과도모사 시험장치 구축과 조사연료 과도시험을 수행했고, 금속연료와 피복관의 노

1996년 7월부터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 연구에 착수해 고연소도

외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해 DB를 구축하고 있다.

(70,000 MWd/tU)용 핵연료 재료인 피복관 및 소결체를 개발했다. 연구소는 1997년부터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

금속연료집합체 설계에서는 집합체 구조와 제원을 결정하고, 집합체 구조 및 연

용되는 Zircaloy-4 및 외국에서 개발한 신합금 제품보다 부식 저항성과 크리프 변형 저항성이 우수하고, 국제 경

료봉 동특성 해석을 수행했으며, 제어봉집합체도 설계했다. 2015년 실크기의 금

쟁력과 원천기술을 갖는 고성능 지르코늄 신합금 피복관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당시 미국, 프랑스 등 원

속연료집합체를 제조했고, 성능시험을 위한 기계·구조적 성능시험 장치(New-

자력 선진국들은 30년 이상 사용한 Zircaloy-4 피복관을 대체할 신형 피복관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으므

FAMeCT)와 수력시험장치(HyTeL-SF)를 구축했다. 제조한 실크기 집합체로 기계

로 우리는 10∼15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극복해야만 했다.

시험 및 수력시험을 수행했다.

연구개발 초기 3년 동안은 신합금 개발을 위한 합금설계, 신합금 제조 및 성능평가 연구를 중점 수행했다. 원자력

휘발 방지가 가능한 희토류 함유 금속연료심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금속연료 원격

선진국에서 발표한 연구 및 특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계 및 다른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700여종의

제조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에서 분리된 고방사성물질을 핵연료로 제조하

신합금을 설계·제조한 뒤 그 성능을 평가했다. 반복되는 성능평가를 통해 마침내 국내 독자소유권을 확보한 6종

기 위한 원격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학규모 원격사출주조장비를

의 최종 후보합금(HANA)을 선정할 수 있었다. 신합금 피복관 개발은 특허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연

설계·제작해 시운전을 완료한 후 원격제조시스템을 활용한 제조공정을 개발 중이

구과정을 통해 합금조성 및 제조공정에 대한 30여건의 특허를 국내·외에서 확보했다.

다. 또한 재순환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핵물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반응방지 도가

최종 6종의 후보합금이 선정되고 특허를 확보한 뒤 이를 피복관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피복

니 코팅 후보재료를 선정하고, 사출주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탕 및 절단연료심의

관 제조기술은 용해, 단조, 압출, 냉간가공, 열처리 등 10여 회의 공정을 거쳐서 길이 4 m, 직경 9.5 mm, 두께 0.6

재활용에 필수적인 금속연료심 수율 향상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해도금법을

mm의 정밀한 관을 만드는 기술로 국내에서는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조공정 중에 확

이용해 튜브 내면에 균일하게 기능성 물질(Cr)을 코팅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재순

보한 열처리 및 냉간가공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일본 회사와 국제협력을 통해 6종의 하나(HANA) 피복관 시제

환 금속연료의 기술현안인 핵연료-피복관 상호반응 현상을 방지할 배리어 피복관

품을 제조했다.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한·미 핵주기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소에서 Cr 코팅 피

연구소가 2004년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하나 피복관 원천기술 관련 유럽 특허가 기존 특허에 비해 새로울 게 없다

복관을 제조·공급했으며, 미국 INL에서는 이 피복관으로 U-TRU-Zr-RE 연료

며 세계 최대 원자력기업인 AREVA사가 2011년 3월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효소송에 대해 7년여에 국제 특

봉을 제조해 2018년 6월부터 미국 INL의 ATR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

허분쟁이 진행됐으며, 결국 연구소가 최종 승리했다.

국 ATR 조사시험은 2019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조사후시험을 수행

2007년 11월부터 영광 1호기에서 수행된 시범연료봉의 상용로 연소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해 HANA 피복관

할 계획이다. 금속연료의 성능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시험 조건 및 평가 일

과 큰 결정립 UO2 소결체 기술은 2012년 12월에 국내 핵연료제조사인 KNF에 유상 이전했다.

정을 한미공동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한미 핵주기공동연구를 통해 재순환 핵연료의
연소성능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핵연료 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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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획득에 필요한 안전성 성능시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HANA 피복관
HANA 피복관과 연구자 정용환

국제협력을 통해 6종의 하나 피복관 시제품을 제조해, 다양한 노외 성능을 평가했다. 노내·외 성능검증시험 결과
하나 피복관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보다 50 % 이상 우수한 노내 성능을 보였고,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3절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 개발

1. 경·중수로 연계(DUPIC) 핵연료 개발
가. DUPIC 핵연료의 개념
경·중수로 연계(DUPIC) 핵연료주기기술은 경수로와 중수로를 함께 운용하
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이다.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에는 타고 남은 U-235와 새로 생긴 Pu을 합쳐 약 1.5 %의 핵분열 물

질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연우라늄에 함유된 핵분열성 물질의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나. HANA 피복관 성능검증시험

DUPIC 핵연료로 만들어 중수로에서 재사용하면 단위전력 생산기준 우라늄자원 이용률을 약 30 % 향상시키고,

실험실에서는 재료학적 관점에서 부식특성, 크리프특성, 인장특성, 파열특성, 피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도 전체적으로 약 1/3로 줄일 수 있다.

특성, 미세조직, 마모성 등을 평가했으며, 원자로 내에서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DUPIC 핵연료는 비균질 성분을 갖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해 제조하므로 균질 특성 유지, 핵분열 물질

LOCA특성, RIA특성 PCI특성 등을 평가했고, 핵연료설계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자

의 높은 함량에 따른 안전성 유지, 고방사능 핵분열생성물 관리 문제가 따른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중

료로 신합금의 물리적 특성과 열적 특성 등의 기초물성을 평가했다. 이 모든 성능을

수로에 사용하기 위해 저농축 또는 감손 우라늄과 가연성 독극물을 첨가해 등가반응도를 갖게 할 필요가 있

실험실에서 평가해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3년이 소요됐다. 그 중에서도 가

어 OREOX(Oxidation & REduction of OXide fuel)공정을 이용해 DUPIC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장 중요한 성능평가 요소가 부식특성이므로 6가지 다른 부식조건에서 1,000일간의

DUPIC 핵연료의 성형가공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구조물과 피복관을 제거한 후 핵연료물질을 산화·환원 등

부식시험을 수행했다.

의 분말 처리공정을 통해 특성을 조절하고, 성형·소결을 거쳐 연료봉과 다발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 피복관의 상용화를 위해서 노외 성능뿐만 아니라 노내 성능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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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피복관의 노내 성능검증은 크게 연구로 검증시험단계와 상용로 실증시험단계

나. DUPIC 핵연료 연구개발

로 나눠 진행했다. 첫 단계로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 검증시험을 추진했다. 국내에

DUPIC 핵연료주기기술은 우리나라의 독창적 기술로 1991년 연구소가 이 개념을 제시해 이를 DUPIC핵연료주기

서는 가압경수로 운전조건을 모사하면서 연소시험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 노르웨이

로 처음 명명하고, 미국, 캐나다, IAEA(1993년부터 참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1991년부터 캐나다 및 미

Halden 연구로를 이용해 하나 피복관의 연소시험을 시작해 5년간의 검증시험을 끝

국과 DUPIC 핵연료주기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에 연료봉 제조 및 그 성능시험을 캐나다

마쳤다. 피복관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상용로 실증시험을 위해 2007년 11월 영광

AECL의 NRU에서 수행했으며, 미국과는 핵물질보장조치기술을 개발했다.

1호기에서의 시범연료봉 연소시험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진행된 영광 5호기 시범

1998년 DUPIC핵연료연구시설(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을 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구축

연료봉 연소시험과 울진 6호기에서 시범 집합체 연소시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성

하고, 25종의 원격 제조 및 품질검사 장비를 설치했다. 1998년 12월 IAEA로부터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

공적으로 확인했다. 상용로 연소를 마친 하나 피복관은 해외로 이송해, 최종 상용 인

을 획득하고, 1999년 4월 미국 원산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51 kg)를 사용하기 위한 한·미간 JD(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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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를 체결했다. 2002년 1월 200 kg을 2007년 3월까지, 2007년 4월
에는 2012년 3월까지 JD를 연장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의 4차 JD에는
DUPIC 연료다발제조 연구내용을 삭제하고, DUPIC핵연료 제조기술개선 내용을 반
영해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핵종포집기술 개선 사항을 포함시켰다. 2014년 4월
부터 2016년 3월에 유효했던 5차 JD가 DUPIC 관련 마지막 JD이었다. 2015년 11
월에 발효된 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해 현존 연구시설인 DFDF에서 DUPIC
기술을 응용한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전처리실험에 대한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해
DFDF 관련 별도의 JD는 앞으로 필요 없다. 2000년부터 2002년에 고리원전 방출
저연소도(35,000 MWd/tU 이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약 900개의 DUPIC 핵연
료 소결체를 DFDF에서 성공적으로 제조하고, AECL 연구용원자로 및 중수로 핵
연료의 설계사양을 만족하는 DUPIC핵연료 원격제조공정 및 품질보증·관리 체계
를 구축해 AECL로부터 핵연료 제조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
공공정 개선과 미래형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의 활용을 목표로 불순물 함량이 높은
50,000 MWd/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소결체의 이론밀도 95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식재가공공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을 이용해 탈피복 및 분말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DUPIC 핵연료 연구 핫셀

포함한 핫셀 시험자료를 확보했다.
DUPIC 핵연료 노내 성능평가를 위해 1999년부터 무계장 3회와 SPND 계장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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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온도 계장 등 총 6회에 걸쳐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조사기간에 따른 연소도

다. DUPIC핵연료의 양립성 및 경제성

는 1,770∼6,700 MWd/tU, 선출력 변화는 평균 31∼53 kW/m이었다. 각각 5 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중수로에 재활용하기 위한 DUPIC핵연료는 기존의 천연우라늄 핵연료에 비해 안전성 및

소결체를 장전한 3개의 연료봉을 용접·제조하고 각 연료봉별로 헬륨 누설검사 등

경제성 측면에서 손실이 없도록 설계했다. 먼저 핵연료 격자 노물리 특성, 원자로출력 분포, 반응도기구, 성능 및

을 수행해 품질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과 계장 리그

운전 여유도 등 DUPIC핵연료의 기존 중수로 내 양립성을 평가했다. 냉각재 및 감속재 온도계수는 천연우라늄에

를 설계·제작했으며, 소결체의 중심온도 측정을 위한 소결체 천공기술, 온도센서

비해 낮았고, 운전정지 반응도 및 순도계수는 천연우라늄 핵연료와 유사했다. 원자로 정지 30분 후의 제논 부하,

용접을 위한 미세용접기술, LVDT를 이용한 연료봉 내압 측정기술 등을 개발했다.

원자로 단기정지 후 재가동, 원자로 장기정지 후 재가동, 핵연료 교체능력 상실사고, 전 출력에서 60 % 출력으로

조사리그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외관감사를 위주로 수행했으며, DUPIC 핵연료의

의 출력 감발 경우를 평가한 결과 DUPIC 조정봉은 천이상태에 대한 반응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설계요건을 만

건전성평가를 위해 입자크기변화, 침적물의 크기 및 조성변화, 핵분열생성물의 농

족함을 확인했다.

도변화 등을 분석했으며, 이 결과를 DUPIC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개발한 코드

DUPIC핵연료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연간 400톤 규모의 DUIPC 제조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DUPIC핵연료 성능평가코드를 자체적으

예상되는 직접비용은 약 45억원, 평준화 비용은 5.1 $/kgHM로 추산됐다. DUPIC핵연료의 경우 처분장 건설 직

로 개발하고,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

접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평준화 비용은 약 389 $/kgHM이다. DUPIC 핵연료주기는 이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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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기의 경수로와 1기의 중수로가 연계될 때 그 효율이 가장 높다. 이 경우 비용은

나. 건식처리 원천기술 개발

각각 6.35 mills/kWh 및 6.42 mills/kWh로 DUPIC 핵연료주기가 약간 유리하게

2001년 7월에 발표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건식처리기술의 개발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정부의 체계적

나타났다.

지원은 독창적 건식처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일
본 등이 국가주도프로그램(GNEP, FaCTs)을 확대·개편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건식처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2.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기술 개발

증대되면서 이 기술은 미래원자력시스템과 연계한 핵연료주기기술로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연구소는 50여

가. 기초 연구

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선진국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연속식 운전개념을 도입한

건식처리 기술을 이용해 반감기가 긴 장수명핵종(플루토늄 및 MA)을 효율적으로

처리용량 및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개념 장치를 고안했으며,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및 고정화 등에 연구개

분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원

발 역량을 집중시켰다.

리는 장수명핵종을 미임계로 내에서 핵파쇄시키면 장수명핵종들이 단수명핵종들로

연구소는 2002년 리튬환원과정에서 환원물질로 이용하고 있는 리튬금속을 Li2O로 대체하고, Li2O의 전해반응에

전환돼 영구처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에서는 장

의해 생성된 리튬금속을 이용하는 신개념의 전해환원기술을 창안해 장치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술은

수명핵종의 분리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분리과정에서 Zr 및 란탄족 원소 등의 대체

장치 크기 및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금속전환율의 극대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연구소는 다공성 마그네시아를

물질을 써서 다단 환원추출장치를 개발했다. 특히 이 분야에 필요한 각종 금속 할로

이용한 일체형 음극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해환원장치의 국내·외 특허를 획득했다.

겐화합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건식처리기술의

2003년 연구소는 5 kgU 규모의 전해환원장치의 설계·제작을 완료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전해환원기술의 공학적

주요 단위기술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찾기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했다. 전해정련

구현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 단계에서 대용량 처리장치에 적용 가능한 핵연료물질 회수방법, 고효율의 음극시

분야의 경우, 30 g·U/batch 규모의 실험장치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전착 특성, 적

스템, 기타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공정규모 확대 연구에 필수적인 최적화 장치개념 및 핵심 설계자료를 확

정 초기 우라늄농도, 교반속도 등 여러 공정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

보했다.

했다.

2004년 개발한 최적 전해환원장치를 기반으로 20 kgU 규모의 탈피복 및 건식분말장치, 전해환원장치, 폐용융염

한편 장수명핵종의 핵변환과 관련 가속기구동미임계로 HYPER(Hybrid Power

및 잉곳 제조장치로 구성된 통합 실물모형 시스템을 설계·제작해 통합실물모형시스템의 종합성능을 평가했다.

Extraction Reactor)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확정했다. 원자로심 설계기술, 핵연료

특히 성능평가과정에서는 2006년 완성한 사용후핵연료 시험을 위한 차세대관리공정시스템(ACPF: Advanced

제조기술 및 Pb-Bi 냉각재에 대한 부식특성과 열수력특성 연구도 함께 수행했다.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의 기준요건 부합성과 원격운전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장치개

설계 분야에서는 시나리오분석을 진행했으며, 기반기술로서 Pb-Bi 냉각루프(loop)

념의 보완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 연구를 수행했다.

를 제작해 2005년부터 냉각재에 의한 부식 및 열수력의 동적특성을 조사했다. 또

또한 건식처리 핵심기술인 전해정련 분야에서는 100 gU 규모의 전해정련장치를 이용한 우라늄 전착특성 평가 및

한 Pb-Bi 냉각재와 관련해 MEGAPIE 국제공동연구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폐용융

전류효율향상 기술의 개발과 병행해 액체 및 고체 전극장치, 염증류장치 등 요소장치를 2003년 독자적으로 개발

염의 처리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사용후핵연

하고, 새빛연료과학동에 1 kgU 규모의 전해정련 실물모형시스템을 설치했다. 2005년 우라늄 전해정련 및 전착물

료에 함유된 고방열성 물질인 Cs과 Sr을 제올라이트로 회수하고, 이 salt-loaded

에서 우라늄 주괴를 제조하는 시험에 성공해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zeolite를 고온·고압 하에서 압분해 최종 처분이 가능한 고화체 형태로 제조하는

2007년에는 전극 표면에 전착된 우라늄을 용이하게 탈리시키고, 전극 면적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고체음극

연구를 수행했다. 가능한 한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폐용융염의 재생 및 재순환

소재를 철에서 흑연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크류 컨베이어를 사용해 전착물을 연속적으

기술개발도 병행했다.

로 인출할 수 있는 연속식 전해정련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전해정련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해 전해정련공정의 반응 필수물질인 우라늄염화물을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382

383

제5장 핵연료주기기술 연구개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 차세대 관리공정의 핵심장치 설계·제작을 수행해 2005년 사용후핵연료시험용 장치를 제작·설치하고 공운

20 kgHM 전해환원장치

전 시험을 통해 기계적 성능 및 원격운전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탈피복 및 건식분말화 장치, 전해
환원장치, 폐용융염 및 잉곳 제조장치, 원격취급장치, 핵물질 계량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비방사능 시험을 2년여에
걸쳐 수행했다.

다.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정을 전처리,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으로 세분화했다. 2010
년까지는 파이로 핵심공정기술 개발에 주력했으며, 실험실규모장치 개발과 시험을 통해 각 단위공정장치의 성능
을 향상시켰다. 전처리공정에서는 고온화학법에 의해 세슘과 테크네튬을 각각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석탄회 필터
와 칼슘 필터를 개발했다. 전해환원공정에서는 2008년부터 마그네시아 음극바스켓을 금속 음극바스켓으로 대체
하는 전해환원기술을 개발해 2009년에는 회당 20 kgU를 처리할 수 있는 전해환원공정장치까지 개발할 수 있었
다. 전해정련공정에서는 산출량을 증대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흑연음극의 자발 탈리 특성을 활용하여 회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반응기에 Cd층과 LiCl-KCl 공융염층

당 20kgU를 처리할 수 있는 전해정련장치를 개발했다. 전해제련공정에서는 액체 카드뮴 음극 전해와 희토류 산

을 형성해 Cd층에 염소가스를 공급해 CdCl2를 제조한 다음, 공융염층의 우라늄금

화의 2단계로 구성된 연구소 고유 개념의 잔류 악티늄족 회수기술을 개발해 폐용융염 중의 악티늄족 원소를 100

속과 반응시켜 UCl3를 제조함으로써 Cd를 재순환시켜 장치의 부식 및 폐기물 발생

ppm 이하로 낮춰 파이로 공정에서 고준위폐기물 방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렇게 20 kgU/회 처리

을 최소화했다. 또한 고온의 용융염 이송장치 및 펠릿 제조장치의 제작을 완료하고,

규모의 단위공정장치 시험으로 검증한 공정기술들을 바탕으로 2009년 ‘파이로 공정장치 제작발주용 설계 및 일관

우라늄염화물을 정량적으로 전해정련공정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공정 운영체계 구축설계’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에 발주하고, 50 kgU/회 처리규모의 일관공정장치를 설계·제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종합시험을 위한 핫셀시설을 확보하기

작해 공학규모 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에

위해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의 예비 핫셀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정 특

설치할 수 있었다.

성 및 용도에 맞게 α-γ 형의 핫셀로 개조했다. 이와 병행해 사용후핵연료시험을 위

PRIDE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기술적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PRIDE의 설계가 이루어졌고, 2009년부터 시작된 건설작업이 2012년 6월에 마무리돼 2012년 7월부터 운영에 들

고용량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어가 현재까지 연구소 파이로 연구개발의 중심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PRIDE 공학규모 장치는 제작 전에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디지털 목업(mock-up) 시험을 통해 아르곤 셀에서의 배치, 장치의 운전에 필요한 각 모듈에 대한
원격운전 조작기의 접근 가능성 및 각 모듈의 가상운전 시험 등을 수행했다. 디지털 목업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
격운전성이 향상된 목업시험용 장치를 제작하고, 원격 목업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했다. 디지털 목업시험과 목
업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설계 개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PRIDE 공학규모 장치제작을 완료했다. 2012년 5
월에 PRIDE 시설 장치반입 준비가 완료돼 각 공정장치들을 PRIDE 시설의 1층 공기 셀 및 2층 아르곤 셀에 반입
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장치 가동을 위한 각종 배관/배선 작업을 수행했다.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염
폐기물 공정의 고온 용융염을 취급하는 장치들은 2층 아르곤 셀에, 그 외 장치들은 1층 공기 셀에 설치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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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내부에 설치한 가로 40 m, 폭 4.8 m, 높이 6.4 m 크기의 아르곤 셀 내 불순

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초우라늄원소 물질의 분리·취급에 관계되는 4 가지의 기술품목을

물(산소 및 수분) 농도를 50 ppm 이하로 유지시켜 파이로 공정장치의 부식과 공정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한국은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회수와 관계되는 2 가지의 기술품목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물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있다.

파이로 경제성평가 분야에서는 핵주기시스템 분석 모델을 검증·평가하고, 파이로 정적·동적 물질흐름 모델을
개선했고, 이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정책에서의 핵주기시나리오 분석, 저장·처분 시점, 시설용량 분석 등을 수행

❶ 프라이드 시설 전경
❷ 아르곤셀 내부

했다. 2018년에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경제성 예비평가 및 핵연료주기 동적시나리오 분석을 수행 중이다.
파이로 전처리 분야에서는 PRIDE 탈피복, 산화, 환원, 소결, 배기체 포집에 대한 공정장치 및 운전방법에 대한 개
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에 따른 운전성 향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2018년에는 kg 규모 배기체 포집시스템의 공
❶

386

❷

학적 설계를 통한 준휘발성 배기체 고도 포집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이로 전해환원 분야에서는 고가의 기존 백
금양극을 대체하기 위해 흑연 양극의 거동을 조사하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PRIDE 전해환원 장치에 흑연 양극

2011년 7월부터 파이로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효성, 핵비확산 수용성을 한국

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작·구축했다. 2018년에는 PRIDE 흑연 양극 전해환원장치의 공학규모 예비시험을

과 미국이 함께 검증하기 위한 10년간의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oint Fuel

수행하고 있다. 파이로 전해회수 분야에서는 PRIDE에서 모의핵연료를 이용해 공학규모로 파이로 일관공정을 추

Cycle Studies: JFCS)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추진으로 공

가적으로 시험해 공학규모 전해회수 공정에 대한 재현성을 검증했고, 원격 운전성 및 대용량 전해회수 기술 개발

학규모(10 톤/년) 파이로시설을 2016년까지 국내에 건설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2018년에는 흑연음극보다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텅스텐 음극을 적용한 PRIDE 전해

이를 반영해 2011년 11월의 제1차 원자력진흥위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정련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파이로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유리고화장치를 구축하고, 세슘과 스트론

추진계획」을 수정했다. 2013년에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튬에 적용할 수 있는 유리조성으로 직경 30 cm(무게 40 kg) 기준의 유리고화체 제조시험을 통해 용융 온도의 제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해 수행한 소규모 실험을 통

어, 고화체 냉각 시 내부온도 확인 등의 운전자료 및 제조특성자료를 도출했다. 2018년에는 장반감기 핵종 고화체

해 실험실규모에서의 파이로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에

의 기초성능평가를 수행 중이다. 파이로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시설규모, 공정장치 수, 측정불확실도 등의 다양한

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로 혼합산화물(Mixed Oxide Fuel: MOX) 사용후핵

요소들에 따른 핵물질계량 성능평가 및 민감도분석이 가능한 파이로 준실시간 계량관리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

연료를 사용해 파이로 전체공정(전처리, 전해환원,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에 대한

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혼합장치를 이용한 2단 균질화 방안에 대해 혼합 특성에 기반을 둔 플루토늄 계량 불확실

공학규모 운전을 수행하고, 조사시험을 위한 금속핵연료 제조용 원료물질인 우라늄

도를 모델링하고 평가해 1 % 이하 균질도 달성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2018년에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핵

과 초우라늄 원소들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에는 회수한 초우라

비확산 수용성 핵심 파라미터에 대한 기초평가를 수행 중이다.

늄 원소를 사용한 연료봉을 제조해 원자로에서의 조사시험에 착수했다. 이는 파이

2015년 11월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한·미 후행핵연료주기 분야 협력이 강화돼 사용후

로 처리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한 물질로 연료봉을 제조해 조사시험을 수

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 전처리와 전해환원 시험에 대한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했고, 2020년에 종료되는 한·미

행하는 세계 최초의 성과이다. 2020년까지의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미래 파이로 전체 공정시설의 국내 건설

초우라늄원소 회수율을 높이고, 제조한 핵연료의 건전성과 성능을 조사 및 조사후

에 대해 합의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2016년 7월의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보고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 또

및 실증 추진 전략」에서는 한·미 간의 파이로 타당성 공동결정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국내 파이로 실증시설 구축

는 지식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공동소유가 된다. 한·미 양국 정부 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가 2018년도 파이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정하면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협의를 통해 파이로 기술개발 관련 공유해야 할 기술에 대해 원자력기술이전 절차

거쳐 사업의 지속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원자력 중립성향의 전문

를 마련했고, 양국 정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전될 기술의 내용, 요건, 절차 등

가 7인으로 구성한 사업재검토위원회가 파이로 연구개발은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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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18년 3월에 제출했다. 이에

GWd/tU이고, 최대 농축도가 5.0 wt%인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시설허가변

호응하여 현재 국내의 파이로 관련 연구는 시설 관련 투자를 전면 유보하고, 2020

경을 신청해 2010년 이에 대한 KINS의 허가를 받았다. 화학분석건물을 포함한 조사후시험시설건물의 크기는 길

년에 종료되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이 118 m, 폭 53 m의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핵연료집합체를 인수·저장·시험하는 풀 3개와 연료봉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은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에 재

시편을 시험하는 핫셀 6개(콘크리트 핫셀 2개, 납셀 2개)로 구성했다.

설정할 예정이다.

SGN사의 기본설계와 대림엔지니어링(주)의 상세설계에 따라 1981년 2월에 건설에 착공해 1985년 12월 21일 준공
식을 마치고, 시험운전 및 사용전검사를 거친 후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제4절
조사후시험기술
연구

1. 조사후시험시설 건설

2. 조사재시험시설 건설

조사후시험시설(현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은 원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93년 12월 27일 국내 자력으로 설계·건설한 조사재시험시설은 하나로핵연료, 각종

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한 핵연료의 건전성 및 조

조사캡슐,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편,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중수로 압력관 등의 조사후시험과 DUPIC 핵연료 개

사특성 시험·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손상원인

발, 사용후연료 저장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침출시험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개량연료/신연료

1989년 지반 굴착공사를 시작해 1993년에 준공하고

실증시험을 통한 DB 구축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핫셀 시설이다.

1994년부터 정상운전에 들어간 이 시설은 단면적이

연구소와 프랑스 SGN사의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프랑스 SGN사에 의뢰한 조사후시

28.0×51.0 m2이고, 지상 3층, 지하 1층의 구조물로

험시설의 예비 개념설계가 1976년 완료됐다. 당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연건평은 4,026 m2이다. 시설의 주요 설비인 핫셀은

도 약 240억원에 상당하는 내 외자를 가압경수로형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시설 건설

건설 당시에는 길이가 약 60 m에 작업단위가 26개였

에 투자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77년 6월 30일 프랑스 SGN 사와 기술설계용

으나, 2005년 지하에 핫셀을 증설해 작업단위 31개,

역을 체결하고, SGN 사의 기본·상세설계에 이어 국내 부분의 상세설계는 국내 설

길이가 약 70 m인 대규모의 시설이 됐다.

계업체인 대림엔지니어링(주)에 의해 수행 완료했다.

시설 내의 핫셀은 핵연료시험용 핫셀, 재료시험용 핫
조사재시험시설 완공(1993.12.27)

조사후시험시설은 가압경수로 핵연료의 시험과 원자력재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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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및 일괄공정시험용 핫셀, 그리고 지하의 선진핵주

위해 건설했다. 이를 위해 가압경수로에서 조사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외관

기공정시험용 핫셀 등 총 4개의 핫셀 라인으로 구성됐으며, 지상 1층에는 ‘ㄷ’자 형으로 핫셀을 배치했다. 수조를

검사, 치수측정과 개략적인 연소도 분포를 측정하도록 했으며, 조사한 핵연료봉에

포함해 내진 범주 1급 구조물로서 안정정지지진(SSE)에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 37 PBq의 취급허용 방사선

대한 외관검사, X-선 검사, 밀도측정, 연소도 측정, 핵분열기체 포집 및 분석, 핵연

원이 핫셀 내에 있을 때 핫셀 전면 및 후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0 μ Sv/h 이하가 되도록 설계했다. 핫셀 뒷면의

료와 피복관의 상호작용, 핵물질의 미세조직 변화 괌찰,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측정

서비스 구역에 깊이 10 m의 수조를 설치해 조사재를 핫셀에 반입·반출하기 위한 각종 설비를 설치했다. 벽체는

등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최대 연소도는 35 GWd/tU, 최소 냉각시

수조 내에서 최대 37 PBq의 방사성물질을 취급·시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핫셀은 최대 120 ㎝ 두께의 중 콘크리

간은 6개월, 초기 최대 농축도는 3.2 wt%로 했다. 이후 건설허가 단계에서 농축도

트 구조로 돼 있다.

를 당시 가압경수로 핵연료 농축도를 감안해 차폐설계의 경우 3.25 wt%, 핵임계설

한편 핫셀은 7개의 콘크리트 핫셀과 납 벽체 구조를 갖는 1개의 납 핫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재의 핫셀 내에 반

계의 경우 3.5 wt% 로 변경했고, 또 2000년대 들어 국내 모든 가압경수로가 장주

입·반출장비, 핵연료집합체를 비롯한 조사캡슐의 해체장치, 조사시편 제작장치 그리고 각종 비파괴시험 및 파괴

기 고연소도 핵연료를 채택하면서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최대 연소도가 60

시험 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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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후시험기술 연구

고리 1, 2호기에서 연소한 사용후핵연료의 성능검증 및 손상원인 규명을 위한 수중 연료집합체 해체·취급 기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을 가동하면서부터 상용원전에서 완전 연소 또는 손상된 핵연

술개발 및 수중 성능시험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운전 중 손상연료 원인규명을 통해 손상재발 방지에 필요한

료에 대한 성능과 건전성, 결함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 관련기술과 조사

종합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리 1, 2호기, 울진 2호기, 영광 1, 4호기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핫셀시험

후연료시험에 필요한 시험장치들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1993년에 조사재시험시설

을 수행했다. 그리고 운전 중 핵연료의 연소성능 및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광 2, 4호기 및 고리 3호기 연

을 완공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압력용기 감시시편, 압력관 재료, 증기발생기 전열관

소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자료를 생산했다. 또한 한울 3호기, 고리 2, 3호기의 국내 개발 개량연료 3종

등과 같은 노심재료와, 하나로에서 조사한 신형 핵연료 및 원자력 신재료의 기계적

에 대한 노내 연소성능 및 건전성 검증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조사 지지격자 동적좌굴시

특성시험기술을 개발했다.

험기술의 핫셀 적용과 수중 조사 골격체 해체·절단기술을 확립했다. 최근에는 한울 2호기 핵연료를 활용해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조건 하에서의 시험자료 DB 지원 그리고 해석코드 검증용 시험자료 생산 및

가. 조사후핵연료 시험평가기술 및 장치 개발

평가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개량 연료용 HANA 피복관 상용화 DB 구축용 노내 성능검증 자료 생산 및 평가기

조사후연료시험기술의 연구개발을 본격화한 것은 1985년 7월∼1988년 6월말의 1단

술 확보를 위해 한빛 1호기의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계 연구과제(가압경수로 핵연료 조사후연료시험 연구) 및 1990년 초∼1992년 6월
말의 2단계 연구과제(조사후핵연료 시험평가기술개발)를 통해서였다.

(2) 사용후핵연료 시험기술 및 장치 개발

2000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소특성 수중 측정기술, 핵연료 표면형상 정

(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중시험

밀 시험기술, 조사후핵연료 봉내압 및 핵분열기체량 측정기술 등을 개발했으며, 조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원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시험장비는 수중카메라, 구동모터, 조명장

사 피복관 및 사용후핵연료 구조부품 등에 대한 조사후시험 관련 시험장치를 설

치, 엔코더, 카메라 컨트롤러 및 모니터로 구성된다. 20,000 Sv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 내방사선 수중카메

계·제작·운영하여 왔다. 현재는 조사후시험자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

라가 캐리지에 고정돼 이동하면서 집합체 형상을 촬영한다. 제어시스템 및 수동 조절을 통해 카메라의 상

존의 시험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하좌우 위치 조절이 가능하며, 수동 폴과 회전판을 이용해 집합체를 360˚ 회전시킨다.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의 높이 및 휨, 비틀림을 측정하고, 핵연료집합체의 조사에 의한 외형 변형을 평가할 수 있다.

(1) 조사후핵연료 성능시험평가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발전소내 이송

(나) 사용후핵연료봉 비파괴시험
사용후핵연료봉의 비파괴시험을 위해 연료봉 장착용 비파괴시험벤치, 연료봉 표면을 검사하는 외관검사장
비, 연료봉의 연소상태 확인을 위한 감마스캐닝, 연소에 따른 연료봉의 치수변화를 측정하는 제원측정장
치, 피복관 결함 및 산화막두께 측정을 위한 와전류시험장치를 개발했다.

(다) 사용후핵연료봉 내압 및 핵분열 기체량 측정장치 제작
사용후핵연료봉의 공간체적과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내압을 측정하는 시험장비는 유압식 천공장치, 진
공시스템, 천공용기, 핵분열기체포집 표준용기, 계측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핵분
열기체량 측정과 함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핵연료봉의 내압 및 공간체적
측정,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기체 방출량과 방출된 핵분열기체의 성분분석 자료를 생산·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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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폐형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설치

하나로에서 조사된 일체형원자로용 HITE 금속핵연료, 연구로용 KOMO 핵연료, 고연소도 UO2 핵연료, SFR용

시설 내 납셀에 고방사능 시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하는 장비인 차폐형 광학현

금속연료, VHTR용 입자연료 등 차세대 핵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R&D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을 수행했으며, 이와

미경을 설치했다. 시험장비는 시료가 위치하는 본체와 광원부, 조작부로 구

관련된 각종 시험장비 및 핫셀 시험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위한 경수로 감시캡

성됐으며, 본체는 핫셀 내부에, 조작부 및 광원부는 시험자의 피폭을 최소화

슐시험과 중수로 압력관 감시시험뿐만 아니라 상용 원전 구조부품의 결함규명 및 거동 분석시험 등을 수행했다.

하기 위해 핫셀 외부에 설치했다. 시편 장착 및 탈착을 원격으로 수행하며,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 재료 및 조사핵연료 시험수요에 맞춰 다양한 장비 및 시험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비커스를 함께 설치해 관찰 부위의 국부 미세경도 측정이 가능하

구축한 장비를 활용해 양질의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 원자력기술 자립과 기술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다. 이 장비를 활용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에 형성된 수소화물 형상 및 분포
분석, 고연소도에 따른 조직 분석, 핵연료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및 기공도

(1) 하나로 조사 핵연료 성능 시험평가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력로 또는 일체형 소형 원자로 개발에 따른 HITE 금속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2001년부터 2008년까
지 3차에 걸쳐 수행했으며, 비파괴 및 파괴 그리고 소둔시험까지 수행해 많은 시험결과를 생산했다. 연구로용

(마) 조사 피복관 및 골격체 부품 특성시험장치

수출핵연료(KOMO) 조사후 시험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에 걸쳐 수행했으며, 조사성능평가를 위

사용후핵연료 골격체 부품 및 피복관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해 감마스캐닝, 광학시험, EPMA 측정, 밀도 측정 등을 수행했다. 다양한 시험을 통해 확보된 노내성능 자료

다양한 시험장치를 개발했다. 사용후핵연료 구조부품 및 피복관의 미소영역

를 토대로 연구로용 수출핵연료를 단계적으로 개량했으며, 그 성능을 검증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폐기물

에 대한 물성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미소 계장화 압입시험장치를 개발했

처분 전 부피감용을 위한 소듐냉각로(SFR) 개발에 따라 U-Zr 금속핵연료 조사성능 검증을 위해 2012년부터

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중, 핵분열기체 유출에 의한 내압이 피복관에 가

2013년에 조사후시험을 수행했다.

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온 크리프 환경을 모사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4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VHTR)에 사용되는 피복입자연료(TRISO) 및 구조체로 사용되는 그래파이트

중 피복관의 내압 크리프 손상기준 확립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사용

(graphite)에 대한 노내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후시험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핵연료 건식저장 시 수소화물이 재배열되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시험장치

에서 사용될 판형핵연료의 안전성 검증 및 인허가 자료 생산을 위해 축소 및 실제 크기의 판형 핵연료를 제작

로 피복관 수소화물 재배열시험장치를 개발했다. 이 시험장비는 하중을 가하

해 하나로와 미국 ATR에서 각각 조사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용 개발핵연료는 총 3차에 걸쳐 성능검증시험

는 기계시험장치와 가열로로 구성된다. 지지격자는 원자로 사고로 인한 외부

을 수행할 예정이며, 1차 시험은 축소 판형핵연료(HAMP-1) 8장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2014년에 시작해 3년

충격 하에서 제어봉 삽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좌굴 저항성을 갖춰야 하므

간 수행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Mo-99 생산을 위한 fission moly target 핵연료를 개발함에 따라 Mo-99

로, 지지격자의 충격시험 자료는 핵연료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건

생산실증 및 핵연료 안전성 검증을 위해 조사시험을 수행했다. Mo-99 생산실증시험을 위해 DU 핵연료를 이

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용한 용해·추출 시험을 2018년에 수행했으며, 안전성 검증자료 생산을 위한 LEU target 핵연료의 조사후시
험 또한 수행했다. 안전성 검증 자료는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인허가 자료 및 해외 수출 시 활용할 예정이다.

나. 조사재 시험평가기술 및 장치 개발

392

조사재시험시설의 가동 초기인 1994년부터 1995년에는 핫셀 내에 설치한 각종 시

(2) 하나로 조사재료 성능 시험평가

험기기에 대한 시운전 및 운전절차를 확립했으며, 1996년 이후 하나로에서 조사한

조사재시험시설에서는 원자로 구조재료 개발을 위해 하나로에서 조사된 다양한 재료들의 조사특성 평가를

각종 개발 대상 핵연료 및 원자로재료와 상용 발전소에서 인출한 노심 구조 부품의

수행 중에 있다. 2000년부터 원자력 중장기사업에서 요구하는 조사후시험이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시험으

핫셀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로 I-NERI용 고온강도강(08M-09K 캡슐) 시험, 차세대 고강도, 고인성 압력용기강(08M-02K 캡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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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전열관 조사성능 검증시험, 초고온로용 후판재 9Cr-1Mo강(10M-15K

터 수행했으며, 기술협력을 위해 캐나다 Kinectrics사와 MOA를 체결해 조사 압력관 기계시험기술 개발과 시

캡슐) 핫셀 시험, 차세대 고강도 압력용기강(11M-25K 캡슐) 조사성능 평가

험절차를 확립했다. 월성 2호기에서 인출된 2개의 압력관에 대해 조사후시험을 수행했다. 본 시험을 통해 국

시험, 수출연구로용 노심 주요재료(11M-20K) 조사성능 평가시험 등이 있다.

내 최초로 중수로 압력관 감시시험 기술을 자립했으며, 중수로 안전운전 및 인허가 연장을 위한 자료 생산에

2009년에 수행된 I-NERI용 고온강도강 재료 조사후시험은 VHTR 압력용기

기여했다.

재료로 관심 받고 있는 고온강도강의 중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
로서 충격시험, 인장시험, 1/2 PCVN 등의 시험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

(4) 핫셀시험을 위한 장비 개발

된 재료의 중성자 조사특성 및 기계적 물성 자료를 확보했다. SMART 전열관

조사재시험시설에서는 조사 재료 및 핵연료의 시험수요에 맞춰 다양한 장비와 시험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재료의 조사후시험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 수행했다. 인장시험, 파괴

이 장비를 활용해 양질의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자립과 기술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인성시험, 경도시험을 통해 기계적 건전성 평가 및 안전해석을 위한 설계 자료

2010년에는 조사 핵연료 골격체 및 부품의 조사 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셀 크기, 셀 피치 및 폭, 높이 등

를 확보했으며 SMART 원자로의 설계검증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실증자료로

의 제원을 이미지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지지격자, 상단 고정체, 안내관 등 다양한 상용 원전 구

활용했다.

조부품 재료의 제원을 측정했다. 2010년부터 2012년에는 조사 핵연료 및 구조재료 등 고방사성물질의 미세
표면 관찰 및 화학조성 분석을 위하여 방사선 차폐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Shielded Electron Probe Micro

(3) 원전 안전성 확보 및 구조부품 시험지원

Analyzer)를 개발해 조사재시험시설 Hotlab에 설치했다. SFR 금속핵연료, VHTR 입자핵연료, 하이브리드

조사재시험시설에서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경수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및 수명

핵연료 등 다양한 R&D 핵연료 분석시험에 활용됐으며, crud 및 상용 원자로 결함 부품 분석에도 활용돼 다양

을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감시시험을 수행했다. 시험수행을 위해 기술개발

한 분석요구에 맞춰 분석결과를 제공했다.

및 절차를 확립했으며,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계획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중
성자 조사에 따른 조사 취화를 평가해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로 안전운전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계적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경수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에 대한 조사후시험은 매년 2∼3회 지속적으로 수행
하며, 시험자료를 통해 국내 경수로의 운전 인허가 및 안전운전에 기여하고 있
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상용 발전소 핵연료봉의 crud 분석시험을 EPRINETEC-KAERI가 공동으로 수행해 운전환경의 최적화를 평가했다. 이와 같은

구조부품 제원측정장비

차폐형 전자탐침미세분석기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는 AOA가 발생한 상용원전의 crud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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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AOA 원인 규명 및 안전운전절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했다.

2012년부터 2013년에는 핵연료봉 내의 초기 충전가스 양 및 핵분열기체 유출량 측정과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에는 상용 핵연료집합체 구조부품 및 피복관에 대한 제원측정, 정적좌굴

레이저천공장치 및 기체분석장비를 개발했다. 고진공 분위기에서 기체분석장비(QMS)를 사용해 미량의 핵분

시험, 압축시험, 인장시험 등 다양한 기계적 시험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

열기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 자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신규 개발된 핵연료집합체 구조

2014년부터 2016년에는 핵연료 또는 구조재료의 내부 결함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X-ray CT

부품에 대한 노내 건전성 평가 또는 설계 개선 및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를 활용해 핵연료 내부 형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시편 수급이 어려운 조사

중수로 압력관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월성 2호기 압력관 감시시험을 2017년부

후시험의 경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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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사능 측정이 가능한 저준위방사능계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 운영 초기에는 기존의 조사후연료시험시

❶ 핫셀용 삼차원 레이저 시편가공기
❷ X-ray CT 장비

설 내 화학분석시설과 연계해 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및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개발에 필
요한 화학분석법 개발 및 분석지원, 기초화학 연구수행 등에 기여했다. 1990년대 말 이후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❶

❷

화학특성, 안전조치 관련 화학분석기술 및 화학특성시험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 및 분석지원 업무수행에 활
용했으며, 1996년에는 방사성물질 화학시험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
관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 2001년 이후부터는 핵연료 화학측정 기술 개발, 고온·고압에서의 화학특성 연구,

제5절
원자력화학 연구

1. 방사성물질 화학시설 구축

악티니드 거동 규명 등 방사화학 기반 연구 수행과 핵반응을 이용한 핵사찰 관련 기술 개발에 활용함과 동시에 방

가. PIEF 내 방사화학 시험시설 운영

사성물질 화학시험 등 관련 기관고유사업 수행, 시험분석법 개발 및 정밀 화학분석 지원에 활용했다. 현재 이 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연구용원자로

설에는 지난 20년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차세대 방사화학시스템 구축을

에서 조사시험을 거친 핵연료 등 조사핵연료의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성능과 건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시설인 조사
후시험시설이 프랑스 SGN사의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주)대림엔지니

다. 중·저준위 핵종분석 시설 건설

어링의 상세설계를 거쳐 1982년에 착공해 1985년 12월에 준공됐다. 이 시설 중 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의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성구역에는 화학분석용 납 차폐 Cell line 등으로 구성된 핫셀과 시료의 처리 및

인도 규정’에 근거해 방사성폐기물의 이력 및 드럼 내 총 방사능량 및 핵종 농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화학분리 조작을 위한 Glove box Line 등이 설치됐다. 설치 후 약 1년간의 시험 및

이러한 원자력관련 규제 강화로 유관기관이 의뢰하는 시험분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영구처분

시운전 기간을 거쳐 방사성물질을 다룰 수 있는 화학분석실이 구비됐다. 이에 따라

이나 원전해체와 관련된 방사화학분석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방사화학실험실은 화학분석 결

비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축적한 화학분석기술을 실제로 방사성

과의 정확성을 위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및 극저준위 실험실을 구별해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질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화학분석실험실에서는 핵연료 시편

그러나 국내 방사화학실험실은 시설 및 공간 부족으로 방사능 준위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확보된 공간 범위 내에

을 용해·분리·정제 등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연소도 측정에 필요한 핵분열생성

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중·저준위 분석시료의 분석지원 및 분석법 개발을 위한 전용시설을 확보하기

물 지표원소(burn-up monitor), 핵분열성 물질, 핵분열성 모핵종 및 무거운 핵종

위해 2016년 시설 설계를 시작해 2018년 말 완공예정인 방사화학분석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동위원소 등을 측정하게 됐다. 또 포집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 조사된 피복재 내
기체(산소, 수소, 탄소) 분석을 통해 조사된 시료 및 피복재의 성능평가 자료로 사용

2. 원자력 관련 화학분석

할 필수 기초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 방사성물질 화학분석
1959년 방사화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핵물질 화학분석, 미량 불순물 분석 및 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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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특성 시험시설 건설 및 운영

보장조치에 필요한 화학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속적인 분석법 개발을 통해 핵연료 피복관 내의 수소 분석,

원자력 재료 및 화학특성 분석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해 1989년 12월 31일 개념설

핵분열생성기체 분석 등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방사성물질 화학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전

계 후 3년 만에 완공한 지상 4층의 화학특성시험시설은 대지면적 750 m2, 건물면적

연료의 생산공정 품질관리를 위한 우라늄 농축도, 미량 불순물 성분원소, 원전 저장 방사성폐기물, 고연소 핵연료

이 3,307 m2의 규모로 일반 화학실험실뿐만 아니라, 고체화학 및 표면분석 연구실,

나 손상된 핵연료의 연소도, 핵연료봉 내 핵분열 생성기체, 조사 핵연료 피복관 내 수소 함량 분석과 증기발생기

고온·극한환경 전기화학 연구실, 첨단 레이저분광 연구실, 준청정실험실, 환경준

슬러지, 이온 교환수지, 중수로 압력관, 냉각수 등 원전 계통시료의 화학특성 및 성분원소 분석 등 다양한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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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전체 방사성핵종의 95 % 이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그리고 알파선 방출 핵종에 대해서는 농도를 제시하

나. 방사성물질 화학분석 품질관리(KOLAS)

고, 이중 일부 핵종에 대해서는 처분농도 제한치를 두고 있다.

방사성물질 화학분석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분석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
보하는 데 중요하다. 방사성물질 화학분석 분야는 1996년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확

3. 핵연료주기 방사화학 기반연구

보된 KOLAS 인정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항목을 추가해 2018년까지 연구소 내

국내 악티니드 화학연구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2018년 현재

최대 58개 시험항목을 인증 받아 국제공인시험을 수행했다. 분석 품질관리는 KS

까지도 핵물질로 분류되는 원소를 포함하는 악티니드 화합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만 취급이 가능할 정도로 국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내 기술 요

내 악티니드 연구는 수행에 제한요소가 많다. 초기 연구는 원자력 각 분야에 필요한 방사화학 수요를 제공하는 데

구사항에 따라 수행했으며, 시험 실무자의 자격 및 교육, 시설과 환경조건의 만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주로 아래 세 분야로 대표되는 악티니드 화학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현재 그동안

분석의 소급성 유지, 결과보고 등을 엄정하게 준수해오고 있다. 공인시험체계 운영

축적된 연구 기반 및 역량을 토대로 일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확보했고, 지원 성격의 연구에서 벗어나 국내

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내부 심사를 수검 받는 한편,

에서 첨단 악티니드 연구가 가능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OLAS로부터 평가 받아 4년마다 인정을 갱신해왔다. 최근에는 2015년에 인정갱
신에 성공했으며, 2017년에는 인정 후 사후관리 평가를 수검 받아 공인시험체계가

가. 용융염 내 악티니드 연구

KOLAS의 요구사항을 만족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바 있다.

파이로공정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악티니드 원소를 전기화학적으로 회수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부피와 독

원자력화학연구 분야에서는 KOLAS 시험항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화학분석에

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완성과 실증을 위해 고온 용융염 내 악티니드의 화학거동을 이해

KOLAS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적용하여 그 분석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온의 부식성이 큰 용융염 매질에서 이온들의 전기화학적 거동, 화학반응 등을

고 있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공정 모니터링에 필요한 용융염 물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용융염 내 원소들의 화학적 거동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분석

다. 중·저준위폐기물 핵종분석 사업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세계 수준의 전기화학/분광학 동시 측정 기술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고온 회전디스크

IAEA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후세대에

전극 측정기술 등을 확보했다. 이를 이용해 우라늄과 란타나이드를 포함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힘든 초우란족 이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 건강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도록 권

온의 분광학, 전기화학, 열역학, 화학반응속도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고온 용융염 물성측정시스

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원

템을 고안해 순수 용융염부터 다성분 용융염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재현성 높은 전기전도도, 밀도, 점도 등의 물성

자력 이용의 수혜 당사자인 현세대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필요가 있

자료도 확보했다. 구축된 화학 및 물성 DB는 용융염 내 이온의 화학거동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책임 하에 관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하고 있다. 또한 파이로공정의 단위공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화학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 나오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소요비용의 발생자 부담, 그리고 국민의 신뢰 하의 추

는 공정시료의 화학분석과 결과해석을 통해 국내 파이로공정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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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의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나. 지화학 환경 악티니드 화학 연구

2017-6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 규정’에 근거해 방사성폐기물의 이력 및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수용액상 악티니드 화학연구’와 ‘악티니드 화학종 규명 연구’라는 명칭으로 수행됐다.

드럼 내 총 방사능량 및 핵종 농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드럼 내에 포함

초기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용핵연료 재활용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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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처분기술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지하수 환경의 악티니드 화학거동 규명과 관련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후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에 걸친 핵반응생성물의 반경방향 분포, 핵분열

화학자료 및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생성물의 분포 및 미세영역 구조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부연소도 계산, 중성자 거동과 핵반응 예측, 휘

제한된 연구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플루토늄(Pu), 우라늄(U), 아메리

발성 핵종의 이동 거동 등 연소거동 특성 자료를 생산했다.

슘(Am), 넵티늄(Np) 등 다양한 악티니드 원소들의 화학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기

2008년부터 2012년에 방사선차폐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잔류 핵분

반을 확보했다. 첨단 레이저 분광법을 활용한 다수의 화학종 규명시스템이 대표적

열생성기체 측정기술 확립 및 정량자료를 생산했고, 조사핵연료·피복관 화학결합 규명을 위해 조사핵연료·피복

인 예이다. 고감도 분광학기술을 기반으로 악티니드 화학종의 용해도, 유·무기 리

관 경계면에서의 반경방향 결정구조 변화를 연구했으며, 조사핵연료 내 Np, Pu, Am, Cm 동위원소 정량자료 생

간드와 착물 형성반응, 광물 및 콜로이드 계면 흡착반응 등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산 및 코드 확인을 통해 악타니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했다.

연구 성과도 달성했다. 현재 독일 칼쓰루에 공과대학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소

2012년부터 2017년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측정자료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측정자료 기반의 사용후핵연

(KIT/INE)와 국내 KAIST, 고려대학교 등과 악티니드 화학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료의 핵종별, 동위원소분포 DB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또한, 차세대 핵연료 건전성평가를 위해 조사시

국내외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화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분자

편에 대한 연소도 측정을 위한 전처리 및 화학분리절차를 개발했고, U-10Zr 금속핵연료와 U-7Mo 분산핵연료의

분광기술을 적용해 미세화학구조 규명 기술을 선진화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악티니

연소도 및 동위원소 조성자료를 생산했으며, 이들에 대한 미세 구조특성을 방사선차폐 micro-XRD 활용해 확인

드 화학자료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했다. 2017년부터는 조사핵연료 국부핵종분포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존 노후장비를 대체한 고감도 LA-ICP-MS
를 도입해 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속핵연료에 대한 고온화학거동 및 상변화 해석, 핵연료 내 고용성분의 영향

다. 조사핵연료 악티니드 화학연구

평가를 통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자료 DB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996년부터 2001년에는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 과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용후핵연료 성분원소분석을 위한 방사성물질의
차폐 LA-ICP-MS 시스템

화학분석기술, 열이온화질량
분석기와 Nd-148을 분리·정
량하는 방법을 활용한 사용후

제6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1. 운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연구소 내에 설치한 핵연료주기 연구시설은 대부분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주요 연구시설의 예를 보면, 조사재시험시설, 핵연료 연구시설, 핵

핵연료의 연소도 측정법, 사중

연료주기 연구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방사화학 연구시설 등은 모두 방사

극자 질량분석기와 기체 크로

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시설이다. 따라서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핵분열

폐기물은 대부분 운영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에

생성물에 대한 기체함량 분석

따라 안전하게 관리(처리·임시저장·영구처분)돼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기관의 하나인 한국원자력환

및 동위원소 비율 측정기술 등

경공단에 의뢰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영구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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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6년에 고방

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성물질 취급이 가능한 방사

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RWTF)

선차폐 Laser ablation(LA)-

이 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작업은 운영폐기물의 체적을 줄이는 감용 처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밀봉·포장이다. 감

ICP-MS와 방사선차폐

용 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히 분류하고 감용한 후, 재포장 및 처분조건 완비 등 일련의 작업을 거친 후 저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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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임시저장 된다. 지금까지 감용 처리한 실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약 12,000 드럼(200 L 드럼)의 운영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약 9,000 드럼의 폐기물을

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인도

저장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서 한국원자력환

이 시설은 연면적 5,940 m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연 처리용량 1,500 m2의

경공단으로 이송해 영구처분해야 한다. 2014년 12월 공단의 중·저준위방폐장 1단계 사업이 승인되고 본격적으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총 저장용량 16,018 드럼의 고체 방사성폐기물 저장

로 운영됨에 따라 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공단으로 인도·처분됐다. 2015년도에 공

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단으로 인도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모두 800 드럼(200 리터 드럼)으로 서울 연구로 해체부지에서 보관 중
이던 516드럼과 대전 본원에서 보관 중이던 284드럼을 인도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00 드럼(대전 800 드럼),

나. 자연증발시설

2017년도에 1,000 드럼 (대전 1,000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경주에 위치한 영구처분장으로 인도했다.

시간당 1톤의 중·저준위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증발 농축시설을 설치하
고, 1991년 운영을 개시했다.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방사성액체폐기물 4,378 m3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건전성 확보

을 증발농축 처리했으며, 이 분량은 극저준위 방사성액체폐기물 6,248 m3을 자연증

연구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특성은 다양한 형태 및 핵종을 함유한 방사성폐기물이 여러 시설에서

발 처리한 것으로 환산된다.

소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상의 인도규정 및 영구처분장의 인수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방사성폐기
물을 처리·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연구로 해체폐기물의 경우 발생장소 및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종류별로 폐기물 드럼의 처분건전성을 평가했다. 또 운영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설,
작업, 시기 및, 종류 등을 고려해 처분건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품질관리부서의 확인을 통해 폐기물처리절차 등을
확인했으며 화학분석부서의 분석절차도 확인했다. 확보된 처분건전성은 자체검사를 통하여 확인했으며, 한국원자
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발생지 예비검사를 거쳐 검증했다.

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시스템 확립
❶
❶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❷

과거에는 몇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연구 목적으로 연구소에 반입 또는 반출한 사례가 있었으나, 영구처분장으로

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운반하는 것처럼 연간 수백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한 사례가 없었다. 2015년에 계획된 중·저준위 방사성폐

방사성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총 함유 방사능 및 고화매질에 따라 고화체의 특

기물의 육상운반을 위해 연구소에서는 운반과정의 안전성 확보 및 운반경로상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성, 즉 균질성, 기계적 및 열적 특성과 침출특성 등을 시험평가하기 위한 기반연구

있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시설로 1991년 완공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이 시설의 구조물은 방사선 차폐 구조

폐기물의 운반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반경로에 대한 사전확인 및 운반용역사와 사전 모의 훈련 실시 등을 수행했으

물과 일반 구조물로 나눠 차폐를 요구하는 시설(핫셀)에는 비중 3.5, 압축강도 380

며, 그 외에도 ①법에 규정한 운반용기를 이용, ②운반물의 차량 내 고박(팔레트 고정 폐기물의 차량 내 고박), ③

kg/㎠ 의 중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에는 폐

운반경로에 대한 운반과정의 방사선영향평가, ④운반과정의 비상시에 대한 대비체계 구축(호송차량 동행, 경찰청

기물 저장 탱크실, 펌프실, 기계실, 필터실, 1층에는 핫셀, 원격 조종실, 전기실, 비

협조체계 구축, 비상대응 물품 확보, 예비차량 운행, 차량정비 물품 구비), ⑤운반 시 비상대응 훈련 실시, ⑥차량

방사능 실험실, 2층에는 시약 준비실, 작업준비실, 실험실, 최상층에는 원격장치 보

통행이 적은 시간 대의 운반, ⑦차량 이동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⑧유관기관에 대한 운반 과정 통보 등을 수행

수실과 air duct 기능의 통로(gallery)가 있다.

했다.

❷ 액체 방사성폐기물 자연증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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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자체처분

2.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

방사성폐기물 중 그 오염정도가 현저히 낮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오

가.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시설 건설

염도가 낮음을 만족하는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할

1992년 말 자체 설계·건설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시설은 IAEA, 미국 연방법(NRC 10 CFR 71)과 국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03호 참조). 자체처분을 만족하는 오염농

내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일반조건 및 특별시험조건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시설이다. 이는 운반용

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표시료를 채취해 화학분석을 통해 자

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허가 대비 시험뿐만 아니라 운반 및 저장용기의 해석검증 시험과 설계자료 생산을

체처분 범위에 속하는 농도임을 확인했고,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인

위한 기초 시험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10톤 규모의 수송용기 정상운반 및 가상사고 모의시험을 수행하

허가 심사용 코드인 RESRAD코드를 활용해 자체처분 시 오염물질이 환경과 인체

기 위해 9 m 낙하 시험설비, 800 ℃ 화재 시험설비, 침수 및 열 환경 시험설비, 시험자료의 분석을 위한 부대건물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처분하더라도 무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이 절

등이 있다. 1993년에는 살수시험장치 및 무연화재시험장치를 제작·설치했다.

차에 따라 2007년 서울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토양 및 콘크리트 75톤을 수집·임

이 시설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에 대해 2002년부터 국가공인시험체계 KOLAS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시저장 한 후 지하에 매립해 자체처분 했고, 2011년 자체처분 토양 및 콘크리트 용

있으며, 국내 유일한 공인 운반용기 안전성시험평가 시설이다.

기로 사용된 철재류(폐드럼) 48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체처분한 셈이 됐다. 이후
2013년 목재 및 콘크리트 10.6톤 매립, 2015년 시설해체 철재류 40톤 재활용, 2017

나.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개발

년 정읍 분원의 잡고체 2,099 리터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각각 자체처분 했다.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다발 운반용 KSC-4 수송용기를 개발해 1990년에 인허가를 획득하고, 1990년부터
1995년에 총 312다발, 2000년∼2002년에 112다발 등 전체 424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운반해 고리원자력발
전소의 운영에 공헌했다.

제7절
방사성폐기물 운반·
저장·처분 기술개발

1. 기술개발의 배경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원전에서 중간저장시설로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7다발 운반용 중형수송용기 개발 연

1970년대 중반 IAEA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스

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수송용기 안전성 시험시설과 각종 시험설비를 확보해 수송용기 건전성의 시험·평가를 수

트론튬과 세슘의 지하이동에 관한 기초연구를

행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송 및 저장 겸용 대형 수송용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했으며, 1979년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체 방사성

수행했으나 정책조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했다.

폐기물의 영구폐기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

수송용기의 열 및 압력에 대한 안전도 향상을 위해 건

아 수행했다. 1980년대 초 천층처분 개념을 도입해 토양층에서의 폐기물 처분에 관

식 수송 장비를 개발해 1991년 발전소 현장에서 사

한 평가기술 개발을 시도했고, 1988년 말 중·장기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따라 처분

용했고, 수송용기 하역·상차용 기중 요크(lifting

기술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96년 말 한국전력공사로 중·저준위 방사성폐

yoke), 뚜껑 취급 도구(lid handling tool)를 개발·

기물 처분사업과 관련연구를 이관하고 연구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활용했다. 그리고 1992년 수송용기 내부제염 장비를

개발에 주력했다. 2006년부터는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건설에 착수해 고준위

개발해 KSC-4 수송용기에 적용했다.

폐기물 처분 실증연구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및 안전성평가 및 시험을 수

한편 1993년∼1995년에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용

행하고 있다.

실리콘 고무계 중성자 차폐재를 개발했고, 1995년∼
1996년에 에폭시 수지계 중성자 차폐재를 개발했다.
KSC-4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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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I 및 사용후핵연료 시편 운반용기 개발

고, 이로 인한 내용물(핵종)의 누출 가능성을 평가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2011년 3월 시험적

2002년∼2006년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

으로 이 방법론을 검증했고,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원소(RI) 운반용기와 동위원소 캡슐인 특수형방사성물질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운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한 운반용기가 충격완충체가 체결되지 않

아 산업에 적용했다. 특히 Ir-192 대용량 운반용기 KRI-BGM 인허가 획득 및 특

은 상태에서 제염조에서 트럭 베이로 운반할 때 15 m 높이의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건

수형방사성물질의 시험평가체계를 수립했다. 2007년∼2014년에 고방사성물질 운

에 대한 시험평가 및 해석검증 평가를 축소시험모델을 이용해 수행했다. 15 m 비완충 콘크리트 위 낙하조건에서도

반저장시스템 개발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스 발생폐기물의 운반 및 저장 시스템 개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피복관 파손이 없었고, 캐니스터도 회수 가능하고 격납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을 수행했고, 특히 2007년부터 핫셀 접속용 사용후핵연료 시편 등의 소형 운반용
기(Padirac cask, solid waste cask)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개발된 운반용

3. 중·저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기에 대한 안전성해석과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을 활용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2011년 핫셀 접속 운반용기 KHP-1의 인허가를 획득했다.

가. 처분시설의 예비개념 연구
산악지형이 많고 협소한 국토면적을 고려해 심층분석 대상으로 동굴처분방식과 해저동굴처분방식을 제안했다.

라.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용기 개발

중·저준위 폐기물의 표면선량과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 및 형태에 따라 폐기물의 처분용기를 여러 형태로

한수원 주관인 KN-12 및 KN-18 수송용기 사업과제는 2001년과 2005년∼2009

구분하해 취급이 용이하도록 모듈화 했으며, 폐기물의 유형과 양에 따라 분류한 처분시설의 개념을 제안했다. 수

년에 안전성시험을 수행해 인허가를 지원했다. 2003년∼2006년에 한수원 주관 연

송방식에 대한 효율 및 비용 등을 고려한 수송시스템을 제시했다.

구과제로 건식저장시스템 구조·열해석 및 안전성 시험평가 및 경수로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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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시험평가 등을 수행해 건식저장시스템의 해석입증을 위한

나. 지질 수문특성 및 구조거동 연구

시험체계를 수립했다.

부분적으로 지상에 노출돼 있는 자료를 이용해 통계학적 방법으로 부지 전체를 해석하는 불연속면 조사 및 분석기

한편 2006년∼2008년에 한수원 위탁으로 고건전성 용기 구조평가, 폐수지전용 운

술을 확보했다. 매질의 특성, 지질작용 해석, 수리인자 도출 및 유동 평가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저감 방

반용기 개발 등 중·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운반용기(IP-2형)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연구대상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지하수 성분의 변화과정

2009년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됨에 따

을 해석했으며, 환경동위원소 특성에 따른 수지화학적 환경을 밝히고자 했다. 단열의 변형형태와 전단강도 및 단열

라 2009년∼2011년에는 원자력환경공단 주관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시스

방향의 영향을 수치 모델링으로 비교·분석했으며, 지진 등의 동적 하중에 대한 암반 거동특성을 검토했다.

템의 중대사고 평가를 수행해 저장용기에 대한 항공기충돌 시험으로 설계를 검증했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주 중·저준위 처분사업에 참여해 처분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

다. 2012년∼2018년에 사용후핵연료 금속 운반저장용기 KORAD-21과 콘크리트

고, 수행 결과를 안전성평가의 입력 자료로 제공했다. 모델링 시 부지의 단열대와 배경단열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저장용기 KORAD-21C의 구조 및 열 검증평가,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균열 및

통계적인 방법으로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보완했다. 아울러 IAEA peer review 대응 및 규제기관 검토 대응 등을

콘크리트 동결융해 평가 등을 수행했다.

통해 방폐장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지원했다.

마. 설계기준외 사고 시험 평가

다. 지화학 및 핵종거동 특성 연구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충돌에 관한 평가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진 분야이

그 동안 개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인허가를 위한 지구화학 특성

다. 국내 최초로 대형항공기 충돌 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거동을 전산모사하

자료 생산과 후속조치를 위한 핵종거동 관련 자료(핵종 흡착분배계수, 확산계수, 분산계수 등) 생산 및 해석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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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운영 중인 처분장 지하수 모니
터링 및 지하수 특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관한 연구
수축코아 모델과 HYDROGEOCHEM 모델을 써서 지하 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특성을 평가했으며 콘크리트 내에서의 핵종 확산계수를 측정했다. MIMOSA,
DISTRAF, DPOROS, TUNNEL 및 GENⅡ로 이루어진 처분안전성 평가용 통합코
드 개발과 함께 핵종 이동 모델의 검증을 위한 화강암 자연균열 내에서 핵종이동 실
험을 수행했다.
그 밖에 해양에서의 핵종 이동모델을 포함한 상세모델을 수립하고, 시나리오에 따
른 핵종 유출을 평가했다. 또한 시각적이고 대화 형식의 도형 설명 도구(Graphic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KRS) 및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A-KRS) 개념

Presentation Tool)를 적용한 안전성평가코드를 개발했다.
나.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스템

4.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스템 개발

1997년∼2006년에 초기농축도 4.0 wt.%, 방출연소도 45,000 MWd/tU의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36,000톤의 처
분물량을 대상으로 심지층처분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때, 국내 심부처분 환경을 적용해 처분시스템을 구성

가. 개요

하는 공학적방벽인 한국형 처분용기(KDC-1)와 대안개념으로 사용후핵연료 배치를 개선한 KDC-2 처분용기를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관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1997년∼2002년)에서는 공

개발했으며, 국산 칼슘벤토나이트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국산 칼슘벤토나이트에 대한 각종 물성을

학적 평가를 통한 다중방벽시스템의 규격화 자료를 생산해 사용후핵연료 심층

측정하고, 완충재 설계를 수행했다. 또한, 핀란드 POSIV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한

처분을 위한 기준처분개념을 제시했다. 2단계(2003년∼2006년) 연구에서는 국

국형 기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예비개념을 도출했다.

내 심부암반 특성을 반영해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처분시스템 개념설계(안)

2007년부터는 파이로-고속로 연계 재활용주기에서 발생하는 심층처분대상 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해 고연소

KRS(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를 제시했다. 3단계(2007년∼2011년)

도 사용후핵연료(초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000 MWd/tU)를 대상으로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연구를 통해서 파이로-고속로 재활용주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물 종류별 특성을 도출하고, 심층처분대상 폐기물 특성과 연구소 내 지하연구시설(KURT) 부지에서 얻어진 심부

위해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안 A-KRS를 제시했으며,

환경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핵주기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을 제시했다. 파이로-고속로 연계 재활용주기

4단계(2012년∼2016년) 연구를 통해서는 공학적 방벽의 성능을 20 % 이상 향상하

에서는 고방열핵종을 분리해 냉각 후 처분하는 개념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물량을 처분할 경우 사용후핵연

고 위험도 기반 처분안전성 평가체계 K-PAM(KAERI Performance Assessment

료에 비해 재활용주기폐기물이 처분되는 열부하량이 적으므로 A-KRS는 KRS에 비해 처분면적이 상대적으로 적

Model)을 개발했다.

게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기 위해 기존에 개념적으로 제시된 KRS의 성능을 향상시킨 개량형 사용후핵
연료 심층처분시스템(KRS+)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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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적 단위에 따른 수리투수성 인자 범위 등을 설정했다. 또한, 자연 방벽의 특정 방사성핵종 지연효과를 평가하기

국내·외 안전성 관련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목록을 분석해 선

위해 지하수와 암석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별·조합한 후 국내 처분환경을 모사한 처분안전성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I-129 및

2003년∼2006년에는 화강암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200∼500 m 심도에 이르는 지질환경 특성을 평가했

Cs-137 같은 용해도가 높은 핵종들의 용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을

으며, 심부 지하수 지화학적 진화과정을 규명하고, 지하수 유동시간 추정 연구를 수행해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MASCOT-K 코드를 써서 제안했다. 또한 방사능 붕괴열, 역학적 안정성, 지하수

개발 및 이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유동변화와의 상관관계 연구로 처분장 주변에서 핵종의 이동경로 및 유동속도의 변

KURT가 건설된 이후, 2007년부터는 현장시험을 통해 KURT 부지의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특성을 평가했으며,

화현상들을 규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심부지질환경 조사 및 해석 기술들을 개발하고 단열암반 특성평가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기

2003년부터는 기준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안전성평가와 종합안전성평가를 위한

술들을 개발했다. 축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단열암반 수리지질특성의 불확실성 정량화 기술(2010년), 자연전위

QA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안전성평가를 위한 MASCOT-K 체제를

차를 이용한 단열암반 지하수유동 특성화 기술(2011년) 등에 대해 SNL과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축적된

보완해 국산 핵연료 및 단열 암반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현안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부지특성 자료들을 종합해 부지특성모델 구축기술을 개발했고, 부지 감시를 위한 장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방안

2007년부터는 파이로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 프로그

을 제안했으며, 부지 내 지하수 주유동로인 단열대의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특성 정량화 기술을 개발했다.

램인 GS-TSPA를 GoldSim RT 버전을 이용해 개발하고 처분시스템의 설계 적합
성을 확인했다. 개발된 코드는 미국의 SwRI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검증하고

마. 공학적방벽 성능검증 연구

KAIST에 무상으로 기술지원해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안전성평가 저변 확대에

경주 지역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며,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와 팽윤압에 미치는 압축

기여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평가 품질보증시스템인 CYPRUS를 개발해 안전성평

밀도, 온도, 모래함량, 초기 함수량 및 이온강도의 영향을 규명했다. 또 압축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모래 혼

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만에 수출했다.

합물의 역학적 특성과 열전도 특성을 측정했으며, 벤토나이트와 화강암계 모의 지하수를 써서 공극수 화학특성

2009년부터 처분안전성평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안전성평가의 진보된 개념인

변화도 조사했다. 아울러 완충재 복합특성평가 기술 확보를 위해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적, 수리적, 역학적 특성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즉, 복합 시나리오 평가와 다

및 상호 복합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했다.

중 방사선원 평가를 위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K-PAM 코드를

완충재가 심부 처분환경 조건 하에서 장기간 초기 성능 및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준처분

GoldSim 기반으로 개발했다.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을 위해 파이로폐기물 처분시

시스템(KRS)의 1/3규모 축소 실내시험장치(KENTEX, KAERI Engineering-scale THM Experiment for the

스템인 A-KRS에 대하여 KURT를 가상 부지로 설정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EBS)를 이용해 처분조건에서의 열·수리·역학적(THM) 거동을 규명하고 공학적 방벽 구성요소의 성능에 대

개념 설정단계의 Safety Case 보고서인 AKRS-16을 발간했다.

한 실내 검증연구를 우선 수행했다. 이후 근계영역(Near-field) 암반의 역학적 거동과 손상대(EDZ: Excavation
Damaged Zone) 발생에 대한 현장시험 및 관련기술을 확보했으며, 암반의 열적거동 특성 규명을 위한 KURT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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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 지질환경 연구

반에서의 시추공 히터 현장시험(BHT) 및 완충재의 열·수리특성 평가를 위한 소규모 실내실험(Lab-TH)을 수행

국내 결정질 암류 중 26 %를 점유하는 화강암에 대한 암석학적 특성, 지체구조 및

했다. 이들을 기반으로 공학적방벽의 종합적인 THM 복합거동 특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KURT에 1/2.3

단열체계특성, 지하수 분포특성 등 심부 지질환경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규모의 공학적방벽 현장검증시험(In-DEBS, In-situ Demonstration of EBS)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또

또한 국내의 다양한 암종 분포와 중첩된 지질구조, 지하수의 유동체계특성

한 완충재 복합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 툴을 개발했으며 최고권위의 DECOVALEX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을 분석하기 위해 지형 발달과 지질구조와의 관계규명에 의한 지문학적 지역

에 참여해 검증했다.

(physiographic region) 분류, 지 구조권역 별 투수성 단열체계 특성, 수리지질학

처분용기와 관련해서는 KURT 지하수를 이용해 2010년부터 처분용기의 부식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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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그리고, ‘세슘이온의 생광물학적 제거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2017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

바. 다중방벽 핵종거동특성 연구
1997년부터 산화철과 점토 광물에서의 전이금속 및 우라늄 이온의 흡착특성을

5.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건설·운영

측정하고 모델링했다. 또한 OECD/NEA 주관의 자연유사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해 우라늄 흡착 및 우라늄 이동을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얻은 데이터로 구성된

가. 배경 및 목적

SDB(Sorption Data Base)에 GUI 개념을 도입해 SDB-21C를 구축했다. 액상착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 1, 2단계 결과로 고준위폐기물 기준처분시스템을 제안했

반응, 흡착반응, 이온교환반응, 침전·용해반응 등을 개별 또는 동시에 고려할 수

다. 지하연구시설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심부 지하환경과 유사한 지하조건을 구현하려면, 지하 수백 m 깊이의 신

있는 지화학특성 평가용 코드 MUGREM를 개발했다. 방사성핵종(Am-241 및 Sr-

선한 암반층에 건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막대한 건설·운영비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지하처

85)과 자연 및 인공 콜로이드를 동시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콜로이드가 핵종이동

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연구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에 미치는 영향을 캐나다 AECL과 공동으로 평가했다.

에 따라 2006년 말에 기준처분시스템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1단계 KURT 시설을 건설했다. 이 후 연구개발 업무

2003년∼2006년에는 U, Th, Eu 등의 지하매질 수착, 암반단열에서 핵종이동, 콜

의 확대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추가적인 현장시험 공간이 필요해 2014년 말에 기존 시설규모를 확장

로이드 영향 등 특성을 제한적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1 m 규모의 균열 암반을 이용

하여 현재의 2단계 시설을 확보했다.

해 실험실규모의 환원 및 혐기 조건에서 비수착성 핵종 및 수착성 핵종들의 이동 및

KURT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처분조건하에서의 심부지질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 현장실험 및 연

지연 특성규명 연구를 수행했으며, Glove-Box 내의 환원조건에서 암반 시추 코아

구를 통한 처분요소기술에 대한 설계 성능과 안전성 검증, 처분개념 수립과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입력자료

균열을 통한 우라늄 및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제공,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거점시설의 역할 등이다.

KURT의 건설 이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병행·수행
했다. 현장실험을 통해 암반 단열에서 비수착성/수착성 용질과 콜로이드의 이동특

나. 위치와 부지 특성

성을 평가했으며, KURT 지하수, 화강암, 단열충전광물 등을 이용해 고준위핵종(U,

KURT는 연구소 부지 내 북서쪽 경계지역에 해발 205.0 m 산 중턱 지점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 유

Th, Np, Am)들과 고이동성핵종(I, Se, Tc)들의 용해도, 수착 및 확산 등의 지화학

성구 덕진동에 속한다. 지표물리탐

반응 특성을 평가했다. 2009년에는 기존에 개발한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SDB-

사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

21C)를 바탕으로 검색과 차트구현 기능을 강화한 웹기반의 KAERI-SDB를 개발했

하부에는 연암층이 분포하는데, 암

다. 2009년에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에서 수행하는 CFM(Colloid Formation

종은 처분장 모암으로 선호되는 결

and Migration)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현재까지 처분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를

정질암인 화강암으로 밝혀졌다.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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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처분용기 부식생성물, 완충재, 그리고, 천연방벽에서 미

다. 추진경과 및 시설개요

생물과 전리방사선 등의 다양한 인자들이 핵종 지화학거동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KURT의 1단계 시설은 2003년 부

을 평가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들 중에 ‘요오드 핵종 함유 방사성폐수

지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설계

정화기술’을 2016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고, ‘로터리 피스톤 펌프’, ‘진공자흡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05년 3월

지하처분연구시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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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설에 착수해 2006년 11월 8일 준공했다. 2단계 시설은 2012년 확장 구역 부

KURT 부지의 기초 지질자료 수집과 심부환경 조사기술개발과 관련된 현장시험 및 연구를 수행했다. 2단계 시설

지조사 및 설계를 시작해 2013년 9월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4년 1월 착수해 2015년

부터는 중규모 현장시험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본격적인 KURT 부지 기반 세이프티 케이스 개발 및 처분환경

1월에 완공했다. 2015년 12월 데이터처리 및 시청각 시설을 갖춘 지상지원시설을 구

진화를 고려한 종합성능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공학규모 성능검증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시험을 수행완료

축하고 현재까지 계획된 현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는 수행 중에 있다. 특히 KURT로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지질환경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부지특성모델구축

KURT는 심부 암반 내에 위치한 연구모듈과, 지상과 연구모듈을 연결하는 진입터

프로그램, 실제 처분심도에 못 미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KURT 내부에 설치된 심부시추공을 이용해 장기적으

널로 구성했다. 최종적인 KURT 전체 시설은 총 터널 연장 길이 551 m, 6×6 m2 마

로 운영하고 있는 수리 및 지화학 특성 모니터링 및 심부지질환경 조사기술개발 프로그램, 공학적방벽의 성능 검

제형 단면, 총 6개의 연구모듈, 지표면으로부터 약 120 m의 최대 심도를 갖는 규모

증을 위한 현장시험 등은 KURT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장기 현장시험이다.

를 갖췄다. 토목공사 완료 후, 시설운영 및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설비, 전

2012년 8월부터는 IAEA의 지하연구시설 네트워크 협력시설로 승인돼 국제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시스템, 환배기시스템, 배수시설, 통신시설 등의 구축을 완료했다.

2006년 11월 시설 운영이 시작된 이래 연간 약 1,200명 이상의 내외국인들이 시설을 견학했으며 처분기술의 대국
민 신뢰도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거점시설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KURT 터널 내부

라. 시설의 운영과 활용
KURT에는 심층처분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해 다양한 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시
설에서는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 운영에 관한 과학기술부,
대전시, 유성구청의 허가조건으로 명시됐다.
KURT 1단계 시설에서는 설계단계부터 부지조사와 건설 중 조사를 포함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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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연구로가 도입되면서 시작한 기초·

연구하고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이온가속기 프로젝트(RAON)에도 핵데이터 생산시설을 제

기반 연구개발 분야에서 레이저 이용 연구는

안해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1967년 He-Ne 레이저 개발에서 시작해 2016

화학공정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건설되기 시작한 중수로와 연계해 진행했다. 월성 삼중수소제거시설에 삼중수

년 수십 kW급 고체 레이저 개발로까지 이어

소 분리를 위한 촉매 및 촉매반응탑 제작기술을 제공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핵융합발전 시대에 대

져 왔다. 1992년에 시작된 안정동위원소분

비하여 삼중수소 저장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리 기술개발은 2014년 세계 최초로 O-18 안정동위원소를 농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O-18의 상용 생산을 위한 연구소기업을 설립했으며, 산업적 응용에서는 대기분석,
원자력시스템 해체에 활용하는 기술로 발전시켰다. 재료분야 연구에서는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고농축 연구로용 핵연료를 개발했으며, 고방사선 저항성 고강도 재료
인 ODS 합금에 대한 원천기술도 확보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는 사고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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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레이저 이용 안정
동위원소 분리 연구

1967년 연구소는 He-Ne 레이저 발진을 필두로 탄산가스 레이저, 질소 레이
저, 루비 레이저,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 등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레이저 광학 및 분광학 분야의 개척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성 핵연료 피복관과 구조재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연구소는 기본 연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탁과제를 중

1987년부터 시작된 원자력용 로봇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점검용

심으로 레이저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나 1970년대 후반 관련 연구비 축소 및

수중로봇이 2018년 3월 IAEA 로보틱스 챌린지 경연대회에서 로봇 부문 최종 후보

조직 변동으로 연구가 한 때 침체됐다.

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980년대 들어 Ar 이온 레이저, Nd:YAG 레이저, HF

계측제어 분야와 인간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 이 중 계측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장치인 우라늄 형광분석장치를

제어 분야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장치 개발, 원전 디지털계측제어시스

자체 개발했으며, 중수분리용 광분해 반응기술을 연

템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모두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로에 설

구했다. 1986년부터 3년간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치·활용하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격지

PWR 핵연료 지지격자의 용접장치를 개발하고, 레이

제어 및 대응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원전블랙박스를 개발하고 있다. 인간공학 분야

저 광계측 기술을 응용해서 핵연료 소결체의 원격 자

에서는 1990년대 디지털 주제어실의 원형을 개발해 APR1400 주제어실의 기술적

동 외경 측정장치도 개발했다.

기반을 제공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대사고 상황에서 조직, 인력, 설

1992년부터 착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

비, 절차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핵데이터 분야에 대한

개발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동위원소 분리기술 개발에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핵연료 및 원자력시스템의 국산화가 추진되면서 본격화

활용하기 위해 고출력 구리증기 레이저 및 고반복률

됐다. 결정론적코드 계산을 위한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에서 시작해 확률론적 코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를 개발했다.

드 계산을 위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경수로 분야, 고속로 분야, 연구로 분야 등에

1995년에는 이테르븀 등 저융점의 안정 동위원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는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시설을 완공했으

핵자료 평가는 1991년도부터 시작돼 마이너 악티니드 핵반응, 핵융합로에서의 핵반

며, 동시에 원자력 산업용 레이저를 대출력화, 장수명

응 등 중성자반응, 광핵반응 및 하전입자 핵자료 평가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방사

화 및 고분해능화 시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레이저

광가속기, 탄뎀가속기, 전자선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핵데이터 측정도

보수용접 및 대형 구조물의 정밀 변형과 진동을 원격

레이저 실험장면

레이저 가공기술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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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1997년에는 가돌리늄 등 고융점 안정 동위원소를 대상으로 하는 레이저동위원소분
리시설을 완공했으며, 이 시설을 활용해 고출력 구리증기 레이저증폭계열시스템과
고출력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증폭계열시스템을 개발했다. 원자력 산업에서의 레이
저 응용기술 분야 확대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고체 레이저인 다이오드 여기형 고체
레이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레이저기술 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빛레이저 등 3개 레이
저 관련 기업체를 연구원들이 창업하는 성과도 얻었다.
레이저 이용 대기오염 측정

AMO(Atomic, Molecular and Optical)
데이터 센터는 1998년 설립 이래 원자
및 분자 레이저 응용, 핵융합,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연료주기 기술에 필요
한 원자와 분자의 에너지준위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소형 마이크로트론으로 구동하는 원적외선 자유전자 레이
저를 개발했고, 2000년대 초에는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해서 극미량분석기술 및
원격 대기분석 장치를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2001년에는 민·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고출력 산소-요오드 화학레이저를 개발했
고, 2003년에는 산업용 고체레이저를 실용화했다. 2004년에는 IAEA 추가의정서

이동형 수 kW 고에너지 고체레이저

금속후판의 레이저 절단

원자력발전소의 원격 해체를 위한 레이저절단기술은 광섬유 전송으로 원격 절단이 용이하고 이차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원전 핵심설비의 절단을 위한 차세대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본격적 연구개발을 착수해 2016년에는 공기 중에서 두께 100 mm의 금속 후
판을 절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2017년부터 시작하는 5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는 원전 핵심설비
의 수중 해체에 적용하기 위한 레이저 수중 절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요사업을 통해 ‘핵확산 저항성 동위원소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레
이저를 이용해 O-18 안정 동위원소를 농축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국내 산업화를 위해 2014년 말
에 제3호 연구소기업인 ㈜듀켐바이오연구소를 설립해 본격 상용생산에 돌입함으로써,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기술
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최근 유럽과 일본 등은 방사화 탄소와 삼중수소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율적 C-14와 삼중수소 분
리기술 확보는 원자력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계 현안 해결과 호흡기 진단 의약품의 원료인 C-13의
수요를 반영해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저 기반 탄소 동위원소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발효에 따라 과거 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자진 신고했으며, IAEA의 사찰
을 받았다. 이후 국제적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 연구를 수행해
서 의료·기초연구용 탈륨, 이테르븀 및 칼슘 등의 동위원소 분리를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켰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10 TW급 초고출력 레이저를 자체 개발했으
며, 이를 이용해서 신방사선원(펄스형 감마선, 고속중성자 등) 개발에 대한 연구에
착수, 이후 30 TW 급까지 레이저 출력을 증강시켰다.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두산 DST(현 한화디펜스)와 함께 국방용 수 kW급 고에너지
고체레이저를 개발했으며, 2013년부터 두산 DST 주관의 국방용 고에너지 고체레이
저 개발 과제에 참여해 2016년 수십 kW급 레이저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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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이용 C-13 분리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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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핵연료제조 기초연구와 방사

합로 블랭킷 제1벽 재료 및 구조재료 개발 기초연구도 수행했다.

선조사, 고온·고압 냉각재 등 특수 원자력 환

나노 소재 제조 및 응용 분야에서는 금속 및 세라믹 나노분말 제조, 특수 성형기술 및 부품화 기술개발, 분산기술

경에서의 재료거동규명 연구에 착수했다.

을 이용한 신개념 나노분산합금 개발 및 표면 개질기술, 센서 및 필터 개발, 나노유체개발, 나노입자 분산 고성능

1985년 감손우라늄을 소재로 한 우라늄 합금기

경량 방사선 차폐재 개발 등을 수행했다.

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얻은 용해주조, 열처

금속 및 세라믹 나노분말 제조의 경우 100 nm 이하의 다양한 금속 및 세라믹 나노분말을 전기선폭발법, 부양가

리 및 성형압출 기술을 기초로 원심분무에 의한 U3Si-Al(알루미늄 기지 내 실리사이

스응축법, 펄스전자빔법 등으로 제조하고 양산화했다. 이중 구리합금을 기반으로 하는 나노분말은 나노윤활제(상

드 분산형) 분말 합성 및 동심 압출과 분말 열처리 기술, 초급냉 분말제조법 등을 개

품명: 나노닥터)로 상용화했으며, 전기선폭발법을 이용한 나노분말 제조기술은 양산화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발했다. 이를 활용해 우수한 특성의 연구로용 핵연료를 개발하게 됐으며, 이 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미국의 ANL에도 수출했다. 이외에도 고온 초전도재료 연구를 통해 초전도체 합성,

2008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중금속 검출용 나노비스무스 센서 기술 개발’ 과제를 착수해 휴대성, 빠른 응답특

선재 및 박막증착 기술, 탄화규소 소결체 제조 및 휘스커 복합재료 등을 개발했다.

성, 고감도, 신뢰성, 고선택성 등 기존 필름형 센서 전극의 동작 특성을 월등히 향상시킨 나노입자 표지형 전극을

2007년부터는 원전 가동 환경 저항성 소재개선 및 용접최적화 공정개발, 제4세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10년에는 개발한 나노표지형 센서 전극이 수질 내 우라늄 농도의 실시간 정밀감시에도

원자력시스템용 고온 내방사선 구조재료 개발 등을 연구소 내 타사업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진했다.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산업체 수탁과제, 나노소

2009년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고에너지 볼밀 공정 기

재 응용연구 등도 수행했다.

술 및 장비를 자체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

원전 가동 환경 저항성 소재개선 및 용접 최적화 공정 개발 연구에서는 고강도/고

다. 이를 이용하여 미래 원자력 고온 구조소재의 유력

인성 원자로 용기강 및 밀림관 스테인리스강, 원전 배관용 감육 저항 개량 탄소강,

한 후보소재인 ODS 합금을 1시간 내에 제조할 수 있

용접공정 최적화 및 용접 신기술, 비정질 준안정 합금 분말을 이용한 이종금속 고

는 기계적 합금화기술, 조대 세라믹을 100 nm 이하의

상 접합 및 적용 기술 등을 개발했다. 또한 경수로 노내 구조물과 고속로 압력용기

미세한 크기로 분쇄 가능한 나노미세화 기술, 그리고

에 적용이 가능한, 고온특성과 부식특성을 향상시킨 국산화 Type 316 NG 스테인리

손쉽게 나노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는 나노복합소재

스강을 개발했다. Type 316 NG 스테인리스강의 최적 재료규격을 설정했고, 기계적

고에너지 볼밀 장치, AMILLA

제조 기술 등 다양한 분말소재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

특성 및 부식특성 등에 관한 재료물성을 확보했다. Type 316 NG 스테인리스강의

했다. 개발된 장비는 2016년 AMILLA(Advanced MILLing Apparatus)로 상표 등록했다.

특성들은 기존의 Type 316 강보다 20 % 이상 향상됐다.

2011년에는 고밀도 고성능 분말 부품 제조를 위한 전자기펄스성형(MPC, Magnetic Pulsed Compaction) 분말성

원자력 혁신소재 개발 분야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구조재료 개발 및 핵융합로

형 자동화 공정 및 장비 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또한 나노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입자 표면개질,

블랭킷 재료 연구 분야에서는, Alloy 617 및 FMS (Ferritic Martensitic Steel)

분산화 기술을 개발해 나노윤활제를 개발했고, 바이오응용을 위한 항암제 약물 전달제, 의료용 패치 등의 개발도

용접부 크리프 특성 평가, 초고온가스로 핵연료인 TRISO(Tri-isotropic) 피

수행 중에 있다.

복입자의 피복층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VHTR(Very High Temperture

2015년부터는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던 단위과제를 통합해 ‘미래 원자력 신소재 핵심기술 개발’

Reactor),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SCWR(Supercritical Water-

과제에 착수했다. 또한 2014년에는 원자력소재개발부가 신설돼 원자력 신소재 및 융합소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

cooled Reactor) 등을 위한 FMS, 산화물분산강화(ODS, Oxide Dispersion

합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용 구조 신소재 제조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핵심 요소기술을

Strengthened) 합금 등 고온 내방사선 금속, 세라믹 복합체 등의 기초연구와 핵융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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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을 통해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핵심 노심부품 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고방

에 설치해 시험할 HCCR(Helium-Cooled Ceramic Reflector) TBM(Test Blanket Module)용 구조재로 선정됐

사선 저항성 고강도 ODS 신합금을 개발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ODS 신합금인

다. 현재 ARAA를 프랑스의 RCC-MRx 건설코드에 등재하기 위한 재료물성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RROS(Advanced Radiation Resistant ODS Steel)는 해외 ODS 합금에 비하여
700 ℃에서 고온 인장 및 고온 크리프 특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국내
외 특허 출원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고강도 ODS 신합금 조성을 가진 판재
나 튜브와 같은 구조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물질특허가 확보된 고
유 ODS 신합금을 열간압연 및 냉간압연 공정으로 박판 및 튜브 구조부품까지 제조
핵융합로용 저방사화 구조재 개발

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고강도 신합금 구조부품의 접합을 위해 판재
와 튜브에 대하여 확산접합, 마찰교반접합 및 전자기접합 기술을 개발했다.
고강도 ODS 신합금 제조설비 및 ODS
튜브 구조부품

2015년에는 우수한 전기절연성, 열적·화학적 안정성, 열중성자 흡수능을 가지고 있어 우주·원자력산업뿐 아니
라 바이오메디칼, 에너지, IT 산업 등에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차세대 나노신소재 중의 하나인 질화붕소나노튜
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 양산화 기술을 개발해 연구소기업을 창업했다.
2015년에는 저비용 구리(Cu) 기반 카본코팅 나노분말 양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고분산 나노페이스트
제조 조건을 확립했다. 2017년에는 유연기판 위에 인쇄된 나노페이스트를 신속한 저온(250∼300 ℃) 소결을 통해
고전도성 미세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고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5년부터 원전기기 구조상태의 상시 진단을 위한 비납계 압전 신물질 개발 연구를 시작해 도핑물질/조성 제어,
상구조 제어,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압전상수 ∼370 pC/N, 큐리온도 ∼330 ℃를 갖는 고성능의 친환경 압전 신물질
을 개발, 2017년 고유물질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진동센서 시작품 제작을 위한 모듈 구현 및 성능 평가 기

경수로 사고저항성 피복관 및 미래 원
자로 구조재용 SiC/SiC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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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800 ℃ 이상의 고온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초고온 내환경 소

술, 부품소재 기반 기술을 구축했다.

재로서 중대사고 조건에서 핵연료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탄화규

2017년에는 미래 원자력 소재인 산화물분산강화합금강의 가공을 위한 전자기펄스 접합공정(MPW, Magnetic

소 섬유강화 복합체(SiC/SiC)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고저항성 SiC/SiC

Pulsed Welding) 원천기술을 개발해 고강도 소재에 대한 특수 고상 접합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고에너지 볼밀 공

복합체 신개념 핵연료 피복관 및 미래 원자로용 노심 구조재 활용을 위해 다중층

정기술(AMILLA)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 기기진단용 진동 센서의 핵심부품인 복합조성 압전 산화물을 기존 공정

SiC 복합체의 고밀화 기술 및 대형 복합체 제조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과 비교해 1/30로 합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13년부터 5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저방사화 구조용강인 ARAA

2018년에는 3D 프린팅 기반 혁신 제조기술을 이용해 원자력용 노내·외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Advanced Reduced-Activation Alloy)를 개발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내

또한 고온, 고방사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용 신물질 개발 연구와 국방, 우주항공, 극지 등 극한환경용 소
재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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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구역에 로봇 기술을 접목

는 중수로 핵연료 교환기 비상구동 이동로봇을 개발했다.

시키기 위해 1987년∼1989년에 이동형 감시점

고방사선구역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용기 용접부검사와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외국 수입장비에 의존해 수행

검 로봇 KAEROT을 개발했다. 1992년부터는

하여 왔으나, 장비의 노후화 및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유지보수 자동화기술 자립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2009

다기능화, 실용화, 신뢰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년부터 한전 KPS와 공동으로 원자로용기 용접부검사용 수중 로봇팔과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보수용 이동 로

통해 고방사선량률 구역 내에서의 효율적 감시

봇을 국산화했으며, 목업 실증을 완료했다.

점검을 위한 점검감시용 이동로봇 KAEROT-m1을 개발했다.
원자력발전소 주요시설의 감시·점검

KAEROT-m1

을 위해 개발한 KAEROT-m1은 최대
25㎝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으며 최대
30도 경사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
록 설계했다. 극한 작업환경인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실 내의 노즐댐
설치 및 회수작업을 무인화한 고하중
비상구동 이동로봇

용 원격작업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용 수중로봇팔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보수용 이동로봇

또한 원자력 시설에서 인간의 시각 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사고대응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2012년부터 실내 모니터링 로봇, 지

능 대체를 위한 수평이동식 입체카메

상·공중 실외 모니터링 로봇시스템, 잔해제거용 지게차 무인화장치를 개발했고, 국내 유사사고에 대비한 기술지

라(KASS-M2)를 개발, 카메라의 초

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점과 주시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해서 입체영상 관측효율을 향상시켰
다. 또한 특수 안경 착용에 따른 거부감과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차장벽
(parallax barrier)을 이용한 무안경식 자동입체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및 원자로 냉각재 배관 내부를 감시 점검할 수 있는 원
수중로봇

자로 내부 감시·점검용 수중 로봇, 원
자로 상부 헤드 또는 하부에서의 붕산
실내 모니터링 로봇

수 석출여부를 육안 검사할 수 있는 원

지상/공중 실외 모니터링 로봇시스템

잔해제거용 지게차 무인화 장치

자로 상부헤드 검사 로봇 및 원자로 하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방사성 기기인 원자로용기를 원격 절단할 수 있는 고하중취급

부 검사 로봇 등을 개발 했다. 2007년

수중로봇팔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후연료 점검용 수중로봇도 개발하

에는 중수로 핵연료 교환기에 이상이

고 있다.

발생했을 때 이를 비상 조치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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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운전시스템(ASICS: Automatic Startup/Shutdown Intelligent Control System)

사용후핵연료 점검용 수중로봇

과 전문가시스템 도구와 최적 다이내믹 경보처리 기술을 포함한 진단-통합 운전지원시스템(ADIO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을 개발했다.
첨단 계측제어기술 개발 연구결과는 차세대원자로 APR1400 2,3단계 사업의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 개발 등에
활용했다. 디지털 감시기술 개발 연구결과는 이후 NIMS(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의 국산화를 달성
하는 데 기여했다.
2001년 7월부터 7년간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와 감시 및 운전지원 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
기술부 산하 사업단으로 출범한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제4절
계측제어 연구

1988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유지·보수

Control System R&D Center)이 2005년부터 산업자원부로 그 기능이 이관됐다. 연구소는 사업단 과제로 디지털

지원용 전문가시스템을 집중 연구했고, 1991년

원자로 안전계통 개발,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 개발, 원전감시 및 운전지원 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1995년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지능형 와전

안전등급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기기는 원자로보호계통(IDiPS RPS), 공학적안전설비-기

류 검사시스템을 개발했다. 1991년에는 특정연

기제어계통(IDiPS ESFCCS),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 안전감시계통(QIAS) 등의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에 공

구 ‘원자력안전정보 감시시스템 개발’의 일환

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등급 제어기기는 ㈜포스콘과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해 2009년 2월 인허가를 획득하고,

으로 운전절차서를 전산화한 실시간 비상대응 전문가시스템 ERPES(Emergency
Response Procedure Expert System)를 개발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1992년∼

개발한 안전등급 PLC 제어기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원자로보호

1993년에 비상운전 지원 전문가시스템 KOSSN을 개발했다.

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 계통을 두산중공업㈜와 공동

1991년부터 1995년에는 진동정보를 이용해서 원자로 구조건전성을 감시·진단

으로 개발,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에 설치된 통합검증 설비와 연

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진동감시장치 RIVMOS(Reactor Internals Vibration

계해서 시험·검증을 수행 중이다. 2008년 인허가를 획득했으며,

MOnitoring System)를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울진 원전에 설치·

2008년 말 신울진 1, 2호기에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개발 중인 디

운영하고 있다.

지털 안전계통과 출력제어 계통 등의 캐비닛 운전원 모듈에도 시

1994년에는 주어진 지도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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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진 1, 2호기 노심냉각모니터링시스템(ICCMS) 및 포스코 선재공장에 적용 중이다.

안전등급 PLC 제어기기(POSAFE-Q)

각표시장치(VDU: Visual Display Unit)를 사용한 인간-기계연계

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이동로봇 NUROT을 개발했고, 1995년부터 가압경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인간공학적 설계·평가가 필요하다.

수로 압력용기 용접부 결함의 수중탐지용 원자로자동탐상시스템(RISYS: Reactor

원자력계측제어시스템국산화(KNICS)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분산제어기(Distributed Control System) 또한 사용

Inspection SYStem)을 개발해서 1998년 1월과 6월 울진 원전 4호기 원자로 압력

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인간공학적 요건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첨단 제어반 개발 1단계에서는

용기에서 현장실험을 거친 뒤 1999년 상용화했다.

열교환기 성능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고리 3, 4호기에 적용했으며, 정밀급 성능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

1992년부터 시작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계측제어 기술 개발’과

광 1호기에 적용했다. 나아가 원전에서 이상 상태 발생 시 나타나는 수백여 개의 각종 경보를 상호 인과관계에 따

제를 수행했다. 1단계에는 원자력 계측제어기술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험

라 30여개의 원인경보로 분류해 표시하는 경보원인추적시스템도 개발해서 월성 3, 4호기에 적용해 2008년 말 설

검증기술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 1994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는 계측제어 기반기술

치했으며, 2008년 6월에 BNF 테크놀로지㈜에 기술이전해서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에 적용할 예정이

개발과 관련, Foxboro 분산제어기기를 이용해서 저온정지에서 2 % 정격출력까지

다. 2002년 2월 IAEA가 브라질 원자력연구소와 기술협력사업으로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인간공학연구용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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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사업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 6개국이 참가한 공개경쟁에서 수

이버보안 대책수립이 필요했다. 국

주해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완료한 뒤 2003년 2월 브라질 원자력연구소에 설

내 신규 및 가동원전뿐만 아니라

치·인수시험 후 인간공학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 및 신형원자로 등,

❶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국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공

❷ 브라질 인간공학연구용 시뮬레이터

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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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5년간 APR1400 원전에 적

원자력 I&C 테스트베드

용돼 있는 계측제어설비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원전의 대표적인 계측제어계통인 IPS(정보처리계통), ESF-CCS(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및 DPS(다양성
보호계통)로 테스트베드를 구성했으며,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이버보안 모의사고 분석 및 취
❶

❷

약성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spinon)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 레이저, 원격통

마이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통신망과 같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되면서 안

제 및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기술을 활용해 공항 내 조류퇴치로봇을 개발했다. 이 사업은 연구소 내 관련 부서 간

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공통원인고장이 현안이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융합과 방위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참여해 2009년부터 3년간 개발, 2년간 해미기지에서 시범운용 했다. 개발된

부터 6년간 서로 다른 동작방식을 갖는 2종의 안전등급 제어기들을 개발하였다.

조류퇴치로봇은 활주로 주변을 50 km/hr로 달리면서, 컬러 및 열영상 카메라로 조류를 탐지하고, 기피음과 레이
저를 발사하여 조류를 활주로 밖으로 퇴치한다. 조류퇴치로봇은 경로점에 따라 자율 이동 및 탐지/퇴치가 가능하

안전등급제어기(FPGA-기반 제어기 및
CPU-기반 제어기)

며, 원격통제실에서 무선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시범운용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개발된 기술
은 LIG 넥스원에 이전했다. LIG 넥스원은 자체예산으로 2018년부터 공군 및 민간 공항에 적용하기 위한 완제품
제작 및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PU-기반 제어기는 단일 랙에 선택적 다중화(최대 삼중화)가 가능하도록 개발했
으며, 운영체제는 결정론적인 스케쥴링, 종합적인 진단·감시 기능을 보유하고 있
다. FPGA-기반 제어기기는 단일 랙에 최대 4중 멀티연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
며 운영체제가 필요 없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기와 FPGA 기반의 제어기
는 서로 상이한 동작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두 개의 제어기가 특정 공통원인 또는 사
이버 침해에 의해 동시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안전계통의 안전
성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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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퇴치로봇 및 원격통제스테이션

2010년에 스턱스넷(Stuxnet)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파괴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계측제어시스템의 동작불능으로 원자로와 주변상황을

하고, 가동을 중단시킨 이후 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

알 수 없어 조기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블랙박스와 모바일원격제어실을 개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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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블랙박스는 200 ℃ 고온, 5 kGy 방사선, 침수와 같은 극한환경에서 생존하

오류 분석 및 분석결과의 응용을 위해 국내에 적합한 인적오류 분류체계 및 분석지침(HEAT)을 개발하고, 원전이

여 온도, 방사선, 압력 등의 주요 신호를 수집·저장할 수 있다. 수집된 신호는 위성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1994년에 발생한 280여건의 국내 원전의 발전정지사례를 분석했다. 그중 인적오류가

통신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30 km 떨어진 모바일원격제어실로 전송된다. 모바일원

개입된 79건의 사례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관점에서 상세분석의 결과정보를 전산화한 발전정지사례분석정보시

격제어실은 원전블랙박스를 통해 복구에 필요한 펌프나 밸브 등의 비상기기를 제어

스템(INSTEC)을 개발했으며, 사례정보의 확산을 위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사례전파시스템(MARSTEC)과 오류영

할 수 있다. 원전블랙박스는 2021년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경에 상용화

향요소(ESF)의 세부 분류 및 중요도평가시스템(ESFAS) 등을 개발했다.

예정이다.

디지털설계에서 인적요소의 실험적 연구를 위해 전
규모 원전 시뮬레이터와 함께 대형의 상황정보표시

원전블랙박스 및 모바일원격제어실
시작품

화면 및 VDU 환경에서 운전원 반응 및 생체신호의 측
정 및 관측 장치, 실험자료 처리장치(DAXESS) 등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해 설계 검증에 활용하는 인간공
학적 종합평가설비 (ITF: Integrated Test Facility)
를 1997년 3월 구축했다.
종합평가설비는 피실험자의 행위 관측 및 생체신호를
통해 인지적 반응과 부하를 측정할 수 있어서, 기초실

인간공학 종합평가설비(ITF)

험은 물론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과 적정수 결정, VDU 기반 인터페이스의 구성 및 표현,

제5절
인간공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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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인간공학기술을 원자력 분야에 본격 도

경보표시, 제어방식, 운전지원 및 자동화 등 인간공학적 설계를 검증하는 시설이다. 이는 선진 제어실 개발을 위

입하기 위해 인간공학연구실을 신설했다. 하

한 첨단 디지털환경의 실험시설로서, 브라질에 수출한 소형시뮬레이터 개발에 활용했고, 한국최초의 디지털주제

나로 주제어실 개선 및 원전 안전정보시스템

어실인 APR1400설계의 기술기반으로 활용했다.

(NSIS) 개발, NUPLEX80+ 제어반 설계 등

한편 원전의 인적오류 사건을 상세히 분석·관리하는 한국형 인적행위향상체계(K-HPES)의 절차서, 지침서 및

에 참여하면서, 최신의 인간-기계 연계체제

실무를 지원하는 전산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진 3, 4호기를 기준으로 안전변수표시기능

(MMIS) 개념에 따른 첨단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제어실의 개념설계를 개발해서 차

(SPDS)인 필수기능 감시계통 CFMS의 인적 요소를 검증하고, 원전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공학 현안을 추

세대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제공했다.

적·관리하는 설계현안 관리체계 DIMS를 개발했다. 인적요소가 부각되는 디지털환경의 인간공학적 기술기준을

1992년에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인간공학기술개발 중장기

검토하여 차세대 원자로의 인허가 규제를 위한 지침(안)을 개발하고, IEC/ISO/IEEE 등 인간공학 관련 국제 규격

과제를 착수했다. 인적행위 분석을 위해 운전원의 행위와 인지과정을 모의해서 이

을 검토해 국내 산업규격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동거리, 조작부하 등 신체적 부하는 물론 감시제어 과정의 정보처리 및 진단 등 인

2000년 이후 법제화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위해 고리 1호기를 시범 대상으로 삼아 원전의 절차

지과정에 따른 정보 입출력, 단기기억 등 인지적 부하를 평가함으로써 직무절차와

서, 조직행정 및 안전문화, 인적요소의 평가방법을 제시했고, 전체 가동중 원전에 대해 호기별로 안전성 증진 및

인터페이스를 검토하는 운전작업 시뮬레이션분석기(SACOM)을 개발했다. 재래식

계속운전에 대비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후속조치 도출에 참여했다. 원전 안전성에서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제어실의 패널 배치나 기기 배열은 물론, VDU 기반의 첨단 제어실에서 표시정보

원전의 인적오류 감소를 위해 운전경험 및 인적오류 사건을 재분석해 운전원의 자격 및 인적 관리, 교육훈련, 직

구성 및 정보순항 상호작용의 타당성 등 인간공학설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적

무적합성(FFD: Fitness for Duty), 인원 및 교대근무 관리, 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사자지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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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행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고,

위해 노심의 천이해석을 위한 ONED-90, 3차원 연소코드 MASTER 등을 개발했다. 이와 같은 노물리계산 정밀

근원적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설계안을 개발했다.

도 향상 요구에 따라 핵데이터 정밀도 향상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가동원전 및 신규원전의 안전/비안전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지

1993년 우리나라가 OECD/NEA에 가입한 이후 외국의 핵데이터 생산 기여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입수한 평가핵

속적으로 수행했다. 한수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및 기타 산업체로부터 다양

데이터를 활용해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하는 연구 외에 핵데이터 실측 연구, 평가핵데이터 생산 연구

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요청받아, 원전 안전성 및 가동성 향상

등 종합핵데이터평가체제구축 연구를 1997년부터 본격화했다.

을 위한 설계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연구소가 참여한 KNICS 안전 및 비안
전계통 개발에서 인간공학 설계 및 검증을 수행했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했다.

1. 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개발

디지털 원전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측면에서 인적오류에 대한 새로운 보완

1970년대부터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 평가핵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수집했다. 1990년대에는 미국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기하고, IAEA와 NRC의 논의에 발맞춰 안전문화 현안의 중

의 ENDF/B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BROND, 유럽의 JEF, 일본의 JENDL 등을 IAEA 핵데이터센터에서 수집했다.

요성을 부각시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및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기법과 운영

1995년 이후에는 IAEA, OECD/NEA 등 외국 핵데이터센터에서 핵데이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핵데

정보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안전문화의 모니터링평가시스템 및 다양한 안전문화

이터의 단순 입수보다는 입수자료의 가공연구를 수행했다. 199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핵데이터표는 당시 신기술

증진기법의 개발을 제안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지적 반응 및 인적오류 특성

로 출현한 인터넷 웹서버를 이용해서 문자, 숫자뿐만 아니라 도형 형태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오류, 갈등, 위반 등과 같은

1995년에는 중성자 반응단면적 도형, 1998년에는 동

새로운 유형의 인적오류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사

위원소의 붕괴 도형과 X-선 및 전자선의 감쇠데이

고대응 측면에 대한 인간공학연구개발을 강화했다. 고스트레스 및 고피로를 야기

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했으며, 연구소가 생산한 온도

하는 중대사고 상황에서 사고대응인력의 안전하고 적절한 조치행위를 지원하기 위

별 MCNP 라이브러리와 외국에서 입수한 평가핵데이

한 실시간운전조치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운전원 조치 지원을 위한 신개념의

터도 제공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2000년 월

HMI로서 Ecological Interface와 현장작업자의 안전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작

간 3,000명 정도의 이용자 수를 보였으나 제4세대 원

업연습시스템(work Practice System)를 제안했다.

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4년이후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해 2006년에는 월 평균 8,000
명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호환성과 확장성, 이식성

제6절
핵데이터 연구

핵데이터는 1990년 본격화한 핵연료 국산화사

이 뛰어난 Java 기반 웹페이지로 교체했다. 데이터

업 및 원전설계사업과 관련, 독일 Siemens-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역시 공개

KWU와 미국 ABB-CE로부터 일괄 도입·활

프로그램인 MySQL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의 Table of Nuclides 화면

용할 때까지도 주로 외국에서 도입한 코드에
장착돼 있는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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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노물리계산에 사용하는 군정수 라이브러리는 1980년대 초부터 외국에서 평가한 핵

1985년부터 추진한 하나로건설사업에서는 캐나다와 유사하게 격자코드 WIMS/D와 확산연소코드 VENTURE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입수·개발하기 시작했으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로 구성한 독자적 노물리계산체계를 구축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기존 군정수 라이브러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밝

추진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중성자확산방정식 해법의 정밀화, 신속화를

혀져 1988년에는 모듈 형식의 군정수 생산시스템 NJOY를 사용해서 130개 핵종으로 구성된 69군 WIMKAL-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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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생산해 하나로 설계에 사용하고 IAEA에도 공개했다. 1989년에

연구소는 2006년부터 핵데이터의 공분산 데이터 처리를 포함한 핵데이터의 민감도 및 불확도 해석을 위한 코드체

는 NJOY89를 도입해 ENDF/B-VI, JENDL-3 라이브러리를 처리해서 WIMS/

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JENDL-3.3의 주요 악티니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데이터를 처리해서 핵

D 라이브러리의 발생에너지, 연소모형 등을 개량했으며, 1992년 ENDF/B-VI,

반응단면적 자체에 내재된 고유 불확실도,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했다.

JENDL-3.1을 NJOY91로 처리해서 경수로용 라이브러리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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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설계를 위해 1992년 JEF-1을 처리해서 프랑스에서 도입한 핵세포코드

3. 핵데이터 평가

SPINX의 50군 라이브러리를 생산했으며, 1996년 다시 JEF-2.2를 처리해서 액체

1991년 핵물리코드 ABAREX를 도입해서 핵데이터 평가를 시도했고, 1995년 실측치 분석용 통계코드 CovaFit를

금속로의 노물리 및 차폐 해석용 중성자 80군, 광자 24군의 KAFAX-F22 다군정

개발했다. 1997년 일본 JAERI 평가코드 시스템을 도입·사용했으나, 곧이어 광학모형코드 ECIS, ABAREX, 광

수 라이브러리를 생산해서 제공했다.

통계 모형 GNASH를 사용하는 평가코드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사용했다. 2000년을 전후로 모듈시스템의 핵반응

1993년에는 연속에너지 몬테카를로 모사코드 MCNP를 도입하고, 1994년 ENDF/

코드패키지인 EMPIRE-II를 도입해서 20 MeV까지의 중성자 핵반응계산에 사용했으며, 또 다른 모듈시스템 핵반

B-VI를 처리해서 MCNP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열중성자로심, 고속로심, 발전로

응코드인 Talys를 도입해서 하전입자 등의 계산에 사용했다. EMPIRE-II의 공명영역평가모듈을 개발하고, Talys

심에 대해 검증했다. 1996년부터는 경수로핵연료설계에 널리 사용되는 CASMO-3

코드는 효율적 평가 작업 수행을 위해 전 평가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용 라이브러리를 MOX 설계에 적합하도록 확장했으며, 1998년에 도입한 HELIOS

1998년부터 미국 BNL과의 공동연구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중요한 19개 핵분열생성물 핵종의 공명상수와

라이브러리도 유사하게 확장함으로써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기술을 확립했다.

단면적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핵종으로는 일체형원자로의 가연성 독물질로 고려되는 Dy에 대한 단면적도 포

차폐해석 분야에서는 확장성이 좋은 미국 LANL의 MATXS 형으로 ENDF/B-VI를

함하고 있다.

사용해 중성자 175군, 광자 42군의 차폐 라이브러리를 1996년에 개발했고, 175개

이렇게 축적된 평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연구소가 주도한 32개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데이터가

핵종에 대한 KASHIL-E6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해서 NEA Data Bank를 통해

2000년 이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표준 평가핵데이터라이브러리인 ENDF/B-VII.0 중성자라이브러리에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

등재됐다.

1999년∼2001년에 IAEA CRP에 참여, ENDF/B-VI, JENDL-3.2, JEF-2.2를 이

연구소는 추가로 As-74,75, Eu-153 등 3개 핵종의 핵데이터 생산에도 기여했다. 2006년에는 중성자 입사에 의

용해서 기존의 69군과 확장된 172군의 WIMSD-5B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다. 또한

한 감마스펙트럼을 최신의 물리적 개념을 도입해서 평가했다. 특히 새로운 감마강도 함수의 도입으로 실험과의

1996년 보다 상세한 150군의 ENDF/B-VI 및 JENDL-3.2를 토대로 KAFAXE66

불일치를 해결해서 신뢰성 높은 감마스펙트럼을 생산했다.

와 KAFAX-J32를 2002년 개발·생산해서 액체금속로 해석에 이용하고 있다. 최

1999년 이후 C-12부터 Bi-209까지 143개 핵종에 대해 KAERI 광핵반응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이들

근까지 각종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 계산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MCNP 코드의 라

중 124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가 IAEA의 국제표준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록됐으며, 2006년 12월 공식 발표된

이브러리도 생산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배포했으며, NEA Data Bank에 등록해서

ENDF/B-VII.0의 광핵반응 라이브러리에도 등재됐다. 또한 2007년에는 광핵데이터 구축 선진화의 하나로 광핵

외국에서도 이용하게 했다.

분열단면적을 계산하는 전산코드를 작성해서 주요 핵물질을 대상으로 30 MeV 이하의 에너지 영역에서 광핵분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정수 라이브러리의 개량을 위해 최신의 평가핵데이터 라

단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전산코드 국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브러리인 JENDL-3.3, JEFF-3.1, ENDF/B-VII.0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군정수

1999년부터 고에너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소멸처리 연구에 필요한 1 GeV 이하의 고에너지 핵단면적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해서 KALIMER 연구개발과제에 제공했고, 고온가스로의

연구를 일본 JAERI 및 미국 LANL과 협력해서 수행했다.

감속재로 사용되는 흑연에 대한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를 개량해서 고온가스로 연구

한편 1997년에는 실측데이터의 통계 평가를 마치고, 1998년부터 핵물리코드를 이용해서 하전입자반응단면적을

개발과제에 제공했다.

평가하고 있다. 2000년 중반부터 고에너지 핵데이터 평가에 적합한 Talys 코드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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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작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해서 양성자가속기에서 주요 방사선원
으로 작용하는 탄소 및 구리를 대상으로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2008년 시작된 한·미 국제공동연구(US-ROK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로 주요 마이너 악티니드에 대한 핵반응 평가와 핵
반응의 공분산 데이터를 생산했다. 대상핵종은 Np-237과 Pu-240 및 11개의 Cm
동위원소였다. 공동연구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명영역은 ORNL이, 고속중성자
영역은 연구소가 핵반응 데이터와 공분산을 생산했으며, 최종 평가 파일은 연구소
가 작성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에 구축한 전자가속기 기반 중성자 TOF 설비

원자력의학원이 구축한 50 MeV 사이클로트론

2010년부터는 국제핵융합연구로(ITER)에서의 한국형 TBM의 중요한 구조물질인
Ti, V, Cr, Mn, Fe, Co, Ni, Si에 대한 중성자 핵반응데이터를 개량했다.

이용하여 모니터용 표적인 Al과 Cu의 방사화단면적, 57 MeV와 69 MeV에 대한 Y과 Zr의 양성자방사화실험을 수
행했다.

4. 핵데이터 측정

선진 핵데이터 측정기술 확보를 위해 2000년 이후 국외 핵데이터 측정설비를 이용한 실험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

국내 핵데이터 실측능력을 갖추기 위해 1997년부터 100 MeV급 전자가속기를 이용

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일본 교토대 원자로연구소(KURRI)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데이터 측정설비와 일본 도쿄

한 설비구축 타당성연구를 포항공대에 위탁하는 한편, 외국 설비를 이용해서 핵데

공대(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데이터 측정설비를 이용해서 원자로 독물질인 4종의 Dy 동위원소와 5종

이터를 실측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일본 교토대와 러시아 Dubna에

의 Gd 동위원소들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했다. 또한 러시아 Dubna에 있는 Frank중성자물리연구소(FLNP)

서 수행하고 있는 전단면적 및 포획단면적 측정에 참가해서 측정기법을 습득했다.

의 전자가속기와 원자로를 결합한 핵데이터 측정설비들을 이용해서 토륨 관련 핵종의 전단면적 및 중성자 포획단

2001년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중성자 TOF 설비를 완성해서 열중성자로부터 수백

면적을 측정했다. 2013년부터는 독일 HZDR(Helmholtz-Zentrum Dresden-Rossendorf) 연구소의 nELBE를

eV까지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실험을 할 수 있는 핵데이터 측정설비를 구축했고,

이용해 W, Fe, Au 등의 고속중성자 전단면적을 EU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많은 핵종들(Ta, W, Ti, Dy, Sm, Ag, Hf, Zr, In, Cu, Mo, Bi 등)
에 대한 중성자전단면적을 측정하고 SAMMY 코드를 이용해서 평가했다.
2000년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VDG 가속기 시설을 이용해서 고속중성자 포
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빔 펄싱 및 번칭 시스템, 새로운 중성자 실험실, 빔 수송
라인 및 즉발감마선 검출시스템을 설계·제작해서 그 특성을 평가했다. 또한 고속
중성자 포획단면적 해석을 위한 중성자 발생 표적에서의 삼중수소량 해석, 발생 고
속중성자에 대한 기본 물리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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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양성자가속기 양성자방사화 실험장치

독일 nELBE의 전단면적 측정 시스템

2000년 이후 양성자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50 MeV 사이클로

2013년부터는 일본 HIMAC(Heavy Ion Medial Accelerator in Chiba)에서 중이온 빔을 사용해 이차중성자 생성

트론에 진공산란함 및 주변 장치를 제작·설치하고, Be-9(p,n)B-9, C-12(p,p’)

핵반응데이터 측정실험을 수행했다. 규수대학팀을 중심으로, JAEA의 PHITS 코드 개발 및 히로시마대학 팀이 참

C-12 반응 등의 실험을 수행했다.

여해 Ar 및 Fe beam이 흑연표적과 반응해 발생하는 2차중성자 DDX(Double Differential Cross-section)의 측

2013년 하반기부터 경주 양성자가속기에서 제공하는 최대 100 MeV의 양성자빔을

정실험을 규수대학팀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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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분야에서 중요한 U-238의

HIMAC 실험 장치 배치 현장

중성자 핵반응 연구를 위해 연구소
와 EC JRC(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는 2013
년부터 U-238 포획단면적 개량을
시작했다. 측정실험은 EC JRC의
TOF(Time-Of-Flight) 설비를 이용
하고, 데이터 분석은 연구소가 주도했다. U-238 포획단면적 측정 및 평가 결과는

초전도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 핵데이터 측정시설 빔라인 레이아웃

초전도가속기 기반 nTOF시설의 중성자발생장치

2017년 국제표준 핵데이터 라이브러리인 ENDF/B와 JEFF의 최신 버전에 등재했
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뿐 아니라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이 EC JRC와의 공동 측정

또한 연구소는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초과학연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포항공대는 2016년부터 Gd 동위원소에 대한 중성자 포

구원이 추진하는 거대 과학시설인 중이온가속기 프로

획단면적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2017년부터 Rd에 대한 중성자 포획

젝트(RAON)의 하나인 핵데이터 생산시설 (NDPS:

단면적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Nuclear Data Production System)을 제안해 설계에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핵데이터 측정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소가 보유하

참여 중이다.

고 있는 17MeV 초전도 전자가속기를 정상화하고 이를 이용한 고속중성자의 핵반

EC JRC에서 측정한 U-238의 중성자
포획 수율

RAON 프로젝트의 하나인 NDPS 장치

기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에 중성자

응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구축을 시작했다. 이는 초전도 전자가속기에서 가

또는 이온 빔을 사용해 독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속된 전자빔이 액체납과 충돌 후 제동복사로 발생된 감마선이 광핵반응(γ ,n)을 일

있는 가속기기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속중성자에 대한 정확한 핵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런

으켜 만들어지는 고속중성자가 핵데이터 측정시설(nTOF: Neutron Time-Of-

목적으로 NDPS는 선형가속기로부터 최대 53 MeV의 중양자와 최대 88MeV의 양성자 빔을 공급받아 고속중성자

Flight)로 전달되어 에너지별 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설비이며, 측정시설은

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는 중성자 TOF 및 핵데이터 측정 검출기시스템을 설계했다.

2019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생산될 100 MeV 이하의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현안 중 하나인 Major Actinide 계열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그
리고 여러 Minor Actinide 계열 원소들의 핵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준비 중이다.

제7절
화학공정 연구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가압중수형 발전로인 월성 1호기를 건설하면서 중
수감속형인 재료시험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1977년부
터 중수 분리연구를 시작했으며, GS(Girdler Sulfide) 공정을 이용한 초기 중
수 분리공정과 증류공정을 이용한 최종 중수 분리공정에 대한 실증실험 장치
를 개발해서 중수 분리의 기반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1983년부터는 가동 중

인 중수형로에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중수로부터 분리·제거하는 촉매교환법 공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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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 분리 기술 연구

1987년 말에는 한전 기술연구원과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연구소는 1977년부터 중수 분리기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 기술분석 평가를

제거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1990년대 전반에

수행해 실증된 GS 공정을 초기 분리공정으로 선정했다. 1978년 0.1 % 정도의 저농

는 중수 분리용으로 개발된 고분자 촉매를 삼중수소 제거

도 중수 시험분리용장치 개발에 착수해서 기본·상세설계를 완료하고, 1979년에는

에 사용하는 연구를 전력연구원의 수탁과제 로 수행했다.

직경 30 ㎝, 높이 750 ㎝의 분리탑(파일럿 시설)을 제작·설치했다. GS 공정에 사

1999년 이후에는 국산 소수성 촉매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

용되는 황화수소(H2S) 가스는 맹독성 기체이므로 가스 누출에 대한 안전성, 취급상

를 수행했다. 삼중수소 제거시설(TRF: Tritium Removal

의 안전, 분리탑 구조물의 건전성 등을 검토하고 수압 및 기압시험 등으로 전 계통

Facility)에 적용하기 위한 액상촉매교환공정의 기본설계

의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했다. 1980년 5월 0.1~0.2 %의 저농도 중수 제조용 파일

자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시설을 설계·설치했다. 2000년

럿 시설의 운전을 개시했다.

1월 파일럿 시설의 성능 실험을 수행해서 TRF 기본 설계

1980년부터는 최종 분리공정인 물-증류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 경수와 중수의

자료를 생산, 촉매 및 촉매반응탑 제작기술을 월성 원전에

증기압 자료, 엔탈피 자료 및 F 인자와 압력관계 자료 등을 기초로 증류탑 해석모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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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설정하고 전산모의를 수행했다. 1982년에는 물-증류공정에 사용할 고성능 충
전물을 개발하고, 1983년 그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 규모의 10 m 충전탑을

3. 수소동위원소 저장기술 연구

설치해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종래의 충전물보다

월성의 삼중수소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이후, 연구소는 삼

5~10배 정도로 분리성능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중수소를 안전하게 금속수소화물로 저장하는 용기를 개발
월성삼중수소제거시설 촉매탑 개발을 위한 파일럿 시설

소수성 백금촉매 개발

월성 2~4호기 건설이 시작된 1991년부터 공해와 에

해, 기술이전을 통해 2007년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

너지 소모가 적은 중수 분리공정기술을 개발했다. 신

였다. 계속해 삼중수소를 효율적으로 우라늄에 저장할 수

공정은 수소와 천연수 간의 수소 동위원소 화학 교환

있는 용기를 연구 중이며, 향후 핵융합발전시대에 대비하

반응 공정으로 고분자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고 있다.

러나 고분자 촉매는 비표면적이 넓은 소수성 담체에
백금 결정을 도포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핵심소재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을 공중합시켜 고분자 담체를 합성하는 연구를 수행, 수
중에서도 활성을 유지하고 비표면적이 그램 당 400 m2 이상인 우수한 시제품을 제
조했다. 시제품 촉매의 중수 및 삼중수소 분리성능은 선진국 제품과 동등했다. 연구
소는 촉매 제조 분리공정에 관한 여러 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수소동위원소 저장 실험장치

2. 삼중수소 제거기술 개발
1983년 중수 분리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중수 중의 삼중수소 분
리공정연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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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발전용 원자로
계통설계기술 개발
한국표준형원전인 OPR1000부터 APR1400

447 제1절 원자로 계통설계기술 도입계약
448 제2절 영광 3, 4호기 계통 공동설계
450 제3절 한국표준형원전 울진 3, 4호기 계통 설계
451 제4절 영광 5, 6호기 계통 설계
452 제5절 KEDO 1, 2호기 계통 설계
452 제6절 울진 5, 6호기 계통 설계

까지 원자로 계통설계에 참여하며, 세계 5위의

453 제7절 월성 2, 3, 4호기 계통 공동설계

원자력발전 강국의 튼튼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454 제8절 차세대원자로 APR1400 기술개발

제7장 발전용 원자로 계통설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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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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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8월 영광 3, 4호기의 건설계획이 포함

Approval)를 받은 차세대원자로 APR1400 설계에도 연구소가 참여했다.

된 장기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영광 3,

특히 연구소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합의로 인해 북한에 건설하기로 한 KEDO 1, 2호기의 계통 설계에도

4호기를 국외 원자로공급자로부터 기술을 전

참여했으며, 원자력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국제회의 및 대북한 협상에 참여했다.

수받아 국내 참여기관들이 기관별 역할분담에

1990년대 후반 노형 다원화를 위해 보완노형으로 선정된 가압중수로(CANDU)형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2,

따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3, 4호기 계통 설계는 캐나다 AECL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수로 계통설계기술의 자립에 기여했다.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발전용원자로 해석 연구 및 핵연료 설
계기술 국산화를 추진해왔고 원자력 관련 고급 두뇌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발전용 원자로의 핵심기술인 계통설계 업무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핵증
기공급계통의 설계를 담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는 한국중공업과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설계계약’, C-E와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공동설계계약’

제1절
원자로 계통설계기술
도입계약

1982년 8월 영광 3, 4호기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장기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영광 3, 4호기는 각각 1995년 3월과 199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외 원
자로공급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 참여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

과 ‘발전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6년 3월 미국의 WH와 C-E, 프랑스의 Framatome,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은 1986년부터 연구소 기술진 33명을 시작으로 3년간 연

독일의 KWU, 캐나다의 AECL 등 5개사가 응찰, 1986년 9월 C-E가 발전로

인원 200인을 미국 C-E에 파견하여 설계기술 및 절차를 습득한 후 C-E와 공동으

계통 및 초기노심설계 분야 계약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구소는 한국중공업과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설계계

로 설계했다. 또한 C-E 주도 하에 미국에서 수행하던 공동설계 일부 업무를 1989

약’, C-E와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공동설계계약’과 ‘발전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 기술도입계약’ 등 3건을 체결했

년 1월부터 연구소로 이관해 C-E 전문가 자문 하에 국내 기술진이 수행했다. 국내

다. 기술도입계약과 발전로계통 공동설계계약은 1987년 5월과 6월에 정부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았다.

에서 수행한 공동설계는 연구소에 설치한 전산코드와 설계자동화시스템 등을 이용

기술도입계약 기간은 1987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0년간으로, 계약 당시 C-E가 보유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

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도 연구소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설계 자료를 사용하

술도입계약 기간 중 개발되는 원자로계통설계 관련 기술도 연구소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기

도록 해 설계기술과 설계사업 관리능력을 동시에 자립하도록 했다. 원자로 계통설

술도입계약 기간연장 및 계약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1997년 5월 기술사용 협정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공동으로

계 기술자립계획은 영광 3, 4호기 설계와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기술자립목표는

C-E와 체결해 기술도입계약을 10년간 연장했다.

1995년 말 까지 95%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입수한 기술 자료는 System80 일반 문서, 팔로버디발전소 설계 결과물, Nuplex80 설계자료, 품질보증/프로젝트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설계를 통해 기술자립을 도모한 결과, 한국표준형원전인

관리 관련 자료, System80+ 등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 모두 4,600여 건에 달했다. 또한 193종의 특허 실시권을

울진 3, 4호기 계통설계는 국내 설계진의 책임 하에 수행했다. 영광 5, 6호기 계통

허여받았으며, 계약기간 중 특허출원 중인 것도 수시로 입수했다.

설계는 한국표준형원전 1, 2호기인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해 1995년에 착

총 98개의 전산코드를 입수해 연구소에 설치·검증하고, 영광 3, 4호기 공동설계 및 후속호기 설계에 사용했다.

수했으며, 기술자립을 통해 축적한 계통설계 업무의 일부(약 10 %)를 국내 산업체인

초기에 도입한 전산코드는 Cyber 전산기용 코드였으나 사용시간 단축과 여러 설계자의 동시 사용을 위해 워크스

한국전력기술(주)에 하도급 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핵심기술을 국내에 전파하기 시

테이션용 코드를 구매·활용했다. 상용코드 15개는 연구소가 직접 구매해서 설계에 활용했다.

작했다. 이후 울진 5, 6호기 계통 설계도 연구소가 주도하여 수행했다.

훈련과 관련해서는 강의실교육(CRT), 실무훈련(OJT) 및 실무참여(OJP)로 수행했으며, 13명이 비상운전지침서

1992년 6월 17일 정부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 G-7 사업으로 선정·의

(EPG) 작성을 위한 추가 훈련을 받아 영광 3, 4호기 EPG를 연구소 책임 하에 작성했다. System80+ 설계 및 인

결됨에 따라 한국표준형원전 개발의 연장선에서 출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추

허가 관련 업무에는 305인·월(26명)이 참여했다.

진해 2002년 5월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설계인가서(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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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광 3, 4호기 계통
공동설계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 원자로계통 설계

확인요구사항인 개별안전점검(IPE) 업무를 수행했다. ⑤원자로 내부 구조물 진동평가를 위해 C-E의 뉴잉턴 공장

원자로계통 설계 기술자립을 위해 1987년 연구

에서 1991년 10월 제한적 진동측정시험을 실시해 최종보고서를 1992년 7월 제출한 뒤 영광 4호기에서 현장에서

소의 기술진을 미국 C-E에 파견하여 공동설계

실측시험을 실시해 시험보고서를 1995년 8월 제출했다. ⑥1991년 11월 C-E 원전에서 노심보호연산계통 검증시

에 참여해 설계기술 및 절차를 습득하고, 관련

험을 수행하고 시험보고서를 1992년 6월에 제출했다.

사와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도 직접 참
여했다. 또한 C-E 주도 하에 미국에서 수행하던 공동설계 일부 업무를 1989년 1월

3. 시운전 및 운영허가 지원

부터 연구소로 이관해 대부분의 원자로계통설계를 C-E 전문가 자문 하에 국내 기

연구소는 사업주인 한전과 한국중공업의 요구에 따라 1992년 4월 건설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하고, 원자로계

술진이 수행했다.

통 설계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현장설치 및 시운전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국내에서 수행한 공동설계는 연구소에 설치한 전산코드와 설계자동화시스템 등을

영광 3, 4호기 상업운전에 앞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고, 최종 인허가운영허가 실무회의를 통해

이용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도 연구소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설계 자료를 사

운영허가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인허가 현안사항에 대해 심층 검토했으며, 사업자 및 설계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

용하도록 해 설계기술과 설계사업 관리능력을 동시에 자립하도록 했다.

하여 현안사항의 조기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운영허가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제기한 안전감압계통(SDS)를 추

원자로계통 설계의 마무리 작업인 각종 시운전 지침서 및 절차서 작성을 대부분 연

가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적기에 추진해 운영허가를 획득하고, 계획공기의 지연없이 원전 건설을 완료했던 것은

구소 기술진이 완결했으며, 계약 종결에 대비해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분야별 미결

원자로계통 설계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항목을 도출하고, 미결항목의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완료함으로써 영광 3, 4호

4. 계통설계 기술자립 지원

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을 완결했다.
❶ 영광 3, 4호기 설계 모형

계통설계 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계통설계 지원팀을 추가로 구성해 C-E로부터 이수 받은 강의실교육 및 실

❷ 발전로계통 설계

무교육 내용과 공동설계팀이 제공한 설계의 재확인을 통해 기술을 숙지하고, 영광 3, 4호기 공동설계에 국내 설
계진이 참여하지 못한 분야는 영광 3, 4호기 설계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모의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설계기술자립에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입수한 설계 자료를 검토하고, 전산코드를 설치하여 품
질보증업무를 수행했다. 구축한 설계자동화시스템(CAD)에 모든 공동설계도면 파일을 확보·설치하고, 공동설계
❶

❷

변경도면을 개정·유지해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에 활용했다.
NPA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의 성능을 확인해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검증·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2. 건설허가 보완사항 수행

발전소 운전관련계통 설계자 및 운전원 교육과 계통설계 시의 엔지니어링 분석 및 전반적 경향분석에 활용했다.

15개의 건설허가 보완사항 중 원자로계통 설계와 관련된 다음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외 원자로압력용기재료 기준시험, EPG, 플랜트 매뉴얼 작성 등의 기술용역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자로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추가시험 및 분석을 수행했다.

계통 설계기술 자립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설계 및 기술자립사업을 완료했다. 설

①1990년 1월 C-E 원전에서 원자로유동모델 시험을 시행하여 시험보고서를 제출

계관리 분야에서는 설계관리 업무를 위한 내부지침서를 개발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했으며, 설계분야 간 상호

했다. ②가압기 밀림관의 균열거동 해석보고서를 1990년 2월 제출, 1990년 7월 검

연계사항 조정기술을 축적했다.

토·종결했다. ③1991년 4월 증기발생기진동 실증시험을 실시해 1991년 7월 시험
보고서를 제출했다. ④국내 관련 기관에서 1991년 4월∼1993년 12월에 원전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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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표준형원전
울진 3, 4호기
계통 설계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울진 3, 4호기의 핵심기술인 원자로계통 설계

자인 C-E에 주요 설계물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설계 신뢰성의 다중 검증장치를 마련해 설계의

는 연구소의 총괄책임과 관리 하에 수행했다.

완벽성을 기했다.

울진 3, 4호기는 국내 원전 건설 사상 처음으

울진 3, 4호기 건설허가 조건사항인 부분충수운전 관련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단일 노즐댐 설치, 영구 수

로 국내 설계진의 책임 하에 설계한 최초의 한

위지시계 설치 등의 설계변경사항을 도출·개선했으며, 건설허가보완사항인 파단전누설개념(LBB, Leak Before

국표준형원전이었다.

Break) 및 ALARA 보고서를 작성해 한전에 제출했다. 아울러 영광 3, 4호기 성능시험 및 실제 운전경험 중 원자

주요 업무는 최종 설계결과물의 완성, 영광 3, 4호기 시운전 경험 반영, 건설허가

로냉각재 유량 상한치를 조정하고, 원자로배기제어계통 및 화학체적제어계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

조건 및 보완사항 등 주요 인허가 사항의 반영과 현장 시공기술 지원업무 등이었다.

한 설계개선을 수행해 안전성 및 운전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1996년 주요업무인 현장 시운전 업무를 위한 지침서, 시험요건서를 준비하고
운영허가를 위한 FSAR을 작성했다.
울진 4호기 원자로 건물(1996.7)

한국표준형원전인 울진 3, 4호기는 설
계수명 40년으로 설계했으며, 핵연료
의 열적 여유도를 5 % 이상 확보하고,

제4절
영광 5, 6호기
계통 설계

영광 5, 6호기 설계를 위해서는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사용했으며,
울진 3, 4호기 기술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준일인 1993년 12월 이후 개정된
기술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고, 영광 3, 4호기의 시운전 경험을 반영했고, 건

한국인의 체형 및 관행에 맞는 인간공

설공기를 울진 3, 4호기 대비 약 2개월 단축함으로써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

학적 개념을 적용한 최신 제어설비를

성을 향상시켰다.

채택해 운전원 실수에 의한 사고 발생

영광 5, 6호기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자립을 통해 축적한 계통설계 업무의 일부(약 10 %)를 국내 산업체인 한국전

률을 저감했다. 또한 주요 안전계통의

력기술(주)에 하도급 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핵심기술을 국내 산업체에 전파했다.

개선·보완을 통해 노심손상빈도를 낮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들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했으며, 최

추었고, 당초 기술도입 모델인 미국 팔

신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설계개선 사항에 한해 기술 제공자

로버디 System80 원전에 비해 설계를

인 C-E의 기술자문을 받았다.

크게 개선함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영광 5, 6호기 계통설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는 CVCS 계통 중 충전펌프를 왕복동 구동펌프(PDP)에서 순환

보조급수 완전상실사고에 대비해 영광 3, 4호기와 같이 안전감압장치를 설치하고,

형 펌프로 설계 개선해 원전의 신뢰도 향상 및 유지·보수성을 제고시킨 점이다.

비상디젤발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관련 설비를 강화함으로써 노심손상빈도

영광 5, 6호기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해 1995년 8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건설허가를 신청했

를 1/10로 낮췄다. 이외에도 냉각수의 적정유량 및 압력을 조절해 주는 충전펌프를

으며, 영광 5, 6호기 설계에는 영광 3, 4호기 운영허가 시에 제기된 사항 및 울진 3, 4호기 건설허가 보완사항 등

3대에서 4대로 늘려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경보의 우선순위 부여, 제어계통설계

을 반영했다.

의 보완, 신호의 디지털화 등으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구조물, 계통 및 부품
(SSC)의 설계·제작·시공·시험 및 시운전·운전 등에 대해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들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절차를 간
소화함으로써 원자로의 이용률 및 가동률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국내 기관 주도의 최초 독자설계인 점과 계통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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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KEDO 1, 2호기
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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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설공기를 영광 5, 6호기 대비 2개월 단축토록 했다. 또한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8개월 장주기 운전이 가

에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1995

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설계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이용률을 향상시켰다.

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

한편 울진 5, 6호기의 계통설계는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C-E와 다중검토를 거쳐야 하는 설계문서를 선행 영광 5,

되고, 그해 6월 쿠알라룸푸르 미·북 협상에서

6호기의 절반 정도로 감소시켰으며, 일부 설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C-E의 기술자문 및 협의를 받았다.

KEDO가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를 선정하기

울진 5, 6호기의 PSAR에는 선행 호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발전소

로 합의했다. 1995년 12월에는 경수로사업의 근간이 되는 공급협정을 KEDO·북한

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보조 계전기 캐비닛의 디지털화는 국내는 물론 기술 제공사인 C-E도 실

간에 체결했고, 1999년 12월에는 KEDO와 한국전력 간에 본 공사 착수를 위한 주

제 설계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C-E의 기술을 국내에 전수하고 문제점을 사전 보완할 수 있도록 인허가기관과의

기기 일괄공급계약이 체결됐다.

공동 노력으로 인허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소는 원자력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국제회의 및 대북한

울진 5, 6호기의 설계는 울진 3, 4 호기에서 태동해 영광 5, 6호기로 이어진 한국표준형원전을 보다 완벽하게 구

협상에 참여해 회의 및 협상을 지원했으며, 경수로 기획단 및 KEDO에 각각 연구소

현한 것으로, 차세대 원전 설계기술 개발의 가교 역할을 했다.

전문가 1명씩 파견, 기획단 및 KEDO 내부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KEDO 1, 2호기의 원자로계통 설계와 관련, 이에 적용할 최적의 코드 및 표준 선
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했다. 참조 노형인 울진 3, 4호기 및 영광 5, 6호기의 설계
를 기본으로 코드 및 기준의 적용기준일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설계자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필수 설계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제7절
월성 2, 3, 4호기
계통 공동설계

1990년대 후반 노형 다원화를 위해 보완노형으로 선정된 가압중수로형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했다. 월성 2호기는 월성 1호기와 동일 노형으로 하되, 인허
가 변경사항 및 설비개선사항을 반영해 199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KEDO 1, 2호기 원자로계통설계 내용에 대한 2가지 안을 원자로계통 공급의 주계

월성 3, 4호기는 월성 2호기의 복제설계를 원칙으로 각각 1998년 6월, 1999

약자인 한국중공업(주)을 통해 한전에 견적 제의했다.

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건설을 추진했다.

연구소는 KEDO 1, 2호기 원자로계통설계를 위해 두산중공업과 원자로 계통설계

월성 2, 3, 4호기 계약체계는 종합설계 및 원자로 공급은 월성 1호기의 주계약자였던 AECL이 담당하고, 터빈과

공급계약과 ABB-CE와 계통설계 자문계약을 체결했으며 주기기 제작을 위한 기기

발전기 공급은 한국중공업(주)이 담당했다. 시공은 월성 2호기는 현대건설(주)이, 월성 3, 4호기는 (주)대우가 각

설계사양서 작성 등 계통설계를 수행했다. 참고로 KEDO 1, 2호기 사업은 2002년

각 담당했으며, 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에 하도급자로 참여해 AECL과 공동설계를 수행했다.

10월 제2의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2003년 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그 후 사업이

특히 월성 2호기보다 월성 3, 4호기에서 연구소의 참여도를 크게 높여서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했다. AECL과는

종결됐다.

공급계약과 함께 전산코드 등 원자로설계기술 자료를 제공받도록 별도의 기술전수협약을 체결했다. 제공된 기술
자료들은 월성 1∼4호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별도 협약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고, AECL
과 공동개발하게 될 개량중수로에 대한 기술 자료도 받을 수 있게 돼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제6절
울진 5, 6호기
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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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1996년 11월 말 울진 5, 6호기 계통

1996년 말 월성 2호기 시공용 설계문서(RFC SID Package) 42종 모두를 발행 완료했으며, 개정본 발행, 월성 현

설계업무를 계약했다. 영광 5, 6호기를 참조발

장설계변경(FCR/FER) 및 각종 인허가 질의사항 답변 등 업무를 수행했다. 1996년 11월 운영허가 획득 후 핵연료

전소로 해 기술기준 및 규격의 적용기준일을

장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월성 3, 4호기 설계도 계획대로 수행했다.

1994년 12월 31일로 하고, 그간 선행 호기의

연구소와 한전, AECL, 한국중공업(주) 4자간의 기술전수협약(1992.9.18)에 따라 설계절차서, 설계지원문서, 연

건설 및 시운전 경험을 반영해 설계했으며, 건

구개발보고서, 특허권 관련 정보, 일반 CANDU 설계문서 등 기술자료 1,384 종을 인수했다. 제3자 코드인 P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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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를 제외한 전산코드 83 종의 인수를 완료해 월성 2, 3, 4호기 핵증기공급계

허가업무 지원을 담당하며,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추진위원회가 기술

통(NSSS) 설계 및 연구개발에 활용했다. 연구소의 NSSS 공동설계 참여율은 월성

개발의 기획·심의·평가·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주관은 한국전력, 실무총괄은 전력연구원 차세대원자로기

2호기 약 40 %, 월성 3, 4호기 약 60∼65 %로 중수로 기술자립의 기반을 다졌다.

술개발사업단, 기술업무는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전력연구원 신형로센터, 한국

또한 1993년 8월 대용량 중수로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협정을 AECL과 체결하고,

중공업(주)와 한국핵연료(주)가 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했다.

1994년 말까지 1단계 연구를 완료했다. 이때 작성한 설계 결과물은 76종에 이른다.

1단계(1992.12∼1994.12) 개념설계는 원자로형과 설계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한 신형원자로

1995년 이후 2년간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수로설계기반기술 개발’

(System80+, AP600)의 설계요건 및 설계 자료를 검토·분석했으며, 이들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핵연료

과제를 AECL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CANDU 6 및 CANDU 9에 공히 적용할 수 있

주기비를 분석·평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또한 AP600의 용량 격상 가능성과 System80+의 피동개념 적용 가

는 중수로 기술을 개발했다.

능성을 분석해 선정한 설계개념을 사업자 설계요건과 비교·분석해 최적설계개념을 확정했고, 필요 설계기술 확
보 방안 및 설계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제8절
차세대원자로
APR1400 기술개발

차세대원자로 개발은 한국표준형원전 개발의
연장선에서 미래 노형개발 전략의 일부로 1989
년 수행한 ‘2000년대 원자력 전망 및 대처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처음 논의하기 시작
했다. 이어 1991년 ‘국내에서의 신형원자로 개

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설계개념을 정립하고, ‘신형 안전로 개발’ 연구
를 통해 국내 부족기술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세대원자로 개발 밑그림을 그
려나갔다.
차세대원자로 APR1400(개발명 KNGR,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 기술개
발계획은 1992년 6월 17일 정부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 G-7 사업으로 선
정·의결됨에 따라 2007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출범했다.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
획(1998.8)에 따라 2010년 6월 준공으로 변경됐으나 기술개발기간 연장으로 다시
지연됐다. APR1400의 설계인가는 차세대 원자로 3단계가 종료된 2002년 5월 규제
기관으로부터 설계인가서를 받았다.
한편 2000년 말부터 한국전력은 신고리 3, 4호기 사업조직을 편성하고 차세대원자
로 기술개발 결과를 검토해서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계통설계 제안서를 접수했
다. 2003년 2월에는 신고리 3, 4호기 상세설계 및 건설을 시작해서 2013년 9월 1호
기를 준공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과학기술부가 기술개발 협조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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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계요건은 노심출력 4,000 MWt급, 설계수명 60년, 노심손상빈도 10-5/년

의 개발업무를 한국전력 수탁사업에서 과학기술부 주도의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하, 격납건물 건전성 상실빈도 10-6/년 이하, 가동율 90 % 이상, 건설공기 48개

LBLOCA 시의 DVI 성능실

월 등이다. 또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설계단순화, 충분한 설계여유도 확

험 및 성능평가 연구를 위

보, 인간공학기술 적용 및 입증기술 사용 설계원칙을 정립·적용했다.

해 원자로계통 배관의 가상

2단계(1995.3∼1999.2) 기본 설계는 제7차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추진위원회 의결

대형 파단 발생시 DVI 방

에 따라 한국표준형원전을 기준노형으로 삼아 출력을 증강하고 C-E사의 개량형

식의 안전주입에 의한 노심

가압경수로 System80+에 적용한 46개 설계개선 사항 중 국내 기술 및 여건에 맞

냉각성능 평가에 필요한 핵

는 항목을 선정·적용했으며, 1993년부터 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C-E, DE&S,

심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고

SWEC 및 AEA Tech.가 협동으로 연구한 10개 피동안전개념의 적용성을 고려해

자 축소 모의 가시화 실험

개발했다. 기본설계와 세부설계 요건을 확정하고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KNGR

MIDAS 준공(2001.7.25)

MIDAS 실증장치

SSAR) 및 사업자설계요건서(KURD)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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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과 대형 물-증기 실
험장치(MIDAS) 실험을 통

1996년 7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연구소의 사업체제 조정안(사업이관)을 의

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APR1400의 DVI 방식에 대한 LBLOCA 대응능력을 종합적이고도 실질

결하고, 1996년 8월 26일 제9차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 참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기반을 제공했다.

여기관들의 업무분장과 계약추진체계를 조정함에 따라 연구소 원전사업단의 원전

DVI 방식을 채택한 LBLOCA의 후기 재관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하향유로 고유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실험결과는

설계사업 업무와 인력은 산업체로 이관됐다. NSSS 설계업무는 한국전력기술(주),

비상노심냉각수 직접 우회율, 하향유로 온도분포, 증기응축률 등에 대한 최적 안전해석코드의 예측능력 검증·평

초기노심 설계업무는 한국핵연료(주)가 각각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가에 직접 활용했으며, APR1400의 인허가용 설계코드의 보수성에 대한 최적안전해석 코드의 대응계산 결과의 신

NSSS 중 제한적 부분의 설계개발업무를 1996년 말까지 수행하고, 설계 공정 및 일

뢰성을 확보, APR1400의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지원했다.

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초기반 항목(①부하추종운전기법 개발, ②원자로 격납건

격납용기 내 IRWST 내의 증기분사기 방출유체거동 성능실험 및 분석을 위해 B&C 루프(고압증기방출·응축실

물 내 증기분사기의 열수력학적 해석·개발, ③소형냉각재상실사고(SBLOCA) 발

험장치)에 실규모 증기분사기를 장착해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안전감압배기계통(SDVS)의 증기분사기

생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DVI) 성능해석, ④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 발

작동특성을 평가했으며, 원자로 감압운전 시 공기방출 과정에서 기포의 거동 및 하중 해석에 필요한 자료, 공기방

생시 DVI 성능시험요건 개발, ⑤원자로 CEDM 성능시험장치 개발·건설·시운

출 시 방출 배관 내 하중 자료, 진공분쇄기 성능평가 자료 등을 생산했다.

전, ⑥안전주입탱크 내 피동형 유량조절기구 개발, ⑦원자로용기 감시시험 프로그

CEDM의 작동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온·고압 시험장치를 구축해 CEDM 모터 전력시험, 냉각성능

램 개발, ⑧내진·내환경 디지털계측제어기기 검증방법론 개발, ⑨인간공학설계

시험, 제어봉 낙하시험 및 내구성시험 등을 수행했다. 장기 구동시험을 통해 CEDM의 설계 성능을 실제 운전조건

독립검토 방법론 개발, ⑩완전급수상실(TLOFW) 시 파이롯트 구동 안전방출밸브

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반 및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외국 시설에 의존하던 국내 가압경수로 관련 성능시험 및

(POSRV) 채택에 따른 주입 및 방출(Feed & Bleed) 운전 타당성 평가, ⑪SBLOCA

새로운 원자로 개발 시 요구되는 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와 저출력운전 시 발생 가능한 붕소희석사고 해석, ⑫중대사고현상 규명 등)의 연구

안전주입탱크 내의 유량조절기구 실증실험 및 평가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개입이나 외부 동력 없이도 안전주입 유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새로운 작동개념으로서의 안전주입 유량조절기구의 개발·성능평가·검증을 수행

3단계(1999.4∼2002.3) 설계최적화연구는 1999년 3월 18일 제12차 차세대원자로

했다. 안전주입탱크 및 유량조절기구를 실험할 수 있는 장치 VAPER를 활용해 최적 유량조절기구 설계방안을 선

기술개발추진위원회가 3단계 추진계획을 의결해 기술개발 목표를 정하고, 연구소

정하고, 피동형 유량조절기구 설계성능을 실증적으로 평가·검증했다. 이로부터 도출한 실규모 유량조절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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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특성곡선은 APR1400 원자로의 안전해석 입력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자로의

커니즘을 이해하고, 기체 방출 증배계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전반적 안전성 확보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다. 참고로 유량조절기구의 제작·

격납용기 IRWST 내 증기분사기 방출유체거동 성능실험 및 분석 연구에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한 증기 방출 및 응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공오차 등의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성능검증실험을

축에 따른 하중특성의 평가 자료 및 수조 내부 열혼합 특성 평가 자료를 생산했으며, 공기 방출 종료 후 IRWST

수행함으로써 신고리 3, 4호기에 사용할 유량조절기구를 확정했고, 이를 인정받아

내부 수온 상승 시 불안정 응축 현상 및 수조 내 열혼합 현상에 대한 실험결과를 생산해 원자로 개발기관 및 규제

2006년 9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받았다.

기관이 APR1400의 안전감압배기계통 및 IRWST에 대한 설계코드 예측능력 평가·검증·설계·성능평가에 활용

차세대원자로 인간-기계연계체계(MMIS) 개발을 위해 주제어실 MMIS에 대한 인

하도록 했다.

적 오류, 신뢰도 정량화,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하는 공통모드고장, 전자기파 영향
등 새로운 설계현안을 해결하고 안전성 검증방법을 개발해서 MMIS가 설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위해 MMIS 설계현안 평가, 인간실수사건 입력자료
생산, 계측제어기기 수명 50년 보장 방법론 개발, APR1400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평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기 및 계통의 정량적 신뢰도평가기술 등을 개
발했다.
차세대원자로 중대사고 연구는 APR1400 원전의 설계과정에서 채택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원자로용기 하반구 노내계측기(ICI) 노
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한 관통부 건전성을 실험과 해석을 통해 평가했다. 또한,
APR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중대사고 완화
를 위한 격납건물 공동(cavity)의 성능분석기술을 개발하고, APR1400 원전의 공동
설계를 중대사고 관점에서 평가했다.
4단계(2002.4∼2007.2) 인허가지원연구는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제3단계 설계최
적화연구가 종료된 이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수탁사업
등으로 APR1400 표준설계 잔여현안 연구와 건설허가 획득 지원을 위한 열수력 실
증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원자로 용기 하부 하향유로 비등 현상의 이해와 예측 능력 평가에 필요한 DOBO 실
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에서는 기포거동 등 주요 열수력 현상을 가시화하고, 정량화
실험을 통해 물리적 모델 개발에 필요한 상세 데이터를 측정하고 계통안전해석코드
의 예측 성능을 평가했다.
DVI 주입관 파단사고 시의 고유 유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시화 실험을 물-공기
이상유동실험(DIVA) 장치를 이용해서 수행했다. 이를 통해 기체 방출 거동을 이해
하고, 최적 해석 코드의 모의능력을 평가했으며, 하향유로 상부에서의 기체 방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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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립

473 제4절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안전규제기관 설립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476 제5절 안전기준 및 안전규제 기술개발

제8장 원자력 안전규제

제8장
원자력 안전규제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안전규제 활동은 1969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방사능 비상대책(TMI-2 사고에 따른 비상대책, 체

고리 1호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규제기관인 원

르노빌 사고 이후의 비상대책)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자력청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원자력행정 기능

원자력안전센터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미국 및 IAEA가 개발한 각종 기술기준 및 지침을 연구·검토해 그 결과를

이 이관된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서 다루었다.

1982년 원자력법 개정 시 상당 부분 반영했으며,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부지 및 환경에 관한 기준 및 지침과 관

당시 국내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대부분 연구

련한 총 9건의 안전기준을 개발했다. 또한 안전심사, 안전점검 등의 안전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소에 집중돼 있었으므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부기술지원이 연구소의 주요 임

하고, 기술기준 및 지침을 개발했다.

무의 하나가 돼 1977년 연구소 내에 ‘안전공학실’을 설치했으며, 1978년에 과학기술
처가 연구소를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안전공학담당부소장 산하에
‘원자력안전공학부’를 두어 안전규제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또한 1981년 원자
력안전관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원자력안전센터’를 설치했고, 이
는 1987년 6월 연구소 부설기관으로 격상했다. 1988년 IAEA가 규제기관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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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1. 안전규제 관련 법규
1958년 원자력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내에서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이 없었
기 때문에 그 내용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개념적 골

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

격을 구성한 것에 불과했다. 제정 당시 원자력법은 총칙, 원자력원, 원자력의

술원법’이 1989년 12월 30일 공포되고 1990년 2월 14일 안전기술원을 연구소로부

개발과 생산기관, 원자력에 관한 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관리, 원자로와

터 분리했다.

원자력관계 시설의 관리, 원자력에 관한 특허·발명에 관한 조치,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 보수, 벌칙 등의 9개

1982년 3월 10일자 과학기술처 고시에 의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심사, 안전검사 및

장(전문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안전규제 기술기준 및 지침 개발 등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1986년 1월부터는 원자

제정 당시의 원자력법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의 가동 이전까지는 커다란 골격의 변화가 없었으며, 헌

력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과 이의 판

법 개정이나 권력구조 변경에 따르는 국부적 개정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우리나라에 최초의 연구로 1호기가 도입

매사업의 인허가 관련 안전심사와 안전검사 업무도 위탁 받았다.

될 당시(1962년) 원자력시설의 보안을 위해 원자로의 인접지역에 일반인의 주거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구

원자력시설 안전심사와 관련해 고리 1∼4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4호기, 울진 1,

역 설정권을 부여했는데, 1973년 제8차 개정 시 원자력법에 반영되었다.

2호기등 신규 및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관련 안전심사와 설계 및 공사방법의 기술

정부는 1969년 1월 24일 원자력법의 공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인허가 관련 규정과 시행령을 제정

검토를 수행했으며, 경수로핵연료 가공시설의 건설허가 관련 안전심사와 연구소의

했다. 초기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절차는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동시에 발급하는 1단

하나로 건설·운영 관련 안전심사도 수행했다. 기타 원자력발전소의 교체노심 안전

계로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원자로시설 계통별로 설계 및 공사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공사 도중에 시

성평가보고서 검토,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슬리빙 설계 검토, 원자로 제어

설검사와 성능검사를 받고, 운전 중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1978년에는 인허가 절차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봉 안내관 지지핀 교체 관련 기술검토 등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야기된 여러

로 분리하여 2단계로 개정했고,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기간 중 안전 관련 주요 시설의 공사 착수 30일 전에

기술문제도 검토했다.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을 신고하도록 했다.

원자력시설의 안전검사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안전 점검

1982년 4월 1일자로 정부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법시행규칙(총리령), 과학기술처고시 등

및 운전 분석(고리 1호기 시운전 중 종합점검, TMI-2사고 관련 고리 1호기 안전점

여러 원자력 관련 법령을 단일화해 원자력법을 대폭 개정·공포했다. 1982년 4월 1일 제9차 원자력법의 전면개정

검, 원자력발전소 운전안전 분석)을 수행했다.

은 원자력 이용·개발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배경 하에서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영허가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분야에서는 방사성물질 등의 안전규제, 방사선 환경감시

와 보안규정 승인을 운영허가로의 일원화, 핵연료주기사업의 세분화와 이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개선,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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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허가제 및 그 운반과 폐기사업의 신고제 도입, 환경보전기준의 준수 의무화,

안전관리 조직의 설립을 건의했다. 그 결과 1981년 12월 21일 제27차 이사회에서 연구소 내에 ‘원자력안전센터’를

일부 권한의 한국에너지연구소 위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9개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차종희 연구소장이 초대 센터장을 겸직했다. 연구소 내부 조직으로 1981년에 발족한 원자

독립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단일의 원자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통합했다. 그

력안전센터는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안전심사, 안전검사 및 기술기준 개발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하

후 1986년 5월 12일자로 개정된 원자력법에서는 설계 및 공사방법을 신고 사항에서

기 위해 센터장 아래에 하부 조직으로 원자력안전기준, 원자로 제1, 원자로 제2, 안전해석, 방사선안전관리, 부지

자료 제출로 변경했다.

환경, 품질보증 등 7개 전문위원실과 행정지원실을 두었다.

초기에는 대통령령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및 보안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유일

원자력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03조(위탁기관의 구분)에 의해 원자력안전센터는 권한위탁기

한 기술기준이라 미국의 10 CFR 50, 미국 NRC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

관으로 지정 받았다. 1982년 3월 10일자 과학기술처 고시에 의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심사, 안전검사 및 안전규제

ASME Code 및 ANSI Code, 캐나다의 CSA 계열 규격, 프랑스의 RCC 계열 규격

기술기준 및 지침 개발 등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등 원자력시설 도입 국가의 기술기준 및 지침을 준용했으나 그 후 자체연구개발을

1982년 4월에는 연구소 내 원자력안전공학부에 속해 있던 열공학, 계측제어, 방사성폐기물처리, 환경, 기계재료

통해 우리나라 기술기준을 제정·활용했다.

등 5개 연구실의 연구원 중 희망자를 원자력안전센터로 전보하고, 토목구조전문위원실을 신설했다.
1983년 4월 업무별로 원자력안전심사부, 원자력안전검사부, 원자력안전기준부 등 3개부를 설치하고, 각 부 산하

2. 안전규제 조직

에 적절한 전문위원실을 배치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1986년 1월부터는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

1969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건설이 확정되면서 당시 규제기관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과 이의 판매사업의 인허가 관련 안전심사와 안전검사 업무도 위탁 받았다.

인 원자력청에서 안전규제 활동을 개시했다. 1971년 8월 원자력청은 12인으로 구성

1987년 6월 원자력안전센터는 연구소 부설기관으로 격상됐다.

된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 35인을 전

1988년 IAEA가 ‘원자력발전소 기본안전원칙(IAEA, INSAG-3)’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정부 조직(IAEA

문위원으로 위촉해 기술자문을 받도록 했다.

Safety Series No. 50-C-G)’을 발표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함

1973년 원자력청이 폐지되고 원자력행정 기능이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으로 이관된

에 따라 1989년 1월 26일 과학기술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효율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전문기관 육성 계획’

후에도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돼 과학기술처 차관이 위원장, 연

의 후속 조치로 입안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 1989년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1989년 12

구소장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됐다.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는 산하에

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1990년 2월 14일 안전기술원이 연구소로부터 분리·독립했다.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할 4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었다. 1분과는

1990년 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장, 감사, 부원장을 두고 6부 33실의 조직을 갖는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품질보증, 기술기준 및 일반관리, 2분과는 부지환경 및 토목구조, 3분과는 원자로

초대 원장으로는 원자력안전센터의 이상훈 센터장이 부임했다. 인력은 원자력안전센터 전문인력 159명, 지원인력

시설의 설비, 구조 및 계측제어, 4분과는 방사선관리를 각각 담당토록 했다.

60명과 연구소로부터 지정 이적된 21명을 포함해 총 240명이었다.

당시 국내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대부분 연구소에 집중돼 있었으므로 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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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정부기술지원이 연구소의 주요 임무의 하나가 됐다. 이를 위해 1977년

3. 안전규제 절차

연구소 내에 ‘안전공학실’을 설치하고, 1978년에 과학기술처가 연구소를 안전규제

1986년 5월 당시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인허가절차는 부지 및 제한공사 승인, 건설허가, 설계 및 공사방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안전공학담당부소장 산하에 ‘원자력안전공학부’를 두

법 자료제출, 운영허가 등으로 규정돼 있었다. 인허가 관련 서류로서 부지 사전승인을 위한 부지조사보고서, 제한

어 안전규제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공사를 위한 정밀지질조사보고서, 건설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건

1981년 초에는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의 주관 아래 연구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확

설)를 각각 제출해 심사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운영허가를 위해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보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자력

및 품질보증계획서(운전)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돼 있었다. 건설허가 후 운영허가신청 이전까지 건설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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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시설의 건설공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의

고리 1호기의 설계 및 공사방법의 기술검토는 연구소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했다. 초기에는 사

설계 및 공사방법에 대한 기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에 그 필요성과 제출 자료의 수준 및 범위 등에 대해 자주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

원자력법이 여러 번 개정되는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방법의 안전심사규정은 초기의

기 위해 Takahama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자료를 일본 Kansai 전력으로부터 제공받아 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안전검사에는 건설기간 중에 실시하는 안전 관련

술검토에 참조했다.

시설의 공정별 시설검사, 설치 후의 성능검사(사용전검사), 운전 중의 정기검사 등

고리 1호기 안전심사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됐다.

이 있다.

㉮ 경수로안전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원자로시험소(NRTS)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주입현상 해석모델 개량 목
적으로 수행한 냉각재상실사고현상 실증을 위한 냉각유체상실시험(LOFT) 도중 800 시리즈인 가압경수로 모의시험
에서 취출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으로부터 주입된 냉각수가 대부분 계통 밖으로 유출되고, 취출 종료 후에 주입된 냉

제2절
원자력시설
안전심사

고리 1, 2, 3, 4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 2호

각수만 노심 냉각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원자력위원회는 이 시험결과를 포함하여 그 때까지 얻은 기

기, 울진 1, 2호기 등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술정보를 토대로 1971년 6월 19일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를 위한 잠정기준을 발표해 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 평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안전심사와 설계 및 공

가는 당분간 이 기준에 따르도록 지침을 세웠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잠정기

사방법의 기술검토를 수행했으며, 경수로핵연

준을 채택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을 통해 WH에 이 잠정기준에 따라 고리 1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를 재평가하

료 가공시설의 건설허가 관련 안전심사와 연구

도록 요구했다.

소의 하나로 건설 및 운영 관련 안전심사도 수행했다. 1989년에는 영광 3, 4호기의

㉯ 미국기계학회가 1970년 제정한 ASME Code Section XI, 즉 원자로냉각재계통 가동중검사규칙의 고리 1호기 적용과

건설허가를 위한 안전심사를 수행했다.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이 가동중검사규칙이 아직 기술이나 장비 개발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견해

기타 원자력발전소의 교체노심 안전성평가보고서 검토,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전

였고, 규제기관 측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고리 1호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열관 슬리빙 설계 검토,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교체 관련 기술검토 등 운전

있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 일본의 실태를 알아본 후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가 고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야기된 여러 기술문제도 검토했다.

리 1호기에 미국의 가동중검사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결론지었다.

1. 신규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② 1977년에 기공한 월성 1호기의 미진한 검토사항에 대한 AECL의 답변과 자료를 얻기 위해 차종희, 박인용, 이

국내 원전 건설 초기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 시까지 수행한 원자력시설 안

창건, 김병구, 이영환, 박형기로 구성된 조사반을 1978년 5월 23일∼6월 9일에 현지에 파견해 CANDU의 내

전심사는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서류를 연구소의

진성 적용범위, 핵설계 안전성, 압력관의 기계적 연결공법 개선, 열수력설계 타당성, 연료체 응력부식문제, 수

연구 인력을 주축으로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심사를 수행했다. 안

질관리방법, 격납건물 누설시험방법, 계측제어 설계규격 및 기준 내용, 가동중검사 개념 등을 점검·확인했다.

전심사 수행 중 있었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고압주입방식을 도입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개선과 이에 관한 실험적, 해석적 연구현황 및 냉각재상
실사고 등 사고해석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① 1971년 3월 고리 1호기를 착공함에 따라 그해 6월 건설허가를 위한 안전심사기
구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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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79년 3월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미국의 Bechtel과 WH에 파견해 고리 3, 4호기 안전심사 과정에서 제

호)’을 공포했다. 건설허가는 착공 전에 발급해야 하나 고리 1호기의 경우 여러

기된 보완해야 할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했다.

가지가 미비하여 건설허가를 위한 조치들을 착공 후에 취했다.

고리 3, 4호기 안전심사 기간 중인 1979년 3월 28일 미국의 TMI-2에서 원자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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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심사업무 중에서 건설 및 운전 중 제기되는 제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그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도 고리 3, 4호기에 이 조치사항을 적용하고 아울러 앞으로 나올 장기 조치사항

동안 수행한 주요 기술검토 사항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리 원자력단지에 다수기의 원전을 가동하
게 됨에 따라 온배수 및 방사성물질 방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추
가로 심사했다.

① 고리 1호기 가동 초기 배플분사(baffle jetting)로 노심 내 핵연료가 손상을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플통
(baffle-barrel) 영역의 냉각재 유동방향을 하향에서 상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84년 3월부터 3
개월간 9명의 인력과 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유로변경 공정, 유로변경 설계 및 공사방법의 타당성,

④ 1982년~1983년 영광 1, 2호기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
결과 디젤연료계통의 일일탱크(Day Tank) 설치가 관련 규정(SRP BTP ASB

연료봉의 유체유동 유발진동, 열수력학적 해석, 사고해석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계변경 후의 안전성을 검토
했다.

9.5-1)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일일탱크를 디젤발전기 건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1984년에는 사용후레진의 최대 발생량을 수

② 월성 1호기에서 1984년 11월 25일 중수 누설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사고

용할 수 있도록 사용후 수지 탱크 용량을 재검토해 예비증발기를 추가 설치할 수

발생 원인, 진행경위, 운전원 조치, 계통영향 및 방사선 영향 등을 분석했다. 검토 결과 24톤에 달하는 중수가

있도록 설계변경 하도록 했다.

누출됐으나 그 중 95%를 회수했고,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선영향은 없었다.

⑤ 울진 1, 2호기 PSAR 검토기간 중에 원자력안전센터가 발족돼 검토 업무가

③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대형 노심손상사고가 발생,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체계화되고 기술적 질도 향상됐다. 울진 1, 2호기의 원자로계통은 프랑스의

누출됐다. 우리나라는 방사능비상대책본부를 과학기술처에 설치하고, 당시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고리

Framatome이 설계·제작한 것이나 원래 미국의 WH 설계를 개량한 것이기 때

1∼4호기 및 월성 1호기)에 대한 종합점검과 기술검토를 2주간(1986년 5월 6일∼5월 20일)에 걸쳐 과학기술처

문에 안전성 검토에는 언어 장벽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1986년부터는 울

9명, 원자력안전센터 13명, 한국전력 8명 등 총 30명이 수행했다.

진 1, 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했다.
④ 영광 2호기 격납건물 돔이 1983년 10월 10일 건설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국내 전문가 11명과 해외 전문
⑥ 1986년부터 영광 3, 4호기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검토를 수행했다.

가 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기술용역진과 함께 하부 돔 및 콘크리트 벽체 상단부에 대한 구조해
석, 변형도 조사, 비파괴검사 등 다방면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1984년에는 영광 1호기 격납

⑦ 연구소와 독일의 Siemens-KWU가 공동으로 설계·제작한 국산 핵연료의 국내
PWR(고리 1∼4호기, 영광 1, 2호기 및 울진 1, 2호기) 재장전을 위해 운영허가

건물의 기기 관통부 상부의 텐돈(tendon)이 이탈해 텐돈 시스(sheath)의 매설위치를 전문가들이 비파괴검사기
술을 이용해서 파악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여부를 판단해 조치했다.

변경 목적으로 제출한 각 호기별 재장전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기계설계, 핵설계,
열수력설계, 사고해석 및 기술지침서 변경분야 별로 심사한 결과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⑤ 다목적연구로의 안전심사는 원자력법을 기본으로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준과 캐나다의 관련기준
등을 준용해 1986년 12월 착수했으며, 3차에 걸친 240건의 질의·응답 등 과정을 거쳐 1987년 6월 심사를 종
료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11명,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에 41명이 참여했다.

2.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와 기술검토
기술검토는 원자력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323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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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센터는 원자력법 제111조에 따라 규

의 규모를 보면 최초 정기검사인 고리 1호기 제1차 정기검사 때는 과학기술처 10명, 연구소 37명, 핵연료개발공단

제기관인 정부의 위탁으로 검사업무를 제작검

4명 등 총 51명의 대규모였으나, 고리 1호기 제2차 정기검사는 과학기술처 8명, 연구소 9명이었으며, 고리 1호기

사,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로 나누어 실시했

제 3차 정기검사는 과학기술처 3명, 연구소 29명이었다.

다. 제작검사는 원자로 기자재 제작과정에서의

규제업무 시행 초기부터 연구소로부터 분리·독립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자력 규제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안전 관련 법정검사로, 1985년 초부터 울진 1,

고리 1호기 1-10주기, 고리 2호기 1-6주기, 고리 3호기 1-5주기, 고리4호기 1-4주기, 월성 1호기 1-6주기, 영광

2호기를 시작으로 1989년 영광 원자로 기자재에 대한 제작검사까지 수행했다. 안전

1호기 1-3주기, 영광2호기 1-3주기, 울진 1호기 1-2주기 정기검사를 수행하면서 493 건을 지적하고 237 건을 권

검사와 관련해 특기할 일은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984년 고리 1호기 정기검사

고하였다.

요령서를 개발하고, 이어 월성 3호기 정기검사요령서를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사
용전검사요령서로 시설검사요령서 및 성능검사요령서를 개발·활용했다.

3. 안전 점검 및 운전 분석
가. 고리 1호기의 시운전 중 종합점검

1.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1977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던 고리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연구소는 펌

원자력안전센터 설립 후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중 발생한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

프, 밸브, 열교환기, 전기계측, 금속재료 및 용수처리, 핵공학, 종합엔지니어링 및 계약제도 등 9개 분야 전문가

다. 월성 1호기 성능검사에서는 공급관(feeder) 유량이 6개의 공급관 배관에서 설계

39명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10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중요한 점검결과와 보완사

치보다 낮게 측정돼 그 원인을 초음파탐상법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입구관에 불순

항,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이 끼어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를 제거해 유량을 정상화했다.

주급수펌프 기능상실은 시운전 중 임펠러 날개의 압력파와 방출체크밸브에서 반사되는 압력파의 공진현상에 의해

영광 2호기의 성능검사와 관련, 과도상태시험에서는 사업자가 개발한 데이터처리

생긴 파괴응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펠러 날개를 4개에서 7개로 늘려 공진현상을 제거했으며, 펌프 체크

계통을 사용해 1차 계통의 압력, 온도, 중성자속, 증기발생기 수위 등 원자로 제어

밸브 사이에 축압기 탱크를 두어 수격현상을 완화하도록 했다. 주순환수 펌프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은 취수구 토목

에 사용되는 여러 변수를 컴퓨터로 기록·처리했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해 발전소

설계 잘못, 감속기어 설계와 재질의 하자, 모터베어링 윤활 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수구 구조를 수력

의 동적 거동을 분석할 수 있었고, 장차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마련했다.

학적 견지에서 수정하고, 감속기어 설계와 재질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울진 2호기의 성능검사 중인 1989년 6월에 발생한 터빈 불시정지는 장기간의 발전

격막밸브누설은 제작상 품질관리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시트(sheet) 불량품은 휴대용 연마기로 재가공해 사용하

소 정지를 초래했다.

고, 파열된 고무부품은 양질의 예비부품으로 교체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복수기 전열관 누설은 해수에 약한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한 재질 선정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막힌 스테인리스강

2. 원자력발전소의 정기검사

관 전부를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Cu-Ni 70-30관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내해수재(耐海水材)로 알려져

정기검사 절차는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검사예정일 60일 전에 원자력안전센터에

있는 알루미늄-황동관에서의 누설은 운전절차와 관리상의 문제로,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황산제1철을 주입할 것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센터는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한 후

등을 권고했다.

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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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정기검사는 과학기술처, 원자력연구소, 핵연료개발공단 등의 전문가들로 검사

나. TMI-2 사고 관련 고리 1호기의 안전점검

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나, 원자력안전센터가 정부로부터 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 위

1979년 3월 28일 미국의 TMI-2에서 노심이 손상되고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11일 연구소는

탁받은 후인 1983년부터는 원자력안전센터 주관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반

과학기술처의 요청으로 고리 1호기 종합점검반을 조직해 5월 7일부터 약 2주간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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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은 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계통은 TMI-2를 설계한 B&W의 것과 달리 증
기발생기 내 냉각재 보유량이 훨씬 많아 드라이아웃(dry out) 되기까지의 소요시간
이 길며, 자연 순환에 의한 노심냉각성능이 우수해 ‘고리 1호기는 TMI-2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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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물질 등의 안전규제
우리나라는 연구로 1호기가 가동된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RI)를 보급·이용하기 시작하였다. RI는 첨단산업설비의 공정개량 및 품질

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리 등 다방면의 산업분야에서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질

계측제어계통 등 8개 분야 점검반은 TMI-2 관련사항 외에 안전성향상 측면에서 계

병의 진단·치료 등 의료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RI 이

통설계 합리성, 운영관리 적정성, 요원 확보대책 등을 점검해 비상운전절차서 보완,

용기관 수가 매년 약 17 %이상 증가해 1989년에는 산업기관이 385개, 의료기관이 89개, 교육·연구기관이 126개,

안전관련 장치에의 현장 수동조작밸브 잠금장치 도입 및 그 상황표시 설치, 사고 시

공공기관이 33개로 총 633개에 이르렀다.

연료손상 방지 및 수소제거대책 수립, 안전주입계통작동논리 수정, 폐액저장탱크

RI 등의 인허가 검사관련 안전규제 업무는 원자력원(1959년∼1967년), 원자력청(1967년∼1973년) 및 과학기술처

고수위 신호 시 격납용기 내 섬프펌프가 정지되도록 제어회로 수정, 증기발생기 전

(1973년∼1985년)의 담당 부서에서 1985년 12월 30일까지 수행했으나 업무의 확대, 고에너지화 및 고선량화 등으

열관 보호대책 수립, 방사성핵종 방출규제 강화, 운전 품질보증 조직 및 기능 강화,

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원자력안전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했다.

운전요원 강화대책 수립, 방사선비상계획 점검 등 단기 보완사항과 더불어 원자로

RI의 이용·취급기관에 대한 인허가 심사·검사, 승인과 각종 신고사항 및 사고 등에 대한 조치업무는 초기에는

용기 내 수위 직접 측정방법 개발 등 12개 장기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관련 산업육성 견지에서 규제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취급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가 1만
명을 넘고, 이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안전 확보의 견지에서 안전규제 업무가 강화됐다.

다. 원자력발전소 운전안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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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를 감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

2. 방사선 환경감시

로정지, 발전정지의 원인, 설비에 대한 통계 및 구분 방법을 검토했으며, 원자력발

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전소 운전실적 평가인자를 개발했다. 1984년 이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및 고

원자력안전센터의 발족과 함께 비상 시 효과적으로 기술지원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했으며, 가

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한 결과 제작 불량, 오동작, 자연 열화, 시공 불

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장 주재원을 상주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

량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 말까지의 각 원자력발전소의 정지이력

력안전상황실은 평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관리와 관련 안전규제 정보를 관리하고, 사고 시에는 사고 상황을 신

을 조사·분석해 원자로 불시운전정지 원인을 분류한 결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

속히 파악·분석해 부지 내외의 방사능감시와 기상상황에 따른 인근주민 대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

한 원자로정지(36 %), 터빈정지에 의한 원자로정지(39 %)가 원자로보호계통 중 가

로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7년에는 자체 전산장비를 확보해 안전정

장 빈번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고리, 월성, 영광 및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보감시계통을 확대·개선하고, 안전규제 업무를 전산화했으며, 1989년부터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상황관리 연보를

파견돼 있는 주재원 보고를 토대로 원자력발전소의 정지원인을 조사·분석했다.

발간했다. 또한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와의 직통회선 및 팩시밀리를 설치해 신속하고 정확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

1978년부터 USNRC는 운전경험을 분석해서 19개 항목의 PWR 관련 미해결 안전

게 했다.

쟁점을 도출했다. 원자력안전센터는 미국 NUS가 주관하는 원전안전쟁점검토계획

과학기술처에서 수행하던 안전규제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후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1982년 6월부터 현장

(NSIR)에 가입해 이러한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1988년에는 영광 3, 4호기 PSAR 검

주재원을 파견했다. 이들의 임무는 과학기술처 소속 주재관들을 기술적으로 자문하면서 건설·운전 중인 원자력

토 시 원자로용기 재료의 인성문제 해결방안을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발전소에 대한 검사, 관련 기술기준 적용 확인, 기타 현황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것이다.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

또한 1989년에는 A-45 항목인 정지 시 붕괴열제거요건과 관련 국내 원자력발전소

소에 대한 운전관리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조사·확인·보고 등의 주재원 임무는 사고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부분충수운전 안전성을 검토했다.

일일 운전상황자료 및 사고 시 보고는 비상사고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1983년 11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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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처 선임주재관의 지휘감독을

으로 보고하는 시설 부지별 환경방사선/방사능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 분기별로 수행했다. 대상 부지는 4개

받는 주재원의 임무가 제도화됐다.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가공시설 부지로, 환경 방사능뿐만 아니라 해양 및 육상 환경조사도 실시했다.

TMI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 관련 중요 변수들을 모아 효율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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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제기관에 전송해주는 계통을 구축해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주변 환경의 방

3. 방사능 비상대책

사능준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상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원자력발전소 사

가. TMI-2 사고에 따른 비상대책

고 시 방사능비상대책의 상황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TMI-2 사고 이전에는 국가 차원의 원자력발전소 방사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실정에 맞는 안전정보감시계통을 개발·설치해 원자력

능비상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

발전소의 안전도 감시 및 사고비상대책용으로 사용하고자 1983년 고리 원자력발전

미국 NRC는 TMI-2 사고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사고 후속조치로서 사고방재대책을 강조했으며, 우

소 2호기, 고리 주재관실, 원자력안전센터를 연결하는 감시계통을 완성했다. 그 후

리나라도 1982년 5월 과학기술처와 연구소가 합동으로 원자력발전소 방재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기존 중앙민방

1988년까지 고리 3, 4호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영광 1, 2호기에

위협의회 산하의 기술연구위원회를 원자력발전소 재해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 편성하고, 그 밑에 시장 또

도 설치했다.

는 도지사를 지원하는 실무단과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사고관리 활동을 감독·지원하는 기술지원단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센터는 과학기술처 검사업무지원 요청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

현장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 중앙통제부를 설치하고,

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및 연구용원자로 등 원자력 관계시설에 대한 검사지적

연구소가 기술지원을 위한 대기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소는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일반’ 및 ‘원전 방사능

사항을 관리·운영했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1983년까지의 검사지적사항 자료를

방재대책 세부지침’을 작성해서 기술지원에 대비했다.

과학기술처로부터 인수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989년부터 현지 주재관실

이 방사능비상대책 체제를 활용, 1983년 발생한 소련의 핵동력 위성 코스모스 1140호 추락사고와 1984년 11월에

로부터 검·감사 지적사항을 직접 받아 보완하고 있다.

발생한 월성 1호기 중수누출 사고 등에 대처했다.

나.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비상대책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방사능 감시체제는 과학기술처고시 제85-5호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에 따라 과학기술처, 사업자 및 원자력안전센터를 각각 실시 주체로 구성하고 있다.

비상대책을 더욱 강화했다. 이 사고 이후 IAEA는 사고조기통보협약 및 기술지원협약을 회원국에게 체결하도록

과학기술처는 환경방사선/방사능 감시를 위한 법령 및 체제 정비, 기술기준 제정,

권유함으로써 비상시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이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1986년 과학기술처가 추진하던

사업자 감독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처의 감독 하에 시설 주변

원전 방사능비상대책 업무를 민방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를 둔 제3차 민방위기본계획(1987년~1991년)

에 대한 환경방사선/방사능 측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과학기술처에 보고하고 평가

에 반영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현장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소관 부처를 과학기술처로부터 도

받도록 돼 있다.

지사로 이관했다. 또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 원자력안전센터에 설치해 중앙 및 현장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원자력안전센터는 과학기술처의 법적 역할 중 환경방사선/방사능 감시에 관한 기술

대해 기술을 지원했다.

기준의 개발과 사업자의 환경방사선/방사능 측정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원자력안전센터에 설치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비상대책뿐만 아니라 모든 방사능 비상

수행했다. 또한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과 함께 독자적으로 환경방사선/방사능을 측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원자력안전센터는 비상 시 기술지원본부가 설치되는 중추적 기관이기 때

정하는 등 규제기술전문기관 역할도 담당했다.

문에 사고 시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정보 입수와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통신망을 확보했으며, 사고 해석

또한 원자력안전센터는 과학기술처의 위탁에 따라 사업자가 과학기술처에 정기적

과 진행 예측에 필요한 자료 및 전산설비와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확보했다. 정부 또는 지방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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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조건(대기확산, 희석조건)에 관한 기준(안)
⑧ 원자로시설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인위적 사건에 관한 조사평가 지침(안)
⑨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보고서 작성 지침(안)

제5절
안전기준 및 안전규제
기술개발

원자력안전센터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미국 및
IAEA가 개발한 각종 기술기준 및 지침을 연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기준 및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건을 개발했는데, 그중 4건은 하나

구·검토해서 그 결과를 1982년 원자력법의 대

로 묶어 과학기술처 고시로 제정했고, 1건은 미국의 관련기준을 준용하도록 조치했다. 과학기술처고시 제83-5호

폭 전면 개정 시 상당 부분 반영했다. 1982년

에는 원자력시설의 주요 부품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안전성 등급별 규격, 원자로시설에

에 원자력안전센터가 검토·작성한 기술기준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주요 부품에 대한 내압시험 압력에 관한 기준 및 원자

및 지침(안)은 부지환경 분야 3건, 안전설계 분야 4건, 안전운전 분야 4건, 품질보

로 본체 내부에 부착할 감시시험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됐다.

증 분야 2건 등 13건이었다.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84-7호)은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사항과 검사의 신청 및

당시 수립한 장기계획 기본방향은 ①국내에서 단시일 내에 개발이 어려운 것은 외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로 제작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85-7호)

국의 관련기준을 준용하며, ②개발할 기준 및 지침의 우선순위를 정해 산업계, 학계

은 검사대상 공정 및 공정별 해당 부품에 관한 사항과 공정의 중복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및 정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기준(과학기술처고시 제83-3호), 원자로시설

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의 운영 및 사고에 관한 보고규정(안), 운전계획서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안), 방사선비상계획서 작성

이러한 장기계획에 따라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원자력안전센터가 개발한 각종 기

지침(안), 운영기술지침서 작성 기준(안) 등을 개발했다.

술기준 및 지침은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개발된 5건 등 46건이다. 개발한 기술기준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품질보증기준(안), 발전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지침 중 24건을 과학기술처에서 검토·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

중 품질보증 지침(안),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지질조사계획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안), 원자로시설에서의 방출방사

국 기준을 준용하도록 고시된 10건이 포함돼 있다.

성 물질 및 방사능감시에 관한 품질보증 지침(안),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계획 일반 지침(안), 원자로시설의 품질
보증요건에 대한 지침(안), 생산업허가와 관련한 기술적 능력 및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기준(안) 및 원자로시설의

1. 안전기준 개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지침(안) 등을 개발했다.

부지 및 환경에 관한 기준 및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센터는 1983년∼

핵연료주기시설에 관한 규정 및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개발한 규정 및 기준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정기검

1989년에 다음과 같은 총 9건의 안전기준을 개발했다.

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85-6호), 발전용 핵연료의 기술기준(안), 핵연료주기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
의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86-15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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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과학기술처고시 제84-8호)

주기시설 주변 환경 조사 지침(안) 등이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조사 지침(과학기술처고시 제85-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분야에서 개발한 기준 및 지침으로는 방사성물질 등의 사업소외 폐기에

③ 발전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평가 지침(안)

관한 기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선정 기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특성보고서 작성 지침(안) 등

④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안)

이 있다.

⑤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자연현상에 관한 조사평가 지침(안)

방사성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1983년부터 1989년까지 과학기술처 및 원자력안전센

⑥ 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의 수문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지침(안)

터가 개발한 규정 및 기술기준은 방사선량에 관한 규정,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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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선관리 종사자의 교
육, 훈련에 관한 규정,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한 고시, 방사성 물질 등의 수송에 관한 지침, RI 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의 기준 등이 있다.

2. 안전규제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안전센터에서는 안전심사, 안전점검 등의 안전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와 기술기준 및 지침을 개발했다.

① 원전의 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 대한 규제방안 개발
② 지진 발생에 따른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방법 및 절차 확립
③ 중대사고관리체제 개발 (IAEA 주관 국제공동연구)
④ 안전규제용 사고해석코드 시스템 확립
⑤ 잡음해석을 이용한 원자로 내 파손진단 기술에 관한 연구(지침 개발용)
⑥ 열교환기 성능평가 및 튜브진동 예측방법 개발
⑦ 안전주입계통의 최적화 설계개선 연구
⑧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 개발 및 응용
⑨ 표준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체계 개발
⑩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리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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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수원(현 원자력교육센터)은 1967년 우

함한 과학문화소통,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담할 기구로 설

연구소의 본격적인 연구관리체계는 1990년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개시와 함께 연구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

립돼 초창기 원자력 부문 전문 인력 교육을 수

면서 구축됐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제도적 정비에 부합된 연구비관리의 투명성을 목표로 시스템

행했다. 이후 1970년대 말 산업체 등의 교육기

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로계통설계기술 및 핵연료설계제조기술은 1996년 이후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

관과 여러 대학의 설립으로 기능을 분화했고,

사업화의 목표를 중·소형 원자력기술 이전 및 스핀오프벤처기업 육성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덕 제1·2원자력밸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연구소 임무중심의 교육훈련과 국제사회 원자력교

리 등 창업보육과 함께 ㈜선바이오텍 등 연구소기업의 설립,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과 성과확산조직(TLO:

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임무는 원자력과학기술 관련 전주기적 종합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주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진행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국내·외 원자력교육 및 인력양성협력을 통한 원자

하고 있다.

력수출기반조성, 연구소의 경영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직원의 역량개발이다.
연구소는 다자간 협력과 양국간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교류, 전문가교류, 교육훈련,
공동연구, 기자재 지원, 연구시설 공동활용 등 기술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1958년
IAEA 가입 후 기술협력사업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2010년부터 순수 공

제1절
인력양성

1. 원자력 인력양성 변천과정
가. 원자력교육센터의 발족과 임무

여국으로 전환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1993년 OECD/NEA에 가입

1960년대 들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요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원전도입에 대

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ATLAS 공동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국

비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67년 원자력연수원이 원자력연

제기구의 고위직에도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협의체에 참여하고

구소법 제7조 ‘원자력연구자 및 기술자 양성’에 의거 원자력이용개발에 필요

있다. 또한 원자력 주요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초창기에는 기술도입을 위한 협력

한 인력양성을 위해 발족됐다. 이후 연구소법이 개정되어 원자력교육센터는 연구소 정관 제34조 ‘주요 임무분야

을 진행해 기술자립을 이뤘고 현재는 원자력기술의 수출 및 경험의 제공을 위한 협

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정책 수립지원’에 따라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설립목적에 따라

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교육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첫째, 원자력과학기술 관련 전 주기적 종합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원자력정책연구는 국가의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전략 수립을 지

과 운영, 둘째, 국내·외 원자력 교육 및 인력양성 협력을 통한 원자력수출기반조성, 셋째, 연구소의 경영비전과

원하며, 연구소의 장기비전과 방향을 마련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직원의 역량개발이다.

다. 현재는 원자력기술개발의 방향과 전망을 연구하고, 미래 R&D 수요를 발굴하는

482

기술정책연구, 에너지시스템과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하

나. 연도별 원자력교육기관 수의 증가에 따른 역할변화

고 대안을 모색하는 에너지환경연구,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협력을 강화

1950∼1960년대 우리나라가 원자력도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양대(1958년)와 서울대(1959년)에 원자력공학

하기 위한 대외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가 신설되어 원자력공학 교육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67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교육센터가 발족하면

국민이해증진사업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

서 1960년대∼1970년대 초반의 국내 원자력인력양성은 원자력교육센터와 이들 대학에서 전담했다. 이후 1978년

력연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수

고리 1호기 건설 후에 원자력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한전원자력교육원 등 산업체연수원

행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홍보에 주력했으며 이후에

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 재단 그리고 KAIST, 경희대, 조선대 등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대폭 설립됐고, 1980

는 원자력기술 국산화 등 연구소 주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진전됐다. 현재는

년대 말에는 11개 기관이 원자력 교육훈련을 수행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원자력교육훈련의 기능

온·오프라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공개와 함께 교육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포

이 다양화되고 또한 2009년 UAE 원전수출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신설됐다. 특히 원자력공학 관련 대학이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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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해, 2018년 현재 19개의 대학을 포함하여 국내 전체 38개 기관이 원자력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 설립을 주도했다.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교육은 1960년대 초기 연구원의 해외파견 교육훈련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직원역량

이렇게 매년 원자력교육 관련기관이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신설됨에 따라, 원자력

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해 2005년부터 KAERI-ACE(Atomic Community of Education)라는 명칭으로 교육프로그

초창기에 우리나라 원자력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원자력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었던

램을 체계화 시켜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교육센터의 역할은 서서히 연구소 임무에 기초한 원자력강점기술 중심의 교

원자력교육센터에서 국내·외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보유한 대표적인 하드웨어적 교육

육훈련과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교육을 선도하는 역할로 그 중심축이 이동했다.

인프라는 연수원동 건물과 INTEC 건물, 방사선실험실습 장비, 원전시뮬레이터 장비 및 e-러닝 시스템 등이다.
1969년 연구소 내에 연면적 2,100 m2 규모의 원자력연수원건물을 착공해 1971년에 준공했다. 서울 소재 원자력연

다. 인력양성사업 변천과정

수원은 국내 원자력요원 양성의 산실 역할을 담당했다. 1985년 대덕연구단지로 연수원을 이전함에 따라, 1986년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변천과정을 조직, 대상별 교육, 협력, 인프라로 나누어 살펴

연건평 4,150 m2(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원전모의제어훈련실, 방사선계측실습실, 전산교육실 등 각종 실험실

볼 수 있다. 교육센터 조직은 1967년 ‘원자력연수원’으로 발족해 2007년 잠깐 연구

습실을 갖춘 연수원동을 건설했다. 또한 2002년 1월 국제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해 INTEC(International Nuclear

소 인사 기획업무를 포함한 ‘인력지원단’으로 확대 됐다가 2008년에 원자력연구소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을 건립했다.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연구소로 통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수원

해 인력양성 초기에 방사선 계측장비를 도입했으며, 1980년대 CNS(Compact Nuclear Simulator)를 도입했고,

명칭도 현재의 ‘원자력교육센터’로 확정됐다. 초기 연수원은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최근 연구로 시뮬레이터와 3D 시뮬레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명실 공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원자력인력양성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교육으로부터 시작했고, 대학생교육과 국제교육으로 발전했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센터역량을 산업체,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내

1960년대 원자력교육센터가 가장 먼저 착수한 방사성동위원소 교육과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실험실습교육은

교육과 개도국 인력을 위한 국제교육에 집중해 왔다. 인력양성사업을 대상별로 구

산·학·연교육과정이었다. 한편 1988년 착수한 국제교육실적은 연도별로 증가했으며, KAERI-ACE를 착수한

분하면, 국내 산업체인력과 교사 및 학생 그리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

2005년을 기점으로 연구원교육실적도 최근 더욱 증가했다.

연교육, 원자력관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 그리고 연구소 직원을 대상
으로 하는 직원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960년대 원자력교육센터가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교육에 착수한 분야가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교육이었으며, 현재도 방사선감독자과정과 RI이용일반과정이
대표적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원자력발전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원전기술 자립화교육, 원전전문기술과정, KAERI 강점기술과정으로 발전
했다. 원자력국제교육을 착수한 시점은 1988년이다. 이때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기술공여 연수사업이 착수됐으며, 이후 WNU(World Nuclear University, 세계원
자력대학) 교육과정, 아랍에미리트 및 요르단 교육과정 등 양국 간 국제교육으로 발
전했다. 현재 사우디 요원대상 SMART설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교육
을 위한 협력차원에서도 수혜형 IAEA 기술협력이 공여형 IAEA 기술협력으로 전
환됐으며, WNU 협력사업을 주도했고, IAEA와 함께 ANENT(Asian Net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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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별 활동과 성과

이울러 미국, 프랑스, 캐나다로부터 원전을 도입하면서 IAEA를 통한 해외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가. 1960~1970년대 활동 및 성과

중반 이후 국내 원전기술자립화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NSSS 설계, 노심설계, 핵연료설계 등 원전설계요원교육을

인력양성 초창기인 1960∼1970년대에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이용교육과 연구로

시행했다. 1980년대 목표는 원자력전문요원 양성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기술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성과

실험실습 그리고 한전직원 대상 원전운영기초과정 등을 운영해 우리나라 초기 방사

를 얻었다. 또한 1988년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경험을 개도국에 공여하는 KOICA 기술공여과정을 개설

성동위원소이용 산업의 확대 및 원전도입·운영을 대비한 초급요원을 양성했다.

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실험실
습장비가 전무해 1960년 IAEA의 방사성동위원소이동 실험실을 유치해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4주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의 시초였다. 이후 1961년 최초로 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과정
을 개설한 데 이어, 농학 및 이공학적 이용과정을 개설했으며, 1963년부터 방사선
장해방어감독자과정, 1964년 방사선취급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다음 연구로
1, 2호기의 도입에 따라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대상 원자로실험실습교
원자력발전기술 교육과정

육을 개설했으며, 1970년대 들어 원전도입을 준비하면서 한전직원대상 원전운전기
초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착수와 더불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원전 QA 전문가초청 교육과정

다. 1990년대 활동 및 성과

동아건설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원전기본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원전건설에

1990년대에 원자력기술자립을 이루면서 원자력교육

서 필수적인 비파괴검사기술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당시의 교육훈련 목표와 성과는

은 더욱 성숙해졌고, 원자력 고급전문교육과 국제교육

방사선이용 산업의 확대와 원전도입/운영 초급요원의 양성이었다.

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때 원전전문요원양성을 위한
고급과정으로 노심설계 등 신규기술자립 교육과정을

❶ RI 취급훈련과정
❷ 원자로실습 전문과정

개발·운영했다.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정부·연구기
관·산업체 연계교육과정개발을 추진했다. 1990년대
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개도국기술공여 연수사
업을 추진했다. 원자력 기술자립이 가시적성과를 내면
❶

❷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서 IAEA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확보한 원

전기술도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이들 국가연수생을 대상으로 원전도입 사업관리과정, 비파괴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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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년대 활동 및 성과

원자력안전과정 등을 개설·운영했으며, 특히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해 IAEA와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 지역 간 국

1980년대 들어 원전도입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원전전문요원양성을 위한 교육이

제과정을 운영했다.

확대됐다. 특히 건설에 필요한 비파괴검사교육, 핵연료이용 및 감독자교육 및 원전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원자력기술자립을 달성함에 따라 관련 국제교육과정수요가 늘면서 개도국 원자력인력양

검사관 및 CNS(Compact Nuclear Simulator)를 활용한 교육이 활기를 띠었다. 이

성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원자력교육센터는 개도국요원대상 교육과정을 활발히 수행한 것을 국

때 1985년 원자력교육센터는 서울에서 대덕연구단지 현 위치로 이전했다.

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1997년 IAEA로부터 IAEA 우수국제연수원 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이때부터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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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명·체계화했다. 2008년 Best-HRD기관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이런 성과로 2000년대를 글로벌 인력양성
입지를 확보한 기간 또는 KAERI-ACE 직원교육을 체계화한 년대라 할 수 있다.

INTEC 개관식

라. 2000년대 활동 및 성과
2000년대에 들어 원전기술수출이라는

마. 2010년대 활동 및 성과

목표를 이루고자 기술공여교육을 대폭

2010년대 들어 원자력교육센터는 국제원자력교육 네트워크를 중

확대했다. 2002년 정부의 전폭적 지원

심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인력양성

으로 INTEC(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프라를 보강해야하는 당위성에 따라

을 설치했다. INTEC을 개관하면서 개발도상국요원양성을 위한 H/W와 S/W를 완

연구로 시뮬레이터를 개발했고, 이어서 PC기반 3D시뮬레이터도

벽하게 갖췄고, IAEA와의 인력양성협력도 활기를 띠게 됐다. 특히 IAEA와의 공동

개발했다. 한편 교육훈련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교육

연구를 확대한 원자력교육센터는 ANENT(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를 주도적으

2003년 IAEA 기술전시회 전경

사우디 SMART 교육

의 표준방법론인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기법을

로 구축할 수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얻게 됐

도입하여 교육훈련과정의 품질개선을 이뤘으며 ANENT e-Training 과정을 개설·운영했다. 2009년 요르단연

다. 한편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KAERI-UST(과학기술대학원) 외

구로 및 UAE 원전 수출을 달성 후인 2010년대에 들어 실질적 원자력기술수출교육을 수행했다. 요르단연구로 운

국인 대상 5개 석·박사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 때부터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전요원교육을 시작으로 SMART설계를 위한 사우디요원대상 교육훈련을 개설했다.

등지에서 온 연구자들이 원자력공학분야의 석·박사취득과 함께 연구소 수행 연구

또한 연구소의 고유 강점기술에 기반한 국내·외 전문교육과정을 확장시켰다.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국내·외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2003년 원자력교육센터는 WNU(세계원자력대학)

연구소의 성과를 홍보하고 원자력성과확산교육을 보다 체계화했으며 원자력지역협력 및 이해증진교육을 확대했

의 설립개념을 제공했고, 이 후 WNU와의 협력으로 2007년 6주간 WNU의 여름학

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세계가 점점 네트워크화 되는 시대에 있어 원자력교육에서도 네트워크활동이 더

교를 국내에 유치해 성황을 이뤘다.

강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구소

원자력기술수출과 그 성과

는 두 차례에 걸쳐 IAEA 정기총회에

확산은 연구원들의 역량

서 한·IAEA 기술협력 전시회를 개최

강화를 기반으로 함에 따

했다. 첫 번째 전시회’는 2003년 제47

라 기술수출과 글로벌 리

차 IAEA 정기총회에서 ‘지식보존과 계

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승’ 및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두 번째

하기 위해 원자력 R&D 역

전시회는 2009년 제53차 IAEA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반세기 한국의 원자력 인프

량강화 교육프로그램(16개

라 개발경험’과 ‘원자력인력양성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해 총회 참가자들로부

모듈), 조직 및 리더십강화

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때는 요르단 연구로 수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함으

라의 기술의 홍보에 중점을 뒀다.

로써 KAERI–ACE 교육은

한편 2000년대 들어 우리 연구소의 지식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프로그

진화·발전하고 있다.

KAERI-ACE 교육 발전단계

램을 보다 체계화했다. 2005년부터 연구소 직원교육프로그램 이름을 KAERI-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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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교육프로그램과 글로벌 리더

식을 갖춘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적인 소명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교육센터는 주요사업 및 원자

가. 원자력 교육프로그램 현황

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대학별 원자력·방사선 실험실습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연구소 개소 60주년을 맞이한 현재 원자력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산업교육,

다. 현재 학·연 및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교사 등 연 1,50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다.

학·연 및 이해증진교육, 국제교육, 직원교육으로 분류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IAEA 등 국제기구 및 양국 간 인력양성협력에 따라 국제교육을 운영해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기반 조성과 국

매년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국제교육프로그램에는 다자간 협력교육과정(IAEA,
WNU 등), 개발도상국 기술공여(KOICA, RCARO, KNA 등) 교육과정, 양국 간 협력 교육과정(사우디, 요르단,

원자력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등), ANENT e-러닝 교육과정, 개도국 KAERI-UST 석·박사과정 등이 있다. 현재, 연구소 강점기술을 기반으
로 사우디 SMART 설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기사항은 ANENT 활동선도와 e-러닝 학습관리시스템운영
을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e-러닝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웹기반 콘텐츠를 확산
함으로써 국제원자력교육을 선도한 것이다. 2016년 연구소가 ANENT 운영위원회 의장 역할을 수행했다.

IAEA 다자간 교육과정

WNU 교육과정

2016년 ANENT운영위원회

직원교육은 연구소 직원의 조직문화, 업무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다. 동 교육프로그램은 직
산업교육 프로그램에는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기술교육,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술

무역량교육, 조직개발 및 리더십교육, 소양 및 법정교육, 그리고 자기계발교육으로 나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

교육, 비파괴검사기술교육, 법정보수교육(방사선작업종사자, 핵물질면허소지자, 원

각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직원역량교육이 필수적이다. 직원교육의 브랜드명인 KAERI-ACE

자로운전면허소지자 등), 산업체수탁교육 등이 있다. 산업과정 전체교육생은 연간

는 여기에 맞춰진 교육이다. 교육은 단순학습뿐만 아니라 조직성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

1,000여명에 달한다.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직원교육프로그램은 2008년 Best-HRD 인증을 얻었으며,

학·연 및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생 원자력실험실습과 KAERI-UST 석·

2012년 국가품질대상 인재개발상을 수상했다.

박사 학위과정운영, 미래원자력전문 인력양성 및 차세대의 원자력이해증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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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동 교육프로그램을 원자력공학과 원자로실험실습교육, 이공계대학생 실

나. 원자력 교육훈련 글로벌 리더

험실습교육, 대학생연구실 인턴십교육, KAERI-UST 석·박사과정, 초·중·고

연구소 개소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원자력교육센터는 이제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 교육훈련 글로벌리더’로

학생 및 교사의 원자력이해증진과정으로 구분한다. 특히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

거듭나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이에 따른 연구소의 임무와 역할 변화에 따라, 센터의 목표와 전

용한 원자력 관련학과 및 방사선학과의 실습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략방향을 새로이 설정했다. 단기 목표를 원자력 경쟁력 향상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 전문인력

연구소 개소 6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원자력전공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의 역량강화로 설정하고, 변화대응, 표준화, 네트워크화 등의 크게 세 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16개이며, 방사선학과는 45개 대학, 약학과 35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됐다. 실무지

첫째, ‘변화대응’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KAERI 강점 극대화 및 소통 활성화이다. 센터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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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선적으로 연구원 강점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인

1. 다자간 국제협력

지도를 갖는 KAERI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센터에서는 직원들의 원자

가. IAEA와의 협력

력 및 연구소 현안에 대한 공감과 다양한 소통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 교사 및 주민

우리나라와 IAEA간의 기술협력은 주로 원자력발전, 핵비확산, 안전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원자

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력을 의학, 농업, 환경, 수리(水理) 등의 분야에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한·IAEA간 원자력이

둘째, ‘표준화’는 센터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을 표

용분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특히 연구소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의 의학적·농학

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HRD 진단과 수요분석을 통해 수요자 기반 중심

적·산업적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시스템접근방법론(SAT)을 적용하여 과정의 품질 개선을

우리나라 전문가가 IAEA 직원으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핵물질 사찰관으로 안전

이루고, 국제 ISO 29990 학습서비스 기반 교육훈련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센터 교육

조치부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안전부, 원자력과학응용부 등 기술부서로 진출이 증가했다. 이 중 고

과정들의 우수한 표준화된 품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위직으로 진출한 사례는 1994년 전풍일(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장), 2002년 김병구(기술협력부 아시아-아

셋째, ‘네트워크화’는 원자력 교육훈련 지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

프리카기술협력국장), 2009년 박종균(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장), 2011년 한필수(원자력안전부 방사선·수

워크를 선도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oT 기반 학습관리시스템과,

송·폐기물안전국장)가 있으며, 2015년부터 한도희가 원자력발전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8년 9월 현재 IAEA

지식관리 기술, 디지털 원전 시뮬레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센터 원자력

에 진출한 우리나라 전문직은 정규직 27명, CFE 10명 및 컨설턴트 1명으로 총 38명이다. IAEA는 그 활동에 대

교육에 활용하며, 센터의 국제교육에도 적용하여 세계 글로벌 교육네트워크를 선도

한 자문과 비전제시를 위해 세계적 원자력전문가들로 사무총장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사무

해 나갈 것이다.

총장을 자문하는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해수담수화자문위원회(INDAG) 등 각종 위원회에 연구원의

원자력교육센터는 이러한 목표와 전략으로 대국민 신뢰도증진과 R&D 전문직무 및

진출이 두드러졌다. 현재 17개 자문위원회 중 13개 자문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소통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조직과 개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직원의 경력개발과

IAEA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기술이전의 확대를 위해 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IAEA 회

전주기적 교육으로 R&D 역량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원국 가입 후 기술협력사업의 수혜국으로 매년 평균 40∼50만 달러씩 지원을 받았다. IAEA는 기술협력사업의 효
과적 추진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2년 주기의 주제사업(Thematic Project)으로 전문가자문, 과학자방문, 훈
련생파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2007년~2008년 사업으로 ①첨단 방사성의약품 및 치료용 방사성동위

제2절
국제협력

원자력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원자력기구

원소개발, ②감마선을 이용한 산업공정 영상진단기술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기

(IAEA), OECD/NEA와 같은 국제기구, 제4세

술협력사업의 수혜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으며, 이후

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 아태지역원자

IAEA로부터 기술원조를 받지 않아 국가사업(National Project)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력협정(RCA), 아시아원자력포럼(FNCA) 등과

그밖에 우리나라는 지역내·지역간 기술회의, 훈련과정 등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사업

같은 국제협의체와의 다자간 협력과 양국간 협

(CRP)을 통해 타 회원국들과 수행한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IAEA 주관 프로그램인 미래형원자로개발사

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협력형태는 정보교류, 전문가교류, 교육훈련, 공동연구,

업(INPRO),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 아시아원자력기술교육네트워크(ANENT), 국제원자력정보시스

기자재 지원, 연구시설 공동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템(INIS)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는 원자력의 농학적·공업적·산업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
해 IAEA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IAEA로부터 방사선기술분야 협력센터로 공식지
정을 받았는데 2017년 11월 기존 환경, 신소재, 식품 등 3개 분야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여 재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IAEA 총회에 매년 주오스트리아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관계관이 대표단으로 참여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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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표단의 기술자문으로 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

사무국이 지원하는 상설기술위원회(STC)로 구성돼 있다. 상설기술위원회는 원자력개발위원회(NDC), 원자력과학

력통제기술원, 한수원의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있다.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에 열리

위원회(NSC), 원자력데이터코드개발·적용 및 검중관리위원회(MBDAV),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방사성

는 본회의, 전체위원회는 물론, 기술협력회의, RCA 총회, 과학포럼 등에 참석해 활

폐기물관리위원회(RWMC),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CNRA),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원자력법위

동하고 있다. 2018년 9월 개최된 제62차 IAEA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에서

원회(NLC) 등이다.

에너지전환정책,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소개하고 원자력의 해외 진출역량과

우리나라는 1993년 NEA에 가입한 후 NEA가 수집·배포하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산하 공동연구에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9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별로 국내 전문가를 위촉해 정책결정, 연구참여, 의제검토 및

북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

정보 교환 등을 수행한다. 2018년 현재 한국은 NEA의 22개 국제공동연구·정보교환프로그램 중 20개 프로젝트

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연구소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IAEA 총회 기간 중 IAEA 설립 40주년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및 CSNI, RWMC, NSC, NDC, MBDAV 등의 상설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ATLAS

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기술전시관을 운영해 IAEA 회원국들

시설을 활용한 ATLAS 1단계 공동연구(2014.4∼2017.3)를 성공적으로 주관했고 후속 ATLAS 2단계 공동연구를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1998년에는 원자로

2017년 10월 착수했다. 2단계 연구는 미국, 프랑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참여해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 외

를 주제로 한국표준형원전, SMART, 하나로를 설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1999

에 연구소는 Halden Reactor Project(장주기에 따른 핵연료성능실험 및 운전지원 시스템·인간공학 등 연구),

년 ‘새로운 천년을 향한 새로운 협력’을 주제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나라 원자력

HYMERES-2(수소제어 실험), BIP-3(요오드 흡탈착시험), TAF-ID(미래원자로 핵연료 DB 구축), BSAF-2(후

기술개발내용의 전시회를 열었다. 2008년 ‘Promise for Tomorrow, Together in

쿠시마원전 사고해석 프로그램), ICDE(공통원인고장현상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STEM-2(방사선원항 평가

Safety’라는 주제로 한국의 안전규제역량을 소개하고, 국제원자력안전학교(INSS)

및 완화 현안연구), PreADES(후쿠시마 손상핵연료파편 특성평가), PRISME-3(화재전파실험), THAI-3(중대사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의지 등을 알리는 동시에 방사선원

고 시 수소연소 및 핵분열생성물거동예측), PKL-4(보론 희석현상과 영출력가동문제의 추가실험), CPD(원자로

위치추적관리시스템(START-II), SMART 원자로집합체모형, 원전운전분석시스

해체사업 추진국간 상호정보교류), TCOFF(중대사고 관련 열역학적거동특성) 등의 공동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템(e-FAST) 등을 전시물로 선보였다. 2017년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 확보를

있다.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을 주제로 중대사고연구시설(VESTA) 모형을 전시했다.

2015년 3월부터 2년간 하재주가 OECD/NEA의 원자력개발국장으로 재임했다. 이는 한국이 1993년 NEA 가입 이

2018년 ‘세계 원자력산업에서 신뢰할 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주제로 IAEA 에너

래 고위직에 진출한 국내 첫 사례이다.

지부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원자력기술전시회 한국관 개막식을 개최
해, 홍보 동영상과 원자로 가상현실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원전 수출지원을 위해

2. 양국간 협력

올해 마련한 SMART와 APR-1400 원자로의 가상현실(VR) 체험은 각국대표단으

가. 미주지역 국가와의 협력

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1) 미국
1976년 8월에 체결된 ‘한·미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에 관한 공동상설위원회설치각서’에 따라 197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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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NEA와의 협력

‘한·미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2018년 제37차 공동위원회까지 미

OECD/NEA(Nuclear Energy Agency)는 OECD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 1958년 설

국과 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립되어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경제적인

연구소는 동 위원회 의제상정 등을 통해 미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해왔다. 이 중 핵연료주기분야로 조사후시

이용·개발을 지원한다. NEA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SC)를 중심으로

험에 관한 공동결정의 이행,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관리·이용을 포함한 선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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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속로기술개발과 관련, 연구소는 ANL과 제4세대원자로시스템 국제공동연구
및 IFNEC(구 GNEP)체제 하에서 소듐냉각고속로기술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2) 캐나다

했으며, 초우라늄연소로 노심설계연구 및 초우라늄원소 함유 금속연료성능평

1975년 5월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월성 1호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이후 1982년 9

가 관련 I-NERI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9월 연구소는 전문가를

월 양국 간 구체적 협력추진을 위해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캐나다의 가

ANL에 파견해 소듐냉각고속로 자연대류 분석모델평가에 크게 공헌했다.

압중수로인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 관련기술 중심의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양국은 1983년

한 미 선진 핵연료주기 R&D포럼

중대사고 시험·평가기술과 관련,

제1차 회의 후 1998년까지 15차의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원자로물질을 사용하는 용융

연구소와 AECL은 1985년∼1988년에 매년 10명씩 연구원 훈련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물냉각수 반응(FCI), 용융물콘크리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 CANDU 원전 안전규제요원 훈련, 다목적연구로 설계사업 등을 추진했다. 캐나

트 반응(MCCI) 및 노심캐처개념개

다와의 협력 초기에는 요원훈련에 치중했으나 이후 공동연구에 비중을 뒀다. 특히 연구소가 주도한 분야는

발에 대한 기술적 조언, 전문가 상호

CANFLEX 개발과 DUPIC 핵연료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였다.

교환 및 실험측정기법교환 등의 형태로 기술협력을 수행했으며, 그 밖에 양성

연구소는 AECL 외에도 UNB(University of New Brunswick) 및 UWO(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자가속기, 핵자료분야에서 ORNL과의 협력, 열수력안전연구분야에서 미 NRC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술협력을 추진했다.

와 협력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원자력관련기관으로 ANL, INL, ORNL, SNL, SWRI, MIT

(3) 브라질

대학, GA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술협력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

브라질과의 협력은 2001년 1월 브라질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브라질 원자력협력협정’을 서울에서

재 연구소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16개 기술의제 협력을 진행 중이다. 2018년 4

체결해 2005년 7월 25일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양국은 2005년 7월 제1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6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원자력안전성강화 연

브라질에서 개최해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신설에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구와 함께 원전해체, 원자력기술기반 융·복합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브라질에서 각각 매년 일정액을 투입, 양국이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과학기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변화를 도모했다.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원자력 최신정책 및 프로그

이의 추진방안으로 2006년부터 매년 양국이 생명공학, 원자력,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

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원자력주기 공동연구

분야의 지원을 위해 분야별 양국접촉점을 지정하고 각 분야별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6

(JFCS)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양측은 신한·미협정 발효에 따라 연구

년 말∼2008년 3월에 정부의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하에 연구소는 원자력분야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소의 조사후핵연료 실험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미국과의 협의 하에 기존 방

회의(5회), 브라질 현지 공동세미나(4회) 및 공동세미나보고청취 및 협력분야 확대회의(4회)를 개최했다. 이를

식인 한·미원자력공동위 체제 내에서 미국측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통해 상호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방사선기술응용,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처리,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지 40여년이 흘렀으며,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신형핵연료개발 등을 도출해 이의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안정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라는 역사적인 조치 후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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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협정에 따라 상설전략협의체로 한·미고위급위원회(HBLC)를 설치·운영

(4) 칠레

하고 있다. 2011년∼2020년에 양국은 파이로의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수용

한국과 칠레는 2007년 10월 제3차 한-칠레원자력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협력의제는 SMART, 교육훈련, 연

성을 검증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옵션 및 핵연료주기대안을 모색하기 위

구로 이용, 방사성폐기물관리, 전자가속기 이용 등이었다. 연구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수출을 대비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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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핵연료 국산화와 관련해 효과적인 판형핵연료 설비구축 및 제조기술 개발을

제공동연구(CRP) 참여로 시작해 2005년부터 2006년에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원전 안전성평가연구

위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칠레원자력위원회(CCHEN)는 신형 연구

협력을 추진했다. 1981년 3월 양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정체결을 근간으로 2008년 3월 SCK-

로 건설과 관련해 U-Mo 분말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 기관이 협력 추진

CEN과 원자로 수명연장, 핵연료조사기술, 폐기물관리,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가속기변환시스템, 교육훈

을 희망했다. CCHEN은 연구소에서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DU-Mo 및

련 등의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LEU-Mo 분말과 자체 생산한 U-Mo 분말을 사용해 판형핵연료 제작하고, 연

2017년 6월 벨기에 아스트리드(Astrid) 공주 방한 시 2008년 SCK-CEN과의 MOU를 개정해 연구로용 핵연

구소 기술진이 방문해 제조과정에 참여·제조한 U-Mo mini-plate를 하나로

료연구개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제염해체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2018년 9월 IAEA 총회 참가

에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공동 분석하기로 했다.

를 계기로 과기부 차관 및 주 벨기에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양자면담에서 원자로 해체, 연구로 운영, 의료
용 동위원소생산, 핵연료조사시험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추진가능분야를 폭넓게 논의했다.

나. 유럽지역 국가와의 협력
(1) 프랑스

(3) 러시아

프랑스와는 1970년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의 불차관사업과 울진 1, 2호기 도입

러시아와는 1991년 연구소와 러시아 쿠르차토프연구소(KI) 및 물리과학연구소(IPPE)간 체결된 특별약정을 근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소는 한·불 원자력공동위와 병행해 2010년∼

간으로 했으며, 본격적인 협력은 2003년 6월 연구소와 러시아 원자로연구소(RIAR)와 체결한 기술협력협정을

2016년에 제4차에 걸쳐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핵연료주기, 연구로, 제염해

바탕으로 핵연료개발,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원자력재료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방사선기반

체, 중대사고, 열수력 안전, SMART 등 상호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및

우주식품 분야에서는 러시아 IBMP(러시아 국립과학원 생의학연구소)와 우주생활지원시스템개발 관련 공동연

인적 네트워킹강화를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프랑스와는 미래원

구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자력시스템, 중대사고 안전연구, 제염해체, 방사선기술, 방사성폐기물처분 등의

양국은 1991년부터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17년 8월말 제18차 회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를 러시아에서 개최했다. 초기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핵연료주기, 고속로기술, 동위원소생산, 일체형원자로,

2018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3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양

디지털계측제어, 원전중대사고, 선진핵연료, 방사선기반 우주식품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다. 현재는 원자로

국은 에너지전환정책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동원전의

안전·해체, 핵연료개발,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선이용, 원자로개발, 핵융합, 원자력교육 등에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 제염 및 해체기술,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 보존기술,

까지 의제가 다변화됐다.

방사성폐기물처분기술 분야 등 25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향후에

2018년 11월 중순 연구소는 모스크바에서 2017년 8월 제18차 양국 간 공동조정위원회의(모스크바)에서의 기

도 프랑스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중대사고 안전연구, 제염해체, 방사선기술, 방

술협력합의사항 후속조치로서 원전해체 및 폐기물관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러시아 TENEX 등과 원

사성폐기물처분 등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체 및 폐기물관리 분야 한·러 미래원자력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연구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러시아 5

2018년 10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시, 프랑스 그로노빌에서 CEA

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동위원소전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협

산하 방사선 전문연구기관 ARC-Nucleart와 문화재 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 협

력 방안을 논의했다.

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4) 기타

498

(2) 벨기에

영국과의 협력은 핵연료기술 관련 사항이 주를 이뤘다. 독일과는 1980년대 후반, 경수로핵연료 기술자립사업

벨기에원자력연구소(SCK-CEN)와의 협력은 1996년 원자로재료분야 IAEA 국

과 관련해 KWU-Siemens와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체코 및 폴란드의 원자력기관들과의 협력도 추진했

499

제9장 원자력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연구지원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은 IAEA를 통한 훈

연구원(BINE), 중국원자력산업경제연구원(CINIE) 및 규제관계 협력을 위한 국가핵안전국(NNSA)과의 교류

련생을 연구소에 파견하는 등 협력을 다졌다.

를 통해 연구소와는 관련 7개의 프로젝트, KINS와는 관련 4개의 프로젝트를 도출했다.

한편, 연구소가 1990년대 초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했을 때 사회 여

연구소는 중국 칭화대(INET) 내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설립, 원자로 열수력 공동워크숍개최, 미래원

론주도층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을 인솔해 스웨덴 포스마크(Forsmark)처분장,

자력시스템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적극적 원전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치료시스

영국 셀라필드 드릭(Drigg) 처분장, 프랑스 라 망슈(La Manche)처분장과 로브

템 제작기술개발 등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협력을 시작하고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로 등 미래형원자

(L'Aube)처분장을 방문했었다. 그밖에 연구소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로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확대가 기대된다.

과도 협력을 추진했었다. 네덜란드와는 2014년 4월 연구소-대우건설 컨소시

현재 연구소는 CNNC, CIAE, INET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발전 비중

엄이 네덜란드 델프트공대부터 연구용원자로성능개선사업(OYSTER)을 수주해

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 향후 혁신원자력시스템개발, 핵연료주기, 원자력기술응용, 해체,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2014년 11월 네덜란드 국왕 방한 시 양국정상 임석 하에 OYSTER 사업 EPC 계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 일본
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까지 연구소와 일본원자력기관과의 협력은 IAEA 또는 콜롬보플랜 등을 통한 훈련과 전문가자

(1) 중국

문, 연구소와 일본 연구기관간의 비공식접촉 결과였다. 일본과의 공식협력은 1985년 연구소가 일본원자력연

중국과의 협력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 전인 1991년부터 시작됐다. 중국핵공업총

구소(JAERI)와 체결한 협력약정이었다. 이 협정은 원자력안전성, 방사선방호, 환경감시, 동위원소 및 방사선

공사(CNNC) 산하 중국핵동력연구소(NPIC)와 연구소간의 원자력발전기술에

응용연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관한 협력이 그 출발이었다. 연구소는 광동원전의 가동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1985년부터 연구소가 일본과학기술청(STA)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을 둔 훈련 및 전문가 활용분야는 사용후핵

600 MWe급 개량형경수로의 냉각재상실사고(LOCA) 해석에 대한 기술지원을

연료 차세대공정관리, 액체금속로 안전성확보, 원자로재료연구,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기술 등이었다. 이 프

수행했다.

로그램을 통해 연구소 전문가가 JAERI, PNC(이후 JNC), NRIM(국립금속연구소), NIRS(국립방사선의학연

1992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자 원자력분야의 협력은 확대됐다. 1993년 연구

구소) 등에 일본 정부 자금으로 파견돼 기술능력을 축적했다. 그밖에 연구소는 1995년 일본전력중앙연구소

소는 NPIC와 ‘600 MWe 개량형경수로 LOCA 분석 및 AC-600 기술자료 이전

(CRIEP)와 원자로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액체금속로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두 기관 전문가들이

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1994년 10월 양국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참여하는 기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해 원자력분야의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2000년부터 양국

2003년 3월 JNC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10월 1일 JAERI와 JNC 통합으로 기존 협약은 일

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와의 협약으로 승계됐고, 연구협력 분야를 일부 수정해 2008년 9월 4일 연구

1994년 11월 연구소는 CNNC에 두 기관간의 공식 협력약정 초안을 제시, 1995

소-JAEA 협약연장에 서명했다. 2016년 JAEA가 수행하고 있는 양자빔 이용 및 핵융합연구 분야와 일본 방

년 7월 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열수력실험, 방사성표지화

사선의학총합연구소(NIRS)가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과학 분야를 통합해 국립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

합물 제조, 과도현상분석, 원자력경제성연구 등 협력사업을 착수했다. 중국과

기구(QST)를 설립함에 따라 JAEA와는 약정을 개정하고, QST와는 신규 약정에 서명했다. 한·중·일 정상회

원자력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연구소는 ‘한·중

의를 앞둔 2018년 5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원전안전·해체포럼이 개최됐는데 이때 연구소 전문가 2인이

원자력협력기반조성 공동연구’(1997.12∼1999.12)를 수행했다. 그 결과 CNNC

참석해 일본과 원전안전 및 해체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하 중국원자능과학연구원(CIAE), 중국핵동력연구원(NPIC), 중국핵공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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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해체,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

인도와는 1980년대∼2010년대에 양국의 원자력산업 및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관련 시설시찰차 양국 인사들이 기술조사단 성격으로 상호 방문한 바 있다. 원

라. 중동지역 국가와의 협력

자력청 산하 연구기관인 바바원자력연구센터(BARC)와 핵연료제조회사인 NFC

(1)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연구소를 방문해 핵연료설계기술, 차세대원자로, 원자력재료기술,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건설 분야 등 산업전반의 상호협력을 수행한 결과 SMART원자로 협력까지 발전

핵연료제조 분야를 협의했다.

하게 됐다. 한국은 SMART원자로를 꾸준히 개발해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

2010년 3월∼2012년 7월에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세미나 및 공동워크숍 참

술보유국으로 발전했다. 양국은 2011년 원자력협정, 2013년 KAERI-K.A.CARE간 MOU, 2015년 3월 대통

여, MOU 체결 등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했으며, 2011년 7월 양국 원자력협정

령 중동순방 기간 중 사우디와 정부간 SMART 파트너십 구축 및 인력양성협력협약, 2015년 9월 SMART의

서명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양국 원자력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연구

건설 전 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이 체결됐다. 효율적 PPE사업 및 후속건설사업 추진 관

소도 인디라간디연구소(IGCAR)와 2012년 고온재료분야, 2013년 SFR 분야에

련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 및 SMART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우디와의

서 MOU를 체결하고 동 기술분야 공동워크숍을 추진해오고 있다. BARC와는

공동위협력 의제는 연구용원자로, 사우디 원자력인력양성 및 연구, 사우디 원전기술자양성을 위한 PC기반

2010년 11월 인도에서 방사선생명공학분야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SMART시뮬레이터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이다.

2016년 12월 인도 뭄바이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2017년 12월 사우디에서 제2차 한·사우디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제3차 한·사우디 SMART운영위원회를 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원자력고온재료 설계 및 평가, 열수력 안전, 방사성동위

최했다. 2016년 12월에 착수한 SMART PPE 사업추진에 따라 향후 SMART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

원소 생산기술, 원전 건설·운영, 중성자빔 연구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할을 담당할 사우디 연구인력에 대한 SMART 교육훈련을 2018년 11월말 완료했다.

(4) 베트남

(2) 요르단

연구소는 1995년 베트남원자력연구소(VINATOM)와 협력 ROD를 체결한 후

2009년 요르단연구로(JRTR) 사업 착수 이후 연구소는 요르단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VINATOM 초청으로 연구소 기술자문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원자력위원

JRTR의 안전 운전 및 효율적운영을 위해 연수생 36명(4회)이 연구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중 12명은

회(VAEC)의 베트남 첫 번째 원전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 베트남 원자력

과학기술연합대학교(UST)의 석·박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했다. 2016년 12월 요

요원에 대한 훈련기회 제공 등을 협의했다. 1997년∼1998년에 베트남 원자력기

르단 현지에서 JRTR 준공식이 거행됐고, 2017년 이후 연구소는 전문가파견 등을 통해 운영기술을 전수했다.

술조사단 및 실사단이 연구소를 방문했으며, 1999년 “한·베트남 원자력공동협

2017년 10월 중순 요르단 최초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했고, 11월 규제기관으로부터 JRTR 운영허가를 획

력을 위한 기반조성과 협력방향설정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제안서를 연구

득했다. JRTR은 아라비아반도의 첫 연구로로 향후 동위원소생산과 중성자과학연구를 위한 중동지역 거점시

소가 VAEC에 제의한 데 대해 VAEC는 협력제안을 환영하고 정책연구를 수행

설로 요르단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자력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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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랏대학교, 베트남안전통제기구, 하노이과학대, 하노이기술대, 하

3. 역내 협력협의체를 통한 협력

노이조사센터 등 원자력 관련기관 및 대학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자료, 정보교

가. RCA를 통한 아·태지역국가 협력

환 및 인력양성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8월 VINATOM과

아·태지역원자력기술 관련 연구·개발·훈련에 대한 협력협정(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연구로, 원자력안전, 원자력기술응용, 방사선방호 및 환경 방사선감시, 방사성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Techniques)은 방사선이용분야에서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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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보급을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적 원자력기술이용의 증진목적으로 1972년

업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방사선의학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아태지역의 암 퇴치, 나아

에 IAEA 주도로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1974년 RCA에 가입했으며, 현재 네팔, 뉴

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IAEA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질랜드,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

하고 있다.

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
핀, 한국, 호주 등 22개의 회원국이 있다.

나. FNCA를 통한 아·태지역국가 협력

RCA 출범 시 프로젝트는 연구용원자로 이용, 방사선의 농학적 이용, 방사선의 의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Forum of Nuclear

학적 이용 사업이 주축을 이뤘다. 연구용원자로가 없는 회원국들은 방사선식품조사

Cooperation in Asia)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원자력

(food irradiation), 의료제품의 방사선멸균(radio-sterilization), 목재나 전선 등

평화적이용 증진과 공동연구를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의 방사선가공(cross linking)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IAEA는 다수 회원국의 요망

국제협력포럼이다. 1990년 일본이 제의한 ‘아시아원자

에 따라 1981년부터 UNDP 자금지원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UNDP사업이

력협력국제회의(ICNCA: International Conference

라 불렀다. 1975년 당시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소 내 대단위방사선조사시설이 설

on Nuclear Cooperation in Asia)’는 1999년까지 10

치된 것도 UNDP 지원에 의한 것이다.

번 열린 후 2000년부터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연구소는 RCA 출범 후 상당기간 참여하지 못했으나 원자력발전사업의 산업체이관

FNCA 국제워크숍

으로 승계됐다.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

후부터 적극 참여했다. 1999년 과학기술부는 RCA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

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등 12개국이다. FNCA는 매년 3월 일

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연구소에 의뢰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

본에서 국가조정관회의 후, 11월말 일본과 회원국이 교대로 고위실무급회의와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국

발토록 장려했다. 정부는 또한 각종 RCA 행사(훈련과정,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회

에서 원자력발전 및 비발전분야의 원자력정책이슈에 대한 토의를 하는 스터디 패널도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

의 등)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별 공동연구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RCA 회원국을 대표하면서 그 발전에 기여할 사무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

2018년 현재 FNCA 사업으로 방사선이용 개발, 연구로이용 개발, 원자력안전 증진, 원자력인프라 증진 등 4개 분

부는 2000년 2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RCA 사무국

야에서 10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8개 프로젝트는 방사선종양학, 연구로이용, 방사선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

유치를 제안했다. 이후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0차 RCA 총회에서 회원

리, 돌연변이육종, 원자력 및 동위원소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생물비료, 전자가속기이용, 핵안보 및 안전

국은 사무국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24차 RCA국가대

조치분야 등이다. 1990년 FNCA에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장관급회의를 비롯해 국가조정관회의와 스

표자회의 기간 중 RCA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연구소 내에 RCA사무국을 설립했다.

터디 패널 회의, 연 1회 사업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다.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8년 3월 제40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를 부산에서 개

FNCA의 사업은 IAEA/R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일부 중복되고 있으나 그 차이는 RCA에는 아·태지역

최했다. 22개국 국가대표자들은 RCA사업의 2017년 성과 및 2018년 계획, 차기 우

내 22개국이, FNCA에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협력분야도출, 재정확대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
국 대표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회원
국들이 제안한 27개 협력사업 중 선별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자들은 아
태지역의 수요, 사회적 효용성, 제안서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6개의 차기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RCA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RC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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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구는 국가의 원자력연구개발 방

계화에 주력했다. 1980년대∼1990년대에는 2000년을 향한 원자력기술개발의 목표설정과 달성방안, 하부구조의

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에 집중했다. 특히 원자력연구개발사업(1992년∼1997년),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

연구소의 장기비전과 방향을 마련하고 경영계

년∼2001년), 제1차 방사선/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진흥종합계획(1997년∼2001년) 등 국가 장기원자력정책수립을

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위한 실무연구가 주로 이뤄졌다.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기술개발의 방향을 예

200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원자력르네상스가 시작됐고, 국가경쟁력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측하고 미래기술수요를 발굴하는 활동, 최적의 정책도출을 위한 부처 간 및 소 내의

으로서 원자력의 사회·경제적 수요가 증대됐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2001년부터 제4세대 원자력시

협의를 모으는 활동, 원자력연구개발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는 활동, 수시로

스템(Gen-IV) 등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지원했으며, 미래원자력기술개발 방향수립을 위한 ‘국가원자력기술지도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하는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NuTRM, 2003∼2004년)’를 주도적으로 기획·작성했다.

연구소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발전과 함께 국가 장기원자력개발계획 수립 등 정부

국가연구개발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가장 최근에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7년∼2022

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0년 말부터

년),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2016년) 내 관리대안기

원자력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했다. 원자력정책연구

술 추진 전략제공,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2017년) 관련정책 현안자료생산 등 원자력연구개발의 정책적 현안과

실, 정책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센터 등 정책연구에 특화된 조직의 명칭은

관련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규모도 50여명에서 20여명까지 다양하게 변화됐지만, 원자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

력 R&D 정책수립에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요부서로 발전해 왔다.

는 등 원자력을 둘러싼 연구개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원자력 R&D 수요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는 원자력기술개발의 방향과 전망을 연구하고, 미래 R&D 수요를 발

이에 따라 대형원자력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개발에서 탈피해 미래사회에서 원자력

굴하여 국가의 원자력연구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소 장기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의 활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미래 환경 분석, 원내 연구개발역량 진단 등

기술정책연구, 에너지시스템과 전력시스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원자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 5대 연구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포트폴

력의 역할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에너지환경연구, 국제환경변화와 국제 핵비

리오를 구성하고, 연구소의 고유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미래기술을 발굴해 기관의 R&D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확산 체제에 대응하고 국제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원자력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정책 연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연구는 미래지

또한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R&D 인프라 수요를 분석하고, 적시에 인프라를 구축

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력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반을 마련하고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한 원자력 R&D 인프라 구축의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검

자 하는 정책연구의 전체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수행되고 있다.

토해 이해관계자에게 인프라 구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술정책 연구

2. 에너지 환경 및 경제성 분석 연구

원자력기술정책 연구는 R&D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기술을 전망하여 국가원

1984년 4월 경제분석실을 신설하고, IAEA가 개발한 전원개발컴퓨터프로그램 WASP(Wien Automatic System

자력 R&D정책 및 전략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소의 중장기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

Package)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장기전원개발계획과 관련한 발전원별 경제성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의 원자력 및 장기전원개발계획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에서 중

1970년대 기술정책연구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수급의 단점을 개

수로(CANDU) 및 경수로 핵연료국산화사업을 비롯한 관련프로젝트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선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수급대책 체

1990년대 중반부터 발전원별 환경비용에 대한 입력자료 분석과 평가모형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전력부문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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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기여하는 환경·경제적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내핵연료주기의

화적 목적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원자력이용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경제성평가를 위한 모형(NUFCAP: Nuclear Fuel Cycle Analysis Package)

이에 연구소는 평화적 목적의 기술자립에 있어 국제적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1985년 개

을 구축해 경·중수로가 함께 운영되는 전력시스템대안들(직접처분, 재처리,

최된 제3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원자력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NPT에 따른

DUPIC 등)의 경제성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핵연료주기 관련 국가정책결정에 기

안전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IAEA의 기능 및 역할 분석과 함께 1988년부터 국제 원자력수출통제 체제, 물리적 방

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체제 등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대외정책연구결과가 실제 원자력이용개발과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서 원자력의 역할 분석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도록 했다.

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포함 가능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1994년에는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 경수로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분석과 전략개발연구를 수행해 한반도에

분석했다. 또한 발전원별 비용분석을 포함해 원자력발전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너지개발기구(KEDO) 설립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1996년에는 ‘한국원자력협력표준협정’을 개발

거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모형을 수립했다. 이것은 IAE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 타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협상을 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국제 원자력수출통제 체

원자력발전 도입지원을 위한 기준평가모델로 고려되고 있다.

제가입에 관한 타당성연구를 2년여에 걸쳐 수행해 우리나라가 1995년 10월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쟁거위원

최근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성과평가를 수행함과 동

회(ZC)에 동시 가입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NPT 무기한 연장 결정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시작된

시에 전원구성의 차별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물가, 고용 등) 분석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했으며, 무기용

위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전력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국내·외 핵비확산 체제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연

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력정책의 전원구성 결정이 발전플랜트 및 전력계통뿐

구로 발전시켰다.

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적·환경적인 종합평가를 수행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원자력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핵비확산 핸드북, IAEA

함으로써 원자력을 비롯한 각 발전원의 역할 및 전력정책수립의 방향설정에 기여

핸드북, OECD/NEA 핸드북을 각각 발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의 핵 밀거래발각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NPT, IAEA, NSG 등의 국제핵비확산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대외정책연구를 통해 평화

에 필요한 원자력발전 비중의 결정요인분석 및 비용관련 기초자료의 심층분석 결과

적 목적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를 계획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시키도록 함으로써 적정원전비중 결정 및 효율적인

2010년대 들어 한·미원자력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다. 2011년 10월부터 진행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를 심화·확장시킴과 함

협상을 위해 우리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새로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2015년 11월

께 온실가스, 대기오염 및 수자원사용측면에서 원자력기술특성을 전주기 환경영향

최종개정 발효됐다.

관점에서 평가하고, 추후 그 역량을 에너지안보와 자원고갈 등 요인으로 평가역량
을 확충해 에너지 및 환경측면현황과 개선요소발굴에 활용 예정이다.

3. 대외정책 연구
원자력이용개발은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해 핵비확산 측면(안전조치, 수출통제,
물리적 방호,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78년 발효된 미국의
핵비확산법은 기존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기준보다 엄격했다. 이런 국제 핵비확산
체제강화는 한편으로는 핵무기확산방지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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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해증진사업은 평화적 이용 목적의 원자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과정의 경험

력연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반

정부로부터 수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의 첫 단계는 부지확보였다. 연구소는 1989년 경북 영덕과 울진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 연구개발성과에

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지역(이하 시설부지라 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구하려 했으나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다. 그 차선으로 1990년 제2원자력연구소(이하 제2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해 충남 안면도에
서 시설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고 1991년 제2연구소를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개명한 후 전북 부안

1. 국민이해증진사업의 변천

과 위도에, 1995년 경기도굴업도에 시설 부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연속 실패했다. 그 결과 1996년 6월 제245차 원

가. 기반조성단계

자력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과학기술처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토록 결정하고 연구소는 방사성폐

국민이해증진사업은 1959년 원자력원 설립에 이어 원자력청으로 개편되고, 산하에

기물관리사업을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사업도 한국전력으로

3개 연구소가 설립된 시점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1973년 정부기구에서 민영화되

이관됐다.

어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출범하기까지는 정부의 공보지침에 따라 국민들에게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본지식과 연구개발성과를 소개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이 기간에는 원자력청장 직속의 공보관이 국민이해증진사업을 관장하고 원자력의
산업적, 농학적 및 의료적 이용 등을 홍보했다.

나. 도약준비단계
1973년∼1984년의 국민이해증진사업은 연구개발 중심의 홍보가 되도록 연구관리
와 홍보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했다. 또한 민영화 후 국제협력의 다변화에 따라 이에
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공청회(1995.1)

관한 홍보를 강화했으며, 원자력홍보요원을 미국 ANL에 파견해 홍보기법에 대한
연수를 받게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홍보 캠페인(1991.8)

3. 소통업무조직 변화 및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다변화노력
가. 소통협력업무 조직변천

다. 성장단계

1959년 연구소설립 초기 행정부산하에 홍보담당자를 두거나 국제협력업무의 일부 실·과로 운영됐으며, 1989년

1978년 고리 1호기가 준공되자 원자력사업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원자력이

원자력정책연구부 산하에 홍보정책실이 신설됐다. 1991년 원자력홍보협력부로 승격됐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석유·석탄 같은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장기전원개발계획에서

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부에 흡수됐다. 이후 정부의 홍보강화방침에 따라 2006년 3월 홍보협력부가 신설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연구소가 원자력발전기술의 국산화

됐고, 2008년 1월 원자력정보협력부로 개편됐다. 2010년 12월 홍보협력부, 2014년 3월 대외협력부로 개편을 거

라는 명제 아래 중수로형 핵연료와 경수로형 핵연료 및 NSSS 설계기술 국산화사업

듭하던 중, 2015년 1월 기획부 산하로 다시 통합됐다. 이후 대국민 소통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 3월

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이해증진업무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

소통협력부로 강화됐으며, 과학문화 확산과 늘어난 지역협력부문의 수요에 부응해 2018년 3월 과학문화소통팀이

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다수 언론과 국민여론은 원자력발전기술 국산

추가돼 확대·개편됐다.

화사업을 이해했지만, 일부 반핵단체는 반대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반
핵단체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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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디어활용 소통노력

미래과학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원우>를 매월 발간해 연구소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오프라인홍보를

이를 위해 연구소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정착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실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2011년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천하고 있다. 원규 업무분장규정 제3조(부서별 업무분장)에 전담부서 및 ‘교육기부 활동’을 명시하고 대전(본원,

연구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홍보를 시작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

과학문화소통팀),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 기획행정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경주, 운영·시설관리팀)에 교육

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연구소 연구개발성과를 소개하는 언론보도 건

기부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고,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공

수가 2017년 1,400여건에 달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힘

헌활동참여 유도 및 분위기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상 ‘교육기부 부문’(2014년)을 신설해 매년 우수자 1인을 포상하

입어 기존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홍보 전략을 수요자 중심의 소통전략으로 확

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다양한 교육기부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한국과학창의

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소통에서 연구소 자체 매체를 통한 직접소통으로 확

재단 주관)으로 계속 지정됐으며, 교육부 주관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3회(2013년, 2015년, 2016년) 교육

장하며, 홍보채널을 다변화했다.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연구소의 신뢰도 제

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와 나아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수용성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2011년 11월 22일, 연구소는 체계적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해 녹색원자력봉사단을 창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2017년부터 원자력안전 전문소식지인 <안전과 소통>을 매월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모금한 성금으로 결식아동,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 연 4,000만원 수준의 재정 및 물품을 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현황을 포함한 각종 안전정보를 분기별로 공개

원해왔으며, 지역 어르신 무병장수 사진촬영, 송강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농번기 일손 돕기 행사 등 직원

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연구소는 대덕특구기자단이 수여하는 우수 홍보상

참여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 5월 24일에는 사회공헌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임직원의

을 최다인 5회,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홍보대상을 최다인 3회 수상했다.

자발적 나눔과 봉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공헌 통합브랜드 ‘초록공감’을 출범했다.

다. 과학문화 소통노력

라.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노력

연구소는 ‘연구소 개방의 날’, ‘OPEN KAERI’를 통해 연구현장을 적극 개방하고,

연구소는 2017년 5월 22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전시·유성구·연구소 간 「원자력안전협약」을 체결

‘원자력일일과학교사’, ‘KAERI 청소년동아리멘토링’ 등 교육기부 수요에 부합하는

했다. 국내 최초의 지자체와 원자력기관 간 안전협약인「원자력안전협약」은 분기별 안전정보 제공, 안전대책 사전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근 복지관과 연계한 ‘원자력꿈나무멘

의, 긴급상황 조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지원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같은 해 외부에서 제기된 각종

토링’, 지역인근학교 교원대상 ‘교원초청세미나’ 등 계층별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운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구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하 시민검증단)」이 발족됐다. 주민

영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인근 중·고등학교 9개교 및 송강사회복지관과 ‘한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검증단은 2017년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하나로

국원자력연구원 멘토링’ 협약을 맺으며, 연간 1,500여명의 학생, 청소년, 교원을 대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파이로프로세싱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관리시스템 등 6개 분야

상으로 ‘과학기술자-학생 간 멘토링’, ‘과학탐구교실’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를 검증했다. 제출된 자료만 총 262건이 넘을 정도로 연구소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시민, 유성민간

지역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 지역협의회에 보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국민, 언론, 정책 고객대상 체감·참여형 홍보강화를 위해 ‘연구원역

연구소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2007년 9월 5일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

사관’(2014년), ‘원자력안전체험관’(2017년)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기술

한 원자력시설 안전을 위한 주변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는 연구소와 지역주민과의 성공적인 소통창구역할

대국민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해 원자력관련도서, 웹툰, 카드뉴스 등의 과학콘텐

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강연·토론·자유질문

츠를 발굴·제작하고 있다. 나아가, ‘꿈나무과학멘토’(유성구), ‘주니어닥터’(기초과

방식의 원자력토크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급한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

학지원연구원) 등 민·관·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국가성장 동력인

최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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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원자력연구는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이 주류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비가 연구소에 집중됐기 때문에 연구를 희망하는 대학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연구소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농학, 의학 등 과학기술 각 분야에 골고루 연구
비를 지원했다.
이 시기에 해외훈련 또는 연구비를 보조받거나 연구소에 근무한 연구원들은 1966년 설립된 KIST를 필두로 신설
➊

➋

➌

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➊ 대전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안전협약 체결(2017.05.22)

마. 연구소 CI

➋원
 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제5차 회의(2017.05.31)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과 함께 원자 모형과 태극문양을 형상화하여 최초

2. 1970년대

➌ 2018년도 「제1회 원자력 토크
콘서트」(2018.03.30)

의 연구소 CI를 만들었다. 그 후 2006년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1970년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건설되고,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자력발전이 주요 전력공급원

의미하는 청색, 녹색, 주황색의 새로운 CI를 발표하고, 이어 2009년 연구소 개소

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원자력발전기술 분야 연구가 새롭게 부각됐다. 주로 원자력발전기술 토착화 및

50주년을 맞아 지난 로고를 변형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CI를 만들어 현재에 이

국산화를 목표로 했는데, 경수로 및 중수로설계연구, 원전안전성분석 및 건설기술, 설계엔지니어링, 기자재국산

르고 있다.

화연구 등 목표지향적인 연구가 중심을 이뤘다. 또한 고리 1호기 가동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핵연료설계·가공 및
핵연료재처리 연구 등에도 지원했다.

연구소 CI의 변화

특히 원자력발전소 국산화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인 설계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인식해 플랜트설계를 추진할 수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과 함께
만들어진 최초의 CI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CI

2009년 연구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알린 CI

있도록 엔지니어링회사를 직접 설립·운영함으로써 현재의 한국전력기술㈜가 기술축적을 이룩하는 계기를 만들
었다. 또한 1970년대는 핵연료주기기술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우라늄정련·변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조
사후시험시설, 핵연료가공시설을 확보해 관련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했다.
연구소는 1973년 정부기관에서 민영특수법인체로 재탄생했다. 민영화로 독립적 조직체계를 갖춘 것과 함께 연구

제5절
연구관리

1. 1960년대

소 내부에 연구업무심의회를 설치해 모든 연구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및 지원기능을 수행했다. 민영화 이후에는

1959년 설립된 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1960년대에 비해 대폭 확대된 연구비를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연구 분야별 투입규모는 원자로기

과학기술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을 포함

술개발에 27.5억원, 핵연료기술개발에 15.1억원, 원자력안전연구에 9.5억원, 방사선이용연구에 6.6억원, 기초연

한 과학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

구 등 기타에 36억원 등 총 94.7억원이었다.

해 왔다. 이 시기는 원자력기술수준이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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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활동이 주로 이뤄졌다. 특히 1962년 국내 최초로 연구로 1호기가 가동되면서부터

1980년대 원자력연구는 기술개발의 새로운 개념인 연구와 사업의 연계 수행체제가 정립된 시기다. 1970년대에는

방사선농학과 의학 분야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원자력발전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했지만 연구소인력이나 예산규모로는 핵심기술 축적이나 기

방사선이용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로 1호기의 출력증강 필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술자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소는 연구개발 수행만으로는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실제 사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강화됐다. 이는 원자로재료개발, 열전달연구, 계측제

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어연구 등 원자력개발에 필요한 연구 활동으로 확대됐다.

연구소는 1982년 과학기술처가 신설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중수로 핵연료설계·제조기술개발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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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로부터 도입한 핵연료가공시설과 연계해서 착수했다. 이 사업은 시제품을 생산

행을 위한 연구기획기능(연구기획실), 전담과제관리(연구관리실), 산학협력기능(산학협력실)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고 노내 및 노외시험을 거쳐 월성 1호기에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함으로써 성공적

1992년 9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착수하면서 연구개발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직접연구비

으로 수행됐다.

기준으로 수십억원에 불과했던 연구규모는 1992년 191억원에서 1단계가 종료된 1996년에는 680여억원까지 증가

또한 1980년대는 국가차원에서 원자력발전기술자립을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

했다. 또한 산·학·연 협력규모도 증가해 1993년 약 23억원에서 시작하여 연간 40여억원 내·외가 됐다.

데, 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와 경수로핵연료설계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단계에 착수한 1997년부터는 새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됐다. 1단계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1980년대 연구소는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원전설계사업 수행에

중·장기계획의 연동화계획(1997년∼2006년)이 수립됐으며, 원전설계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 한전의 출연금과 방

따른 사업비 일부를 투자한 원전기술개발사업, 정부가 출연기관의 규모에 따라 배

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통합돼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으로 탄생하는 등 재원 마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립됐다.

분하는 기본연구비, 연구소의 대형시설운영에 소요되는 특수사업비 등을 연구개발

1990년대 연구소의 연구개발은 정부의 지원 아래 명실상부한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특히 그동안 미

에 활용했다.

흡했던 연구시설구축을 추진해 나갔다. 대표적으로 하나로 활용설비인 중성자빔 이용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 구

1980년대 연구소는 조직과 인력측면에서 원전사업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의 양대 축

축을 완료했고, 핵연료 및 재료 노내 조사시험시설과 냉중성자원 시설설치를 추진하다가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으로 구성했다. 연구수행으로 얻은 결과를 사업에 직접 활용하고, 사업수행으로부

등으로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터 얻은 경험을 새로운 연구수행에 접목하는 관리체제로, 이를 통해 1980년대 연구

한편 1990년대 공공부문의 R&D예산이 증대되고,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소는 괄목할만한 질적·양적 성장을 이뤘다.

서, 사업수행활동과 예산흐름을 연계하는 총 원가예산공급방식(PBS, 1996)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책도입 취지에
비해 실제로는 연구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개선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정부는 PBS 제도의 전면적인

4. 1990년대

개편안을 수립 중에 있다.

1990년대는 연구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 체제에 있어 새로운 전기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구소는 정부시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용화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연구원창업 등을 지

를 마련한 시기이다. 1980년대 연구소가 역점을 두고 수행했던 원전설계사업이 성

원했다. 연구소는 1998년∼1999년에 원자력연구개발성과 이전사업 39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1999년 말까지 12개

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산업체로의 사업이관 이후 연구소가 장기적이

의 연구원 창업기업을 설립했다. 또한 연구소가 보유한 실용화 가능 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1992년 1건으로 출발한

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연구소의

기술이전도 1999년 말에는 약 40여 건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원자력연구개발사업(1992년∼2001년)이 199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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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5. 2000년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00년대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한 연구 인프라 고도화와 전력회사 등 최종 수요자를 지향한 연구개발, 연

이 계획은 1992년부터 10년간 정부의 특정연구개발비, 한국전력의 직접 출연금, 방

구성과 보급 및 성과홍보강화 등을 꾀했다.

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총 1조 1,855억원을 투입해 정부주도로 20개 과제

원자력산업체 주도로 수행된 APR1400의 인허가를 위해 연구소는 차세대원자로 설계검증 목적의 열수력시험장치

를 수행하도록 했다. 20개 과제 중 연구소는 19개 과제를 주관·수행함으로써 명실

를 구축하고 관련실험을 통해 2001년 차세대원자로의 설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내에 주력노

상부한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다.

형으로 가동 중인 경수로의 안전성확인 등을 위해 ATLAS를 개발해 2005년∼2006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연구소의 연구관리 및 지원

고 본격 가동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중단된 시설의 재구축도 추진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내에 핵연료노내조

기능도 새로운 체제를 갖췄다. 그동안 일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됐던 연구관리 기능

사시험시설(Fuel Test Loop)을 2008년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마쳤으며, 2003년 첨단 융·복합 연구시설인 냉중

을 확대해 1993년 1월 연구사업개발조정부를 신설해서 대형 연구과제의 발굴과 수

성자원연구장치 개발을 재개해 2008년 냉중성자실험동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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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소는 중·장기계획 착수 10년째를 맞아 2001년 연구 성과물 전시회를 처

가동원전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며,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기 원전

음 개최한 이래, 2006년 서울 코엑스에서 단일 출연연구기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안전성평가 및 중대사고 관리와 같은 안전중심의 연구를 강화했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활발히 참

‘2006 원자력체험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계 인사를 비롯해 총 2만

여했다. 17개국 22개 기관이 참여한 OECD/NEA와 IAEA의 SERENA 국제공동연구를 2014년부터 주도하여 성

여 명이 관람하는 등 순수과학기술 전시회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어서 2단계 사업까지 착수했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

2000년대 초반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온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후쿠시마 원자로용기 하부관통부 파손 실증시험을 수주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소 안전연구역량을 입

원자력발전량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규모가 정체되면서 2005

증 받았다.

년 이후부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지식경제부 주관의 NuTec-2015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 원자력 관련 기술들의 수출기반을 확립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계획의 하나인 원전설계코드 국산화에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SMART 컨소시엄이 2010년 5월 한전, 포스코 등 13개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됐고, 2010년 12월 표준설계인가를

등으로부터의 사업 발굴도 확대해 나갔다. 특히 민군겸용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국

신청해 2012년 7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SMART 파트너십 MOU를 사우디와 체결한

방부 ‘국방연구개발정책서’에 레이저, 로봇, 화생방 분야 등에 다수의 원자력기술을

후, 2015년 3월 SMART PPE 사업을 착수해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3월 요르단에 연구용

반영시켰으며, 이런 노력으로 2008년 방사선 영향모사 및 차폐체 개발과제 등 대형

원자로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국내용-수출용 연구로 공통기술 확보를 위한 신형연구로 건설사업을 착수

과제를 발굴해 수행하게 됐다.

하면서 연구용원자로 설계기술을 고도화했다. 2016년 12월 요르단 연구로를 완공해 우리 연구소의 기술력을 다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일환으로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 기술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연구소의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한·미·프·

검증 및 표준설계인허가 획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참여기업을 물색했다. 또

벨 4개국이 핵비확산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국내 유일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운영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의 연구용원자로

2015년 8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가동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건설·개선 사업에도 참여준비를 했다.

6월부터 미국 3개 연구소(ANL, INL, LLNL)와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과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포함한 핵연

이처럼 연구소는 원자력시스템의 실용화 및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국내 원자력이용

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공학규모의 파이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 2015년 11월 신 한·미원자

의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력협정이 발효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에

있다. 특히 정부가 2008년 12월 22일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한 ‘미래 원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처분 기술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은 연구소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

2011년에는 연구소의 정부출연금 본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하고 연구원이 연구에 보

심사업인 고속로순환시스템 확립을 위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와 사용후핵연료

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임무지향형 강 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

건식처리기술개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개발로 구성돼 있어 연구소의 연구

밖에 세대 간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의 단절 방지와 이의 원활한 전수를 목적으로 2011년 원자력기술기록사업을 착

개발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수한 이래 2018년 현재도 이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합관리시스템개발을 통한 지식경영체계를
강화했고, 웹기반 통합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전의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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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대

활용되도록 했다.

2010년대는 무엇보다도 원자력안전이 중요한 이슈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원

2017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원자력정책과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전 사고 이후 안전규제독립을 위해 원자력법이 전면 개정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연구에 집중했고, 고리 1호기 해체 확정과 세계적인 원전영구정지 및 해체시장에 대한 조명으로 원자력시설

설치됐다. 2016년 경주지진으로 안전기준은 대폭 강화됐고, 많은 원자력시설들의

의 제염·해체기술 또한 부상했다. 원자력기술은 발전 중심에서 다른 기술과 융·복합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안전수준을 재점검했다.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원자력시스템설계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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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연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사업교류를 비롯한 정·산·학·연 연계강화 등의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구개발과업을 재편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연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고, 원자력기술벤처기업 지원·육성에 적극적
으로 나섰다. 1998년 7월 대덕연구개발단지의 출연연구소로서는 최초로 중기청으로부터 정부지정 공식창업보육
센터 인증을 받았고, 1999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기관 및 산업자원부로부

제6절
기술사업화

연구소는 개소이래, 주로 원자력발전 관련기

터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창업보육센터의 적극적 벤처기업 유치·지원결과 1990년 말부터 총

관의 육성 및 대형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56개의 벤처기업을 육성·배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장성 있는 사업화유망기술을 토대로 연구원들에게 창업기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업을 설립하도록 유도·지원한 결과, 1997년 9월 ㈜카이텍을 필두로 지금까지 총 27개의 연구원 창업기업이 설립

1975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982년 한전원

되어 원자력분야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력연료주식회사,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

2002년 (주)한빛레이저 등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7개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전민동에 대덕 제

술원, 1997년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2005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을 육성·

1원자력밸리를 준공했고, 인근 화암동 일대에 약 42,900 ㎡ 규모로 대덕 제2원자력밸리를 조성했다. 또한 2013년

분리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1996년 원자로계통설계기술 및

5월 연구소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704 ㎡) 규모로 원자력성과확산관을 개관했다. 성과확산관의 기술창

핵연료설계제조기술을 연구소가 분리시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및 한전원자력연

업동에는 (주)한국광학기계 등 4개

료주식회사에 각각 기술이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자립·사업화를 완

원자력벤처기업이 입주했고 기술

성했다.

지원동에는 원자력관련 국제협력

1996년 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 및 핵연료설계제조 등 핵심사업의 산업체 이전

기관과 협회가 입주함으로써, 원자

후, 연구개발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편됐다. 또한 주요 연구방향도 원자력발전기술

력연구 성과를 활용한 중소·벤처

개발에서 원자력기초기반 및 미래에너지기술 개발이라는 장기·대형 연구개발과제

기업의 창업지원강화와 국내·외

의 수행중심으로 변화됐다. 따라서 기술사업화의 역할 및 목표도 대형 원자력산업

성과확산·촉진을 위한 시너지효

체 육성지원에서 중소형기업으로의 원자력기술이전 및 스핀오프 벤처기업 육성으

과를 기대하고 있다.

로 변했다.

연구소는 기술사업화방안의 일환

연구소는 기존의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체결을 통한 단순기술 이전방식에서 탈피해

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및

원자력기술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방향을 설정하고, 2000년 4

자본을 직접 출자하는 자회사설립

월 벤처개발계획추진반(후에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로 확대·개편)을 신설했다.

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04년 2

이 추진반은 벤처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스라엘 정부출연연구소인

월 연구소는 화장품 및 기능성식

Weizmann Institute처럼 연구소 보유기술의 이전을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

품에 관한 보유기술을 출자하고 한국콜마주식회사는 자본을 출자해 공동자회사인 ㈜선바이오텍을 설립했으며,

립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6년 3월 과학기술부는 대한민국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2015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됨으로

이에 따라 연구소는 단·중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의 선진화, 원자력기술 스핀오

써 기업가치가 1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수직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구소는 이후에도 2009년 7월 ㈜서울

프 벤처기업 육성, 원자력 관련 산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원

프로폴리스, 2014년 12월 ㈜듀켐바이오연구소, 2016년 8월 ㈜아큐스캔 등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

원자력성과확산관 표지석 제막

자력밸리 조성, 자본 및 기술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회사의 설립·운영, 원자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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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의 연구소 중심에서 TLO주도로 크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례로, 2016년부터 TLO주도로 매년

연구소기업 (주)선바이오텍 현판식
(2004.7.2)

2~3회 정기적으로 연구소에서 보유중인 수천 건의 특허 중 사업화유망기술을 직접발굴하고, 서울 코엑스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등에서 기술설명회를 번갈아 개최해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기술협상을 통해 획기적 성과를 거
뒀다. 미생물을 이용한 세슘제거기술을 ㈜범아에 기술료 5억원에 기술 이전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TLO사무국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자
력 연구개발성과의 사회 확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연구소
는 2014년에 담당부서의 명칭을 원전기술사업팀에서 기업
기술지원팀으로 바꾸고, 수행업무도 종전의 한수원/발전소
등 발전산업체 위주에서 일반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지
원 대상기업의 외연을 대폭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소는
‘수요기반 맞춤형 기술지원 및 협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
국내 최초 1km급 MgB2 초전도선 제조 성공

연구소는 연구성과 확산의 기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에서도 2010년

화’를 모토로, 200여개의 KAERI-Family기업을 대상으로

이후 기술이전 480건(유상 232건, 무상 248건), 기술료 291.9억원이라는 괄목할만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1단계: 6개월, 1,000만원 이내),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2단계: 1년, 5,000만원 이내), 기술

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2년 12월 핵연료 관련기술 중 유일하게 국산화되지 않

혁신개발지원사업(3단계: 1년, 1억원 이내) 등 기업성장단계별 릴레이 방식으로 R&D지원을 강화했다. 2014년 2

았던 핵연료 피복관 제조기술과 핵연료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연료 소결체 제조기술

월 MgB2 초전도선 공정특허와 노하우를 전기소재 중견기업인 ㈜삼동에 기술이전한 후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등

을 원자력연구개발 사상 최고기술료인 100.2억원에 ㈜한전원자력연료에 기술양도

지속적인 기술지원 결과 2018년 6월 국내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 길이 1 ㎞, 전기량 200A(암페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MgB2 초전도선 제조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인 기술지원 성과라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연구소는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 산하에 특허분석팀을 신설해 기존의

위와 같은 다각적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결과, 연구소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선정한 2006년도 혁신기

신규사업개발팀, 원전기술사업팀, 해외사업팀 등 4개 팀을 운영하면서 지식재산권

술사업화대상 최우수 TLO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사업화분야 출연(연) 우수사례 10선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구축,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TLO 주도 기술사업화, 수요

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반 중소기업지원 등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를 구축
했다.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은 연구소의 경영정보시스템(MIS)과 연동시키고 발명
자·관리부서·특허사무소 간을 상호 연계·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보정·등록·관리는 물론 분석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소는 연구개발결과
산출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기술가치 평가, 기술이전전략수립 및 사후관리
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연구소는 TLO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술사업화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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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은 1956년 3월 문교부 기

연구소는 2009년 물리적 망 분리를 진행하고,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했으며, 2014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원자력

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신설되면서 첫발을 내

시설 관련 사이버보안업무를 추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70년에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AEA/INIS)의 회원국으

디뎠다. 1959년 2월 원자력원 산하에 원자력연

로 가입해 우리나라 INIS 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원자력기술기록사업에 착수했고, 2014년에는

구소가 설립되면서, 국내 최초 이공계 전문연

국내 도서관 최초로 라키비움(Larchiveum: Library, Archive, Museum의 합성어)을 구축했다.

구기관의 탄생을 알렸다. 이후 1973년 4월 한

1988년 5월 연구원들이 ‘한국에너지연구소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여러 노동조합 상급기관에 가입·탈퇴했다가,

국원자력연구소법의 제정으로 특수법인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변경되었고, 2007

2008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산업별 노조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 가입해 현재에 이르

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폐지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고 있다. 연구소 지부는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기초로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및 연구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바뀌었다.
1959년 당시 원자력원의 인원은 연구소를 포함, 138명이었다. 이후 1999년 962
명, 2018년 현재 1,436명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8년에는 총원
1,436명 중 박사가 860명(61 %), 석사가 283명(20 %)로 석·박사급 인력이 전체 인

제1절
규정 관리

1. 법규의 변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은 1956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1140호에 따라 문

력 중 약 80 % 수준에 이르렀다. 1999년 연봉제를 도입했고, 2000년에는 MIS시스

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신설되면서부터 태동했다. 전문 13조와 부칙

템 기반의 인사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으로 작성된 원자력법은 1958년 2월 국회를 통과,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1990년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성

공포됐다. 1958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1394호에 의해 원자력원 직제가 공포

장했다. 1959년 연구소 설립 당시 연구소 총 예산은 7,400만원이었으나, 1991년 원

됐고, 1959년 2월 3일 원자력원 산하에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됐다.

자력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1,899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됐고 2018

1973년 1월 15일 원자력법 개정(법률 제2444호) 및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정(법률 제2443호)을 통해 1973년 4월

년 현재 총 예산은 5,447억원으로 성장했다. 1996년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6일 법인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됐다. 1980년 12월 31일(법률 제3311호)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이 변경

Project Base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됐으나,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97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명칭이 환원됐다.

2006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제정됐고, 2016년 회계기

2007년 3월 27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폐지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준이 전면 개정됐다.

관한 법률(법률 제8077호)’ 개정에 따라 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소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서 국가정

으로 바뀌었다.

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 지침을 따르고 있다. 2014년 3월 ‘안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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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환경 및 방호 통합경영원칙’을 선포하고, 2015년 12월 정부출연(연) 최초로 안

가. 원자력법의 변천

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외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으며, 종합안전정보시스템인 ‘연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

구실안전정보망’을 구축했다.

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 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제정됐다. 원자력법은

개소 이후 연구소는 대덕이전건설사업,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 핵연료주기 시험

60여 년간의 역사 속에서 원자력 기술개발, 이용의 다양화,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증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23

시설건설사업, 하나로자력설계건조사업, 원자로냉각재펌프 시험설비구축, 노후시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설 환경개선공사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특히 환경개선 공

원자력법의 제1차 및 3차 개정은 소속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제2차(1963년 12월 16일) 및 제4차 개정에서는 방사

사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 설치근거가 명시됐다. 제7차 개정(1973년 1월 15일)으로 원자력청이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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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설립근거가 명시됐으며, 제9차 개정(1982년 4월 1일)에서

법의 개정내용을 명시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처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연구소 사업에 추가시켰다.

는 원자력의 이용 및 개발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계 조항

제3차 개정(1989년 12월 30일)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법 및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및

을 보강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했다. 제10차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바꿈에 따라 연구소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개정(1986년 5월 12일)은 연구소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

제4차 개정(1995년 1월 5일)에서는 원자력법 제12차 개정에 맞춰 연구소 사업에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거를 마련했다.

관한 저장·처리·처분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설됐으나, 이듬해인 1996년 원전사업의 산업체이관 등에 따

제13차 개정(1996년 12월 30일)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신설, 원자력안전위

른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에 따른 제6차 개정(1996년 12월 30일)에서 해당 조문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원회의 신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폐지 등이 이뤄졌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

에 관한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연구개발’로 개정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만 수행하게 됐다.

업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2007년 3월 27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077호)

제15차 개정(1999년 2월 8일)에서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폐지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전환돼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했다.

화했다.
제23차 개정(2008년 3월 28일)에서는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방사성

2. 정관 및 원규의 변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법에 통합하고,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가. 정관의 변천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1973년 1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공포돼 과학기술처 장관 외 4명의 설립위원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함

제26차 전부개정(2011년 7월 25일)에서는 법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변경해 원

에 따라 1973년 1월 17일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와 1973년 1월 23일 제2차 회의를 거쳐 정관 안을 심의 통과시켰

자력 이용 및 진흥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고 안전규제의 독립, 원자력안전기관의 독

으며, 1973년 2월 1일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로 정관이 확정됐다.

립적 운영 등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 별도

최초 정관은 총 5장 32조와 부칙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4조에 명시된 정관의 필요 기재

독립 법률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사항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공
고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밖에 부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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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변천

1974년 1월 10일 정관 개정에서 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국가적인 요청에 의해 종합 에너지 개발 및 환경보존·관리

1973년 1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법률 제2443호)이 제정돼 원자력청 산하의

등의 업무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켰으며, 1975년 4월 23일 개정에서는 연구소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분소 설치근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를 통합해 특수법인체인 한

거를 명시했다. 1976년 4월 8일 개정에서는 대덕공학센터의 설치근거를 명시했으며, 1976년 12월 17일 한국핵연

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료개발공단의 발족에 따라 대덕공학센터의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제1차 개정(1980년 12월 31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의

198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의 통합 및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의 개정에 따라 1981년 1

명칭을 각각 한국에너지연구소법과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꾸고, 원자력에 관한 정

월 7일 연구소의 명칭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변경하고, 대덕분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 업

책 및 안전규제 지원업무와 핵연료 물질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사업에

무 및 핵연료 물질 관련 업무를 사업범위에 추가 명시했다. 1984년 4월 6일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대전시로 변

추가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에 설립됐던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한국에너지연

경·조정하고 서울 연구소를 분소로 변경했다. 1987년 4월 22일 개정에서는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각각 명시했다.

구소에 흡수·통합됐다.

1988년 2월 3일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설 원자력안전센터를 부설기관으

제2차 개정(1988년 5월 12일)에서는 원자력법의 개정 시 부칙에 한국에너지연구소

로 명문화하고, 원자력안전센터 소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1990년 4월 9일 개정에서는 연구소 명칭을 한국원자력

529

제10장 일반관리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연구소로 하고, 소장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1990년 9월 3일

1991년에 예규관리요령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지침 등 각종 예규를 통합관리하게

부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을 신설했고, 1990년 11월 19일 개정에서는 부설 원자

되어 체계적인 원규관리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규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력제2연구소로 변경하고, 1991년 9월 10일 다시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이름
을 바꿨다.
1996년 12월 31일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이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사업범위를 조정했다.
2001년 5월 15일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소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해 경영공시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2007년 3월 27일 개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폐지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맞춰 관련 사항을 개정했다.
2008년 3월 25일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원규의 체계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할 연구회가 공공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변경
됐다.
2014년 8월 1일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1) 직제 규정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함으로써 관할 연

1973년 2월 28일 연구소의 조직제도를 정한 직제규정을 제정했다. 최초 직제규정은 4장 20조 및 부칙으로 구

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변경됐다.

성됐다. 제1장은 총칙 부문으로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조직 부문으로 조직도, 소장, 감사, 부
소장, 행정관리실장, 부서장, 보좌직, 연구업무심의회, 자문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구성

나. 원규의 변천

원 부문으로 구성원, 직원 및 별정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직책 부문으로 실장 및 차장, 과장 등에 관한 사항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규의 제·개정 절차는 연구소의 연구업무심의

을 규정했다.

회(운영분과위원회) 의결과 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방사선안전관

이후 직제규정은 2018년 5월 현재까지 88차례 개정돼 현재 조직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규정이 됐다. 직제 규

리규정 등 정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규정은 연구업무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부

정 이하의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는 이를 근거로 한 직제규정 시행요령, 부설기관 운영,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

처의 승인 후 내부결재를 거쳐 확정·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원규 중 기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에 따라 개·폐돼 왔고 정부 훈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관리를 위

회계, 인사, 급여, 기금관리, 부설기관 운영 및 분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이사회

하여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 운영규정이 2012년에 제정되었고,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시업단 운영규정이

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나 연구회 체제로 편입되면서 정관과 부설기관, 분원, 해외

2013년에 제정됐다. 또한 1973년 12월 31일 권한의 하부위임을 규정한 위임전결 규정이 제정돼 조직 변화 및

사무소 등의 설치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권한위임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1차례의 전문 개정 및 53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쳤으며 관련 규정으로는 부설

한편 연구소 원규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규모와

기관 운영규정 등이 있다.

내용면에서 세분화, 구체화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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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재무 규정

총무 관련 규정으로는 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 소인관리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이 1973년에 제정됐고, 그 뒤로

연구소가 법인체로 발족한 후 기업회계의 원칙에 입각한 회계규정의 제정이 불

소택관리규정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이 제정됐다.

가피함에 따라 제1회 정기이사회(1973년 4월 30일) 의결을 거쳐 회계규정이 제
정됐다.

(4) 연구관리 및 기타 규정

최초 회계규정은 총칙, 예산에 관한 사항,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

연구소는 1973년 10월 16일 연구업무절차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1990년 1월 8일 정부출연연구관리규정

한 사항, 부채와 자본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총 12장 31개조 및 부

으로, 1996년 8월 19일 연구관리 기본규정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시험농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작품관리요

칙으로 구성됐다. 그 후 16차례의 개정을 통해 책임회계 제도의 확립 등 규정을

령 등이 1973년 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으로는 교정검사 실시요령, 창업지원규정, 연구

현실적인 운영에 적합하도록 정비했다. 특히 1996년∼2006년과 2012년에 걸쳐

및 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품질보증규정, 기술실시 관리지침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정에

이밖에 방사선사고 예방 등 각종 보안규정을 제정했으며, 아울러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시적 규정

맞도록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대폭적으로 개편했다. 계약업무요

들을 제·개정 또는 폐지해 왔다.

령은 1981년 11월 1일 제정돼 36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밖에 관련 규정으로
는 외자구매요령, 고정자산관리요령 및 공사관리규정 등이 있다.

(3) 인사·급여·총무 규정

제2절
조직 관리

연구소의 조직 변천사는 원자력원(청) 산하의 국립연구소 시대, 민영화돼 특
수법인체로 출발해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통합할 때까지의 한국원자력연구

인사규정은 1973년 2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 이사회의 의결 및 소위원

소 시대, 통합 후의 한국에너지연구소 시대,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시대, 이

회의 일부 수정의결(1973년 3월 8일)을 통해 제정됐다.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대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의 인사규정은 총 9장 4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53차례의 개정을
통해 총 9장 5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1973년 5월 25일 취업규칙

1. 원자력원 및 원자력청 시대(1958~1972)

의 제정으로 직원의 복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게 됐다. 그 뒤 장학규정,

원자력법(안)이 195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그 해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공포됐다. 이 법률에 근거해 10월에 대

위탁교육훈련규정, 해외파견관리규정, 직원채용요령, 징계요령, 인사고과요령

통령령 제1394호로 원자력원 직제가 공포되고, 1959년 1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이 개원했다.

및 승격심사요령, 해외전문가활용요령, 고급전문인력연구연수규정 및 학·연협

정부가 1967년 3월 정부 기구개편으로 과학기술처를 신설함에 따라 원자력원은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인 원자력청

동 석·박사과정운영요령, 명예퇴직요령, 희망퇴직요령 및 정년연장연구원 운

으로 바뀌었으며,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 등 3개 조직 그대로 원자력청 산하로 이관

영요령과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선택적근로시간 운영지침, 시간선택

됐다. 3개 연구소는 각기 독립된 연구소로 운영되다 197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통합돼 새롭게 출

제 운영요령,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미래선도과학기술핵심인재 채용 및 처

발했다.

우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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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 직후인 1973년 3월 8일 처음 제정됐다. 급

2. 한국원자력연구소 시대(1973~1979)

여 관련 규정으로는 퇴직금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요령, 연월차수당 및 가족수

1973년 2월 17일 특수법인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출범하면서 기업의 운영형태인 이사회 제도를 도입, 이사회

당 지급규정 등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1999년 연봉제 도입으로 상여금 지급

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로 내부조직을 운영했다.

요령을 폐지하고, 연봉제 운영요령을 제정했다.

1973년 출범 당시의 조직은 소장 산하에 이공 분야를 관할하는 제1연구담당 부소장, 생명과학 분야를 관할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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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담당 부소장과 행정 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리실을 두었다. 하부조직으

부, 방사선응용부 등 3개부로 축소·개편되고, 원자력 관련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센터가 설치됐다. 원자력

로 2개 부소장 산하에는 13개의 연구실이 있었으며, 행정관리실은 총무, 기획, 시설

안전센터는 1983년 4월 1일 조직개편으로 안전심사부, 안전검사부, 안전기준부, 안전연구부 등 4개부를 신설했다.

과 등으로 편성됐다. 1979년 1월 부소장 산하의 연구실이 증가함에 따라 실 단위로

1984년 4월 연구소 대덕 이전과 함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장 직속 4개실을 통합해 원자력정책연구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부 단위로 개편해서 부장 중심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

부를 신설하고, 1985년 7월 1일에는 원전 관련 사업을 추진·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사업본부를 선임연구부장 산하

다. 행정 분야에도 소장 직속으로 종합기획부를 설치했다.

에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 분소를 폐지하고, 연구부서로 기초연구부를 신설했다. 또한 1986년 11월 12일에는 방사

한편 1976년 12월 1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년 제정, 법률 제2671호)에 따라 한

성폐기물관리를 전담할 부서로 선임연구부장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를 신설했다.

국핵연료개발공단이 발족했다. 공단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는 별개 법인으로 핵연

1987년 6월 3일 연구소는 연구 부문과 사업 부문을 분리해 원자력사업단을 신설했다. 선임연구부장 산하의 원자

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및 핵연료 국산화사업을 수행하다가

력사업본부와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를 원자력사업단 산하로 이관하고, 원자력안전센터를 부설기관으로 개편했

198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통합됐다.

다. 1987년 12월 29일에는 원자력병원을 부설기관으로 개편해 연구소는 2개 부설기관을 두게 됐다.
1988년 12월 21일 다목적 연구로 건조사업의 범 연구소적인 추진을 전담할 부서로 다목적연구로건조사업단을 설

원자력연구소 설립 당시 조직도
(1973년)

치했다.

4. 한국원자력연구소 시대(1990∼2006)
연구소는 1989년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 시기
는 부설기관과 원자력사업을 관련 산업체에 이관하는 등 변화에 맞춰 연구 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췄다.
부설 원자력안전센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제정(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95호)에 따라 독립해 나갔
다. 1990년 8월 부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을 설치했으며, 2개월 후 부설 원자력제2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
1991년 8월에는 선임연구부장제를 폐지하면서 원자력연구개발단을 설치했고, 다목적연구로건조사업단 명칭을 원
자로개발단으로 바꿔 그 밑에 신형로핵연료개발본부와 다목적연구로건설본부를 뒀으며, 원전사업단 산하에 원전
설계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소장 직속으로 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부와 행정부를 배치했다.
1991년 9월에는 부설 원자력제2연구소를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개명했다. 1994년 4월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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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너지연구소 시대(1980~1989)

이용에 대한 대내외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물질 사찰기술을 확보해 국가차원의 원자력통제체제 구축에 대비하기

198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통합돼 한국에너지연구소

위해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신설했다.

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따라 조직 또한 새로운 체계로 정비돼 본격적인 원자력

1995년 3월에는 연구소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연구소 조직체제를 수평적 구조로 개편했다. 연구와 사업의 기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및 분야별로 그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와 사업 그룹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기존의 단, 본부 라인 조직을

통합 초기에는 연구 부문에서 부소장제를 없애고, 통합부서장으로 선임연구부장제

폐지했으며,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하나로센터를 신설했다.

를 도입했다. 선임연구부장 산하에 각 연구부를 두고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자리에

1996년 말에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6년 6월 25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한국전력으로, 원

대덕분소를 설치했다.

자로계통설계사업은 한국전력기술㈜로, 핵연료 설계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사업은 한국핵연료㈜로 이관했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선임연구부장 산하의 5개 연구부가 안전연구부, 원자로공학

1997년 2월에는 연구지원 조직을 축소하고 연구 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원자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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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센터와 원자력연수원을 부소장 밑에서 소장 직속으로 옮겼으며, 부소장 밑의

2014년 8월 1일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초기

연구관리본부를 폐지했다.

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함으로써 관할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변경됐다.

1997년 8월에는 연구 부문의 ‘그룹’ 명칭을 ‘단’으로 변경했고, 1998년 12월에는 경

연구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로, 그 아래 원장과 감사를 두고 있다. 원장과 감사는

영혁신 계획에 따라 조직을 축소했다. 연구 부문의 탄력적 조직을 고정조직으로 개

상근임원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해 신형원자로개발단,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하나로이

2010년 1월11일 조직개편으로 연구소 규모 및 연구개발 분야의 확대에 따라 부원장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분야

용연구단을 설치하고, 원자력연수원 및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부급으로 하향 조정

별로 2명의 부원장체제를 운영했다.

했으며, 연구지원본부는 폐지했다.

2014년 3월14일 조직개편으로 경영부문의 협동·연계 증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부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1999년 5월에는 조직 단계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부소장제를 폐

수행하기 위한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지하고 선임단장제를 뒀다.

2017년 4월10일 조직개편에서는 2명의 부원장체제를 1명의 부원장체제로 변경했고, 연구원 핵심 R&D 분야를 원

2004년 12월 31일 연구소가 수행해오던 국가 원자력통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자력안전·환경, 핵연료주기, 원자로개발 및 방사선 등 4개 연구 부문으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각각 연구소 체제

확보하고, 국가 원자력통제체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관련 업

를 도입했다. 또한 국민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협력본부를 신설했다.

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 이관했다.

2018년 3월19일 조직개편에서는 부원장의 최고기술경영자로서 연구원 R&D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2005년 3월에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건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연구소 직제규

연구기획부, 민군사업개발 및 성과확산부를 부원장 산하로 옮겼으며, 연구소의 방사선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

정을 개정해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을 설치하고 본격적 방사선응용연구 활동체계

해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 산하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를 안전관리본부 산하로 변경했다.

를 개편했다.

5.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대(2007∼ )
과학기술부 산하 직할기관이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폐지에 따라
2007년 3월 27일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관됐다. 이와 동시에 부설기관으로 업무, 조직, 회계 등을 준 독립
적으로 운영해오던 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에
따라 분리·독립했다.
2008년 1월 14일 연구소는 2011년까지의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선임본부를 중심으로 정책기능, 연구조정기능, 범 연구
소 안전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연구기능별로 6개 본부를 구성했으며, 연구부서와
행정부서를 대 부서 중심으로 재편했다.

연구소 조직도(2018.8)

2008년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
공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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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사 관리

1. 인사제도의 변천
가. 직종 및 직급

직종 및 직명
직급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

연구시설
운영직

행정지원
운영직

비고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책임급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책임기술원

1-30

정이 연구소 인사제도의 모태가 됐다. 그 내용

선임급

선임연구원

선임기술원

선임기술원

1-25

은 원자력청의 인사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그 후 문제점을 수정 보완

원 급

연구원

기술원

기술원

1-25

하면서 점차 독립된 연구소의 인사제도로 발전했다.

기능원

1973년 2월 국가기관이었던 원자력청이 한국
원자력연구소로 민영화되면서 제정된 인사규

연구소 직원은 정규직, 기한부, 임시직으로 구분되며, 기타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구기술원

연구시설운영원

수행하기 위해 위촉연구원, 고급전문인력, 학연학생, 연구생, 브레인 풀, 파견근로
자, 고문,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1-50

행정기술원

행정지원운영원

1975년 3월 기능직을 기능원과 간호원으로 세분했으며, 1975년 11월 종전의 원급을

연구시설
운영원

1-50
행정지원
운영원

1-50

직종·직급 및 직명 체계(2018.8)

선임급(선임연구원, 선임기술원, 선임의사, 선임관리원)으로, 원보급을 원급(연구
원, 기술원, 의사, 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급(手級)은 폐지했다.
1977년 3월에는 연구직의 명칭을 연구개발직으로 변경했다. 1981년 3월에는 연구

나. 직원 채용

소 통폐합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따라 과학기술처 인사준칙을 토대로 인사규정을 대

직원의 채용은 채용자격 기준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

폭 개정했다.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원으로, 직종은 연구원, 기술원, 의

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의한 채용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인재의 확보를 위해 2008년부

무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으로 구분했다.

터 외국어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면접제를 도입하며, 해외 취업 리쿠르트 사이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1985년 12월 기능직, 사무직의 명칭을 기술기능원, 행정기능원으로 변경했으며,

2015년에는 ‘미래선도 과학기술핵심인재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해외 글로벌 우수인재의 채용을 위

1987년 10월에는 원자력병원의 ‘의무관련직 인사준칙’이 제정돼 병원특성에 맞는

해 노력했으며, 2016년에는 연구원의 인재상을 재정립해 심사기준에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직원채용요령, 경력

의무관련직 직원의 체제를 정비했고, 1987년 11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3948호에

평점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따라 간호원을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변경했다.

2017년부터는 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적용해 지원

1988년 3월에는 기능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감독, 주임기원 운영지침’을 제정해

자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배제한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의 일환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기능원을 기원, 주임기원, 감독기원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1993년 8월 책임 및 선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도 과반이 되도록 채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임기원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기능직을 기술기능직과 행정기원으로 분류했고, 2008

한편, 연구시설 운영업무를 담당하던 간접고용 인력들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에 연구시설운영직(무기계약직)을

년 10월 기능직의 대외명칭을 기술기원은 연구기술원, 행정기원은 행정기술원으로

신설해 직접 고용했으며, 2014년 9월에는 행정지원운영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해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간접고용

변경해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기했다.

인력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2018년에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정책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계약직, 연구실험직, 무
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25명을 1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간접 고용하던 도급직 및 파
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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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평가

날이 제정되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이 크게 증가했다.

직원의 근무성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제반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한편, 직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재산상의

하는 인사평가는 종전에는 근무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직종, 직급을 불문하고 동일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

한 평가표에 의해 근무성적(근무성적, 수행능력, 수행태도)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

2017년에는 정부지침을 반영해 그동안 운영하던 징계요령을 전면 개편해 징계의 종류에서 파면을 폐지하는 대신

시했으나, 책임경영평가제의 적극 구현방안의 일환으로 1988년 1월 인사고과 요령

강등이 신설됐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품·향응

을 제정·시행했다. 이후 1999년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성범죄 등을 중점부패행위로 규정해 징계기준을 강화했으며, 징계위원회 구

을 도입, 평가결과를 승격 및 연봉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성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문가 외부위원의 수를 1/2이상이 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2000년에는 노사가 외부 용역을 거쳐 MIS시스템에 의한 인사평가 제도를 마련했
으며, 1999년 인사평가부터 적용했다. MIS시스템에 의한 인사평가 제도는 해를 더

마. 정년

해가며 보완되면서 발전했다.

직원의 정년은 1973년 2월 연구소 개소 시에는 원급 이상은 60세, 연구원보, 기술원보, 의사, 연구수, 기술수는
45세, 관리원보, 관리수, 보조수는 50세, 기능원은 55세로 규정했으며(연구원보, 의사, 연구수, 기술수 및 보조수

라. 승진, 포상 및 징계

는 연구소 형편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1년씩 60세까지 정년연장 가능). 1978년 3월 원급 이상의

승진은 승격 및 승급으로 구분된다. 승격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정년 60세가 선임급 이상으로 조정이 됐다. 1981년 3월부터는 종전처럼 직종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직급별로 구분

것이며, 승급은 동일 직급상의 승호(乘號)를 말한다. 1981년 1월 책임급, 선임급 승

해서 책임급 65세,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정년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격심사기준을 제정·시행했다. 승격의 경우 각 직급별 성적순으로 매년 일정 비율

1998년에는 IMF 국가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책임급 61세, 선임급과 원급은 58세, 기능원 및 의무관

만 승격을 실시했으나 2003년부터 최소자격제를 도입해 각 직급별 승격요건을 충

련직 58세로 정년을 하향 조정했다.

족하면 승격을 실시하고, 행정 부문의 승격은 연구·지원 부문 전체의 승격률을 적

이후 2014년에는 기능원의 정년을 61세로 환원했고, 연구직 정원의 10 % 범위 내에서 선정·운용하는 정년연장연

용하는 것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구원제도를 도입해 IMF 구제금융 위기 이전의 정년으로 환원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정년연장연구원으로 선정

포상은 원장이 포상하는 원내 포상과 상훈법 및 정부 관련부처 포상기준에 따라 정

된 경우 정년이 65세로 환원되며, 2015년 20명, 2016년 22명, 2017년 22명, 2018년 22명 규모로 선발·운영해

부 등이 포상하는 대외포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장이 매년 우수 직원에 대하여

오고 있다.

실시하는 원내 포상의 종류는 연구업적상, 근무유공상, 발전유공상, 우수경영부서

또한 2016년부터는 일반 정규직 직원의 정년일자를 종전 12월말 기준에서 생일일자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상, 홍보유공상, 안전관리유공상, 청렴상, 사회공헌상, 우수과제상, 장기근속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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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퇴직상, 특별포상이 있다. 2001년 포상요령이 제정된 이후 정부정책이나 환경변

2. 인사관리의 변천

화를 고려해 2005년에는 홍보유공상, 2008년에는 KAERI대상, 2014년에는 안전

가. 직종별 인력 추이

관리유공상과 청렴상을 각각 신설했다.

원자력원이 창설된 1959년 당시 인원은 원자력연구소를 포함, 138명이었다가 1963년 3월말에는 268명으로 130

대외포상도 매년 정부에 훈·포장 및 표창 후보자를 추천해 수상해오고 있으며, 특

명이 증가했다. 이중 연구소의 인원은 194명으로 연구원이 77명, 기능직 및 고용원이 103명, 행정직 및 기타 14명

히 2009년에는 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훈장(류건중, 김학노) 2명을 포

으로 연구직이 약 40 %를 차지했다.

함해 41명의 전·현직 유공직원이 훈·포장 및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요르단 연구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재발족한 1967년 3월 당시의 기관별 인원수는 원자력청 본청 63명, 원자력연구소 217명,

용원자로 수출 및 UAE 상업용원전 수출을 계기로 2010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방사선의학연구소 52명, 방사선농학연구소 56명 등 총 388명이었다. 이중 연구직이 155명으로 40 %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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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청 및 3개 연구소 인원현황
(1967.3.30)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고용원

계

본청

15

17

30

1

63

원자력연구원

89

93

26

9

217

방사선의학연구소

18

-

4

30

52

방사선농학연구소

33

3

6

14

56

계

155

113

66

54

388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1968년 당시 원자력청 및 산하 연구소의 총 인원은 406명이었다. 본청은 70명으로
서 전체의 17.3 %, 원자력연구소는 226명으로 55.7 %, 방사선의학연구소는 57명으
로 14 %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6년에는 인원이 감소했는데, 연구소의 분소로 설립된 대덕공학센터가 그해 12월

직종별 인원 현황 변화(1999년~2018년)

1일 한국핵연료개발공단으로 분리 독립됐기 때문이다.
1979년 676명에서 1980년에는 인원이 1,00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80년 12

나. 학위별 인력변동

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후 1981년부

1973년 민영화 이후부터 1988년까지 학위별 비율분포는 1973년 당시 학사가 64.7 %에서 1988년 38.5 %로 줄어

터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5년부터는 급증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

든 반면, 석사는 21.1 %에서 41.2 %로 늘어났다. 박사는 41명에서 253명으로, 석사는 61명에서 513명으로 증가해

에서 추진해 왔던 핵연료 및 원자로계통 국산화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1996년 한

인력이 점차 고급화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4년부터 박사학위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

국전력공사로 159명, 한국전력기술(주)로 335명, 한전원전연료(주)로 113명 등 총

속돼 1998년에는 석사 이상의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학사 이상 인력 중 74.2 %에 이르고 있다. 석사 이상의

607명이 산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1998년 말에는 IMF 위기

고급인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을 석사 이상으로 제한해서 선발했고, 일반위탁 연수교육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많은 인력이 감축됐다.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일반위탁과정 학생으로 직원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

2009년 12월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하게 되면서

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정부가 원자력을 이용한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연구비의 증

1996년 원전사업이관과 19997년 IMF 외환위기로 축소됐던 인력 규모가 점차 증가

가와 신규인력의 증원이 함께 이루어졌고, 연구사업 인력을 석·박사급 위주의 고급인력으로 채용하면서 2018년

하기 시작했다. 연구용원자로 수출 이전에는 퇴직인력의 충원에만 머무르던 것이

에는 총원 1,436명 중 박사가 860명(61 %), 석사가 283명(20 %)로 석·박사급 인력이 전체 인력 중 약 80 % 수준

원자력의 위상 강화로 신규 T/O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사업예산이 증가

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면서 2009년말 1,159명이던 정규직이 2016년 말에는 1,455명으로 7년 사이 296
명이 증가해 25 %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인력
채용이 축소되면서 2018년 8월 현재 정규직은 총 1,436명이며, 이중 연구 및 기술
직이 1,199명으로 전체의 약 83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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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병원은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1987년부터 재정 투융자 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을 받았다.
박사

석사

학사

1990년대에 들어 특정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관리에 관한 준칙이 폐지되고,
1996년 PB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PBS의 시행으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던 877
명의 인건비 중 391명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이관됐다. 1999년부
터 정부는 T/O에 의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총액개념을 도입해 전년도 대비 일정율을 가감하는 방식
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1961년 제정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2007년 들어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체
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인 국가재정법을 제정했으며, 같은 해부터 연
구소는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출연금 지원재원이 전환됐다.

나. 예산의 변천
총예산은 1980년대 다목적 연구로 건조비, 대덕이전건설 예산 및 원전기술자립사업 예산, 1990년대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의 본격적 수행 및 수탁연구사업의 활성화, 2000년대 부설 원자력병원 예산 및 출연금 증가 등 여러 요
인들로 인해 획기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5년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준공에 따른 운영비로의 전환에 따른

다. 유치과학자
1973년에서 1994년까지 총 128명의 재외과학자를 유치했는데, 이중 107명(84 %)을
미국에서 유치했다. 특히 1984년∼1989년에 유치과학자의 66 %인 85명을 집중 유
치했는데, 이 기간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 및 원자력 기술 국산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이다. 1994년 3명을 끝으로 재외과학자는 더 이상 유치하지 않았다.

정부출연금 감소, 1996년 원전사업 및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산업체이관, 2007년 부설 원자력의학원 분리, 1996년
이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요율(원자력 발전량 1 ㎾h당 1.2원)의 정체로 인한 원자력연구개발비 투자 저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에는 JRTR(요르단연구로) 수출, SMART 소형원전 한-사우디 공동
연구 등 원자력수출 역량 강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설립이후 60년간 연구소 총예산은 10조 3,291억원
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구소설립 초기는 대부분 정부출연금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 분야에서 원자

제4절
예산 및 재무 관리

1. 예산 관리
가. 예산제도
초창기 연구소 예산은 일반회계, 경제개발 특
별회계, 청구권 자금관리 특별회계, 재정 투융
자 자금관리 특별회계 등 다양한 정부예산 회

계계정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1968년 경제개발 특별회계, 1972년 대일청구권 자금

력기술을 이용·실용화함에 따라 자체수입이 증가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게 됐다. 자체수입 증가와 더불어 정부
출연금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설사업비 및 기관고유사업비의 연차적 감소,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의 독립을 제
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0년대에는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대에는 정부 R&D
예산 증가율 둔화추세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정체된 반면, 기술수출역량 강화에 따른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설립 이후 60년간 연구소 총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2조 3,188억원, 자체수입 5조 9,566억원, 병원운영수
입 1조 5,480억원, 원전사업비 5,05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 특별회계, 197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았으며, 1985년 개정된 원
자력법 시행령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기금회계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했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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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입예산 및 재원내역 추이
(1959-2018)

연도별 수입예산 현황(1959-2018)
(단위 : 백만원)

총예산 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병원운영수입

원전사업비

구분
연도

총예산 계

546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병원운영수입

원전사업비

수입예산 재원별 내역
총예산 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병원운영수입

원전사업비

1959

74

74

-

-

-

1960

148

148

-

-

-

1961

167

167

-

-

-

1962

116

116

-

-

-

1963

140

140

-

-

-

1964

144

136

8

-

-

1965

195

185

10

-

-

1966

243

230

13

-

-

1967

270

253

17

-

-

1968

665

642

23

-

-

1969

1,096

1,065

31

-

-

1970

993

952

41

-

-

1971

1,041

994

47

-

-

1972

833

770

63

-

-

1973

810

718

13

79

-

1974

1,344

1,089

70

185

-

1975

2,258

1,994

64

200

-

1976

4,755

4,368

107

280

-

1977

6,132

5,236

114

782

-

1978

7,478

6,436

105

937

-

1979

10,432

8,875

357

1,200

-

1980

14,362

11,865

497

2,000

-

1981

19,274

14,514

2,460

2,300

-

1982

22,045

14,169

3,586

4,290

-

1983

30,326

19,060

5,166

6,100

-

1984

35,013

19,115

8,598

7,300

-

1985

61,213

21,446

26,762

13,005

-

1986

58,057

23,943

17,925

15,166

1,023

1987

72,285

27,138

11,866

16,080

17,201

1988

102,133

28,205

11,497

21,438

40,993

1989

92,928

24,987

10,901

21,820

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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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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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산 재원별 내역
총예산 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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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측면에서는 1972년 이전까지는 연구로 1호기, 연구로 2호기 건설을 위한 외자 투입 등 연구를 위한 인력양성
과 기본 실험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많았다. 1973년 민영화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하나로 건

병원운영수입

원전사업비

설과 대덕이전건설사업 추진 등에 따라 인건비 및 건설비의 상대적 비율이 높았다. 1990년대에는 1996년 원전 사

1990

142,117

25,700

53,180

25,588

37,649

1991

189,922

24,807

91,980

28,060

45,075

1992

201,740

28,523

81,413

34,895

56,909

1993

262,130

34,045

127,849

36,760

63,476

1994

223,732

40,624

70,704

43,226

69,178

지출예산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5

229,681

33,352

82,817

49,713

63,799

2000년대에는 시설사업비 및 부설 원자력병원 운영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시설사업은 2000년 3개 사업에서

1996

257,278

39,112

87,515

55,482

75,169

2008년 7개 사업으로 확대됐고, 부설 원자력병원 운영비는 정부출연금 증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설 등으로

1997

236,288

38,820

135,343

62,125

-

1998

241,175

39,026

130,954

71,195

-

1999

232,777

28,548

125,560

78,669

-

2000

277,107

30,886

167,165

79,056

-

2001

300,948

32,551

172,797

95,600

-

2002

330,653

40,330

169,586

120,737

-

2003

321,159

47,007

163,496

110,656

-

2004

342,722

50,115

171,277

121,330

-

2005

402,547

59,440

183,654

159,453

-

2006

424,481

52,437

182,341

189,703

-

2007

324,320

58,340

193,425

72,555

-

2008

272,128

64,233

207,895

-

-

2009

371,713

134,655

237,058

-

-

2010

366,052

96,964

269,088

-

-

2011

416,006

115,744

300,262

-

-

2012

416,065

124,561

291,504

-

-

2013

435,351

130,365

304,986

-

-

2014

486,627

135,723

350,904

-

-

2015

500,880

140,024

360,856

-

-

2016

511,760

148,608

363,152

-

-

2017

520,120

145,823

374,297

-

-

2018

544,686

139,457

405,229

-

-

합계

10,329,135

2,318,850

5,956,628

1,547,965

505,692

업 및 방사성폐기물 사업 이관에 따른 지출예산 감소를 제외하고 연구용 원자로 건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의 연구비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차관원리금 상환액 증가, 원자력 시설 급증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증가, 원
전사업 활성화로 인한 지출경비 증가, 부설 원자력병원 수입 급증에 따른 의약품 재료비 등 지출경비 상승 등으로

2007년도 독립 전까지 140 %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0년대에는 기술수출 등 수탁사업 활성화에 따라 연구비 및 인건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로 및 소형원
전 개발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승인 인력의 확충과 과제수주 확대로 10년간 연구비는 연평균 4.9 %, 인건비는
연평균 5.8 %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설립 이후 60년간 연구소 총 지출예산은 연구비 4조 7,425억원, 시설
비 3,961억원, 인건비 2조 2,014억원, 경상운영비 4,875억원, 기타 사업비 등 2조 5,0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예산 계

연구비

시설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타 사업비등

연도별 지출예산 및 지출내역 추이(1959~2018)
※ 기타 사업비 등 = 원전사업비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비 + 병원운영비 + 차관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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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출예산 현황(1959~2018)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550

수입예산 재원별 내역
총예산 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비

시설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타 사업비등

연도

수입예산 재원별 내역
총예산 계

연구비

시설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타 사업비등

1959

74

3

49

16

6

-

1990

142,117

17,678

-

10,884

7,296

106,259

1960

148

19

69

43

17

-

1991

189,922

32,042

-

9,579

7,208

141,093

1961

167

39

53

53

22

-

1992

201,740

20,290

233

10,277

8,499

162,441

1962

116

46

-

53

17

-

1993

262,130

62,351

685

19,193

5,073

174,828

1963

140

35

48

41

16

-

1994

223,732

44,215

3,409

20,913

4,819

150,376

1964

144

31

47

46

20

-

1995

229,681

14,125

1,098

23,451

5,058

185,949

1965

195

26

100

53

16

-

1996

257,278

52,283

2,771

23,629

5,439

173,156

1966

243

45

79

89

30

-

1997

236,288

100,340

9,420

47,355

13,178

65,995

1967

270

47

67

108

48

-

1998

241,175

95,004

9,858

49,885

11,575

74,853

1968

665

112

301

180

72

-

1999

232,777

81,995

7,789

48,689

11,167

83,137

1969

1,096

269

581

181

65

-

1970

993

320

375

212

86

-

2000

277,107

119,912

5,340

56,166

12,435

83,254

1971

1,041

370

350

220

101

-

2001

300,948

125,980

8,797

58,436

11,668

96,067

1972

833

340

150

232

111

-

2002

330,653

124,078

12,874

60,802

12,162

120,737

1973

810

287

24

307

113

79

2003

321,159

116,772

13,232

68,369

12,130

110,656

1974

1,344

392

212

409

146

185

2004

342,722

120,310

14,030

74,072

12,980

121,330

1975

2,258

419

450

738

305

346

2005

402,547

117,487

30,458

78,368

16,781

159,453

1976

4,755

453

2,384

904

378

636

2006

424,481

126,304

12,269

78,885

17,320

189,703

1977

6,132

1,052

2,116

1,525

480

959

2007

324,320

131,221

14,697

87,044

18,803

72,555

1978

7,478

1,379

1,795

2,230

711

1,363

2008

272,128

147,618

17,943

87,193

19,374

-

1979

10,432

1,990

2,009

3,058

1,746

1,629

2009

371,713

229,595

30,132

90,167

21,819

-

1980

14,362

3,132

2,128

3,596

2,058

3,448

2010

366,052

241,475

9,578

91,448

23,551

-

1981

19,274

4,867

3,032

4,844

2,428

4,103

2011

416,006

279,247

14,842

104,114

17,803

-

1982

22,045

5,011

2,323

5,720

2,566

6,425

2012

416,065

260,055

26,076

110,933

19,001

-

1983

30,326

7,297

3,577

5,769

3,006

10,677

2013

435,351

285,145

11,436

117,345

21,425

-

1984

35,013

9,124

4,638

6,510

3,508

11,233

2014

486,627

335,718

5,543

122,456

22,910

-

1985

61,213

11,767

20,635

7,145

4,477

17,189

2015

500,880

340,372

7,996

129,310

23,202

-

1986

58,057

11,028

12,988

8,070

5,323

20,648

2016

511,760

335,872

14,706

136,285

24,897

-

1987

72,285

11,188

9,350

12,106

5,236

34,405

2017

520,120

337,559

13,104

143,342

26,115

-

1988

102,133

11,460

9,010

13,389

6,317

61,957

2018

544,686

353,181

14,154

149,514

27,837

-

1989

92,928

11,742

4,697

15,472

6,549

54,468

합계

10,329,135

4,742,514

396,107

2,201,423

487,499

2,5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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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 관리

면서 총자본잉여금 551억원 중 17억원은 한국전력으로, 나머지 534억원은 1997년 결산 기금사업출연금(자본잉여

가. 회계제도의 변천

금)으로 계상했다.

1959년 원자력원 창설 이후 연구소의 회계제도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관리·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시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정부출연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

운용됐으나, 1973년 특수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발족됨에 따라 연구소에 적합한

한 감가상각비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본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을 지속적으로 증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했다.

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회계기준’에서 2006년 이후 건설비 등 자

1981년 회계규정을 개정해서 독립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단위를 본소, 분소 및

본적 지출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시설잉여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시설잉여금에

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연구사업별 개별원가계산에 의해 사업수행에 따른

서 차감하도록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해 재무제표 표기의 신뢰성을 높였다.
(단위 : 백만원)

수익성 제고의 재무관리 기초를 마련했다.
연도

1996년 특정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지침’이 시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 산

446,946

538,293

574,504

674,610

741,356

797,480

899,213

1,082,692

989,702

927,257

회계기준이 개정됐다. 2016년에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

부 채

151,475

209,299

211,814

217,782

266,073

313,045

310,661

380,505

347,993

246,907

준 공개초안’을 기초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회계기준

자 본

295,471

328,994

362,690

456,828

475,283

484,435

588,552

702,187

641,709

680,350

돼 기업회계기준서가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06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제정됐고, 2012년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개념의 도입을 위해

구분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현황(2008∼2017)

이 전면 개정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기관의 관심과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결산보고서와 회계처리
나. 연구소 자본과 회계의 변화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해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도 미흡한 회계기준

1973년 연구소의 민영화에 따라 설립자 출연금 100만원 및 정부 현물출자 42억

으로 인해 실무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16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6,200여만 원을 자본금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족했다. 2년 뒤인 1975년 정부

주관 하에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기초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회계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로 재평가의 차손 1억 8,900여만원을 자본거

기준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연구운영성과표로, 자본변동표는 순자산변동표로 변경되는 등

래로 인식해 자본잉여금을 감소·조정했다.

일부 재무제표상의 명칭이 변경됐고, 재무제표상의 용어 또한 자본은 순자산으로, 당기순이익은 당기운영성과로

연구소는 기업회계와 정부 예산회계의 차이로 인해 일반 기업회계와 다른 회계처

변경되는 등 비영리기관에 보다 적합하도록 회계기준이 개정됐다.

리 방법을 적용했다. 당해년도 원인행위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미청산 계정을 대조
계정으로 설정해 처리했으며,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은 전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 기업들과 다른 점이었다. 이는 정부 예산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화시키
기 위한 독특한 회계처리 방법이었다.

제5절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 안전관리 중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안전조치(핵물질 안전조치), 원
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령에 의한 물리적방호와 대외무역법령에

1980년 12월 31일에는 한국에너지연구소법 개정과 함께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흡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부문사 제1장 제5절 핵물질 안전조

수·통합하면서 공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차액 112억 8,160만원을 한국핵연료개

치 기술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상기 사항 이외

발공단 출연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다.

의 일반적인 안전관리와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별도 회계처리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1996년 말 한국전력으로 이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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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산업·소방·위험물 및 가스 안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소뿐만 아니라 직원도 개

연구실, 산업, 소방, 위험물 및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연구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연구소가 적용

2. 보안

받는 안전과 관련된 법률(12개)에 근거해 안전활동 계획 수립 및 재해 예방활동을

연구소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서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하고 있다.

장비관리 지침에 의거 경비인력, 울타리, 경비초소, 침입탐지센서, 과학화보안장비(통합관제시스템, CCTV, 영상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직원의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

저장장치 등)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기록을 유지하는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선,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직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인가된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출입증 제작 및 구역지정, 출입권한 부여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신원조사,

관한 사항 등 산업재해예방과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산업안전보건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문서관리, 외국인 출입 및 동향관리, 당직 및 비상연락망 관리 등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법 제1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보안은 국가안전보장 상 보호를 요하는 비밀이나 인원, 시설 등을 국내·외적 침해행위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법령에 의거 실험시작

호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적 방위활동을 말한다. 국가 안전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

전 안전점검, 실험실 정기점검, 법정위험장비 정기검사 등의 점검활동, 신규 채용

는 문서, 인원, 시설 등을 주관·관리하는 연구소의 원장은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자, 연구업무변경 시 및 실험실 정기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다. 보안은 1, 2, 3급 비밀 및 대외비 생산 등을 관리하는 문서보안, 신원조사, 국가 주요 보호요인 지정 등의 인

또한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 법정장비인 소방설비 이외에 USN(Ubiquitous Sensor

원보안,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등에 대한 시설보안,

Network) 기반 화재조기경보시스템을 2009년부터 7차에 걸쳐 구축해 연구소 전

연구성과 유출방지 등의 연구보안, 정보유출방지 및 방화벽운용 등 정보보안으로 구분해 문서·인원·시설 보안은

건물과 정읍, 경주 분원에 설치했고, 열·연기·온도 등의 센서로 초기에 화재를 감

보안관리부서에서, 연구보안은 연구관리부서에서, 정보보안은 사이버보안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초동대처를 가능하게 해 화재를

보안심사 및 직장방위협의회를 구성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과

예방하고 있다.

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안감사를 수감하며,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연구보안에 대

연구소에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약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최근
(2018년 1월)에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등 화재사고가 9건(약 56 %)으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서 실험실 안전사고로 화상, 골절상 등이 5건(약 31

연구소는 안전 활동을 경영과 연계한 P(Plan)-D(Do)-C(Check)-A(Action) 지속관리를 위해 2015년 12월 정부

%)이고, 나머지는 감전, 폭발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노후시설의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KOSHA 18001) 및 국제(OHSAS 18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

전선 합선, 열선 과열, 누전 및 화기 부주의뿐만 아니라 실험장치 조작 미숙, 실험

다. 2014년 3월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 보건, 환경 및 방호 통합경영원칙’을 선포하고, 안전보

절차 미준수, 보안안경 미착용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경미한 사건이지만 일부 사고

건경영시스템을 연구소 내에서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안전정보시스템인 ‘연구실안전정보망’

는 실험장비 파손 등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건의 경우는 사망자가 생기는

을 구축했다.

사고였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 후 연구소는 노후장비 교체 및 점검, 주기적 실험실
안전점검 실시, 안전지침 등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건물별 소방훈련 실시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항상 방사성물질 누출과 연계해 안전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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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V로 사용했다. 연구 장비는 100Ⅴ를 주로 사용했다. 수배전 시설은 노출형으로 설치했으며, 난방공급 시설은
1967년 석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했다.

나. 1970년대
1973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발족한 후 통신시설은 기존의 250회선용 공전식 교환기를 30회선 증설·운영하
다가 1977년 288회선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했다. 1979년 4월에는 전자식 자동교환기(구내 300회선)로 교체·설
치해 사용했다.
전기시설은 1977년 11월에 임시 변전설비를 갖추고, 당시 한전과 22.9 ㎸, 300 ㎾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던 중에 전
2015년 3월부터 연구실안전정보망은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500여개의 연구실

기설비의 증가로 1978년 11월 22.9 ㎸, 750 ㎾로 증설했다.

특성과 부합한 연구실 안전 등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 등 표준지침을 제

난방용 기계설비 시설은 1978년 수관식 보일러 5 t에서 10 t으로, 1979년 연탄식 7 t 보일러를 수관식 10 t로 각각

정하고, 실험실 단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실험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제 및

교체 증설했다. 당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연료개발공단에서는 1978년 수관식 패키지 보일러 15 t/h 1대를 설치

국내 안전보건경영표준에서 요구하는 인증 조건을 이행했다. 특히 500여개 실험실

해 난방공급 설비로 사용했다.

의 화학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학물질 DB를 구축했고, 실험실에 산재된 미활용
시약 및 폐기 예정 시약을 수거·처리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가장 큰 의

다. 1980년대

미는 재해 및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나 예방 및 진단활동, 조치·개선, 감독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의 흡수통합 후 연구소 대덕이전에 따라 1985년 9월 기존 전자교환기 300회선을 900회선

활동 및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훈련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

증설하고, 외부에서 내선 가입자에 직접 착신되는 D.I.D 방식을 도입했다. 전기시설은 1985년 8월 계약용량을

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1,952 ㎾에서 3,705 ㎾로 변경했다. 전기설비의 증가로 1988년에 22.9 ㎸, 6,92 5 ㎾로 계약용량을 증설했다.
1980년대 프랑스 차관으로 건설한 핵연료주기시험시설이 완공되고, 서울에 있던 연구소가 대덕으로 이전해 신축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기계설비시설은 수관식 스팀보일러 52.2 t/h, 냉동기 250 RT, 공기압축기 700 N㎥/h 3기,

제6절
시설 관리 및 건설

1. 시설 관리

순수 제조시설 24 t/h, 연수 제조시설 22 t/h 등을 설치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수동식과 기계식의
유틸리티 시설을 운영했으나 1980년대에는 자

라. 1990년대

동화 시설물로 전환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전기 시설은 1988년 9월 한국핵연료㈜ 사용 계약전력 3,075 ㎾를 연구소가 모두 수용해 1만 ㎾로 전력계약을 변

는 전기, 통신 및 기계설비 시설 운영시스템의

경한 데 이어 1990년대 하나로 시설, 제6연구동 등 연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1993년 4월 4,000 ㎾를 증설해 1만

자동화로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고 있다.

4,000 ㎾로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했다. 154 kV 수전시설의 준공으로 1999년 6월 2만 5,000 ㎾로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했으며, 154 kV 변전실과 22.9 kV 변전실을 원격제어함으로써 주변전실의 전력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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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0년대

통신시설 역시 1992년 11월 구내교환기를 2,000회선용(SDX-L)으로 교체·설치했다.

1960년대부터 통신시설은 공전식 교환기를 사용했으며, 전기시설은 한전이 3,300

하나로 건물 증축으로 건물 내의 유틸리티 공급시설도 증설했다. 1993년 5월 제2 유틸리티 시설 내 설치된 흡수

Ⅴ로 공급하고 각 사업소별 수배전 시설을 갖춰 전기용량에 따라 100 V, 200 V,

식 냉동기(770RT)는 10 t 보일러를 동시 가동해서 냉방 공급하는 에너지 절감형 냉동기로, 전력 피크(peak)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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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설비로 하나로에 전기와 냉난방을 공급했다. 중앙기계실 내

체(2010년 condenser반 및 고압회로 증설, 2015·2017년 수배전반 교체) 및 154 kV 주변전실 설비교체(2010

의 10 t, 15 t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열

년고압진공차단기 교체, 2012년전력제어반교체, 2014년, 2016년 역율개선 콘덴서 및 수배전반 교체)해 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4년 9월 수관식 보일러 10 t, 15 t 보일러 각 1기, 1996년 11

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를 최우선해 설비를 교체했다.

월 5 t 보일러 1기를 교체·설치했다.
(2) 기계설비 시설
마. 2000년대

중앙기계실은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난방보일러(2012년 5 t 1대, 10 t 보

2003년 1인 1전화 개념을 도입해 국선 포함 약 3,000회선(IP-PCX IAP)으로 증

일러 1대)를 교체·설치해 동절기 난방의 안정적 공급에 대비했다.

설·교체·설치했다.

유틸리티 공급설비인 순수제조시설은 연구실험에 필요한 순수 공급시설로서 매일 24시간 중단없이 안정적인

2002년 10월 준공된 새빛연료과학동은 전기설비 용량 3,997 kVA와 250 ㎾ 발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2011년에는 순수제조장치 B탑이온수지를 교체했으며, 2012년

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 6.6 kV 변전실은 41개 건물로 설치·운영되

에는 염산탱크 및 가성가스제거 송풍기설치, 케미칼탱크 교체, 순수 약품실 염산탱크 밸브를 교체해 순수가

고 있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보수했다.

기계설비 시설은 2000년 9월 터보냉동기(500 RT, 1,000 RT)를 흡수식 냉온수기

또한, 연구실험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2012년 부품교체, 2013년 에어필터 엘리멘트 교

(500 RT, 700 RT)로 교체했으며, 2006년 6월 터보냉동기 1,000 RT를 흡수식 냉온

체, 2015년 1, 3호기 부품교체 등을 보수했으며, 기타 각 건물 노후 냉난방설비인 공조설비, 팬코일유니트설

수기 100 RT로 교체해서 전기에너지 사용량과 전력 피크치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비, 배관교체, 덕트 청소 등 2012년부터 2018년에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실험실 공정용으로 공급되는 공기압축기는 2005년 5월과 2008년 6월 두 차례
에 걸쳐 왕복동식 100 마력 공기압축기를 실리콘 100 마력 24 kT 스크루식으로 교

(3) 건물시설

체해 압축공기를 원하는 압력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2018년 현재 연구원 87개 건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48개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

1999년 순수 제조·생산시설(20 t/h) 1세트를 교체 설치했고, 고장 시 대체 설비용

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 7월 현재 24개소 지붕방수공사를 실시해 누수에 대비했으며, 노

으로 2005년에 동일 용량의 순수 제조시설(20 t/h) 1 세트를 설치해 양질의 순수를

후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식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14년 본관 1층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및 2015년

공급했다.

본관 2층 구내식당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부터 2017년에는 제1연구동과 제3연구동 공
용공간(현관, 계단, 복도)일부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해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바. 2010년대

위와 같이 노후시설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매년 평균 약 19억여원의 노후시설보수비를 투입해 시설을 보수

(1) 전기 및 통신시설

해 왔으며, 2018년도까지 10년간 약 192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개보수 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관리를

2003년도에 설치한 구내교환기는 10년이 경과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함

할 수 있었다.

에 따라 2012년 3,500회선(OfficeServe 7600) 교환기를 교체·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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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증원 및 FAX전화 수요증가 등에 대비했으며, 본관동에 있는 주전관방송설

2. 건설사업

비 노후화에 따라 2012년 주전관방송기기를 교체·설치해 공지사항을 원활히

가. 원자력연구소 건설사업

전달할 수 있도록 보수했다.

연구소는 1959년 3월 서울공대로부터 할애 받은 약 43만 ㎡의 부지 위에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원자력원 발족 이

또한, 전기설비도 20~30년 경과해 노후화됨에 따라 22.9 KV 부변전실 설비교

전인 1958년 12월 3일 연구로 1호기의 구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959년 원자력원 발족과 함께 원자로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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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했다. 최초의 원자로건물 신축공사는 1959년 7월 착공, 1962년 초 완공했다. 연

라.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건설사업

구로 1호기 건설공사에 맞춰 자가발전 전력 수전설비 공사, 구내 인터폰 설치공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자주적 추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을 건설했다. 연구소 서쪽에

기관실 및 발전실, 상수도 배관 연장공사 등을 시공했다. 이 밖에 초기의 주요 건물

약 50만 ㎡의 부지를 확보해 화학특성시험시설, 방사성폐액 자연증발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유리고화실증시

건설공사로는 물리연구동과 본관동 건설 등이 있다.

험시설, RI 저장·처리·보관시설,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 유틸리티시설과 전산센터를 건설했다.

나. 프랑스 차관 건설사업

마. 하나로 건설사업

연구소는 1974년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목표로 관련 시험시설을 프랑스로부터 도

30 MWt급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건설사업은 당초 예산 500억원으로 착수했다. 1986년 12월부터 ㈜신성이 시공

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프랑스 차관으로 도입하게 된 시설은 우라늄 정련 및 변

한 1차 공사(부지정지 공사)를 시작으로 1994년 11월까지 2차 공사를 경쟁입찰로 현대건설㈜에 낙찰해서 3차 공

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 등으로

사, 4차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공사기간 중 냉각탑 상부 구조물 공사는 별도로 추진됐다.

1976년 연구소로부터 분리된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이들 시설의 건설사업을 담당

하나로건설사업의 설계, 기자재 구매, 인허가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은 최초 예산의 2배에 이르는

했다. 이 사업은 1977년 6월 30일 프랑스 SGN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착

934억원으로 이 중 78 %(725억원)가 하나로 건물에 투입됐다. 부지 7만 6,000 ㎡에 원자로 건물(RX동) 6,002 ㎡,

공됐고, 1987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마지막으로 완공했다.

방사성동위원소생산건물(RI동) 1만 245 ㎡, 열펌프실과 부속 경비실 827 ㎡ 등을 건설하기에 이르렀고, 본 건물과

정련 및 변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은 프랑스

연계된 4,000 ㎡ 규모의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함께 건설했다.

SGN사의 기본설계를 받아 SGN사의 공사감리, 국내 실시설계·시공으로 수행했

본건물 신축 후에 연구인력의 상주를 위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RI동 건물 옥상에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다. 정련 및 변환시설은 1981년 준공 이후 부분 증축했다.

으로 1,073 ㎡ 규모의 연구실을 추가 건설했다.
하나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에 따른 건설 기자재 확보난, 인건비 상승,

다. 대덕이전 건설사업

정부예산 부족, 상세도의 미흡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1990년 12월 31일)보다 상당히 지연(1994년 12월 31

연구소의 대덕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실에서는 1984년 4월부터 기본시

일 준공)됐다.

설설계를 시작했다. 대덕이전건설사업은 1984년 2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진행됐으

한편 하나로의 건설·운영허가 조건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기상탑을 연구소 부지에, 보조 기상탑을 한국핵연료

며, 726,215 ㎡ 부지에 본관동, 원자력안전센터동, 원자력연수원, 기초연구동 등 8

㈜ 부지에 건립해 연구소 주변에 미치는 국지기상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 건물, 총 3만 8,066 ㎡를 건축했다. 투입된 총 인원은 20만 5,000명, 주요 물량
만 철근 2,200 t, 시멘트 8만 2,300 포대, 레미콘 2만 4,000 ㎥가 소요됐다. 단계별

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시험설비구축 및 시험건설사업

로 이뤄진 대덕이전건설사업은 부지 매수 및 지역주민 이주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

APR1400급 RCP 실제 운전조건에서 국산 RCP 시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신울진 1, 2호기 사업용

은데다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의 어려움 등으로 약 2년 정도 지연돼 3단계 이전이

RCP 성능검증에 활용해 RCP 국산화 개발에 기여하며, 기타 안전성 관련 기계·구조적·열수력적 현안을 규명

1989년까지 이뤄졌다.

해 원전수출 산업화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RCP 시험설비를 구축(연면적 3,587.61 ㎡, 공사비 약

연구소 대덕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원자력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추진한 핵연료

195억원, 2013.3∼2012.11)했다.

국산화 사업의 역사적인 성공을 기념하고, 연구 및 기술진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3,300 ㎡ 규모의 에너토피아(Enertopia) 공원을 연구소 뒤편 언덕중앙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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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사업

기울였다.

연구소가 속해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당초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시작)에서는 산

제5연구동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제5연구동 내에

하 연구소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해 준공 후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

경과연수가 15년 이상된 노후연구시설의 시설노후도를 진단해 종합환경개선 마스

무 및 장비설치 공간의 대체공간으로 먼저 완공된 복합연구

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

동(건축연면적 2,981.02 ㎡,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선계획 수립보고서(2011.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발간했다.

사무실 이전 대체공간으로 사용했다.
제5연구동 리모델링 후 건물 전경(2017년)

연구소는 상기 용역의 결과로 핵연료재료연구동, 제6연구동, 제5연구동, 제2연구동
이 환경개선대상 건축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순

(3) 3차 사업(2017년∼2020년 추진 중, 공사비 165.9억원)

차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1977년도에 준공된 제2연구동은 4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서 2017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
제2연구동 내 강당 통신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

(1) 1차 사업(2013년~2016년, 공사비 123억원)

고 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은 핵연료재료연구동 및 제6연구동으로 본 건
물은 연구실과 실험실을 겸비하고 있으나 노후화에 따른 설비용량 부족 및 근

아. 기타 건설사업

무환경 저해 등 연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건물 내 모든 시설물(전기, 기계,

이 밖에도 원자력병원 신축을 비롯해 방사선응용연구동,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소듐방호설비, 새빛연료과학동,

통신설비 등 포함)을 리모델링해 연구환경을 개선해 연구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냉중성자실험동,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UO2 분말제조시험시설, 독신료 리모델링, 정보과학동, 수송

추진했으며, 핵연료재료연구동은 2013년에 착공해 2014년에 준공(공사비 45

용기안전성시험시설, 제6연구동(환경기술원동), DUPIC 모의시험동 등의 건설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154 kV 전

억원, 건축연면적 3,394.71 ㎡, 지상 3층)했고, 제6연구동은 2015년에 착공해

력확충사업과 에너지절약사업으로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도 수행했다.

2016년에 준공(공사비 78억원, 건축연면적 7,051.99 ㎡, 지하 1층 지상 3층)했

또한, 2010년에는 중형헬륨실험동(326.4 ㎡), 원전기기상태감시진단시험동(919.5 ㎡), 2011년에는 SMART ITL

다. 특히, 제6연구동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휴게 공간 및 로비 공간을 확보

전용시험동(1,320.28 ㎡), 2012년에는 하나로안전통제시설(391.53 ㎡), 2013년에는 소듐기기세정시설(247.52

해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

㎡), 원자력사업기술지원동(2,667.09 ㎡), 성과확산관(2,037.62 ㎡), 청정실험동(1,406.51 ㎡), 재료연구동

6연구동 리모델링공사를 위해서는 제6연구동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속적인

(2999.01 ㎡), 하나로지원동(411.79 ㎡), 2014년에는 격납건물건전성평가 실험동(876.55 ㎡), 2015년에는 KURT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무공간과 장비설치 공간이 필요해 대체공간으로

지상연구지원시설(126 ㎡), SFR공학연구동(494.67 ㎡), 복합연구동(2981.02 ㎡), 2016년에는 연구자산관리동

복합연구동 신축을 계획해 건축연면적 2,981.02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

(897.19 ㎡), 2017년에는 실험온실 부속실험동(109.45 ㎡) 등을 각각 준공했다.

을 2015년에 완공했다.
연구소 주요시설 현황(2018. 8월 현재)
(2) 2차 사업(2015년∼2017년, 공사비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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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지(총 2,344,367.07 ㎡)

제5연구동은 2016년도에 착공해 2017년도 준공(건축연면적 6,219.89 ㎡, 지하

㉮ 본소 : 1,379,259.00 ㎡

1층 지상 3층)했다. 특히, 제5연구동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편의를

㉯ 정읍분소 : 382,523.10 ㎡

위해 휴게 공간 및 로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 심혈을

㉰ 경주분소 : 4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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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 130,328.00 ㎡
㉲ 기타 본소 부속 부지 12,256.97 ㎡

제7절
정보기술 지원

② 건축물(총 281,249.75 ㎡)

1. 전산 운영
가.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의 변천
연구소 초기에는 KIST Cyber 전산장비를 이용했으나, 고리원전 핵연료 재

㉮ 본소 : 199,625.86 ㎡ (본관동 외 86개동)

장전과 운전지원 전산작업을 시작한 1979년 Cyber 73-18을 도입했으며, 핵

㉯ 정읍분소 : 45,862.93 ㎡ (본관동 외 26개동)

연료국산화사업을 결정한 1983년에는 Cyber 174-16으로 교체했다. 국산화

㉰ 경주분소 : 35,760.96 ㎡ (본관동 외 8개동)

사업을 본격화한 1987년 7월에 Cyber 174-16 용량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Cyber 170-875로 교체하고, 1991년

㉱ 기타 : 공동관리아파트 66세대

에는 Cyber 970-31을 추가 도입했다. 핵연료사업 본격 추진기에 사용하던 Cyber 170-875는 Cyber 970-31로

③ 기계설비

1994년에 대체하고, 원전사업을 산업체로 이관한 1996년 말에는 Cyber 970-31 2대 중 1대를 폐쇄했다.

㉮ 중앙기계실

1980년 말부터는 메인프레임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Cyber 언어로 전환할 필요도 없으며, 다양한 외국 전산



난방 공급시설 : 5, 10, 15 t 수관식보일러

코드를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워크스테이션을 활발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1987년 핵연료 및 원전 설계 관련 기술



냉방 공급시설 : 500 RT, 1000 RT 흡수식 냉온수기

도입선인 Siemens-KWU, C-E, AECL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Apollo 기종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한 것이 그 일

㉯ 단독 냉난방 공급건물

례이다.



소형 흡수식 냉온수기 : 본관동 100 RT 4대 외 10개동

인터넷 망은 외국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초창기인 1990년 56 kbps 전용전화선을



전기식냉난방기(EHP) : 핵연료재료연구동 외 11개동

KORNET에 연결했으며,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1994년 Tl급(1544 Mbps)으로 전환하고,

㉰ 제2유틸릴티시설

1997년 El급(2048 Mbps)을 추가했다.



노통연관식보일러 : 5, 10 t(하나로동 외 2개동 공급)

연구소 내 정보통신망은 메인프레임을 도입할 당시에는 2,400 bps 전용전화선을 사용했으나 단말기 개수가 244



흡수식 냉온수기 : 700 RT 2대(하나로동 공급)

대에 이른 1990년에는 메인프레임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 개수 제한으로 연구소 내 LAN(Local Area Network)

㉱ 종합ENGㆍ실험동 냉방 : 흡수식 냉동기 220 RT

인 KAERI-net을 설치했다.

㉲ 공기압축기 : 스크루식 : 100 HP(12.55 N㎥/min) 2대, 100 HP(12.3 N㎥/min) 1대

1995년 정보과학동과 본관동은 155 Mbps ATM 백본으로, 그 외 건물은 10 Mbps 이더넷(ethernet)으로 구성했다.

④ 전기시설(수전시설: 한전 덕진변전소 → 원자력연구원)

1998년 종합엔지니어링동 100 Mbps 고속 이더넷 구축을 시작으로 2000년∼2001년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

㉮ 상시전원 : 154 kV 1회선(가공 800 m 지중 1,165 m)

망으로 교체·구축했다. 2000년 1차 구축 시에는 정보과학동, 본관동, 제1연구동, 제5연구동을 4 Gbps 백본으로,

154 kV/22.9 kV 25 MVA/22.9 kV 1대, RCP(13.8 KV) 35 MVA

그 외 건물은 2 Gbps로 구축했다. 2001년 2차 구축 시에는 정보과학동, 하나로연구동, 방사선응용연구동, 제3연

154 kV/6.6 kV 15 MVA 1대, 10 MVA 1대(NBI)

구동을 3 Gbps 백본 2개로 운영해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두 백본 간에는 8 Gbps로 구축해 충분

㉯ 예비전원 : 22.9 KV 지중 1,000 m (집수장외곽 종말주 이후)
부변전실 : 22.9 kV/6.6 kV 10 MVA 2대(1대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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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역폭을 확보했다.
한편 2004년 6월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중국발 해킹사고가 발생,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감사를 수검했다. 그 결과

⑤ 통신시설 : 구내교환기(국선 180회선, 구내선 3,500회선, 외부회선 88회선) 등

2007년 망 분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예산을 확보해 물리적 망 분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인

⑥ 조경수목 : 상록수 3,241주, 활엽수 3,434주, 관목류 70,634주 등

터넷용 망(이하 “외부망”)을 신규로 구축하고, 기존 망은 내부 업무용 망(이하 “내부망”)으로 전환해 인터넷 접속

⑦ 체육시설 : 테니스(10면),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각 1면), 골프연습장(15타석, 1면)

을 차단했다. 외부망 메일시스템과 매체통제시스템(보안 USB)을 비롯한 여러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정보 보안

⑧ 화학폐수처리시설 : 오수(연구원 300 ㎥/d, 원전연료 150 ㎥/d 발생), 폐수(연구원 110 ㎥/d)

수준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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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안 강화

정보통신 회선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통신 회선
정읍 분원

2001년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2차 구축 시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전산망을 보호하고, 전산망 바이러

정읍 분원
전용회선

60 Yea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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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탐지시스템,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등을 도입해 콘텐츠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2003년에는 스팸차단

전용회선

시스템 및 유해트래픽방지시스템 등을 도입·운영했다.
경주 분원

경주 분원

대전 본원
라우터

전용회선

전용회선

2004년 중국발 해킹 사건과 관련, 2005년 정보보안 컨설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정보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정
보보안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정보보안관리체계(ISMS)를 수립해 국제인증(IS027001)을 획득했다.
2009년 말에는 물리적 망 분리를 진행하고,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2014년 1월 연구관리시스템(PMS)인 MIS

대전 본원
백본 스위치

백본 스위치

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취약점 진단과 보호대책서를 수립하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자료 연동서버

2014년 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 관
L2 스위치

L2 스위치

L2 스위치

L2 스위치

련 사이버보안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단계 전담조직 구성을 포함한 총 7단계의 원자력시설 사이
버보안 단계별 이행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이행계획서의 이행과 정보보안

사용자 PC

서버팜
(메일, 포탈 등)

내부망

사용자 PC

서버팜
(메일, 포탈 등)

외부망(인터넷망)

2012년 노후화한 내부망 백본 스위치와 워크그룹 스위치를 교체했다. 정보과학동

업무 확대 및 중요도 급증에 따라 원자력정보기술부 내 사이버보안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사이버보안팀은 국가정
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업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에 위치한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해서 연구소 전체가 통신 불능 되는 사태를 예방하
고, 내부망에서 1 Gbp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 기술정보 운영
1959년 연구소 개소와 함께 서무과에서 도서관리 업무를 시작했으며, 1967년 도서실 신설로 조직체계가 구축됐

나. 정보시스템 응용

다. 1970년에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AEA/INIS)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우리나라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National Center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1

1994년부터 표준 데이터베이스 검색언어인 SQL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서버

자료별

(client-server) 방식으로 단위업무 프로그램을 통합했고, 1998년에는 기획, 예산,
급여, 인사, 자재, 회계, 구매, 연구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전면 사용했으며, 2007년에는 정부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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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7,928권
3,678개

인쇄저널

116종 136부

전자저널

국내 5,397종
국외 5,668종

인쇄본

90,956권

Microfiche

606,966종

학술지

2011년 9월∼2013년 4월에 20개월간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을 재구축했다. 기

W와 S/W를 전면 재구축했다.

50,175권

비도서

작했다.

존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 업무포탈시스템 및 MIS 관련 H/

일반도서
도 서

(MIS)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최초 도입했고, 2006년에는 신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장서수

연구 및
기술보고서

도서관 장서 현황(2017.12.31)

년부터는 국내 발생 원자력 관련 데이터 입력 건수를 확대해 현재까
지 세계 5위 수준의 데이터 입력량을 유지하고 있다.
1979년 원자력정보센터부가 발족함에 따라 정보조사 업무 및 검색프로
그램 개발 등으로 업무를 확대해 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했다.
1985년 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하며 도서관의 정보관리기능을 통
합하고, 부설 원자력병원 의무정보실을 신설했으며, 1990년에는 원
자력안전기술원 독립에 따른 자료이관을 실시했다. 이전 이후, 기술
정보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한
공통도서구입비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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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정보관리 및 서비스 체제 기술정보자료전산관리시스템(KAERI-Technical

3. 장치개발 운영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했다.

장치개발실은 1963년 공작실로 창설돼 200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원자력 기기장치 개발·제작 업무를

1995년에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던 본관동의 건물 하중 문제로 현재 도서관이 위

수행해오고 있다.

치하고 있는 정보과학동으로 도서관을 이전했다.

1960년대에는 불활성 가스 TIG 용접 등 원자력 기기장치 제작기술을 개발해 연구기기장치 국산화에 기여했으며,

1996년 기술정보실 홈페이지 운영과 이용자 검색페이지 제공(User Technical

1970년대에는 원전 안전성 분야, 원전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동위원소 이용 분야 관련 각종 연구기기를 제작·공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을 시작했으며, 2001년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전

급했다.

산관리시스템(NUCLear Information System)과 대국민 원자력정보제공시스템

1980년대에는 연구소의 대덕이전과 동시에 공작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공작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우라늄변환

(KORean Nuclea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했고, 원문(Full-text) DB의 구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200 t 규모의 UO2 분말제조시설의 모든 장치를 제작·공급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하나

축을 시작했다.

로 핵연료 인·입출기구 제작,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개발·제작, 동위원소 생산 장비 개발·제작, 하나로 빔 포트

2000년 이후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원자력지식경영시스템과 연구논문 관리업무를

차폐체 등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기장치를 개발·제작했다.

인수해 체계화했고, 특허선행기술조사 및 동향분석서비스와 같은 심층서비스를 제

2000년대에 CNS 발열량측정장치, 하나로 감마이온챔버 차폐체, ITER Blanket mock-up, CN plug transport

공하며 정보관리 부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cask,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등을 개발·제작했다. 특히 하나로 중성자 도핑을

2011년부터는 원자력기술기록사업을 시작해 연구원의 지식전수를 위한 주요 분야

NTD2(Nneutron Transmutation Doping 2) 조사장치를 2년에 걸쳐 개발·제작했다. 먼저 NTD1, 2 조사공 측

의 기술기록을 집대성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국내 도서관 최초로 도서관, 기록

정 게이지를 제작해 조사공의 내경을 정밀 측정한 후 IP 조사공용 plug 18개, LH, CN 조사공용 각 1개, 중성자속

관, 박물관의 융합공간인 라키비움을 구축해 선진 전문 도서관 사례로 평가받고 있

측정시험용 조사장치를 공급해 하나로에서 중성자속 데이터를 생산했고, NTD2 조사장치 슬리브를 개발·제작해

다. 위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으로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장

하나로에 설치했다. 5인치 단결정을 조사하기 위한 실리콘 조사장치는 몇 차례 실패를 거울삼아 2001년에 개발

관상 2회(2008, 2013), 국무총리상(2012), 자료 협력분야에서 장관상(2015), 한국

완료해 반도체용 NTD-Si 웨이퍼를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도서관상(2017)을 수상했다.

장치개발실은 2006년 연구소 최초로 원자력기기장치 개발·제작에 대해 ISO 9001을 인증 받아 모든 장치의 설

위한

계·제작에 대해 품질보증시스템을 적용해 품질경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대에는 신규인력 충원 및 세대
라키비움 개관(2014.7.11)

교체와 함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를 활용한 공작 장비 현대화, CAD/CAM을 이용한 설계 및 가
공 코드 작성, LabVIEW를 활용한 제어기기 개발 및 설계 프로그래밍 등으로 업무 역량을 확대했다. 특히 2014년
정밀 3D 프린터를 도입해 차세대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 활용하면서 향후 Metal 3D 운영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위원소생산시스템을 개발·제작한 know-how를 활용해 요르단에 동위원소 조사표적 외 12종의 JRTR
RIPS(Radioisotope production system)를 공급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JRTR IOT(Initial Operation Test)용 wire scanning system, 3D 프린팅을 이용한 SFR 핵연
료집합체 fuel pin 조립 검증용 목업, 경수로 핵연료집합체 수중진동 시험용 수조 제작, 하나로 핵연료 봉단마개,
Fission Mo-99 용해조, JRTR용 캡슐 저장·인출 도구를 제작·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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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생복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 및 감독기관의 유사회원권 운영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2010년 이용권을 반납조치하

연구소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은 1973년

고, 새로운 기관별 개인카드 발급제도를 통해 종전과 같이 계속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 민영화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원자력연
구소로 발족한 이후부터 체제를 갖추어 왔다.

라. 직장어린이집(KAERI 아톰 어린이집) 건립

후생복지 제도의 발전에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

연구소는 직원의 양육부담을 덜고 연구에 좀 더 몰입

돼야 하지만 국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탁연구사업 수입 등 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단독 직장

타 사업수입이 큰 보탬이 됐다. 연구소가 이룩한 양적, 질적인 성장은 우수한 연구

어린이집 건설을 검토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복지후생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됐기에 가능했다.

신인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로부터 “영유아보육센터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야기된 국가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퇴직충당금 재원

확충사업”을 승인 받아 2015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으로 지원하던 주택대출과 대학생 자녀학자금 보조제도 등이 중단됐다. 2018년 8월

추진해 2016년 1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886번지에,

현재 시행 중인 주요 후생복지제도는 아래와 같다.

대지면적 1,850 m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보육정
원 120명인 어린이집을 완공·운영하고 있다(수혜인

가. 선택적복지제도

원: 2016년 85명, 2017년 97명).

KAERI 아톰 어린이집

연구소는 2005년부터 직원에게 개인맞춤형 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종전의 획일적인 복지지원에서 탈피해 직원의 자

마. 직장인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개발, 건강관리, 취미, 레저 증진을 목적으로 연구소가 매년 소정의 복지포인트를

연구소는 매년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직무수행 및 각종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문제해결에

제공하면 직원은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항목과 규모를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도움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일과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복지제도이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2013년 도입·운영하고 있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나. 직장인보장보험

수혜인원

41

46

59

36

52

234

연구소는 직원이 사망, 암 및 질병/상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직장인보장보험에

상담횟수

153

197

255

121

175

901
연도별 수혜인원 현황

가입하고 있다. 공무 여부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되는 직장인보장보험은 직원의
평균연령 상승 및 건강검진 항목의 내실화에 따라 보험수혜를 보는 직원이 점점 증

바. 구내식당 운영

가하고 있다. 공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는 직원에게는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추가

연구소는 구내식당 운영개선을 위해 2014년에 전 직원 대상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결과 참여자 중 63 %

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가 위탁운영을 선호함에 따라 구내식당을 직영에서 외식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탁운영 추진
과 더불어 시설 노후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구내식당 1, 2층 및 2층 영빈관을 리모델링해 직원이 쾌적하게 이용

570

다. 대덕특구체육공원 이용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빈관은 외부인사의 방문 시 일정규모의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갖췄다. 전문

연구소는 1998년 체육공원 골프시설 이용권(30구좌)을 구입해 직원이 가까운 대덕

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구내식당 1, 2층 각각에 2개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2층 영빈관은 사전예약을 통해

연구단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레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한식, 양식, 일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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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노동조합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
1980년대 들어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별로 노동조합이 태동하는
가운데, 1988년 5월 7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너지연구소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들은 전문분야별 특성을 초월해 출연연구기관 공

통사안의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계 및 과학기술계를 망라한 ‘연구전문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고, 이를 주축으로
❶
❶ 구내식당
❷ 영빈관

❷

정보교류 및 공통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협의회의 한계를 인식해 이를 해산하고, 1989년 ‘전

사. 기숙사 운영

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했다. 연구소 노동조합도 이에 가입해 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

연구소는 직원의 안정적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1977년 기숙사를 완공·운영하고 있

그러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의 공통사안 관철이 단위노동조합의 이해가 엇갈려 번번이 힘을 발하지

으며,

못하자, 연맹이 합법성을 얻은 이듬해인 1994년 4월 15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으로 단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2016년부터는 복리후생 강화차원에서 국내·외 교육생 숙소로 활용하던 게

스트하우스를 기숙사로 전환해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 노동조합은 1995년 12월 2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로 활동했다. 전

2018년 현재 기숙사는 총면적 5229.71 ㎡, 152실(1인실 : 128실, 2인실 : 24실)의

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공공 부문의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운수사회서

최대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숙사 거주환

비스 노동조합연맹’에 소속돼 있었다.

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996년 말 원전사업 이관 당시 연구소 지부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함께 이에 저항했으며, IMF 외환위기 때
는 감원 한파에 대처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007년 인문사회연구노조인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과 통

2. 소비조합

합하기 전까지 44개 지부 약 4,800여명의 조합원을 기록했다.

직원들의 상부상조와 친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3년 연구소의 민영화와 함께

2007년 3월 2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세력결집을 통한 연구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연구기관들로

상조회가 직원 자치적으로 발족됐다. 연구소에서 출연한 1,000만원을 토대로 매월

구성된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과 통합해 74개소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한

직원들의 급여 중 1 %를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직원들의 애경사에 상조금을 지급했

국원자력연구원 지부는 인문사회연구기관 노조와의 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여 만인 2008년 5월 21

다. 상조회는 매점 및 식당의 운영, 각종 생활자금 대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에

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5월 27일 과학기술연구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도움을 주면서 1998년 기준 자본금 30여억원 규모로 발전했다. 1993년에는 새마을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상급기관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활

금고를 상조회 내에 설치해 대출 업무도 수행했다.

동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9년 만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했고,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

1999년 6월 상조회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1999년 10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8월 현재 15개 지부 약 2,8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연

금고는 해산됐다. 상조회는 구내매점만 운영해 그 이익금으로 상조금을 지급했다.

구원 지부는 타 지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조회는 2003년 12월 해산됐으며, 이후 노동조합이 소비조합을 맡아 계속 운영 중

연구소 노동조합 상급단체 가입 추이는 다음과 같다.

에 있다. 소비조합은 현재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종전의 상조회가 수행하던 직원 경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부 조직 및 운영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부의 조직은 크게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기타 조직으로는 필요 시 구성·운영되는 쟁의대책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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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05. 07 : (최초 설립) 한국에너지연구소 노동조합



1989.



1995. 12. 27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가입(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2007. 03. 27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상급노조 명칭변경(전국과학기술노동조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가입

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통합)


2008. 05. 21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탈퇴
산업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가입

지부의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 존립 및 노동쟁의 행위 결의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의원회는 각 선거구별 조
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돼 노동쟁의 발생 결의 등 지부 운영 및 조합
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대의제적 의결기구이다. 상무집행위
원회는 임원 및 집행부로 구성되며, 지부의 활동을 위한 중요사항을 민주적인 회의
를 통해 결정하는 기구이다. 집행을 담당하는 임원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
장이 있으며, 사무국에는 총무부, 조직쟁의부 등 각 집행부가 있다.
집행기구를 회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부장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다. 또한 집행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확보되도록 하고, 중요 의사결정에 민주성이
실현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집행의
견제, 감시의 역할 외에도 노동 쟁의 시에는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 지부는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기초로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직원 및 가족
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 체육행사 등을 통해 노사현안을 함께 풀어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연구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574

575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부록

578 역대 기관장
581 연표

부록 1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역대기관장



원자력원장



2代 金良洙

初代 金法麟

3代 吳元善

(1959. 1. 21 ~ 1960. 2. 27) (1960. 6. 29 ~ 1961. 6. 8)





4代 金鳴善

5代 尹日善

(1961. 6. 11 ~ 1963. 1. 17) (1963. 1. 23 ~ 1963. 12. 16) (1963. 12. 17 ~ 1967. 4. 12)

원자력청장



初代 成佐慶

2代 安致烈

3代 李相洙

4代 閔壽泓

5代 尹東錫

(1967. 4. 12 ~ 1968. 9. 10)

(1968. 9. 10 ~ 1970. 2. 17)

(1970. 2. 17 ~ 1971. 1. 28)

(1971. 1. 28 ~ 1971. 7. 30)

(1971. 8. 1 ~ 1973. 2. 17)

방사선의학
연구소장

한국핵연료
개발공단소장



初代 朱載陽

2代 梁在炫

(1976. 12. 1 ~ 1978. 3. 21)

(1978. 3. 21 ~ 1980. 8. 21)

初代 朴哲在

2代 崔相嶪

원자력연구소장

(1959. 2. 3 ~ 1960. 7. 21) (1960. 9. 12 ~ 1961. 1. 25)

3代 鄭泰河

4·6代 崔亨燮

(1961. 6. 25 ~ 1962. 4. 11)

(1962. 4. 11 ~ 1963. 3. 15)
(1964. 5. 13 ~ 1966. 3. 31)

8代 李相洙

9代 李永在

방사선
농학연구소장
5代 趙容達

7代 成佐慶

(1963. 3. 25 ~ 1964. 5. 11) (1966. 4. 9 ~ 1967. 6. 17) (1967. 6. 17 ~ 1970. 2. 15) (1970. 2. 15 ~ 1971. 8. 13)

初代 安致烈

2代 李章圭

(1963. 12. 19 ~ 1968. 9. 9) (1969. 2. 15 ~ 197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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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代 韓昶烈

2代 沈相七

(1966. 12. 1 ~ 1967. 11. 30) (1967. 11. 30 ~ 197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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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관장



연표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연구소 관련

1955

10代및初·2代 尹容九

3·4代 玄京鎬

5·6代 車宗熙

7~10代 韓弼淳

(1971. 8. 13 ~ 1978. 3. 24)

(1978. 3. 24 ~ 1980. 3. 17)

(1980. 4. 9 ~ 1984. 4. 8)

(1984. 4. 9 ~ 1991. 5. 23)

1956



12代 申載仁

(1991. 6. 27 ~ 1993. 3. 30)

(1993. 4. 1 ~ 1996. 3. 28)

13代 金聖年

17代 梁明承

19代 金宗經

20代 河在宙

(2005. 4. 28 ~ 2007. 9. 7) (2007. 11. 28 ~ 2010. 11. 27) (2010. 11. 28 ~ 2013. 11. 27) (2014. 1. 27 ~ 2017. 3. 16) (2017. 3. 17 ~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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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네바 국제회의’에 박철재,
윤동석, 이기억 참석

12. 03

UN 총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치 결정

12.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국회 비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결정

06. 26

원자력법(안) 국무회의 의결

02. 03

한·미원자력협정 서명

10. 17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 영국 콜더홀 발전소 개소식

02. 12

한·미원자력협정 수정안 각의 통과, 원자력위원회 구성
합의

03. 25

EURATOM 조약 체결

07. 29

IAEA 발족

08. 08

우리나라 IAEA 회원국으로 정식가입

08. 27

일본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JRR-1 첫 점화

10. 01

IAEA 제1회 총회 개회(비엔나)

10. 03

우리나라, IAEA 극동 지역 이사국 피선

12. 02

미국, 세계 최초의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시핑포트 원
전 가동

12. 05

소련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 진수

(1996. 3. 29 ~ 1999. 4. 26) (1999. 4. 27 ~ 2005. 4. 27)

18代 鄭然浩

08. 08

01. 18

한국원자력
연구원장

16代 朴昌奎

한·미원자력협정 가조인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 신설(대통령령 제1140호)

14·15代 張仁順

1958

07. 01

03. 09

1957
11代 林昌生

기타

02. 22

원자력법 국회 의결

02. 01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신설

03. 11

원자력법 공포(법률 제483호)

02. 03

소련 핵실험 일방적 중지 선언

07. 24

이승만 대통령 연구로 1호기(TRIGA Mark-Ⅱ) 구입 재가

02. 06

중국 제1호 연구로 완성

08. 16

연구용 원자로 구매단 미국 파견

02. 0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쌍무협정 체결

10. 01

원자력원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1394호)

06. 30

미국 원자력법 개정(타국에 정보제공)

12. 03

미국 GA사와 TRIGA Mark-Ⅱ 구매계약 체결

09. 01

제2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제네바) 박철재
등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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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1959

1960

1961

582

기타

연구소 관련

01. 02

미국 정부, TRIGA Mark-Ⅱ 구매 보조금 35만달러 제공 우
리나라 정부 통보

03. 01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신설

01. 21

원자력원 개원. 초대 원자력원장 김법린 취임

03. 23

유럽 12개국 고온가스로 ‘드라곤 계획’ 결정

02. 03

원자력연구소 설립, 초대 원자력연구소장 박철재 취임

07. 16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방사선 허용량에 대한 새 권고
안 채택

02. 09

이승만 대통령 원자력연구소 설립 장소 선정 재가

07. 21

02. 27

원자력원 전문 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56호) 및 원
자력원 소속 공무원의 연구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1457
호) 공포

10. 16

03. 01

원자력연구소 개소

04. 07

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연구부 연구동 기공식

04. 15

제1차 원자력원 전문자문위원회 개최

07. 05

연구로 1호기 원자로 기자재 일부 인천 도착

07. 14

연구로 1호기 기공식

07. 15

제1차 원자력 학술회의 개최

09. 23

원자력원 직제 일부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513호)

10. 06

원자력위원 김동일, 박동길, 이종일 임명

10. 28

제1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03.25

원자력원 요청 IAEA RI 이동실험실 부산 도착

08. 19

미국 양키 원전(PWR, 18만 kWe) 임계

06.29

제2대 원자력원장 김양수 취임

09. 01

제1회 원자력 전람회(덕수궁)

09. 24

미국,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진수

1962

기타

03. 18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설치공사 완공

03. 22

윤보선 대통령 취임

03. 19

연구로 1호기 임계 도달

04. 11

캐나다, 최초의 CANDU 형 발전시험로(NPD, 22.5 MWe)
임계

미국 원자력선 사바나호 진수

03. 23

연구로 1호기 정격 열출력 100 kW 도달

06. 15

일본 원자력연구소, 자국산 RI 판매 개시

미국 드레스덴 원전(BWR, 21만 kWe) 임계

03. 28

GA 사로부터 TRIGA Mark-Ⅱ 인수

09. 12

일본 제1호 연구로 JRR-3 임계

03. 29

방사선의학연구실 신설

10. 17

영국 Dounreay 고속증식시험로(DFR, 13 MWe) 가동

04. 11

제4대 원자력연구소장 최형섭 취임

1963

09. 01

원자로실 및 화학연구실 건물 준공

11. 12

서독 최초의 발전로(BWR, 15 MWe) 임계

09. 03

제3연구동 준공

11. 18

한·미 정부, 핵연구 및 훈련용 자재 증여 협정 체결

09. 12

제2대 원자력연구소장 최상업 취임

10. 10

제2차 원자력 학술회의 개최

11. 05

연구로 1호기 원자로 건물 준공

01. 11

연구로 1호기 원자로 Steel Tank Welding 결함 발견으로 공
사 중단

03. 07

서독 국산 1호 원자로 임계 도달

02. 14

원자력위원 정태하 임명

07. 01

한국전력주식회사 발족

04. 18

동위원소 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어령 공포
(국무원령 제244호)

07. 22

경제기획원 발족

06. 11

제3대 원자력원장 오원선 취임

06. 25

제3대 원자력연구소장 정태하 취임

07. 14

원자력원 남산 신청사 이전

08. 29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알루미늄 탱크 공사 개시

10. 01

핵실험에 의한 인공방사능 대기오염도 측정 개시

10. 19

연구로 1호기 제1차 냉각계 시운전

12. 2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령 공포

1965

원자력원,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 설치

12. 16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추진

01. 23

제4대 원자력원장 김오선 취임

06. 18

국가재건최고회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구 설립 지시

03. 25

제5대 원자력연구소장 조용달 취임

06. 30

특수 핵물질 대여에 관한 한·미 협정 체결

09. 13

방사선의학연구소 건물 준공

07. 03

케네디 미국 대통령,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 우라늄 할당
량 배증 발표

‘원자력발전소 조사자료(NPP-1)’ 발간

11. 11

미국 고속증식 실험로 EBR-Ⅱ 가동

10. 12

폐기물처리공장 준공

12. 27

제3공화국 출범, 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11. 06

방사선의학연구소 Co-60 원격치료기 가동 및 진료 개시

12. 17

방사선의학연구실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분리

12. 19

제5대 원자력원장 윤일선 취임

05. 13

초대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안치열 취임

04. 15

인도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완성

10. 22

제6대 원자력연구소장 최형섭 취임

08. 30

제3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회의 개최(제네바)

제6차 원자력 학술회의 개최

10. 16

중국 원폭 실험 성공

02. 05

Co-60 감마선 조사실 준공

06. 22

한·일 기본조약 정식조인

03. 03

미국 ANL과 자매 결연

06. 25

한·미 원자력협정 10년 연장

‘원자력발전소 후보부지에 대한 추가 보고서(NPP-4)’ 제출

08. 17

핵확산금지조약 UN 의제 채택

원자력개발계획심의위원회 설치(위원장 박익수)

12. 18

한·일 국교 정상화

10.

1964

11.

0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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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1968

584

기타

연구소 관련

03. 10

방사선의학연구소, X-선 간접촬영용 O-delka 카메라 설치

03. 03

미국 HTGR 실험로 Peach Bottom(40 MWe) 가동

04. 09

제7대 원자력연구소장 성좌경 취임

06. 30

프랑스, La Hague 핵연료 재처리공장 완성

05. 21

제1차 원전기술조사단(박익수, 이영재, 이창건) 2개월간 미
국·캐나다·영국·이태리·스페인·인도·필리핀 방문

07. 03

프랑스, 남태평양에서 첫 원폭 실험

09. 07

원자력연구소 본관 건물 준공

09. 24

10. 13

원자력원 방사성의약품 생산 성공(휘프만 응고 담백 등 9종)

10. 18

제8차 원자력 학술회의 개최(국제 핵의학 심포지움 병행)

11. 30

방사선농학연구실 방사선농학연구소로 분리

12. 01

방사선농학연구소 초대 소장 한창렬 취임

03. 30

원자력원, 원자력청으로 개편

01. 16

과학기술진흥법(법률 제1864호) 공포

04. 12

초대 원자력청장에 원자력연구소장 성좌경 취임

02. 09

한·미 행정협정 발효

04. 14

원자력청, 공릉동 원자력연구소로 이전

03. 30

06. 17

제8대 원자력연구소장 이상수 취임

10. 23

1969

기타

02. 15

제2대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이장규 취임

01. 18

원자력원, ‘원자력의 밤‘ 개최

04. 12

연구로 2호기 기공식

01. 24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2094호) 공포

04. 28

방사선의학연구소, 고정식 Co-60 원격치료기 설치

01. 31

국내 최초 원전건설사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결정

과학기술단체 연합회의, 대통령에 과학기술 행정 총괄기구
설립 건의

05. 08

연구로 1호기 출력 증강 작업 착수

03. 08

한국원자력학회 창립

11. 04

원전 타당성 조사단 내한

06. 24

연구로 1호기 출력 증강 완료, 고리 1호기 입찰 안내서 발송

05. 06

한전, 원전 건설대책위원회 발족

12. 01

원자력원,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 설치

06. 30

「원자력청 10년사」 발간

05. 19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법률 제2109호) 공포

07. 14

원자력청 개청 1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심포지엄 개최

05. 30

일본,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실험 성공

11. 24

제1회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강습회 개최

06. 03

우리나라, 세계동력회의(WEC) 가입

12. 01

제1회 방사화분석 강습회 개최

06. 12

일본 원자력선 무쓰호 진수

과학기술처 신설

09. 10

원자로 건설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055호) 공포

04. 07

한·IAEA 기술원조 제공 보충 협정 서명

09. 15

고리 1호기 건설 예정지 항공 측량 개시

제2차 원자력발전조사단 구성

04. 12

과기처 직제 공포(2실 2국, 정원 240명). 초대 장관 김기형 취임

09. 25

원자력학회지 창간호 간행

10. 26

원자로 운전사 면허령 개정(대통령령 제3258호)

04. 21

과기처 개청

11. 30

제2대 방사선농학연구소장 심상칠 취임

06. 17

중공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

10. 02

고리 1호기 건설계획 확정

06. 18

미국 원자력 상선 사바나호 부산 입항

11. 24

미·소 핵금지조약 비준

07. 01

박정희 제6대 대통령 취임

01. 22

09. 22

원자로 조종사 및 조종 감독자 면허령(대통령령 제4534호)
공포

IAEA 이사회, 한·미 양국간 안전보장 조치 승인

0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장기계획’ 수
립 발표

02. 14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3371호) 공포

01. 05

IAEA,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 간의 안전조치 적용
에 관한 협정 체결

04. 09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 원전 건설 및 운영 기관 한전으로 결정

02. 10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속 암병원 개원

06. 12

UN 총회, 핵확산금지조약(NPT) 가결

03. 10

방사선의학연구소 초대 병원장에 김진용 취임

07. 01

우리나라, NPT 서명

04. 28

방사선의학연구소, Co-60 원격치료기 도입 설치

10. 02

한·미 안전조치 이관협정 보조약정 서명 발효

06. 18

미국 Burns & Roe사와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체결

10. 17

전력 수요 100만 kWe 돌파

07. 15

보건사회부로부터 방사성의약품 제조업 면허 취득

09. 02

제1회 원전 기초훈련 과정 개최(6주간)

09. 10

제2대 원자력청장 안치열 취임

10. 31

Burns & Roe 사로부터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접수

11. 05

제3차 원전 기술조사단 미국 파견

12. 11

원자력위원회, 연구로 2호기(TGIGA Mark-Ⅲ) 도입 의결

1970

02. 15

제9대 원자력연구소장 이영재 취임

02. 17

제3대 원자력청장 이상수 취임

02. 03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령(대통
령령 제4566호) 공포.
원자력에 관한 연구보조금 및 위탁연구비 교부규정(대통령
령 제 4567호) 공포

07. 10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인암 검진사업 시무식

03. 0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어령
(대통령령 제4706호 제정) 공포

08. 01

제10대 원자력연구소장 윤용구 취임

04. 28

105번 원소 하륨(Ha) 발견

09. 28

원자력청-IAEA 공동, 방사선 가공기술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06. 02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
리령 제89호) 제정

10. 28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한·일
합동 심포지엄 개최

06. 24

한전, 미국 WEICO와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계약

11. 15

방사선농학연구소, 미국 원자력위원회(AEC)로부터 925
TBq 방사선조사기 인수·설치

08. 15

한전 원자력부 신설

10. 30

호주 북부에서 우라늄 대광맥 발견

12. 03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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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연구소 관련

1971

1972

1973

기타

재처리 사업 계획서 원자력청에 제출

01. 22

원자로시설의 시설기준 및 보안조치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5493호) 공포

01. 28

제4대 원자력청장 민수홍 취임

03. 19

고리 1호기 기공식

05. 20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계몽강연회(∼6.2)

04. 28

박정희 제7대 대통령 취임

08. 01

제5대 원자력청장 윤동석 취임

06. 15

과학기술처 제2대 장관 최형섭 취임

08. 09

원자력청, 제1차 원자로시설안전심사위원회 개최

06. 17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회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5673호)

08. 13

초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윤용구 취임(2대 연임)

08. 05

원자로시설안전심사위원회 발족

11. 15

고리 원전 기초 굴착공사 착공

11. 24

IAEA 사무총장 Sigvard Eklund 방한

12. 31

01.

1974

1975

기타

03. 29

연구소 이사회 제2대 이사장 민충식 취임

03. 10

IAEA 사무총장 Sigvard Eklund 방한

11. 01

UNDP 지원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 시범시설 기공

05. 18

인도 지하 핵실험 실시

12. 23

원자력병원 제2대 병원장 이장규 취임

06. 16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서명

09. 30

제1회 세계핵의학회 개최

10. 09

우리나라, RCA 가입

10. 19

‘한·불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발효

01. 12

프랑스 CERCA사와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 도입 계약

01. 22

한전, 캐나다 AECL과 중수로 도입 계약

04. 12

프랑스 SGN사와 재처리연구시설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 체결

01. 29

미국 원자력위원회(AEC) 폐지, 에너지연구개발국(ERDA)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발족

우리나라 발전 시설용량 263만 kWe 도달

07. 04

원자력학회-연구소 공동, 원전 건설에 따르는 QA, QC에
관한 세미나 개최

03. 20

NPT 국회 비준

09. 09

미국 B&R과 합작으로 원전 A-E 전담 회사 KABAR 설립

04. 04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법률 제2763호) 공포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764호) 공포

10. 15

UNDP 지원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 시범시설 준공

04. 23

NPT 발효

12. 03

대덕공학센터 기공

07. 15

월성 원전 부지 조사 착수

09. 22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IAEA 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서명 및 발효

03. 20

원자력청, 제3차 원자력을 이용한 미곡 증산 기술개발 국
제회의 개최

01. 05

소련, 발전과 해수담수화를 위한 고속증식로 BN-350 완성
발표

04. 10

연구로 2호기 임계 도달

02. 25

프랑스 등 유럽 6개국, 기체확산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공장
건설 공동연구 협정 체결

05. 10

연구로 2호기 준공

05. 31

고리 1호기 건설 허가

07. 02

연구로 2호기에 중성자 회절장치 설치

06. 07

RCA(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창설

07. 12

고체방사성폐기물 해양 투기 실시

10. 30

월성 원전 건설 관련, IAEA와 우리나라 정부 간 Standards
Agreement 서명

09. 19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국무회의 의결

10. 31

한·IAEA 안전조치 협정 서명

10. 12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설립

12. 27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

01. 15

한국원자력연구소법(법률 제2443호) 공포

02. 05

기술용역육성법(법률 제2474호) 공포

02. 17

원자력청 산하 3개 연구소 통폐합.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족

02. 17

과학기술처에 원자력국 설치, 초대국장 이병휘 임명

02. 24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517호) 공포

08. 31

프랑스 고속증식로 피닉스(FBR, 25만 kWe) 준공

02. 28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 이사회. 초대 이사장 김상복 취임

09. 24

우리나라, IAEA 이사국 선출

04. 06

특수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인가

05. 18

대단위 방사선 조사시설 및 전자선가속장치(30 keV) 도입
UNDP 지원사업 승인

11. 24

월성 1호기 건설계획 확정

09. 26

원자로시설 주위 제한구역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6874호) 공포

11. 27

월성 1호기 구매 의향서 AECL 발송

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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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제1차 석유파동

고리 1호기 농축우라늄 공급계약 체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 제2671호) 제정

1976

01. 23

정부, 프랑스 재처리연구시설 도입 중단 결정

01. 26

한국·캐나다 원자력협정 체결

02. 10

연구소 이사회 제3대 이사장 김영준 취임

02. 12

한·IAEA 안전조치협정보조약정 서명

02. 24

KABAR 발족 경축 리셉션

03. 18

‘규제 및 안전성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과 안전기준개발을
위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원자력국간의 협력약정’ 서
명·발효

03. 21

저소득층 서울시민 100명 대상 무료 위암검진(∼4. 24)

04. 14

월성 원전 건설 허가

08. 01

제주도민 대상 위암 및 부인암 무료 검진(∼8. 31)

05. 03

제1회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 위원회 개최(워싱턴)

09. 17

대덕분소 독신료 착공

05. 10

원자력국에 안전심사관 신설, 원자로과를 원자로규제과 및
원자로기술과로 분리

09. 20

대덕분소 기술용역동 착공

05. 26

한전, 해상 원전 조사 용역 계약

10. 10

대덕분소 공동연구동 착공

08. 16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운영 약정 서명

10. 12

연구소, B&R의 KABAR 지분 인수해서 KNE설립

12. 09

대덕전문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 발족

12. 01

한국핵연료개발공단 발족
한국핵연료개발공단소장 초대 주재양 취임

12. 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한민국 원자력
위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 간의 보충 협정’ 서명 발효

12. 31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 481만 kWe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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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1977

1978

588

기타

연구소 관련

03. 02

한국핵연료개발공단 현판식

03. 08

고리 2호기 착공

04. 19

관계차관회의, 원자력발전 기술은 KNE에 단일 집중해 개발
하기로 결정

04. 18

05. 24

한국핵연료개발공단 독신료 준공

06. 30

1979

기타

01. 15

01. 11

카터 미국대통령 ‘신에너지정책’ 발표, 고속증식로개발 연기
및 재처리 중단선언

3개 부소장 제도 설치, 종합기획부 신설, 기술지원부 산하
전자계산실 발족 등 직제개편

한전, 프랑스 Framatome, Framateg, Sofine과 영광 1, 2호
기 기술지원 협정 체결

03. 01

‘새 시대의 동력’ 박정희 대통령 휘호탑 제막

01. 30

한전, 해상 원전 부지조사 완료

04. 25

일본 고속증식로(시험로) JOYO 임계

04. 06

「한국 원자력 20년사」 발간

03. 01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신설

프랑스 SGN과 화학처리 대체사업 기술용역 계약 체결

05. 18

한국과학재단 설립

04. 11

미국 TMI 원전 사고 계기로 고리 1호기 종합점검 실시

03. 10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으로 분리 개편

07. 31

KNE 참여기업 출자 및 출연 완료

05. 20

고리 2호기 기공

04. 12

개소 20주년 기념 ‘원자력 강연회’ 개최

03. 28

미국 TMI-2 원전 노심 용융 사고 발생

08. 01

KAERI bulletin 제1호 발간

06. 15

월성 1호기 기공

05. 06

우라늄정련·변환시설 기공

04. 26

제1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개최(부산)

08. 11

KNE 제1차 주주총회 개최

06. 19

고리 1호기 첫 임계

06. 25

제1회 원전 안전검사관 기본교육 실시

05. 02

한국·호주 우라늄 공급협정 체결

08. 22

KNE 제1차 이사회 개최. KNE 대표이사 사장에 윤용구 소장
취임

07. 05

유럽 5개국, 고속로연구개발 협력협정 체결

07. 06

야간연구동 신축기공

05. 25

현경호 소장 한국원자력학회장 피선

10. 10

서독정부 기증 RI전지 TRISTAN-A 인수

06. 12

원전 9, 10호기 울진 건설 확정

11. 11

벨기에 BN 사와 혼합핵연료가공연구시설 도입 보류. 대체
사업으로 프랑스 차관사업 추진

07. 14

한·미 원자력협력공동상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

11. 16

원자력병원, 185 TBq Co-60 원격치료기 도입 설치

07. 03

프랑스 Framatome 사와 울진 1, 2호기 원자로계통 계약

12. 05

IAEA 공동 ‘원자력 발전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전망 및 인
력 개발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07. 11

미국,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공장 건설 결정

11. 20

고리 1호기 ISI사업, SwRI와 공동 착수

07. 05

KIST-영남화학 공동, 인광석에서 우라늄 추출 성공

12. 01

칠레 원자력위원회 회장 R. Pizarro 일행 연구소 방문

08. 20

일본, 원심분리 농축 파일럿 시설 운전 개시

08. 20

고리 1호기 송전식

12. 27

개소 20주년 기념식. 20주년 기념탑 제막. 야간연구동 개관

09. 02

한국-호주 원자력협정 서명 발효

10. 01

미국 에너지부(DOE) 발족

10. 19

국제핵연료주기평가(INFCE)회의 설립 총회 개최(워싱턴)

10. 11

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영광 1, 2호기 주기기 공급 및 핵연료
가공 계약

03. 08

IAEA 사무총장 Sigvard Eklund 연구소 방문

01. 18

런던클럽, 핵기술수출가이드라인 제정

10. 23

미국 NRC, ‘TMI 사고 교훈에 관한 최종 보고서’ 발표

03. 21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제2대 소장 양재현 취임

03. 04

고리 1호기 100 % 출력실험

10. 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03. 24

제3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현경호 취임(4대 연임)

03. 10

미국, NPT 발효

10. 28

고리 1호기 첫 핵연료 교체작업 착수

04. 17

IAEA 공동 ‘아시아 및 극동지역 의료제품 방사선 멸균에 관
한 자문회의’ 개최 (∼4.20)

03. 20

11. 07

프랑스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공사(ANDRA) 설립

일본 신형전환로 FUGEN(ATR, 16만5,000 kWe) 임계

12. 14

과학기술처 제4대 장관 성좌경 취임

04. 18

‘고리 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평가
검사사업 수행(∼7. 28)

04. 03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5, 6호기 원자로 공급계약 체결

12. 18

영국 차기 원자로로 PWR 도입 발표.
미국 벡텔사와 원전 7, 8호기 기술용역 계약 체결

05. 10

KNE 제2대 대표이사 사장에 현경호 소장 취임

04. 29

한전, 고리 1호기 인수

12. 22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12. 24

고리 3, 4호기 건설 허가

07. 20

고리 1호기 준공식(연구소,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

05. 01

영국 GEC 사와 원전 5,6호기 터빈 및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08. 12

대덕분소 기술용역동 및 공동연구동 준공

07. 20

고리 1호기 준공
고리 3, 4호기 기공

10. 16

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 준공

10. 24

11. 28

연구로 2호기용 flip fuel 도입

12. 20

대형 전자계산기 CDC CYBER 73-18 도입 계약

12. 28

연구로 2호기 냉각탑 개축공사 완공

12. 29

원전 기자재 국산화 사업 첫 시제품으로 중수로 핵연료 장
전관(End Fitting) 제작 완성

1980

02. 28

고리 1호기 핵연료 재장전 및 정기검사 수행

06. 30

고리원전 연수원, 과학기술처 장관 지정교육기관 승인

03. 19

재임 중 타계한 현경호 소장 영결식

07. 01

동력자원부, 금산 대단위 우라늄 원광 시추

고리 1호기 첫 정기보수

04. 09

제5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차종희 취임(6대 연임)

08. 16

최규하 대통령 하야

11. 13

체이스맨해턴 아시아 외 39개 은행과 원전 5,6호기 4억 달
러 차관 조인

08. 25

제3대 원자력병원장에 윤택구 취임

08. 27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12. 23

과학기술처 제3대 장관 최종완 취임

12. 19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 한국에너지연구
소로 통합

09. 01

과학기술처 제5대 장관 이정오 취임

12. 31

과학기술처, 중수로핵연료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 승인

10. 27

제5공화국 헌법 발효. 정당 및 국회 해산. 국회 기능 국보위
입법회의 대행

11. 19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합조정안 확정

589

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부록 2

연표

연구소 관련

1981

590

연구소 관련

01. 12

한국에너지연구소 현판식

01. 05

한국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소 통합, 한국과학기술원 발족

08. 31

원전 3호기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사업 수행

01. 17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자원개발연구소 통합, 한국동력자원
연구소 설립

1983

기타

01. 13

소련 첩보위성 COSMOS호 추락대비 방사능비상대책 기술
지원단결성

01. 25

울진 1, 2호기 건설 허가

03. 30

제29차 정기 이사회, 원자력안전센터장 산하 8개 전문위원
실을 3개 수석전문위원실로 조정
연구소 제조 중수로핵연료 시제품 노내실증시험 위해 캐나
다 NRU 원자로 장전

03. 30

월성 1호기 출력 100 % 도달

04. 03

IAEA 사무총장 Hans Blix 연구소 방문

04. 09

고리 2호기 첫 임계 도달

11. 02

우라늄정련·변환시설 시운전 착수

01. 20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한국통신기술연구소 통합, 한국전
기통신연구소 설립

12. 21

제27차 이사회, 원자력안전센터 설치 및 직제 규정 개정안
의결

02. 19

영광 1, 2호기 기공

04. 12

전두환 대통령 연구소 방문

04. 22

월성 1호기 준공

03. 03

한·벨기에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발효.
한·CGE간 원전 3호기 핵연료성형가공계약 체결

04. 21

창립 24주년 및 민영화 1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학술강연
회 개최

04. 23

제1회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서울)

06. 25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창간호 발간

04. 22

연구소, 월성 3호기 건설 기여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05. 05

미국 프린스턴대 핵융합시험장치 TFTR 완성

07. 13

고리 1호기 발전량 100억 kWh 돌파

05. 31

제31차 임시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박정기 한전 사장 선출

06. 25

고리 2호기 100 % 출력 시험.
유럽 핵융합실험장치 JET 첫 플라즈마 발생 성공

07. 30

제31차 경제장관회의, 경수로핵연료 국산화 기본방침 및 한
전과 연구소 공동투자에 의한 핵연료 회사 설립 결정

07. 11

프랑스 CEA와 고속로 도입 타당성에 관한 협력협정 조인

07. 06

한필순 대덕공학센터 분소장 한국핵연료(주) 2대 사장 취임

09. 26

한국핵연료(주) 대덕공학센터로 이전

07. 21

차종희 소장, 한국원자력학회장 피선

11. 11

UN 총회,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 결의안 채택

10. 08

Hot Test Loop 100시간 연속운전 기록 수립

08. 07

IAEA, 고리원전 종합점검(∼8. 27)

11. 13

미국 최초의 고온가스냉각실험로(330 MWe) 포드센트플레
인 100 % 출력운전 성공

11. 01

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사업의 인허가 및 운영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 업무 정부로부터 위임

08. 10

고리 2호기 운영 허가

12. 17

08. 31

유럽 5개국, FBR 공동연구그룹 ARGO 설립

영광 1, 2호기 건설 허가

12. 30

1982

기타

원전 9, 10호기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사업 수행

09. 09

고리 2호기 준공

02. 10

원자력안전센터 현판식, 센터장에 김동훈 임명

01. 01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로 개편

10. 11

IAEA 총회, 중국 가입 승인

02. 18

프랑스 CEA와 원자력안전술 협력협정 체결

01. 1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상공부 산하 이관

11. 29

한·미 합동 원전 방사능비상훈련 고리원전서 실시

03. 10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센터에 원자력 시설 안전심사 및 검
사, 안전규제 기준 지침 개발 등 권한 위탁

02. 15

제1회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파리 개최

1984

01. 27

중수로핵연료 설계 승인 취득

02. 14

미국 보건부, 과일 야채 및 향신료에 대한 방사선 멸균 승인

03. 17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 대덕공학센터 방문

03. 02

유럽 5개국, FBR 연구개발 협력각서 조인

04.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 기술자립계획’ 수립

03. 31

고리 1호기 발전량 200억 kWh 돌파

04. 06

연구소 주 소재지 대전으로 변경

04. 01

한국전력보수(주) 설립

03. 20

연구로 1호기 가동 20주년 기념식

02. 28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운영 약정 서명

04. 17

우라늄정련·변환시설 준공

04. 02

브라질 최초 원전 앙골라 1호 운전 개시

04. 09

제7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한필순 취임(8, 9, 10대 연임)

09. 25

한전, 미국 에너지부와 30년간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

06. 07

캐나다 AECL과 기술협력 협정 체결

04. 30

미국 에너지부(DOE) 새로운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목표로 원
자증기 레이저동위체분리법 채택

04. 16

서울 본소 대덕 이전 시작

09. 29

고리 3호기 운영 허가

08. 05

유창순 국무총리 대덕공학센터 방문

07. 06

한국원자력기술(주), 한국전력기술(주)로 사명 변경

05. 17

한국전력과 국산 중수로핵연료 월성 1호기 시험장전 위한
핵연료 부분공급 계약 체결

10. 13

제211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원칙 의결

10. 05

캐나다 AECL과 ‘KAERI 핵연료검증시험사업’ 계약서 서명

08. 21

월성 1호기 핵연료 장전 완료

06. 01

진의종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10. 29

한전·이탈리아 전력공사 기술협력 협정 체결

11. 25

월성 1호기 중수 누설 사고

10. 11

원자력병원, 종합병원으로 개설인가 취득

10. 13

울진 1, 2호기 기공

08. 03

한국핵연료(주)와 공동으로 경수로핵연료 기술도입 및 기기
구매 입찰안내서 발급

11. 12

KOPEC과 기술협정 체결

10. 29

한국전력기술(주) CADATOM과 CANDU형 원전 건설 기술
협정 체결

08. 23

미국 NRC와 SFD 연구사업 계약 체결

08. 29

국산 중수로핵연료 첫 출하

11. 18

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안전상황실 개설

11. 11

한국핵연료(주) 설립

09. 08

국산 중수로핵연료 월성 1호기에 최초 장전

12. 11

고온유체시험시설(Hot Test Loop) 시운전

11. 24

미국 프린스턴대 핵융합시험장치 TFTR 운전 개시

09. 18

동력자원부 장관 주재 표준 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 추진 정
책협의회, 기관별 역할분담 결정

12. 31

월성 1호기 최초 계통 병입

10. 22

신축 원자력병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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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1985

기타

1986

기타

01. 10

독일 KWU와 가압경수로핵연료 기술도입 계약 체결

01. 08

과학기술처 제7대 장관 전학제 취임

01. 29

AECL과 중수로핵연료 기술도입계약 체결

01. 31

영광 1호기 임계 도달

03. 14

한·스웨덴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에 관한 공동연구 제1
단계 협약 조인,
독신료 증축 및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

03. 05

영광 1호기 계통 병입

04. 22

독일 KfK와 기술협정 서명

03. 26

고리 4호기 출력 100 % 도달

과학기술처 제6대 장관 김성진 취임

05. 01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3. 30

월성 1호기 1년간 이용률 98.4 %로 세계 최고 기록 수립

02. 21

제7차 장기전원개발계획 확정

05. 12

원자력법 개정 공포(법률 제3859호).원자력위원회를 과기처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로 한국에너지연구소 지정

04. 01

한·독 원자력협력협정 서명

제214차 원자력위원회, 발전로계통 설계 및 핵연료 설계 연
구소가 전담토록 의결

03. 21

한국전력기술(주), AECL과 설계기술 공동개발 기술협정 체결

05. 15

KWU 현지사무소 설치·운영

04. 20

한·캐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운영약정 서명

08. 26

독일 Siemens-KWU와 가압경수로핵연료 기술도입계약 체결

05. 20

제5차 태평양 연안국 원자력회의(PBNC;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서울 개최

05. 22

제1, 2연구동 및 연수원 준공

04. 26

소련 체르노빌 원전 4호기 사고 발생

05. 29

스웨덴 STUDSVIK와 Compact Nuclear Simulator 공동개발
계약 체결

04. 29

고리 4호기 상업운전 개시

08. 30

일본 JAERI와 원자력안전 및 관련분야 협력연구프로그램
참여협정 체결

다목적연구로 설계·건조사업 시작.
동위원소실, 방사선화학연구실, 방사선농학연구실을 원자력
병원 산하로 이관

01. 01

01. 15

원자력안전센터장 이상훈 임명

01. 17

미국 EPA, 방사성핵종 대기방출 기준 공포

05. 30

고체폐기물 저장고 신축 및 공작공장 증축공사 준공

01. 22

고리 3호기 계통 병입

06. 25

제4차 전력그룹협의회, 핵증기공급계통 및 핵연료 설계를
연구소가 담당하도록 결정

02. 19

07. 01

서울사무소 폐지 및 원자력사업본부 신설

07. 29

01. 01

05. 24

고리 3호기 임계 도달

한전, 프랑스 COGEMA 사와 우라늄 농축 역무계약 체결

09. 05

KNFC, 스웨덴 STUDSVIK와 원자력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 체결

06. 29

제213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체로 한국핵
연료(주) 지정

09. 30

최초 장전 국산 핵연료 월성 1호기에서 인출

07. 01

고리 3호기 출력 100 % 도달

10. 18

월성로형 UO2 분말 제조용 25톤 파일럿 플랜트 시운전

07. 11

월성 1호기 발전량 100억 kWh 돌파

11. 11

중수로 핵연료 360다발 공급계약 체결

08. 07

고리 4호기 운영 허가

07. 12

제40차 임시 이사회, 한필순 소장 연임 의결

05. 01

고리 원자력본부 발전량 300억 kWh 돌파
체르노빌 사고 대응책으로 과학기술처에 방사능 비상대책본
부 설치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 제1회 합동 연차학술
발표대회 개최

08. 12

우라늄변환공장 착공

05. 02

IAEA, 체르노빌 사고 관련 특별이사회 개최

08. 14

한전과 중수로핵연료 246톤 공급계약 체결

05. 08

고리 1∼4호기, 월성 1호기 공학적 안전설비 등 5개 분야 안
전점검 실시

09. 10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6. 02

고리 3, 4호기 준공

11. 17

원자력병원 사이클로트론, 중성자선 암치료기, 마이크로트
론방사선 치료기 가동

09. 30

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

11. 11

핵연료성형가공공장 기공

08. 25

영광 1호기 상업운전 개시

11. 23

전 연구소 인사초청 모임회 개최

10. 26

고리 4호기 임계 도달

11. 12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 신설, 한국핵연료(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인수

08. 27

과학기술처 제8대 장관 이태섭 취임

12. 21

조사후시험시설 준공

11. 15

고리 4호기 계통 병입

12. 01

다목적연구로 부지 정지 공사 착공

09. 12

영광 2호기 운영허가

12. 11

C-E 현지사무소 설치·운영

10. 14

영광 2호기 임계 도달

11. 11

한국핵연료(주), 경수로 핵연료 성형가공공장 착공

12. 01

IAEA/OSART 고리 3, 4호기 안전점검

12. 17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 1,800만 kWe 도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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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주), 국내 최초로 원자로 용기(울진 1호기용) 제
작 납품

12. 20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조인

12. 23

영광 1호기 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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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88

594

기타

연구소 관련

03. 02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2. 14

영광 2호기 100 % 출력 실험

04. 08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준공

02. 28

고리 1호기 총 발전량 300억 kWh 돌파

04. 09

한국중공업(주)와 ‘영광 3, 4호기 원자로계통 설계 계약’
C-E와 ‘영광 3, 4호기 발전로계통 공동설계 계약’ 및 ‘발전
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 기술도입 계약’ 체결

03. 09

영광 3, 4호기 국내사 공급계약 체결

06. 03

제43차 임시 이사회에서 원자력사업단 설치, 원자력안전센
터 부설기관 격상, 원자력병원 간호부 설치, 원자력안전센
터 소장 이상훈 선임 등 의결

04. 09

06. 22

Wiliam Graham 미국 대통령 과학담당 고문 겸 백악관 과학
기술정책실장 연구소 방문

07. 01

1989

03. 25

다목적연구용원자로 기공

04. 08

영광 3, 4호기 NSSS 설계센터 연구소로 이전·개설

04. 18
영광 3, 4호기 해외사 공급계약 체결

04. 18

중수로핵연료 양산 공급 시작

07. 04

정인용 부총리 연구소 방문

08. 01

박긍식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10. 10

UO2 분말 제조시험시설 준공

10. 14

신임 이사장 한봉수 취임

10. 15

한필순 소장 제10대 원자력학회장 피선

10. 16

박긍식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10. 30

원자력연감 창간호 발간

12. 18

Hot Test Loop 증축공사 준공

12. 16

남극과학기지 기공식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12. 20

에너토피아 공원 준공

12. 22

제219차 원자력위원회, 다목적연구로 건설 및 운영허가 의결

12. 23

과학기술처, 다목적연구로 건설 및 운영 허가

12. 29

원자력병원, 연구소 부설기관 승격

01. 09

미국 Windsor에 C-E 현지사무소 개소

02. 10

경수로핵연료 소결로 화입식

01. 18

제1기 소원 전문강좌 개설
최창락 동력자원부 장관 연구소 방문

02. 25

과학기술처 제10대 장관 이관 취임

01. 21

시설방호 업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02. 25

울진 1호기 첫 임계 도달

01. 29

Windsor 현지사무소 현판식

04. 07

울진 1호기 계통 병입

03. 15

이관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4. 11

과학기술처, 재변환사업 허가

05. 07

한국에너지연구소 노동조합 설립 신고

05. 13

한국핵연료(주) 재변환공장 착공

05. 13

경수로핵연료용 우라늄 분말 재변환공장 기공

06. 09

제1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개최

07. 01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공동연구 계약 체결

09. 23

울진 2호기 준공

07. 19

노동조합 제1차 단체협약 체결

12. 05

07. 27

제220차 원자력위원회, 다목적연구로 사업비 증액 및 사업
기간 연장 의결

12. 29

08. 05

제46차 임시 이사회, 제9대 소장에 한필순 재선임
김대중 평민당 총재 연구소 방문

09.

경수로핵연료 설계·인허가 취득

09. 05

Compact Nuclear Simulator 가동

10. 09

고 서경수 박사 영결식 거행

10. 31

다목적연구로 건설 1차 공사 및 IMEF 굴착공사 착공

11. 04

이헌재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12. 21

다목적연구로 건조사업단 신설

12. 27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기타
05. 27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06.

영광 3, 4호기 기초공사 착공

CE사 대덕현지사무소 개설 현판식

09. 28

원전연료 성형가공공장 준공

09. 28

경수로핵연료 성형가공공장 준공

11. 20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 의정서 서명 교환

월성 1호기 이용률 세계 1위 기념탑 제막

10. 31

스웨덴 SKB와 상호 협력협정 체결

12.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국회 통과

06. 23

영광 1, 2호기 준공

11. 15

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식, 故 서경수 박사 흉상 제막

12.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법률 제4195호) 공포

07. 01

한전 100주년 기념 종합전시회 개최(∼7. 18)

07. 14

과학기술처 제9대 장관 박긍식 취임

12. 28

제49차 정기이사회, 한국원자력연구소 명칭 환원 의결

12. 30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명칭 환원

12. 31

화학특성시험시설 준공

01. 01

제2대 부설 원자력병원장에 강태웅 취임

01.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이사회

01. 24

한국원자력연구소 명칭환원 기념현판식

02.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등기

02. 17

국산 경수로핵연료 고리원전 최초 장전

02. 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리, 초대 원장에 이상훈 취임

03. 24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3. 19

과학기술처 제12대 장관 정근모 취임

04. 03

Hot Test Loop 가동

04. 27

남북한 민간 과학기술 교류추진협의회 설립

04. 10

노동조합 현판식

06. 05

연구원 창업지원제도 시행

05. 23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 연구소 방문

07. 20

과학기술처-동력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및 중수로
연료사업 합의

06.

다목적연구로 부지 정지공사 준공

10. 09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과학기술처 제11대 장관 이상희 취임

09. 03

영국 원자력청장 Eyre 연구소 방문

11. 03

안면도 집단 민원사태 발생

제221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장기추진계
획’ 의결

09. 07

부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 발족

11. 08

제1차 한·일 원자력협력협의회 개최

09. 26

박준규 국회의장 연구소 방문

11. 10

과학기술처 제13대 장관 김진현 취임

10. 30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을 원자력제2연구소로 확대 개편

12. 14

한·소련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2. 10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12. 28

AECL과 월성 2호기 원자로계통 설계 계약

09.

국산 경수로핵연료 장전 개시

1990

12.

대기 중의 라돈방사능에 의한 인체피폭선량평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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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1991

1992

01.

연구소 관련

1993

기타

03. 01

KAERI·TIPS 온라인 서비스 개시

01. 12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 개최

03. 13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2. 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대 원장 임용규 취임

04. 01

제12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신재인 취임

02. 24

IAEA, 핵물질의 수출입 및 관련 기자재 수출에 대한 보고의
무제도 신설 결정

05. 20

핵연료국산화 6년 만에 2만5천 다발 공급

02. 25

IAEA, 대북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06. 01

관평동 지하수 개발 지원

02. 26

과학기술처 제14대 장관 김시중 취임

이공계 정부출연연 합동평가단 출범

07. 07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4. 13

과학기술처, 구소련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 방사능환경영
향조사 착수

04. 04

한·파키스탄 과학기술의정서 체결

07. 16

김영삼 대통령 연구소 방문

04. 28

일본, 로카쇼무라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 착공

독일 베를린 장벽 벽돌 인수

05. 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07. 21

원자력병원 신축 연구동 기공

05. 24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가입

원자력 제2연구소를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명칭 변경

08. 28

월성 2호기 건설허가

08. 01

하나로 원자로 설치 착수

07. 16

울진 3, 4호기 건설허가

11. 11

제1회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개최

07. 29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12. 23

하나로 원자로 설치 완료

09. 01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2. 27

조사재시험시설 준공

09. 16

과학기술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
청회 개최

11. 13

상공자원부, 2006년까지 원전 14기 추가 건설 등 장기전력
수급 계획안 발표

12. 16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캐나다 Missisauga에 AECL 현지사무소 개소

01. 05

제1회 IR52 장영실상 시상

02. 19

캐나다 AECL과 CANFLEX 핵연료 공동연구 계약 체결

02. 01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

03. 08

프랑스와 가압경수로 안전성 실증실험 공동연구 계약 체결

03. 0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공포(법률 제4361호)

04. 1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 및 지역협력사업 설명회(프레
스센터)

03. 25

제1차 한·소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서울)

06. 27

제11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임창생 취임

04. 03

07. 02

ABB-CE사와 울진 3, 4호기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계약 체결

07. 26
09. 05
09. 17

진념 동력자원부 장관 연구소 방문

09. 25

한·멕시코 과학기술협정 체결

09. 18

캐나다 AECL과 월성 3,4호기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계약

10. 09

월성 2호기 착공

09. 25

방사성폐기물처분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충남대)

11. 05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와 한국자원연구소로
분리

10. 05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홍보활동

11. 22

월성 3, 4호기 건설 기본계획 확정

10. 26

IAEA 사무총장 Hans Blix 연구소 방문

10. 30

AECL 대덕사무소, 연구소 기술용역동에서 개소

11. 20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설명회 개최

11. 29

원자력계 원로 초청 조찬회 개최

01. 01

제3대 부설 원자력병원장 이진오 취임

01. 06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04. 04

04. 19

한필순 전 소장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수훈

03. 13

한·헝가리 기술협력센터 개소

1994

01. 27

과학기술처, 하나로 영출력 운전 허가

02. 26

월성 3, 4호기 건설 허가

02. 18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준공.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연구동 기공.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3. 31

영국 Dounreay 고속증식로 원형로 폐쇄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 설치

05. 25

한·스리랑카 과학기술협정 체결

창립 35주년 기념 역대 소장 및 이사장 초청 간담회

07. 13

미국 NRC, GE의 ABWR 설계 최종 승인

06. 07

연구로용 dummy fuel 인도

08. 12

과학기술처-상공자원부, 원전기술이전 협의서 서명

06. 11

사업단 이관 반대 시위

09. 09

영광 3호기 운영허가

06. 16

원자력통제기술센터 현판식

09. 15

중국, 프랑스 Framatome과 진산 2·3호기 공급의향서 조인

08. 20

이영덕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09. 19

IAEA, 국제원자력안전협약 서명 결의

10. 28

Nuclear Plant Analyzer 시스템 가동

10. 15

한국원자력법학회 창립

원전작업자 체내피폭선량평가프로그램 개발

10. 21

북한·미국 핵협상 타결

하나로 건물 준공

04.

05. 21

중수로핵연료 생산 2만 다발 생산돌파

05. 27

울진 3, 4호기 착공

06. 28

한국원자력친우회 발족

06. 17

정부 종합과학기술심의위원회, 차세대 원자로(APR1400) 기
술개발계획 국가 G-7 사업 선정

09. 18

AECL, 한전, 한국중공업과 중수로 기술전수 4자 협약 체결

06. 26

제230차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의결

10. 29

방사성폐기물관리 부지확보를 위한 설명회(전북)

07. 01

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0. 31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10. 31

연구로 1호기 가동 30주년 기념식

08. 24

한·중 수교

11. 13

한·인도네시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의향서 서명

개인방사선량 평가체제 확립

09. 30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1. 19

한전·AECL, CANDU형 원전 제3국 공동진출 협력협정
체결

11. 18

한·EC 과학기술협력약정 체결

12. 13

한·중 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 체결

11. 26

한·중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12. 22

제263차 원자력위원회,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11. 28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

12. 24

과학기술처 제15대 장관 정근모 취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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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1995

598

기타

연구소 관련

1996

01. 01

연구로 1호기 운전 정지

01. 10

한국원자력기술협회(KANT) 설립

01. 14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03. 0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01. 2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개발계획(안) 공청회

03. 09

한국전력, ABB-CE와 원전 해외 진출 및 북한 원전건설 양
해각서 체결

01. 27

과학기술처, 굴업도를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
고시
하나로 핵연료장전 및 출력운전 조건부 허가

03. 21

유럽원자력회의(ENC) 창설

02. 08
03. 25

02. 02

하나로 핵연료 장전 시작

03. 31

영광 3호기 준공

02. 08

하나로 첫 임계

05. 09

영국, 원자력산업 개편안 발표

03. 25

김영삼 대통령 연구소 방문, 친필 휘호 기념비 제막식

05. 11

UN, NPT 무기한 연장 만장일치 의결

03. 29

영광 5, 6호기 공급계약

06. 02

영광 4호기 운영 허가

04. 07

하나로 준공 기념식

06. 21

기초과학연구소 플라즈마생성장치 ‘한빛’ 준공

04. 12

이홍구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08. 15

KEDO 현지조사단, 신포 경수로 건설 예정부지 방문

05. 01

칠레와 원자력 관련 기술협력협정 체결

08. 24

러시아-이란, 이란 남부 부시르에 경수로 2기 건설 합의

05. 03

굴업도 용지매수 위탁협약 체결

09. 12

제1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

06. 09

제1회 원자력재료기술세미나 개최

06. 23

우리나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쟁거위원회(ZC) 가입

원자력 열병합플랜트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10. 21

과학기술 노조협의회, 연구단지-지역주민 대화합 제1회 갑
천축제 개최

07. 07

원자력병원 연구동 준공

12. 14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WIIN) 창립

07. 20

노동조합, 연구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12. 15

KEDO,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약 체결
제243차 원자력위원회,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지정 고
시 해제

08. 17

영광 5, 6호기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하도급 계약

08. 24

체코 NRI와 기술협력추진협의서 서명

09. 22

하나로 시설 대상 연구소 최초 방사능방재훈련 실시(하나로
출력 5 % 이전 실시요건)

10. 04

TCNC, 일본핵물질관리센터(NMCC)와 기술협력 협정 체결

10. 25

NEMAC 연구동, 종합폐수처리시설 준공

11. 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축 건물 이전

11. 06

중국핵공업총공사(CNNC)와 기술협력약정 체결

11. 30

굴업도 활성단층 최종 확인

12. 11

원자로냉각재계통 모의 열수력실험시설 준공

12. 22

KT-2 토카막 개발 2단계 계획 중단

12. 27

노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가입

12. 31

연구로 2호기 운전 정지

03. 20
03. 31

영광 5, 6호기 착공
PBS 제도 실시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현 국가핵융
합연구소) 개설
제244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폐지 및 원자
력연구개발기금 신설 의결
KEDO-한국전력, 북한 원전건설 주계약자 지정합의서 서명
영광 4호기 준공

05. 27

과학기술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08. 08

과학기술처 제16대 장관 구본영 취임

10. 19

영광 3, 4호기 준공 및 5, 6호기 기공

11. 02
11. 20
11. 26
12. 20
12. 30
01. 01
01. 08
01. 10
03. 06
06. 03
06. 13
06. 14
06. 24
08. 16
08. 19
08. 20
09. 08
10. 28
11. 08
12. 01
12. 30
02. 22
02. 28
03. 03
04. 30

월성 2호기 운영 허가
한·베트남 원자력연구협정 체결
캐나다·중국, 진산 3호기 CANDU로 공급계약 조인
과학기술처 제17대 장관 김용진 취임
제13차 원자력법 개정 공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개원
KEDO, 북한과 경수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서명
한국중공업·AECL, 진산 원전용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과학기술처 제18대 장관 권숙일 취임
IAEA, 방사성폐기물 자국 내 처분 원칙 조약안 채택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영광 5, 6호기 건설 허가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결성
정부, 대북 경수로 초기 현장공사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
김성년 소장 제15대 원자력학회장 피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족
울진 5, 6호기 착공
과학기술처, 영국 보건안전청과 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 체결
울진 3호기 운영허가
IAEA 사무총장 Mohamed ElBaradei 취임
월성 3호기 운영허가
북한 경수로 기술자 및 건설자재 수송선 첫 출항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로 변경
과학기술부 제19대 장관 강창희 취임
대만, 북한으로의 방사성폐기물 수송계획 보류 발표

05. 17

울진 5, 6호기 건설허가

06. 16

EU, 온실가스 감축협정 합의

06. 19
07. 01
07. 06
08. 11

고리 1호기 국내 첫 증기발생기 교체공사(~9. 5)
영광 3호기 상업 가동
한전원자력연료(주) 중수로핵연료 첫 출하
울진 3호기 상업가동
과학기술부·캐나다 AECB, 원자력안전협력강화 기술협력
의향서 체결
울진 4호기 운영허가
과학기술부·IAEA, 훈련과정 등의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01. 10

하나로 15 MWt 운전 시작

01. 11

01. 30

원자력계 원로초청 간담회

01. 13

02. 01

02. 27

08.
09. 23
12. 16

프랑스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와 원전 격납용기안전성평가
실험 용역계약 체결
사업이관 반대 시위(정부 제2청사)
원자로계통 설계 및 핵연료 설계기술 자립 기념비 제막
하나로 시설에 대한 연구소 최초 방사선비상계획서 과학기
술처 승인 취득
제13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김성년 취임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연구소 수행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
료 설계, 중수로핵연료 제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산업
체 이관 의결
종합엔지니어링 시험동 착공
AECL과 중수로용 개량핵연료 공동개발 협정 체결
원자력사업 이관 조인

1997

01. 03
02. 05
03. 26
03. 31
04. 11
05. 26
06. 12
06. 24
08. 02
08. 27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설계개발단 현판식
김용진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권숙일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소 방문
격주 휴무제 실시
프랑스 CEA와 원자력연구협정 체결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심포지엄 개최
제1회 중성자산란워크숍 개최
하나로 RI 생산시설 가동
원자력병원, 최신형 PET 설치
연구부문 조직, 그룹 중심에서 단 중심으로 개편

1998

03. 11
04. 21
07. 16
08. 13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김종필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창업보육센터 설립인가 취득
피부암 치료용 홀뮴-166 패치 제조기술 동화약품 이전
중수로용 개량 핵연료 CANFLEX 캐나다 포인트러프러원전
시범 장전
창업보육센터 현판식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3. 28

10.

기타

03. 29
06. 25

09.
09. 17

09. 22
10. 2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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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비피괴검사용 방사선원 제조기술 호진산업기연(주) 이전

02. 08

월성 4호기 운영허가

04. 27

제14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취임(15대 연임)

03. 08

과학기술부·AECB, 제1회 원자력안전회의 개최

05. 20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3. 15

한국핵연료(주), 한전원자력연료(주)로 사명 변경

10. 20

대단위 조사용 Co-60 생산 관련 캐나다와 양해각서 서명

03. 23

과학기술부 제20대 장관 서정욱 취임

11. 24

창업보육센터 고객상담실 개설

07. 02

정부, KEDO와 북한 경수로 건설비 차관공여협정 체결

12.

하나로 22 MWt 운전 시작

07. 23

한·우크라이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합의

원자력시설의 피폭 및 출입관리 선량계시스템 개발

09. 27

우리나라, IAEA 이사국 재 선출

2001

기타

04. 01

환경방사능분석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취득

02. 12

베트남, 2017년 원전 운전 목표 수립

04. 17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 제조인허가 획득

02. 23

차세대 원자로 APR1400으로 명명

05. 08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계획 승인

03. 16

한국·체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06. 19

모로코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CNESTEN)와 기술협력협정
체결

03. 23

한국중공업(주), 두산중공업(주)으로 사명 변경

07. 06

간암 치료제 밀리칸(주), 국내 신약 3호 등록

03. 26

과학기술부 제21대 장관 김영환 취임

07. 25

차세대원자로 열수력실험장치 MIDAS 준공

04. 04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및 전력거래소
출범

08. 01

TROI 증기폭발실험시설 준공

04. 25

한전원자력연료(주), 중수로핵연료 생산 1,000톤 돌파

08. 05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해체공사 착수

07. 12

제251차 원자력위원회, 제2차 원자력종합진흥계획 의결

07. 23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발족.

10. 01

울진 4호기 상업 가동

09. 27

한국콜마(주)와 신물질 재료 및 제품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10. 04

월성 3호기 중수누출 사고

10. 10

IAEA·인도네시아와 마두라섬 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경제
성검토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체결

08. 14

한·우크라이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한·이집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10. 25

제1차 원전 안전종합점검 실시

11. 08

웹 기반 디지털도서관 NUCLIS21 운영 개시

08. 23

신재인 박사 한국원자력학회장 피선

11. 15

제2차 원전 안전종합점검 실시

08. 29

원자력안전헌장 확정

12. 15

KEDO-한국전력, 대북 경수로 주기기 일괄공급 계약 체결

09. 05

프랑스 COGEMA, Framatome 통합(안) 최종 확정, AREVA
출범

12. 16

과학기술부, 원전 안전종합점검 결과 발표

09. 28

국내 총 발전설비 5,000만 kWe 돌파

11. 07

사단법인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 Korea) 창립

01. 25

캐나다 AECL과 중수로핵연료 기술개발 위한 부속약정
체결

02. 15

북한 경수로 본 공사 개시

11. 24

영광 5호기 최초 임계 도달

04. 01

창립 4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

02. 24

울진 4호기 준공

04. 26

원자력병원 진료교육연구센터 기공

05. 29

미국, 북한 영변 원자로 핵연료봉 8,000개 봉인 완료

05. 11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부지 확정

06. 15

독일, 19개 전 원전 21년 내 폐쇄 발표

06. 29

중수로용 순환우라늄핵연료 CANFLEX-RU 캐나다 NRU원
자로 장전

07. 05

프랑스 Framatome과 Siemens, 원자력사업 부문 합병

07. 18

이한동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09. 01

08. 06

대만핵능연구소(INER)와 연구용원자로 건설 기술자문용역
계약 체결

09. 29

미국·러시아, 플루토늄 34톤 폐기협정 서명
일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계획 각의 의결

2002

11. 29

김병구 박사, IAEA 동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협력국장 임명

01. 04

KAIST와 학·연 협력협정 체결

01. 29

과학기술부 제22대 장관 채영복 취임

01. 22

브라질 원자력연구소 인간공학연구용 시뮬레이터 사업
수주

02. 15

부시 미국 대통령, 네바다주 유카산처분장 승인

02. 15

미국 MIT와 신형원자로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양해각
서 체결

02. 18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약정 체결

03. 27

RCA 지역사무국 연구소 내 개소

02.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은영수 박사 취임

04. 17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개관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2. 28

한전, 원자력 부문 해외사업 한수원(주) 이관

04. 29

제15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취임

04. 30

러시아 오브닌스크 원전 폐쇄

06. 24

대덕원자력밸리 준공

05. 07

APR1400 표준설계인가 취득

07. 0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신설

07. 07

북한 경수로 최초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

07. 10

중수로용 개량핵연료 CANFLEX-NU, 월성 1호기 최초 시험
장전

10. 14

KEDO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공급중단결정

09. 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11. 11

한·베트남 원전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09. 26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개소

12. 05

북한, 우라늄농축 관련시설 IAEA 사찰 거부

10. 01

원자력의학원 출범

12. 12

북한, 동결 핵시설 전면 재가동 선언

12. 17

월성 1호기 누적발전량 1,000억 kWh 돌파

11. 08

국제원자력연수관 기공

10. 10

일본 히타치-도시바-미국 GE, 고출력 원자로 ABWR Ⅱ 공
동 개발 발표

11. 23

과학기술부, 연구로 1, 2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11. 29

누적 원자력 발전량 1조 kWh 돌파(세계 9번째)

12. 15

한국중공업(주)와 연구로 1, 2호기 해체공사 인력 계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주)와 상호협력협정 체결

12. 12

원자력병원, PET 연구센터 현판식

12. 15

체르노빌원전 영구 폐쇄

12. 24

월성 6호기 상업운전 개시

12. 17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료 생산누계 5,000 다발 돌파

12. 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정 공포(법률 제
6814호)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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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12. 09

2000

기타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INSC) 회장에 이창건 박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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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602

기타

연구소 관련

01. 06

제1회 방사선계측기술 워크숍 개최

01. 10

북한, NPT 탈퇴 선언

01. 15

SMART 연구개발사업 착수회의(~1. 17)

02. 22

영광 5, 6호기 준공

02. 21

브라질 원자력연구소 설치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준
공식

02. 27

과학기술부 제23대 장관 박호군 취임

03. 31

주)삼영유니텍과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사용계
약 체결

03. 31

한·IAEA 원자력방호협력약정 체결

06. 18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기공

04. 15

국무회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사업 연계 추진 결정

06. 30

IAEA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자문회의 개최
(~7. 4)

05. 26

제1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ITER 프로젝트 참여 확정

08. 21

'KAERI VISION 2020' 대토론회 개최

06. 14

프랑스 고속증식로 원형로 피닉스 운전 재개

10. 21

인도네시아 원자력청(BATAN)과 원자로 운전 및 이용 증진
협력 위한 부속 약정 체결

06. 20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창립총회

11.

Tc-99m 발생기생산 핫셀 사용허가 획득

07. 24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후보지로 위도 선정

11. 26

제1기 원자력정책관리자과정 개최(~11.29)

09. 04

세계원자력대학(WNU) 설립

12. 29

ATLAS 착공

10. 03

북한, 영변 5 MWe 원자로 운전 재개

10. 29

방사선농헙생명과학연구회 창립총회

11. 24

제1회 한·칠레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12. 09

한국원자력수소연구회 창립총회

12. 15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KAEEA) 창립총회

12. 28

과학기술부 제24대 장관 오명 취임

01. 07

한국콜마(주)와 공동출자회사 설립 약정 체결

02.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소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OPIS 가동 개시

01. 20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설립

02. 14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부안군 주민투표 부결

01. 29

두산중공업(주)와 일체형원자로 기술수출 상호협력 협정 체결

03. 24

한·태국 원자력협력양해각서 체결

02. 01

HANA 피복관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 장전

05. 28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중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4개국 신규가입 승인

02. 10

연구소 기술출자 (주)선바이오텍 설립

07. 29

울진 5호기 상업운전 개시

02. 20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9. 18

정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04. 01

ViSA 프로그램 수출

10. 18

과학기술부 부총리 부서로 격상

04. 14

한·중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개소

11. 02

울진 5호기 준공

04. 27

하나로 중수 50리터 누출 사고

12. 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기행(2003.5.15
제정)

04. 29

새빛연료과학동 준공

12. 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 분리 추진 의결

06. 17

IAEA INIS 데이터베이스 국내 서비스 개시

07. 02

㈜선바이오텍 현판식
부설 원자력의학원 제2대 원장 이수용 선임

07. 19

삼창기업(주)와 SMART MMIS 공동연구개발센터 현판식

09. 03

과학기술부, 연구소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 사실 공식 확인

09. 11

과학기술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수전력청과 SMART
협력 양해각서 체결

10. 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
개소

11. 01

지식경영 선포식

11. 09

러시아원자력연구소(RIAR)와 기술협력 약정 체결

12. 23

하나로 정격 열출력 30 MWt 운전 시작

12. 31

국가 원자력 통제업무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에 이관

2005

기타

03. 04

국산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첫 출하

01. 12

최초의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 신고리 1, 2호기 건설계획 승인

04. 01

정읍 방사선연구원 업무 개시

01.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
스템 WACID 구축

04. 11

하나로 가동 10주년기념 '하나로2005' 국제학술심포지엄 개
최(~4.13)

01. 18

한·브라질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04. 28

제16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창규 취임

02. 16

교토의정서 정식 발효

05. 12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착공

02. 23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 연료봉 200만개 누적 생산

하나로에서 방사성요오드 미량 누출 사고

02. 28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 기본협약 체결

06. 09

미국 INL과 기술협력 약정 체결

02. 25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취임

08. 08

미국 ANL과 기술협력 약정 체결

03. 0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09. 05

제1회 혁신경진대회 개최

03. 13

한수원(주), 한국표준형원전(KSNP) 해외용 명칭 OPR-1000
으로 변경

09. 12

한·미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샌디에이고) 개소

04. 0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시간 원격 원전감시 및 처리 시스
템 NSIS 구축

09. 28

칠레 원자력위원회(CCHEN)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04. 22

울진 6호기 상업운전 개시

09. 29

프랑스 CERCA와 원자력기술협력약정 체결

05. 19

신고리 1, 2호기 착공

11. 04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ACPF) 운영
인허가 획득

08. 11

울진 5, 6호기 준공

12. 07

한·미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대전) 개소

08. 31

김시환, 한국원자력학회장 피선

12. 08

ATLAS 완공

09. 26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 승인

12. 14

웹진 ‘e-아톰’ 창간

10. 01

일본 JAERI와 JNC 통합,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출범

12. 29

핵융합연구센터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11. 02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지역으로 경주시
최종 확정

12. 31

연구로 2호기 해체 완료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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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2006

연구소 관련

2007

기타

01.

연구소 생산 평가핵반응 자료 「국제표준 평가핵자료집」 등재

01. 30

제254차 원자력위원회,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결

과학기술부 제25대 장관 김우식 취임

02. 27

한국한의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와 3자간 학술연구교
류협정 체결

04. 02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의결

03. 30

핵융합연구센터 공식 출범

03. 06

방사선량평가용 고성능 신TLD소자 제조기술 산업체 이전

04. 15

러시아,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형 원전 기공

04. 28

신월성 1, 2호기 기공

03. 08

베트남 하노이기술대(HUT), 하노이과학대(HUS), 베트남방
사선원자력안전통제기구(VARANSAC)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06. 09

고리 1호기 3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 정지

03. 27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폐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기
관으로 이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분리

09. 14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준공

03. 28

한국원자력연구원 출범 기념식

09. 2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공식 명칭 '월성원자력환
경관리센터'로 확정

한·베트남 원자력개발협력양해각서 체결

04. 02

FTL 시운전 시작

11. 09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

11. 2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7개국 공동협정 서명

04. 11

11. 28

신고리 3, 4호기 착공

베트남 원자력 고위 정책자 초청 세미나 개최(~6.24)

11. 24

박창규 소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피선

프랑스 CEA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네덜란드 NRG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07. 21

과학기술부로부터 FTL 설치허가 취득

11. 28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04. 13

스페인 CIEMAT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12. 11

고리 1호기 10년 연장 운전 허가

07. 22

FTL 설치공사 착공

12. 12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변경

04. 16

그리스 DEMOKRITOS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05. 11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상호협력협정 체결

06. 0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도입

01. 23

정읍 방사선연구원,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02. 06

부시 미국 대통령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구상
발표

02. 0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경주 연락사무소 개소

02. 10

02. 10

제1회 전자빔이용기술워크숍 개최

03. 22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기공

03. 30

경주시와 양성자가속기사업 업무협약 체결
㈜선바이오텍, 제1호 연구소기업 지정

05. 09

경주시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급

냉중성자실험동 건설승인 취득

06. 01

KEDO사업 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

04. 14

연구윤리위원회 신설

06. 23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창립총회

04. 07

냉중성자실험공 착공

06. 2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동굴방식 처분 결정

04. 20

'2006 원자력체험전' 개최(~4.23)

06. 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개원

04. 21

베트남 달라트대와 양해각서 체결

10. 09

북한, 지하 핵실험(1차) 실시

04. 26

'2006 원자력 체험전' 대전 전시 개막(~5.10)

11. 18

05. 10

냉중성자실험동 기공

06. 1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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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8. 09

우라늄 시료 분실 공식 확인

08. 17

헤모힘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취득

09. 05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INR)와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09. 14

카자흐스탄 국가원자력센터와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09. 29

정읍 분소 방사선연구원 개원식
일본 CTC사와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10. 01

일본 원자연료공업주식회사(NFI)에 핵연료집합체 열수력시
험기술 1차 수출계약

10. 30

미국 SNL과 공동연구협정 체결

11. 01

미국 ORNL과 원자력기술협력협정 체결

11. 08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준공식

11. 22

중앙 119구조대와 원자력재난 공동대응 및 기술개발 양해각
서 체결

12. 14

러시아 생의학연구소(IBMP)와 연구기술 협력양해각서 체결

12. 14

12. 26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

07.

12.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추진계획 확정

중성입자빔가열장치 세계 최장 300초 연속운전 성공

07. 09

바로바로원전기술지원센터 출범

07. 12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IAEA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
스 개최

07. 14

제3차 세계원자력대학(WNU) 여름학교(SI) 개최(~8.24)

07. 15

GAU-Radioanalytical(National Oceanography Center,
Southampton, UK)과 방사선지표핵종분석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MOU 체결

07. 23

IAEA 지정 RT 국제협력센터 현판식

07. 26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WTRF) 준공

08. 27

연구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역협의회 구성

09. 03

원자력안전문화 확립 임직원 결의대회

제1회 한국원자력연구소장배 어머니 탁구대회 개최

10. 01

OECD/NEA SERENA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12. 15

고온·고압열수력실험장치 VISTA 준공
미국 INL과 NGNP 차세대원자로개발 참여 계약 체결

10. 30

HANA 피복관 상용 원전(영광 1호기) 첫 시범 장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른 연구소
방사선비상계획 최초 승인 취득

11. 08

연구로 1호기 보존 검토회의, 연구로 1호기 원자로 보존 결정

12. 15

11. 28

제17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양명승 취임

12. 19

한전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11. 29

하나로 노심 전체 국산 핵연료 장전 완료

12. 22

ATLAS 열수력종합실험 최초 성공

12. 22

대덕특구 최우수 기술이전 전담조직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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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2008

연구소 관련

02. 28

새빛연료과학동 대상 연구소 최초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실시

01. 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개교

03. 20

이명박 대통령 연구소 방문(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02. 25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03. 25

공공기술연구회 산하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로 연구소
소속 변경

02. 29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및 장관 김도연 취임

04. 08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에게 한국형 우주식품 공급 및 우
주종자 실험 수행
영국 맨체스터대와 기술협력협약 체결

05. 06

미국·러시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05. 01

하나로 냉중성자원시설계통 설치 시작

05. 16

캐나다 AECL, RI생산 원자로개발계획 중단

05. 27

미래원자력연구개발대토론회 개최.
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으로 소속 변경

05.

처분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CFM) 협약체결(스위
스 Nara GTS)

05. 25

북한, 지하 핵실험(2차) 실시

01. 21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 사업 KOPEC과 공동 수주

12. 27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플랜트(4기) 수주

02. 14

요르단 JRTR사업 RFP 공식 접수

02. 18

원전 안전등급 제어기기 인허가 획득

02. 18

8인치 Si 반도체 중성자 도핑기술 개발

03. 03

HANA 피복관 상용 원전(영광 1호기) 1주기 연소 완료

03. 11

한승수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04. 11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윤철호 취임

04. 15

연구소 50년사 출판기념회, 서프라이즈 원자력 체험전

KSTAR 첫 플라즈마 발생 성공

05. 11

IAEA 안전조치국 사무차장(DDG) ACPF 시설방문 및 협력
협의

05. 28

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06. 01

그리스 GRR-1연구로 설계개선 사업 정식 착수

06. 03

ITER 핫셀 구축 설계검토 기술수출완료

06. 16

CNS IPA 설치

06. 29

말레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7.

제2호 연구소기업 서울프로폴리스(주) 설립

박창규 박사, 제19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취임

한국전력기술(주), (주)대우건설과 해외 연구용원자로시장
공동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06. 19

제1회 원자력수소워크숍 개최

07. 07

세계원자력대학(WNU) 하계 연수과정 개최(~7.11)

07. 01

IAEA 통합안전조치(IS) 발효

08. 1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정부 과학기술기
본계획 및 출연기관 육성 활용 정책 간담회)

07. 04

양명승 원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피선

08. 18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성자 여름학교 개최(~8.23)

08. 0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취임

08. 24

'2008 국제 파이로프로세싱학술회의' 개최(~8.27)

08. 27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발표

08. 26

남아공 원자력연구개발공사(NECSA)와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09. 04

JAEA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약 체결

10. 03

IAEA, 국제내진안전센터(ISSC) 설치

09. 0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장업무보고 개최.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 공청회 개최

12. 22

제255차 원자력위원회,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장기추진계
획' 의결

10. 02
10. 03

05. 21
06.

08.

2009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에 이익환 취임

08. 06

한승수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정읍분소)

08.

KAERI-TINT 연구로 기술협력 MOU체결

09. 03

냉중성자 최초 생산

정읍 첨단과학관 기공

10. 08

헝가리 과학원장 연구소 방문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터(SCK-CEN)와 협력협약 체결

11. 01

태국 TRR-1 연구로 계측제어계통 개선 자문사업 계약
(26개월)

12. 04

요르단연구용원자로(JRTR) 수출

핵물질 반출입 및 방사선탐지시스템 설치

기타

01. 03

05. 28

10.

606

기타

11. 14

국립과천과학관 원자력상설관 개관

12. 17

원자력수소협의체 결성

11. 27

냉중성자실험동 준공

12. 28

RFT 실용화센터 입주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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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2010

01. 01
01. 11
02.
03. 18
03. 30
03.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와 단열암반 수리시설 특성의 불확
실성 정량화기술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체결(USD100,000)

12. 27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취임

2011

요르단과 JRTR사업계약 체결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

04. 21

정운찬 국무총리 연구소 방문

04. 23

카자흐스탄 대통령 연구소 방문

04. 26

NEA 주관 국제핵데이터컨퍼런스(ND2010) 개최

05. 31

경주시와 양성자가속기사업 업무변경 협약체결

06. 09

요르단 JRTR 사업수행을 위한 KAERI와 대우건설 사업협약
서 서명
요르단 KAERI 현지 사무소 등록
노심용융물·구조물반응 실험시설(VESTA) 구축

2012

남아공 DIPR 연구로 사업 사전자격심사 참여요청서 접수

03. 16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와 자연전위차를 이용한 단열암반
지하수유동 특성화기술 수출계약 체결(USD120,000)

03.

04. 13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착수, 양국정부 서명 및 1차 운
영위원회 개최

06. 07

한·불 원자력발전기술 협력포럼(서울)

05. 04

하나로 대상 최초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07. 25

원자력안전법 제정

05. 11

SMART ECC 성능 및 원자로유동 검증시험 성공종료

10. 17

제7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서울)

07. 13

하나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10. 26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07. 25

인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연구소 방문

10. 26

원자력안전위원회 초대 원장 강창순 취임

07. 30

요르단 JRTR 건설허가 신청

11. 07

제31회 원자력산업 세미나(서울, 11.07∼8)

09. 29

APR+ Full Scale 3-FA 횡유동시험 성공

11. 21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2~’16년) 확정

11. 22

녹색원자력봉사단 창립

12. 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박윤원 취임

12. 01

한국형우주식품 9종 우주식품인증 획득

12. 01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로 명칭 변경

12. 19

국제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NWAL) 총량분석분야
가입

12. 31

VISTA-ITL을 이용한 SMART SDA 종합효과실험 완료

12. 31

SMART 핵심재료 조사특성시험기술 개발 및 하나로 조사시
험 완료

01. 01

하나로 운영시스템 전산화 완료

02. 14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협약체결(교과부, 부산시, 기장군, 연
구원)

03. 27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4개국 공동협력사업 합의

02. 24

소듐열유체 1단계(STELLA-1) 검증시험시설 완공

03. 19

201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03.19∼21)

03. 26

요르단 국왕 과학기술특사 및 원자력위원장 연구소 방문

07. 10

원자력통제기술원장에 최영명박사 취임

03. 28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연구소 방문

09. 01

정연호 원장 제25대 원자력학회장 취임

05. 15

방사선기술 분야 IAEA 협력센터 지정

11. 02

원자력시설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수립(원자력진흥위)

05. 16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 발족

11. 26

한·영 원자력발전기술 협력세미나(서울)

06. 25

말레이시아 TRIGA PUSPATI Reactor(RTP) 계측제어계통
개선사업 계약체결

12. 23

한·IAEA Enhanced Cooperation 체결

08. 01

요르단 JRTR 사업 공식 착수

08. 02

방사선조사식품 검지기관 지정

08. 27

OECD/NEA 사무총장 연구소 방문

08. 31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7. 04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

원전 테러방지시스템(VIPEX) IAEA 제공

08. 0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8. 16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IAEA URF Network(지하처분연
구시설 네트워크) 정규멤버 승인

08. 30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성과한마당 2012’ 개최

09. 15

방사능검사 및 평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MOU 체결

11. 07

양성자가속기 이용자협의회 발족 및 기념워크숍 개최

12. 04

핵연료소재기술 산업체 이전(기술료 100억 원)

12. 06

JRTR 제한공사 승인(LWA, Limited Work Authorization)
획득

12. 3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종료 및 사업단 해산

08.
09. 04

SMART 1/5 ECC 성능시험장치(SWAT) 준공

11. 01

냉중성자 연구시설 준공식

11. 01

국제 하나로심포지움 개최(11.01∼02)

11. 28

제18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정연호 취임

12. 14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 추진계획 양국정부 합의

12. 30

PRIDE시설 구축을 위한 변환시설의 규제해제 교과부 승인

기타

02. 09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방사선연구시설 준공

IAEA 사무총장 연구소 방문

07.

08. 31

연구소 관련

핵연료집합체 수력종합성능시험시설(PLUTO) 준공

04. 20

06. 17

608

냉중성자 실험시설 운영 시작

기타

12.

03. 11

02.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따른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점검실시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12~’16년) 확정

SMART 종합효과실험장치(SMART-ITL)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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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구소 관련

01. 01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착수

02. 12

북한, 지하 핵실험(3차) 실시

01. 15

요르단 원자력규제위원장 연구소 방문

02. 25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01. 31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 1단계 연구 완료 및 2단계(’13
∼’17년)계획 승인

03. 22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03.

2014

기초기술연구회 제161차 이사회, 경주 분원 설치 승인

04.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대 위원장 이은철 취임

04. 02

네덜란드 OYSTER사업 사전자격심사 통과

04. 17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최문기 취임

04. 03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와 화강암반지질특성 및 용질이동
특성화기술 수출(USD200,000)

05. 21

제8회 한·불 원자력산업세미나(프랑스 파리)

04. 21

원자력수소협의체, 미국차세대원전계획(NGNP) 산업체연합
MOU체결

10. 04

한·영 원자력산업기술협력세미나(서울)

04.

국내 고유 피복관 소재기술의 국제특허분쟁(7년) 최종 승소

10. 28

제32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일본 도쿄∼11.03)

05. 09

RI-Biomics센터 준공 및 산·학·연이용자 협의회 구축·
운영

06. 27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 CRADA II-A(’13∼’14년)계약 서명

07. 01

미국 INL과 KJRR U-Mo핵연료 검증시험 공동연구개발협력
협약체결

07. 11

양성자가속기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07. 22

양성자가속기 빔 서비스 착수

미국과 벨기에에 원심분무 U-7Mo 핵연료 분말 100 kg 공
급완료

01. 03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에 이종인박사 취임

01. 27

제19대 한구원자력연구원장 김종경 취임

06. 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출범

02. 24

원심분무 U-7Mo 핵연료분말 100 kg 미국, 벨기에 공급
완료

07. 16

미래창조과학부 제2대 장관 최양희 취임

02. 25

국제 물리적 방호 자문서비스(IPPAS) 수검

08. 24

제19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캐나다 밴쿠버, 08.24∼28)

02.

MgB2 초전도 선재기술 ㈜삼동에 기술이전

09. 01

장문희 박사 제27대 원자력학회장 취임

02.

KJRR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11. 04

내부피폭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03. 03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소 방문

12. 23

NRC에 APR1400 표준설계 설계인증 신청

03. 06

말레이시아 RTP 계측제어계통 개선사업 준공식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핵물질 수출입요건 확인요령 제정

04

국내 최초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착수

04.

격납건물건전성 평가실험동(LIFE) 준공

06. 11

ITER TBM 프로젝트 구조재 RAFM합금(ARAA) 개발 성공

06. 30

PRIDE용 장치설치 완료 및 핵물질사용 인허가 획득

06. 30

요르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연구소 방문

07. 11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 원자력체험관 개관

09.

증기발생기 부식억제기술 EPRI 수출

OECD/NEA Mo-99 국제공급 6대원칙이행 공동성명서 미
래부 장관서명

10. 02

WCI센터, 신개념 방사선발생장치 개발

10. 13

요르단 훈련생 기초교육훈련과정 개설(10.13∼11. 28)

IAEA 사무총장 연구소 방문

10. 20

아제르바이잔 첨단통신기술부 장관 방한 시 연구로 기술협
력 협의

11. 13

CTBTO와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시설의 Xe방출저감에 관한
협약 체결

10. 28

사우디 신재생에너지연구원장 연구소 방문

11. 18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준공

11. 03

네덜란드 OYSTER사업 계약 서명식(한-네 양국 정상 참석)

11. 25

말레이시아 RTP 계측제어계통 개선사업 시운전 종료

11. 21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 파이로분야 원자력기술이전
(NTT) 양국정부서명(5차 운영위원회)

11. 28

에디오피아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소 방문

11. 24

OECD/NEA 사무총장 연구소 방문

12. 10

KAERI-K.A.CARE 간 MOU 체결

11. 28

KURT 2단계시설 준공

12. 30

미래부-농식품부 방사선기술이용 농생명분야 활성화 MOU
체결

12. 30

제3호 연구소기업 ㈜듀켐바이오연구소 설립

08. 15

요르단 JRTR 건설허가 획득

09. 12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 개관식

10. 15

12.

원자로하부 표면보수신기술 ASME 국제표준 Code 등재
(CC N-840)

12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부지 상세조사 및 지반 안정성해석
완료

기타

01. 24

MARS-SIM(시뮬레이터 MARS) 미국 WSC에 수출

0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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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Years Histo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연표

연구소 관련

2015

중수로감속재실험장치(MCT) 구축

01. 06

북한, 지하 핵실험(4차) 실시

02.

콜마BNH(주) 연구소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

04. 28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서울)

03. 03

한·사우디 SMART 공동파트너십 구축 양해각서 체결

04. 30

제3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서울)

03. 04

사우디 K.A.CARE와 공동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06. 29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 정부제출

하나로 건물 내진구조 보강 공사 착수

10. 05

2017

원자력진흥위,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네덜란드 OYSTER 2단계 사업 계약 체결

02. 24

미국 INL ATR에서 KJRR U-Mo 핵연료 조사시험 종료

03. 06

요르단 JRTR 운영지원 계약(약 1.5년)

05. 10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03. 17

제20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취임

06. 19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퇴역

03.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1차 프로젝트 성료

07. 26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

03.

열수력계통안전해석코드 SPACE 인허가획득

07.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장관 유영민 취임

04. 04

OECD/NEA 사무총장 연구소 방문

09. 03

북한, 지하 핵실험(6차) 실시

04. 26

원자로건물 외벽 내진보강공사 완료

09. 01

김학노 박사 제30대 원자력학회장 취임

05. 22

대전시·유성구·연구소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10. 24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건설재개)에 따른 방침확정

국내 최대 국가교정기관 KOLAS 갱신 인정

10. 27

제33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서울)

05. 07

요르단 JRTR 시운전 착수

12. 22

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포럼(서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강화에 따른
하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취득

05. 31

제1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토크콘서트 개최

05. 18

06. 15

요르단 JRTR 시설양도(taking-over)

07. 23

SMART 요르단 도입타당성 조사 착수

미국 디아국립연구소와 암반수리특성화를 위한 시추공활용
기술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체결(USD125,000)

08. 01

요르단 JRTR 운영지원 공식 착수

08. 09

네덜란드 2차 PALLAS 사업 2차 입찰제안서 제출포기 결정

08. 01

요르단 JRTR 사업 KAERI 현지사무소 운영 시작

08. 05

베트남 VINATOM-KAERI 원자력협력에 관한 MOU 체결

09. 02

SMART 건설 전 설계(PPE)협약 체결

09. 03

UAE 원전수출을 위한 RMS연계 정상 및 사고 시 주민선량
평가 프로그램(URADOS, URGENT) 기술이전

10.
11. 09

SFR 고온설계평가프로그램(HITEP_RCC-MRx) 프랑스
(CEA)기술수출

11. 12

요르단 JRTR 운영허가 취득

11. 18

루마니아 원자력청장 연구소 방문

11. 28

IAEA 국제협력센터 재지정

수소분포 및 연소실험시설(SPARC) 구축

01.

천연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평가 기술이전(원안위)

04. 1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대 위원장 김용환 취임

12. 04

중국 란저우수의연구소와 동물용 백신공동개발을 위한
MOU 체결

02. 15

하나로 외벽 내진보강공사 착공

04. 20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04.20∼22)

12. 18

03. 10

ITER TBM 프로젝트 개념설계(CD) 승인

05. 11

KREDOS(한국사후방사선량평가 네트워크) 창립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구
소 방문

07. 25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 및 실
증 추진전략(안)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의결

12. 27

원전배관건전성 실증실험설비(FACTS) 구축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획득

12. 28

결정성장시스템 제작·운용 및 광자극발광물질 제조기술
이전((주)아림사이언스)

04. 14

여과배기성능 검증실험장치(ARIEL) 구축

08. 08

SMART 건설전설계(PPE)협약 관련 전략기술 수출통제 가이
드라인 제정

04. 21

JRTR 원자로 시운전 허가 획득(Hot Commissioning Permit)

09. 09

북한, 지하 핵실험(5차) 실시

04. 24

요르단 JRTR 최초 임계

10. 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성게용 취임

05. 24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초록공감’ 선포식

12. 02

방사선식품검역 소독처리기준 고시(검역본부 제2015-36호)

12.

2018

01. 25
01.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7~’21년) 확정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7~’21년) 확정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2차 프로젝트 착수

10.

03.

기타

02. 23

04. 22

06. 01

확률론적안전성평가전산코드 FTREX 수출 120만 불 달성

04. 07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종합준공식

01. 0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대 위원장 강정민 취임

05. 0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소 방문

03. 26

문재인 대통령, UAE 바라카원전 1호기 준공식 참석

05. 05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 연구소 방문

제4호 연구소기업 아큐스캔 설립

05. 31

㈜삼동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1 ㎞급 MgB2 초전도선 개발

04. 25

2018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04.25∼27)

09. 12

중수로 압력관 감시시험기술 협력을 위한 MOA 체결
(Kinectrics)

06. 28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실천결의대회

05. 08

한·일 원전 안전 및 해체포럼(일본 도쿄)

09. 16

요르단 JRTR 정격출력 5 MWth 도달

08. 2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 분석·보
존 관련 MOA 체결

06. 15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09. 30

SF 운반·저장용기 KORAD21 안전성입증시험 완료

08. 29

KAERI-(주)오르비텍 중성자 계측 반도체센서 국산화 추진
상호협력 협약체결

06. 26

세계원자력 차세대 인재양성 하계대학(∼08.03, 경주)

핵연료집합체 구조성능 종합시험시설(FAMPEX) 구축

08. 31

NWAL SIMS 입자분석분야 가입

06. 27

2018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서울, 06.27∼29)

요르단 JRTR 시운전 완료

10. 31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준공식

07. 10

원자력통제기술원장에 김석철 취임

11. 08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원전 고정밀 다차원 열수력 해석 소프
트웨어(CUPID) 사용권 협약 체결

09.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진규, 제62차 IAEA 정기총회
참가(09.17∼18, 비엔나)

12. 27

한국수력원자력과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 공동 추진 협
약’ 체결

09. 18

원자력산업계, 기후에 대하여 단호한 행동 촉구(세계원자력
협회, 런던)

09. 28

USNRC APR1400 표준설계승인서 취득

08.

0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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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02.

03. 15

2016

기타

11. 1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소 방문

12. 07

요르단 JRTR 준공식

12. 22

국가방사선기기팹센터 준공식 및 첨단방사선연구소 10주년
기념식

04.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 제3단계 연구범위 승인(8차 운
영위원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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