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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직접처분주기도와
4세대핵연료주기도, 해외재처리주기도



AREVA에대한개요

• 핵연료싸이클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핵연료싸이클관련 세계1위)
• 전기 송-배전관련 세계 3위



프랑스라하그재처리시설개요

l 프랑스 노르망디의 Cortentin 반도 서쪽 끝.(쉘브
르에서 20km 서쪽)

l 면적 : 300ha

l 종사인원 : 5000여명.(AREVA 직원 3천명 포함)

l 프랑스 최대의 핵재처리 시설단지

l UP2와 UP3의 두개의 시설

l UP2 : 
£ 1966년 운전개시(GCR 가스냉각로용).

£ 1976년 LWR 용으로 개조(UP-400)

£ 1994년 PWR 용으로 개조(UP-800)



프랑스라하그재처리시설개요

l UP3 : 
£ 1989년 국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목적으로 운전개
시

£연간 800tHM 을 재처리 할 수 있으며, 건설비의 50%
는 일본이 나머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가 지불.

£운전개시후 10년동안 일본과 유럽의 위탁재처리만 수
행. (프랑스,독일,일본,스위스,네델란드,벨기에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l 라망쉬중저준위핵폐기장이라하그 재처리시설
과 붙어있음.(현재는 포화)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과정



사용후핵연료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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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팰릿의처리



사용후핵연료유리화및
임시저장



현재의사용후핵연료저장방식



The Status of 
NPPs in Korea

• 20 NPPs are Operating.

• New 8 NPPs have been 
completed until 2016.

• And another new 2 NPPs 
have been completed until 
2020.(APR 1400)



CoRWM의가치기준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문제흐름도



우리나라사용후핵연료현황
2005.12. 현재

시설명 방식 핵연료유형

저장용

량

(MTU)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톤(MT

U)
다발

현용량

유지

저장능

력 확

충

고리

1호기 습식 14×14 PWR 164 130 371

2008 2016

2호기 습식 16×16 PWR 313 273 696

3호기 습식 17×17 PWR 840 676 1,660

4호기 습식 17×17 PWR 420 396 936

소계 1,737 1, 475 3,663

영광

1호기 습식 17×17 PWR 420 376 892

2008 2021

2호기 습식 17×17 PWR 420 360 848

3호기 습식 16×16 PWR 209 194 472

4호기 습식 16×16 PWR 209 200 488

5호기 습식 16×16 PWR 219 73 176

6호기 습식 16×16 PWR 219 47 112

소계 1,696 1,249 2,988

울진

1호기 습식
17×17 

PWR
404 318 736

2

0

0

8

2

0

1

8

2호기 습식
17×17 

PWR
382 325 755

3호기 습식
16×16 

PWR
209 155 376

4호기 습식
16×16 

PWR
209 125 304

5호기 습식
16×16 

PWR
219 26 60

6호기 습식
16×16 

PWR
219 0 0

소계 1,642 949 2,231

월성

1호기 습식 CANDU 2,041 687 36,380

2

0

0

6

2

0

1

7

1호기 건식 CANDU 1,690 89,100

2호기 습식 CANDU 706 645 34,080

3호기 습식 CANDU 706 642 34,008

4호기 습식 CANDU 706 623 32,908

소계 4,960 4,287 192,396

총계 10,035 7,960 201,278



국가에너지위원회

대통령(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
장)

본위원회 [ 당연
직 7 / 위촉(시민
단체 5 /  산학연

11) ]

에너지정책전문
위원회(20인)

TF

에너지기술기반
전문위원회(15인)

자원개발전문위
원회(15인)

갈등관리전문위
원회(15인)

원전적정비중TF
사용후핵연료공

론화TF

• 에너지기본법에의거 설치
• 국가에너지위원회는다음 사항을 심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변
경, 이행 여부
•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사업의 조
정,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의 예방 및 해소
• 그 밖의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정
책 사항에 관한 것

• 본위원회는 시민단체 참가를 의무화(5
명)
• 본위원회 1년에 2번 정도 주기
• 전문위원회 1달에 1번 정도(위원회 마
다 다름)
• TF는 1달에 2번 정도 주기로 회의가
열림.



그간우리나라의폐기물정책
원자력위원회결정사항중심

제220차

(‘88. 7)

● 95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97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

설 건설

제247차

(‘97. 6.13)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

●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결정시까지 중간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규

모, 방식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며,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별로발전소 내에임시저장

제249차

(‘98. 9.30)

●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 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및 관련연구시설수용

제253차

(‘04.12.17)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우선 추진하되,

2008년까지완공하여운영

●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

여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

되, 충분한토의를거쳐 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



핵산업계의핵발전추이 전망과
4세대적용에따른 사용후핵연료감소전망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현황





국내쟁점 1 : 사용후핵연료재처리

l 변수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GNEF의 참여의
사, Pyroprocess 기술

l 세부 쟁점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부피 및 독성 절감?

£재처리를 통한 후행핵연료주기 완성.(우라늄고갈이후
원자력의 미래.4세대원자로 등)

£국내재처리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재처리(프랑스, 러
시아 등)



국내쟁점 1 : 사용후핵연료재처리

l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GNEF의 참여의사

l 세부 쟁점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부피 절감?

£재처리를 통한 후행핵연료주기 완성.(우라늄고갈이후
원자력의 미래.4세대원자로 등)

£국내재처리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재처리(프랑스, 러
시아 등)



국내쟁점 2 : 법률제도적정비

l 방사성폐기물관리법입법예고 중

l 주요 쟁점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의 분리(관리위원회 / 관리공
단 마련)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기금화?(10년유예?)

£산업자원부의 역할?

£재처리(재활용?)



방사성폐기물관리법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법주요내용



과학기술부의미래원자력종합
로드맵(안)

Shin-
kori#1,2

Shin-
Wolsun
g#1,2

Shin-
kori#3,4

Shin-
Uljin#1,2



과학기술부의미래원자력종합로드맵(안)



국내쟁점 3 : 공론화와국내여건

l ‘3000억+알파’로 문제를 풀었던 전례
£유치측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돈’의 문제로 이해

£반대측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신뢰’의 문제로 이
해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 필요

l 어떤 정책도 공론화로 풀어보지 못한 한계
£주요 정책은 대부분 ‘정권의 의지’문제로 추진/해결

£공론화 관련 연구(사회적 절차 등에 관한) 부족

£공론화가 사업’추진’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우려



국내쟁점 3 : 공론화와국내여건

l 반핵 운동 측의 적극적 대응책 필요.
£일단,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이슈화 필요

£변화된 여론 동향, 정치지형 등에 대한 파악 필요.

l 먼저 ‘불가능한’식의 선택사항을 제거하는 노력
필요
£엄청난 비용/미흡한 R&D정도 등에 대한 제대로된 검
토와 비판

£과학기술계의 관행적 연구 풍토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 문제의 이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