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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기획 사업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핵심인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은 

매단계마다 다수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하에 기술,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제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원자력 연구 내․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가 주관 수행하고 있는 

과제중 2001년으로 단계가 종료되는 3개 분야(원자력 안전/원자로 및 핵연

료/기초기반 분야)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차원의 

과제 기획시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안전분야의 4개 과제, 원자로 및 핵연료분야의 

2개 과제, 기초 기반분야의 2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기획

을 수행하 다. 또한 각 과제에 대해 첫째,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둘

째, 연구개발 수준 분석, 셋째, 연구개발 계획, 넷째, 연구결과의 활용을 주요 

기획내용으로 설정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파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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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분야내의 과제간 및 과제내 세부기술간 연계업무를 강화하고, 또한 기술

분석 등을 통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하 으며 과제기획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안전 분야

○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 개발

- 위험도 정보활용 기반기술 개발

- 국내 PSA 종합 DB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발전원별 환경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중대사고관리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개발

- 국내 원전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실험

-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 가압 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 원자로 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 핵심 노심 열수력 안전 특성 실험

-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 기술 개발

-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iii -

■ 원자로 및 핵연료 분야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 핵연료 원격제조 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특성 평가기술 개발

-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기술 개발

○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 노심설계 기술개발

-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 기계설계 기술개발

- 안전해석 기술개발

- 소듐기술개발

■ 기초 기반 분야

○ 원자력 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개발

○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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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of Nuclear 

Energy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The Mid and Long-term Nuclear R&D Progra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Korea's nuclear R&D capabilities since 

1992. Every planning step, many experts from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 make a plan the projects reflecting upon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next-phase planning 

for those projects which the R&D period of 3 to 5 years 

intermediate goals are ended in 2001. 

Also, in doing so, the project planning results made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building up the 

national long-term nuclear R&D program. 

Ⅲ. Scope and Contents

This study conducts projects planning for 8 projects. They are 

divided into 4 projects in nuclear safety field, 2 projects in reactor & 

nuclear fuel field, 2 project in basic & fundamental field.

The main contents and scopes in each projects contains ① 

R&D's necessity and aim, ② Technological level and depth, ③ 

Detailed R&D's plan, ④  R&D's resul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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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o enhance nuclear safety, profitability and environment 

friendliness of nuclear power use, inter-projects in the same field or 

inter-technologies in the same project were made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Also, the supporting priorities derived from technology 

analysis are considered when project planning is preformed.  

The results of project plann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 Nuclear Safety field

○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Technology

- Development of risk-informed appl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integrated PSA database and appl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low power, 

  shutdown and digital I&C systems

- Development of human performance analysis and advanced

  HRA method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grated risk estimation for

  various energy generating systems

○ Development of Optimal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nd Engineering Safety Features

- Development of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 Optimiz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domestic plants and validation experiments

- Closure of the unresolved safety issues and development of 

engineering safety features for the severe accident

- Improvem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computer code and 

development of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for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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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reactor

○ Development of Verification and Assessment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Safety

- Thermal-hydraulic integral effects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and modelling for advanced 

nuclear reactor systems

- Thermal-hydraulic tests for reactor core safety

-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best estimate integrated

  safety analysis code

○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hancing Component and 

Structure Integrity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 Inspection & diagnostics of NSSS component integrity

-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of the integrity of

  HWR pressure tubes

■ Reactor & Nuclear fuel field

○ Proliferation-Resistant Fuel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nuclear fuel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 Dry process fuel performance evaluation

- Dry process fuel core assessment

- Technology development for safeguards

- Radioactive dry process materia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 Liquid Metal Reactor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core design technology for 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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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 Development of mechanical structure design technology for 

  LMR

-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LMR

- Development of sodium technology

■ Basic & Fundamental field 

○ Nuclear 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Characterization 

and Improvement of Nuclear Materials

- Material fracture characterization and toughness improving 

technology development

- Assessment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remedial technologies in nuclear materials

- High temperature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diation damage in 

nuclear materials

○ Development of a Large Proton Accelerator for Innovativ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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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는 원자력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발

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엇보다 1992년부터 시작

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이 지대한 역할을 하 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배양된 연구개발 능력으로 인해 그간의 외국기술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기술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다. 

1962년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를 시작으로 40 여년의 원자력 역사를 

갖는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량 규모 기준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10

년을 신도약기로 상정하여 2010년경에는 발전규모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에서도 미

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방향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생

산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 결과 기초 연구분야, 방사선 및 RI 이용과 같은 비발전 

분야 등은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원자력 안전분야 역시 현재의 안전성을 한 단계 도

약시켜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획득,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원자력 산업

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차질 없는 수행이 필요하여,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장기적으로 수행되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수행 주기상 매 단계가 종료되어 

계획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가의 연구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에서 사전 과제기획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로 및 핵연료 분야, 기초기반 분야에 속하

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과제기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연구개발의 전

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세부 연구과제를 논

하기 앞서 연구기획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과제기획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에 관한 것으로, 기획 방향에 따라 연구분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

서는 시기별로 연구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분야를 선정, 연구수행의 효

율화를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 하여 원자

력 안전분야에 관한 기획 내용으로 구성하 다. 3장의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 개

발’, 4장의 ‘중대사고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5장의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기술 개발’, 6장의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기술 개발’은 모두 원자력 안

전성 향상을 위해 수행해야할 연구 과제인 동시에 향후 강화되는 안전규제 지침의 

충족에 필요한 기초적인 성격을 지닌 과제이다. 

특히,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위험도 정보 규제 적용 확대, 원자력 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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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범화, 독자적인 기술기준 및 관련 기술 확보 필요성 증대에 조응할 수 있도

록 기획 방향을 설정, 과제를 구성하 다.

7장의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과 8장의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개발’은 향후 20-30년 후에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핵비확산성 핵연료 및 원

자로 개발을 위한 분야이다. 2030년경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 분야는 국제 핵비확산 정책에 부응하여야 하는 바, 국제 원자력 무대

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 위주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9장의 ‘원자력 재료 내환경 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과 10장의 ‘양성자 기반

공학 기술개발’은 기초기반에 속하는 과제이다. 9장의 경우는 원전 수명 연장과 안

전 운전을 위해 요구된다. 이 분야의 기획은 인접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

제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으로, 본 과제의 경우도 안전 분야, 신소재 분야, 화력 발

전 분야, 나노 분야 등의 발전에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10장의 경우 양성자 가속기 및 이용장치의 개발이 NT, BT, ET, IT, ST, 

국방, 의료, 기초과학 등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기가 되므

로, 그동안 양성자 발생장치 경험을 토대로 2002년부터는 대형 가속기 프로젝트로 

기획하 다.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총사업비 1,28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계

획대로 종료되면 우리나라는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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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 원자력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o 과거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원자력연구개발이 ’92년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

획」의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됨.

  - 국가 주도로 수행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은 출범 이후 10년이 경과

  - ’97년 이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개편되어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등 사업분야가 다양화됨.

o 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에 지난 10년간 약 8,300 억원과 연인

원 5,000명(평균 500명/년)의 연구인력을 투입

  - 주요 성과로는 SMART 기본설계 완성, 연구로용 개량 핵연료 개발, 중수로

용 개량핵연료(CANFLEX-NU) 개발, 방사성의약품 개발, 자유전자 레이저 개

발 등이 있음.

  - 원자력연구개발 활성화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함.

o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역할 증대 전망

  - 제2의 원자력르네상스 도래가 전망되고 있음.

  -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원자력기술 주도권 확보 노력이 치열함.

o 이에, 지난 10년 간의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 향후 10년을 

대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21세기형의 새로운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전략이 필요함. 

■ ｢선택과 집중｣의 배경 및 필요성

o 국가의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설정과 추진 필요

  - 공급 위주에서 수요 공급 균형의 과학기술정책 추구

  - 소규모·다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연구개발 추진전략화

  - 단계별 역할분담에서 산·학·연 협동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변화

  - 평가와 통제 위주에서 자율과 책임 중시의 연구관리 방식 전환

o 지난 10년간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수행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의 요구와 원자력산업의 수요를 포괄하는 새로운 연구정책 설정 필요

  -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안전연구 및 비발전 분야 투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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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쟁력 제고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제한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극대화

o 21세기 원자력르네상스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미래 원자력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원자력산업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자

력 G5에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원자력연구개발 전략 수립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인문·사회과학계와의 연계 강화

o 국가 핵심전략 분야인 첨단기술(IT, BT, NT 등)과 원자력기술의 연계 및 접목 강

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1. 7)의 틀 내에서 「선택과 집중」(안) 도출

<원자력 5대 강국 (G5)>

o 5대 원자력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규모 측면(산업 투자)보다 원자력 수준 향상(연

구개발 투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 ｢선택과 집중｣의 목표 및 기본방향

o 국가 에너지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공급 기술 확보

  - 빈약한 에너지 부존자원 극복을 위한 가용자원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o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기술 확보

  - 국민의 체감 안전성 향상

  - 원자력안전 문제해결 센터로서의 역할

o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 첨단 의료, 산업 및 농업 기술개발 기반 제공

  - 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혜택의 일반화

  -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개선

o 국가 핵심전략기술(IT, BT, NT 등)과 원자력기술의 연계개발

  -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반 제공

  - 핵심전략기술 접목으로 원자력기술 역량 제고

o 원자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기반 확립·제공

  - 원자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 기반 제공

  -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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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미국과 상대 비교 (• : 2001년 현재 상황, ○ : 2010년 상황)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한국 (현재)

캐나다

중국

원
자
력
수
준

원자력 규모

한국 (2010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한국 (현재)

캐나다

중국

원
자
력
수
준

원자력 규모

한국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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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집중｣(안)

(1)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o 단기 (∼2006년) 

  - 중소형 원자로(SMART-P) 설계 완료 및 상용화 추진

  - 독자 기술소유권이 확보되는 신형핵연료 기술 개발

o 중기 (∼2011년)

  - 미래 원자력기술 표준을 선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수소 에너지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력기술 개발

(2) 원자력안전기술 개발

o 단기 (∼2006년)

  - 가동원전 안전현안의 독자 해결 능력 구축

  - 안전문제 해결 센터 역할 (Nuclear Safety Aid Center)

o 중기 (∼2011년)

  -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고려한 안전기술 개발

  - 신안전개념 개발

(3) 방사선이용 국민복지 기술 개발

o 「하나로」 활용시설 확충 및 이용기술 개발 

o 첨단 방사선/RI 이용기술 개발 및 산업연계 활성화

  -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4) 국가 핵심전략기술 연계 개발

o 양성자가속기 등 원자력시설 이용을 통한 NT·BT 산업화기술 개발 기반 제공

  - NT·BT 기술평가센터로서의 역할

o  IT 기술과 연계·접목한 첨단 원전계측제어 기술 개발 및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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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 및 원자력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기반 확립

o 원전 및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신기술 개발

  - 현장중심의 신기술 개발

o 원자력기술 수출 산업화

  -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수출 추진 등

■ 추진전략(안)

o 「선택과 집중」(안) 추진환경 정비

  - 연구소 자원(인력, 재원, 시설)의 집중 배분

  - 자율과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된 연구 수행체제 운

  - 목표지향적 연구 관리 및 주기적 평가 체제 운

  - 「선택과 집중」을 위한 개별 연구사업단 체제 운

o 「선택과 집중」(안) 추진방향

  - 기술수요와 추진환경 변화를 반 하는 주기적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 추진

  ․ 단기적 「선택과 집중」프로그램 : 단기적 수요에 부응하여  5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 중기적 「선택과 집중」프로그램 : 중기적 수요에 부응하고 10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

  ․ 「선택과 집중」 Pool : 장기적 「선택과 집중」프로그램으로 일정한 기반

연구를 추진

 - 산·학·연 간의 원자력연구개발 네트웍 구성

o 국가 핵심전략기술(IT, BT, NT 등)분야와 연계 강화

  - 양성자가속기 및 첨단방사선연구센터 등 연구기반시설의 확보 

  -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중심 네트웍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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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안) 추진방향

기초.기반 연구

선택과 집중 Pool

단기
중기

장기

연
구
자
원
투
입

2006 2011

단기적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

중기적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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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 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산업이 시작되던 ‘7-80년대와는 달리 사회의 발전

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단지 국내 원전의 고장, 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원전의 고장, 사고도 국내 사회의 원자력 수용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이제 국내에서 원자력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 

◦  원자력의 종합적 위험도 관리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원자력의 안전성을 타 발전원과 비

교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임.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기존에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은 보수적 가정에 근거한 결정론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지나친 보수적 가정의 사용 등으

로 인하여 원자력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음. 

◦  그동안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원자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들

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왔음. 근래에 들어 원자력계는 이와 같은 

원자력의 실제적인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원자력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원전의 위험도 관리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및 인적 요인(Human Factor) 평가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원전의 정량적 위

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큰 위협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을 도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체계

임.

◦  이와 같은 종합적 위험도 관리를 통하여 원전의 안전에 실제 위협이 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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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하여서는 좀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며, 반면에 원전의 안전에 실제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음으로 이를 통하여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

◦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도 정보를 원전의 규제, 설계 및 운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국내외의 원자력 산업계에

서도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원전의 운전 및 운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도입을 자발적으로 활발히 추진

하고 있는 상황임. 

◦  위험도에 기반한 원전의 설계, 운 , 규제 기술은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규 원전의 지속적 건설에 대비하여서도 국내에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임.

◦  원전의 위험도와 기타 여러 가지 발전원들이 갖는 위험도와의 비교 평가는 원

자력의 안전 목표 설정 및 국내 에너지 정책의 결정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다. 기술적 측면

◦  위험도 관리의 기본은 원전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서

는 원전의 설계, 운전 및 정비 등 원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하는 PSA 기술의 고도화가 가장 시급함.

◦  또한, 원전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원전이 갖는 고유 특성을 반 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아울러, 국

내 고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 개발

과 현재 원전의 안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간 오류의 정확한 평가 및 저감 

방안 도출 등도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임.

◦  원자력의 효율적 위험도 관리를 위해서는 원전의 위험도와 기타 여러 가지 발

전원들이 갖는 위험도와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적절한 안전 목표의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함. 

◦  국내에 원자력의 위험도 관리 체제가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관련된 규제 

체계 등 관련 법령 체제도 시급히 정립되어야 함. 

◦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서도, 위험도 정보 이용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까지 성능 기준 및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규제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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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PSA기술의 고도화 및 종합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 2단계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 위험도 관리를 실제 적용

하기 위한 기술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  최적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고유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 최적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위험도 관리 종합 DB 구축 

- 최적 위험도 평가 모델 및 활용 기술 개발

나. 단계별 목표

o 1 단계 (‘02 - ’04)

-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1단계 PSA 표준 모델 개발 (ASME Grade I+) 

 ․ 최적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국내 종합 PSA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신뢰도 자료 분석 체계 구축 

․ 원전 정지 및 이상사건 분석 방법 구축

․ PSA 정보 DB 시범 구축

-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1단계 내부사건 PSA 방법론 개선

․ 위험도 정보 활용 위험도 관리 기반 기술 개발

․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국내 인적수행도 DB 개발

․ 인적오류 분석 및 HRA 수행 기반 구축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요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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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가능한 지표, LCA DB, 위험도 평가 전산 체계) 

o 2 단계 (‘05 - ’06)

-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2단계 PSA 표준 모델 개발 (ASME Grade II+)

․ 위험도 관리 기술 시범 적용 

- 국내 종합 PSA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신뢰도 자료 분석 및 DB화 

․ 원전 정지 및 이상사건 분석 및 활용 

․ 표준 PSA 모델에 대한 PSA 정보 DB 구축

-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종합 위험도 평가 기술 

․ 정지/저출력 위험도 감시 기술 개발

․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인적수행도 향상 기술 개발

․ 차세대 HRA 및 인적요인 평가 체계 개발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상세 비교 평가 및 사회적 향 분석 

   (시뮬레이션 모델 및 상세 비교 분석 결과)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최적 위험도 평가 PSA 표준 모델 개발

- 위험도 관리 기술 시범 적용 

o 국내 종합 PSA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국내 원전의 신뢰도 자료 분석 방법 구축

- 표준 PSA 모델에 대한 PSA 정보 DB 구축

o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종합 위험도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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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인적요인 평가 체계  구축 

- 인적수행도 향상 기술 개발  

o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요소 기술 개발

- 국내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상세 비교 평가 및 사회적 향 분석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  국내에서도 94년 9월에 공표 된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과 현재 추진 중인 원자

력 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에서 정량적 안전 목표의 설정, PSA를 활용한 종합

적 안전성 평가 등 위험도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천명되고 있음. 

◦  또한,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서도, 위험도 정보 이용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까지 성능 기준 및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규제 

제도의 도입과, PSA기술의 고도화 및 종합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명시하

고 있음. 

◦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도 정보를 원전의 규제, 설계 및 운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국내외의 산업체에

서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원전의 운전 및 운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얻어

지는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도입을 자발적으로 활

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위험도 정보 활용에서는 국내 원전 고유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고유 신뢰

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자료 분

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정지/저출력 운전 모드에 대한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위험도 평가 

방법이 완전하지 않은 정지/저출력 운전 모드에 대한 위험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의 현장 이행에 따라 인적요인에 관련된 국내 

DB 구축이 필수적이며, 보다 정확한 인적오류 분석 및 수행도 평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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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류 원인의 분석과 직무복잡도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단기적으로는 HRA 수행을 위한 국내 표준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정

지/저출력 PSA 수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지/저출력 HRA 방법 개선이 시급

한 상황임.  

 (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①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현재 원자력 위험도 관리 분야의 기술 개발은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 

미국의 기술 개발은 NRC 주도 연구와 산업체 주도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NRC 주도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 첫 번째 방식

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는 안전 계통의 허용 정지 시간 변경,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가동 중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미 미국의 많은 원전이 이

와 같은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음. 두 번째 방식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안

전 계통관련 품질 보증 규정의 완화로 2001년도 8월에 최초로 미국의 South 

Texas 원전에 대하여 완화된 품질 보증 요건이 인가되었음. NRC는 위험도 

관리 분야에 있어 두 번째 방식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음. 세 번째 방

식은 미국의 원전 규제 법령인 10CFR50를 위험도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는 방

식으로 현재 이에 대한 예비 연구가 NRC 주도로 수행되고 있음.

◦  미국의 산업체 주도 연구 중 DOE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NERI-RIA 연

구는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임.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심층 방어 원칙 등 기본 안전 원칙을 위험도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새

로운 원전의 규제 및 설계 절차를 개발하고 있음. 즉, 원전의 설계 및 규제를 

처음부터 위험도 기반으로 수행하며,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 방어 등 

기존의 안전 원칙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산업체에

서는 이 기술을 남아공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PBMR 등 신형 원전의 설계, 규

제 등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추진국가들과 IAEA, OECD/NEA 등 원자력 관련 국

제 기구에서는 미국의 위험도 활용 추진 동향을 지켜보며 기본적인 위험도 관

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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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공통원인고장 DB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교환하여 피요

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국제공동연구인 ICDE 가 진행중에 있음. 또한 공통원

인고장은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이를 단순

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

내에서는 일차적으로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어떻게 PSA에 반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원전은 기본적으로 기기 신뢰도 DB를 운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신뢰도 DB를 보완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EPIX DB

를 구축하고 있음.

◦  Precursor 분석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간의 정

보 및 연구 결과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Precursor 

분석은 기존 발생하 던 사건을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하여 안전

성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PSA 정보 DB는 기본적인 PSA 모델 및 결과를 DB화하는 작업으로 일부 국

가에서는 규제 검증용으로 개발되고 있음. 앞으로는 산업체의 PSA 수행 결과 

및 위험도 정보 활용 결과를 검토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PSA 모델 및 결과는 

물론 보조자료까지 DB화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③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현재 위험도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산업체의 정지/저출력에 대

한 위험도 평가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의 확대 및 Outage 기간의 단축 추세에 따라 보

다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임.

◦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등과 같은 원전의 안전기능에 디지

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정량적인 

계통 신뢰도 및 위험도 향 평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 향후 활발

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임. 특히 세계 원전 주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제4세대 원전 개발에는 신개념의 디지털 계측제어 기법의 활용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술개발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임.

④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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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자력 산업의 위험도 관리는 Risk-Informed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

것은 기계적, 인적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위험도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인간신뢰도이며, 따라서 인적

요인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

◦  NRC 주도의 차세대 HRA 방법 연구가 BNL에서 지난 10여 년에 걸쳐 수행됨. 

현재는 개발된 방법의 적용 및 개선 연구가 진행 중임. 또한 OECD/NEA를 

중심으로 인적요인 및 HRA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Halden 연구소에서 발표한 향후 3년 간의 연구 계획에 따르면 인간공학 분야

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HRA 입력자료의 생산, 직무부하 평가 기술 개

발, 전자식 절차서 설계 관련 연구를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꼽고 있음. 

◦  신형 원전의 주제어실 설계에 있어서 인적수행도 분석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연

구 개발 분야임. VDT로 구성된 주제어실에서의 작업자 행위 특성 및 수행도 

향 평가는 장기적인 연구 항목으로서, 미국, 프랑스, 일본 및 Halden연구소

에서 연구가 진행 중임. 

⑤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현재 에너지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기술은 국제기구 (IAEA, OECD)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 아래 유럽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국제기구의 기술원천은 EC(European Commission)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수행한 ExternE(Extenalities of Energy) 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음. ExternE 프로젝트는 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한 에너지 외부 비용 추

정을 목표로 수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에너지원별 환경 향 분석 분야, 종

합 위험도 평가, 환경 외부 비용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대개의 유럽

국가들은 지정학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자국의 의사결정 분석 도구를 추

가하여 에너지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  IAEA 또는 OECD와 같은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은 회원국들의 현재와 미

래의 에너지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하

에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 분석도구들을 국제 공동 

연구(IAEA의 DECADES, 또는 B-GRAD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

젝트의 성격상 ExternE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단순 적용과 에너지 지표 개

발과 같은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개발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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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체계

세부 과제 연구 내용 세부 항목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PSA 
표준 모델 개발

 표표준 원전 PSA 모델 등급 평가 
 공통 원인 고장 및 인간 오류 향 상세 평가

 표준 원전 2 단계 PSA 모델 개정

위험도 평가 방법론 개선

 초기 사건, 다중 호기, 피동 계통 평가 방법 개발

 2단계 PSA 방법 개선

 화재 위험도, 외부 사건 평가 방법 개선

 CANDU 원전 위험도 평가 기술 개선

위험도 관리 기반 기술 개발
 SSC 순위 분류 체제 구축

 차등 품질 보증 시범 적용

 위험도 정보 활용 설계 기술 개발

국내 PSA 종합 DB 구
축 및 활용기술 개발

신뢰도 자료 분석 체계  구축

표준원전 기기 신뢰도 DB 구축

공통원인고장 DB 분석 체계 구축 및 자료 분석

배관 신뢰도 DB 분석 체계 구축 및 자료 분석

원전 정지 및 이상사건 분석 
방법론 구축

Precursor 분석 방법 개발 및 분석

불시정지 원인 예측 방법 및 모델 개발

PSA 정보 DB 및 활용 S/W 
구축 

PSA 정보 DB 구축 및 검색 S/W 개발 

PSA 정량화 방법 개선

공통원인고장 분석, PSA 민감도 분석 S/W 개발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
술 개발

정지/저출력 1단계 내부사건 
PSA 방법론 개선

 POS 분류방법, 사고경위 및 초기사건 분석 방법 개선

 전이/종합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정지/저출력 1단계 PSA 모델 개발

위험도 정보활용 정지/저출력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초기사건 발생 저감 기술 개발

 발전소 배열관리 기술 개발

 정지/저출력 위험도 감시 기술 개발

 정지/저출력 비정상 운전 지침 개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기능수행 실패/유발 과도사건으로 인한 위험도 평가

 고장내구성 및 공통원인고장 평가 방법론 개발 

 디지털 계통의 안전기능수행 확률 평가 방법론 개발

 소프트웨어 신뢰도 정량평가 방법론 개발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인적 수행도 DB 구축 및 
직무복잡도 분석 방법 개발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 수행도 DB 개발 

 불시정지 인적요인 원인 분석 및 DB 개발

 직무복잡도 분석 방법 및 절차서 개선/설계 기술 개발

 직무복잡도 및 위험도 기반 교육/훈련 체계 개발

HRA 국내 표준 방법 개발  전출력 및 정지/저출력 HRA 표준 방법 개발

 HRA 지원 S/W 개발

 

차세대 HRA 방법 개발
 수행오류(Error of Commission) 분석 기술 개발

 진단오류 분석 기술 개발

조직 요인 평가 기술 개발  경험자료를 이용한 조직요인 DB 개발

 조직요인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발전원별 위험도 비교 분석 방법 
연구

 위험도 비교 지표 개발

 발전원별 위험도의 사회적 향 평가 방법 연구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국내외 발전원별 환경 위해 사례 조사

 LCA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개발

 국내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용 전산 체제 개발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상세 
분석 및 사회적 향 평가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상세 평가 및 비교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및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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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현재 위험도 관리 기술은 미국에 의하여 선도되고 있음.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처방적(Prescriptive) 규제 체제에서 위험도 기반 규제로의 이행을 추

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NRC와 산업체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

고 있음.  

◦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추진국가들과 IAEA, OECD/NEA 등 원자력 관련 국

제 기구에서는 미국의 위험도 활용 추진 동향을 지켜보며 기본적인 위험도 관

리 기술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나 위험도 정보 기술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추진 방향임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임.

①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현재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은 2001년 8월 미국의 South Texas 원전에 대하여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

여 안전 계통이지만 실제 원전의 안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기기, 계통

에 대한 품질 보증 절차를 완화하는 차등 품질 보증(Graded QA)을 승인하

는 등 단순한 점검 주기 연장과 같은 위험도 활용 차원이 아니라 규제 체

제 자체를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변경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의 산업체도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아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설

계 절차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는 위험도 정보 기반 규

제 및 설계로의 이행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②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외국에서는 기기 신뢰도 자료 DB화가 이전부터 수행하고 있어, 이미 여러 

현안 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외국에서는 공통 원인 고장, 배관 신뢰도, 케이블 노후화 등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신뢰도 자료 DB화는 OECD/NEA 등의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안전계통 고장이나 원전 정지 등의 주요사건에 대해 

Precursor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

처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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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EPRI의 Risk & Reliability Project, INEL의 SAPHIRE 개발 등

을 통하여, PSA 전산 체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위험도 정보 활용 및 규제 

목적 검증에 필요한 통합 PSA 전산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③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위험도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위험도 정보 활용기술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며, 미국내 

산업체도 정지/저출력 위험도관리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제

적으로 정지/저출력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COOPRA와 

같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OECD/NEA와 IAEA와 같은 국

제기구들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회원

국의 기술 개발노력을 지원 중임. 특히 미국 NRC의 ACRS는 정지/저출력 위

험도 평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곧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정성적인 

V&V (Validation & Verification)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OECD/NEA는 

Halden project를 중심으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임. 

④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HRA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HRA 

방법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또한 HRA 수행에 필요한 입력 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Halden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 노력이 진행 중임. 

◦  체계적인 인적요인 DB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NUCLARR, HCR 등 인적 수행도 DB의 구축이 진행되었으며, 

Halden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인적수행도를 분석하고 있음. 

◦  새로운 HRA 방법(NRC의 ATHEANA, EdF의 MERMOS, CREAM 등)의 개

발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정지/저출력 운전모드에서의 위험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

면서 정지/저출력 HRA를 위한 방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대표적인 것

으로 NRC의 ATEHANA 등이 있으며, Halden에서도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NRC는 차세대 HRA 방법인 ATHEANA를 개발하고(2단계 6년에 걸처 BNL

에서 수행) 현재 PSA 및 화재 분석의 HRA에 적용 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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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주제어실 인적 요인 평가 모델 및 수행도 DB 개발 관련해서는 

OECD/NEA에서 국제 공동 연구인 Halden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IAEA에서는 안전 문화 평가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안

전 문화 평가 및 향상 프로그램 (SCEP)을 수행하고 있으며, OECD/NEA에 

소속된 각 국에서는 조직 및 안전 문화로 인한 사건 정보를 조사하여 공유하

고 새로운 평가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⑤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하에 포괄적인 발전원별 비교 분석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

으며, 특히 비교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은 현재 OECD와 IAEA에서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기술원천은 EC(European Commission)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수행한 ExternE(Extenalities of Energy) 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음. ExternE 프로젝트는 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한 에너지 외부 

비용 추정을 목표로 수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에너지원별 종합 향 분석 분

야, 종합 위험도 평가, 환경 외부 비용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대개

의 유럽국가들은 지정학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자국의 의사결정 분석 도

구를 추가하여 에너지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IAEA는 국제 공동연구 형태로 1993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DECADES 프

로젝트, B-GRAD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

스 개발 및 보완과 아울러 발전원별 비교 분석용 전산 코드체계를 현재 갖추

고 있음.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의 결과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개도국

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ExternE 프로젝트의 복잡한 평가 방법을 

단순화한 것임. 

◦  ExternE 프로젝트 결과의 이용사례가 유럽에서 많아짐에 따라 특히 에너지 시

스템의 종합 위험도 평가 기술은 공인된 기술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으나 평가 

대상의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1995년 이 후에

도 ExternE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위험도 관리의 핵심 기술인 PSA 기술은 국내에서도 그 동안 국내 원전의 많

은 PSA 수행 경험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수행 기술이 확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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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국내 최대의 PSA 연구팀이 있으며 그 동안 

중장기 1단계를 통하여 국내 기기 신뢰도 DB 시범 구축, 위험도 활용 기술 시

범 적용 등 국내 위험도 관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왔음. 한국전력기술주식

회사도 독자 PSA 수행 능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산업체의 활동은, 일부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규제 기관 역시 위험도 

기반 규제에 대한 독립 검토 체제가 아직은 미비된 상태임. 

①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중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 지침서 최적화, 가동 

중 검사, 가동 중 정비 기술이 개발되었음. 또한 정비 규정을 표준 원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능 기반 규제를 위한 기초 연구가 수행

되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위험도 정보 활용에 적합한 수준의 PSA 모

델은 아직 개발된 바가 없음. 

◦  위험도 정보 활용 체제 측면에서는 안전목표 등 기본적인 안전규제기준의 시

안이 중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음. 그러나 실제 위험도 활용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위험도 증가 허용치 등 규제 관

련 사항의 기술적 근거 확보 및 실제 위험도 활용 기술 적용의 타당성 검

토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의 개발 등은 미흡한 상태임.

②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국내에서는 기기 신뢰도 DB 수집/분석 체제를 구축하고 몇 개 원전에 대해 

시범적으로 기기 신뢰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DB화하 으며, 모든 원전

의 정지 이력을 수집하여 DB화하 음.

◦  그러나, 현재 기기 신뢰도 자료는 일부 원전의 일부 운전 기간에 대해서만 

수집/분석되었을 뿐 지속적인 수집/분석 체계 및 활용 방안 등은 아직 수

립되어 있지 않음.

◦  PSA 정보 DB 중 기본적인 PSA 모델 및 결과를 DB화하는 작업은 일부 국

가에서 규제 검증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PSA 관련 정보의 DB화까

지는 수행되고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PSA는 모델 및 분석 자료가 매우 방대하므로 독립적인 검토가 

쉽지 않음. 따라서, 위험도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어 산업체의 P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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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 완화 신청 시 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PSA 

검증용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PSA 정보 DB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음.

◦  PSA 수행 도구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KIRAP (KAERI) 및 SAREX 

(KOPEC)의 개발로 PSA 수행을 위한 기본 전산 체제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들은 PSA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음.

◦  최근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PSA 전문가는 물론 현장 요

원도 다양한 PSA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를 위

해 통합화된 PSA 전산 체제의 개발이 필수적임.

③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 

각 국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 수준임.

◦  정지/저출력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는 국내에 정지/저출력 PSA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 인력이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부분충수 운전 열수력 검증 실험 장

치 및 코드 검증 인력도 일부 확보된 상태이나 그 저변은 취약한 상태임. 

◦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연

구 인력이 있으나 아직 기반이 매우 미비한 상태임. 그러나 디지털 계통 자체

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주력하고 있는 해외 기술개발 동향을 볼 때, 전체 원전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은 국내의 다양한 PSA 수행능력이 강점이 될 수 있음.

④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중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원전 안전에 미치는 인적 요인의 평가를 위해 

인지오류 분석 방법과 비상직무 수행도 분석 방법이 개발되었음.

◦  또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인적수행도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적

요인 DB 구축 및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확보되었음.  

◦  절차서 평가를 위한 절차 복잡도 평가 방법의 개발은 SCI 저널에 연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세계적으

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적 여건이 구축되었음. 

◦  인적수행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 1단계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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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행도 분석 자료와 경험을 통하여 절차서 개선, 훈련 프로그램의 변경 

등 수행도 향상 방향 및 기술에 대한 독자적 기술 기반이 확보됨. 

◦  국내에서도 사회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원자력 위험 관리 체계 및 제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PSR(Periodic Safety 

Review) 과제의 일부로서 조직 및 인적 인자 평가 기술 개발이 수행하고 있

음. 그러나아직은 실제 사고 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DB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 역시 미흡한 실정임. 

◦  정지/저출력 HRA는 광5,6호기 PSA에서 THERP을 기반으로 수행하 음. 

절차서 및 작업 관리 환경이 전출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개

발이 필요하나, 광5,6호기 정지/저출력 PSA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방법 개

발에 필요한 기술적 경험과 기술 수준을 확보함. 

⑤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국내에서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한 연구기관은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기술 연구원,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등이 대표적이지만, 에너지 

시스템의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는 수

행된 적이 없는 상태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LCA 개념과 관련한 연구는 1986년 환경부, 1987년 산

자부에서 각각 기법개발과 DB 구축방안에 대해 시도된 바 있으나 모두 중단

된 상태임. 

◦  현재까지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 (PSA)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수행되어 타 발전원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또한 연구의 특성상 주로 3단계 PSA 기법이 타 발전원의 안전성 평가에 적용

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3단계 PSA의 공식적인 수행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원간 전력 생산으로부터 배출되는 부산물은 매우 상이하므로 보건 

및 환경 향 평가에 있어 매우 상이한 시나리오와 분석 방법을 필요로 함.

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  에너지 발전원별 종합 안전성 평가 및 비교 연구와 관련된  기술수준은 상기의 

국내 기술 개발 동향에서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에너지 시스

템의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비교 평가 

기술수준은 EC가 수행한 공인된 ExternE 프로젝트의 수준과 비교할 때 10%

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는 비교 기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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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  현재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원자력 중장기 1단계의 “원자

력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기술이 일부 개

발되었음. 그러나, 원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험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도 관련 기반 기술 및 규정 등 국내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위험도 관리

o 발전원별 환경 위험도 평가 기술
o 위험도 정보 활용 규제 체제 1/2/3 단계 통합 S/W

o PSA 지원 S/W
o 1/2/3 단계 통합 S/W

수행도구

체계

o 위험도 관리 기술
o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 PSA 모델
o 정지/저출력 위험도 평가 기술
o 디지털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o 차세대 HRA 방법

방법론

o 국내 고유 종합 신뢰도 DB 
o 국내 인적 수행도 DB
o  PSA 정보 DB 

Database

o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 지침서
최적화

o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
o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시험
o 가동 중 정비
o Graded Q/A 
o 위험도 정보 활용 설계

위험도 정보 활용

그림 1. 위험도 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

◦  국내에서 종합적인 위험도 관리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① 위험도 평가 방법의 정립, ② 신뢰도 데이터의 

확보, ③ 관련 수행 도구의 개발 및 ④ 위험도 관련 규제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

함. 

◦  위의 4가지 요소 분야에서 요구되는 여러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 본 대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 세부 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①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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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③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④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⑤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위험도정보활용
기반기술개발

국내PSA 종합DB 구축및
활용기술개발

정지/저출력및디지털계통의
위험도평가기술개발

인적수행도분석및차세대
HRA 방법개발

발전원별종합위험도
비교평가연구

o국내고유종합신뢰도DB
o  PSA정보DB

o국내인적수행도DB

o PSA지원S/W
o 1/2/3 단계통합S/W

o위험도정보활용을
위한표준PSA모델
o 위험도평가기술개선
o 위험도관리기반기술

o정지/저출력위험도평가기술
o디지털계통위험도평가기술

o차세대HRA방법

Database

방법론

수행도구

체계

(위험도정보활용
규제체제연구)

그림 2. 위험도 관리 체계 관련 4개요소 분야와 세부 과제와의 연관 관계

①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o  원전의 위험도 관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정확한 위험도의 평가임. 정

확한 원전의 위험도 평가 및 비교를 위해서는 PSA 방법의 표준화와 활용대

상에 따른 적정한 PSA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따라서, PSA 방

법론의 표준화 등을 통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에 적합한 PSA 표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o  국내에 이미 PSA 수행 기술이 정립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설계 단계의 원

전에 대한 개략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준의 기술이었으며 위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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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초기 사건 빈도의 평가, 다중 호기의 향 평가, 화재 위험도 평가 

방법 및 2단계 PSA 수행 방법 등 방법론상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음. 위험도 정보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이들 분야의 연구가 필수적임. 

o  아울러, 위험도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된 위험도를 기반으로 위험도 저감 및 

유보 등 위험도 관리를 위한 여러 기술이 필요함.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성에 중요한 SSC(Structure, System & 

Component)와 중요하지 않은 SSC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 

②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o  특정 원전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전의 

고유 특성을 대표하는 신뢰도 자료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o  특히 PSA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원인고장 등 위험도 평

가에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태로서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원전 

PSA에 반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o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바가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이

들 사건이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 을 때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는 Precursor 분석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o  위험도 정보 활용 및 앞으로의 PSA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도 자료가 

필요함. 이중 차세대 원전 등의 PSA에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은 배관 등 피동 기기의 신뢰도 자료와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신뢰도 자료 

등임. 따라서, 우선 이번 단계에서 배관 신뢰도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확립

할 필요가 있음. 

o  원전의 PSA는 방대한 자료가 연계되어 평가되어지므로, PSA 수행 당사자

가 아니면 분석에 사용된 많은 자료들의 파악 및 활용이 쉽지 않음. 따라서, 

PSA에 사용되는 모델, 신뢰도 자료 및 보조 자료 등을 DB화하여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PSA가 원전의 안전성 관련 분야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효과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PSA를 좀 더 쉽게 수행하며, 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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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 해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산 도구의 개발이 요구됨.

o  또한, 위험도 관리 체제의 현장 도입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전문가가 아

닌 사람도 쉽게 현재 원전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산 도구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음.

③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o  근래에 들어 정지/저출력 상태의 위험도가 기존의 예측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도 정지/저출력 상태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분석 방법도 매우 복잡한 상황임. 따라서, 정

지/저출력 상태에 대한 위험도 관리를 위하여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제약점

을 극복할 수 있는 정지/저출력 위험도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o  국내의 정지/저출력 운전 모드에 대한 위험도 관리 기술은 규제에 의해 요

구되는 부분충수 운전 상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석 기술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위험도 정보 및 PSA 기법을 활용하여 정지/저출력 운전 모

드 중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o  근래에 들어 신규 원전에서는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

고 있으며, 또한, 가동 중 원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계측 제어 

계통도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로서는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④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o  인적 요인 기반 지식 및 국내 DB 구축 : 원전의 안전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적 요인임.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적행위에 대한 기반 

지식 및 국내 특성이 반 된 데이터가 필수적임. 따라서 국내 운전원의 특성

이 반 된 인적행위 기반 지식과 국내 인적수행도 DB 구축에 대한 연구 개

발이 필요함. 

o  인적 및 조직 요인 분석 기술 개발 : 원전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

한 것 중의 하나가 인적요인의 정확한 평가이나, 기존 HRA 방법은 불확실

성이 높아 새로운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잘못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으로 인한 수행오류(error of commission)를 분석할 수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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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HRA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됨. 또한 운전원의 직무 수행도가 

절차서의 복잡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절차서 직무복잡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아울러, 

조직요인에 대한 평가 기술 개발도 향후 연구개발 대상의 하나임. 

o  인적 수행도 향상 기술 개발 : 실제적인 인적 수행도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인적수행도 DB를 이용하여 절차서의 복잡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

의 개발이 필요함. 절차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직/관리 기술 개발 등 인

적오류를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수행도 향상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함. 

⑤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o  발전원별 이용에 따른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외부 향들을 비교하기 위

해서는 각각의 인자와 향 경로 및 그 결과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함. 따라서 일차적으로 환경 위해도의 관점에서 발전원별 도입에서 

야기되는 부산물의 보건 및 종합 위험도 평가를 수명 주기 분석 (Life Cycle 

Analysis)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과, 아울러 위험도에 대한 비교 가능한 공통

의 지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o  발전원별 보건 및 환경 향을 국내 실정에 맞게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원

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3단계 PSA 기법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전산 코드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o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및 비교 연구의 특성상 발전원별로 과학 기술 

자료 이외에 인문,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됨 

(발전원 자료, 연료 주기 분석 자료, 보건 자료, 기상, 지질, 농산물, 인구 분

포 자료 등). 따라서, 전산 코드 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이들 데이터를 가공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의 개발과 DB의 구축

이 이루어져야 함.

(2) 내용 및 범위

가.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o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PSA 표준 모델 개발 (ASME Grade I+)

  - 표준 원전 1단계 PSA 모델 등급 평가

  - 공통 원인 고장 및 인간 오류 향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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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원전 1단계 PSA 모델 개정

o 최적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초기 사건 빈도 평가 방법 개발

  - 다중 호기 향 모델 방법 개발

  - 2단계 PSA 방법 개선

  - 화재 위험도 평가 방법 개선

o 위험도 관리 기반 기술 개발

  - 위험도 기반 구조, 계통, 기기 순위 분류 체제 구축

나.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o 신뢰도 자료 분석 체계 구축

  - 표준원전 기기 신뢰도 DB

  - 공통원인고장 DB 분석체계

  - 배관 신뢰도 DB 분석체계 

o 원전 정지 및 이상사건 분석 방법론 구축

  - Precursor 분석 방법론 구축

  - 불시정지 원인 예측 방법 개발

o PSA 정보DB 및 활용S/W 구축

  - PSA 정보 DB 시범 구축

  - PSA 정량화 방법 개선

  - 공통원인고장 분석 S/W개발

다.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기기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o 정지/저출력 1단계 내부사건 PSA 방법론 개선

  - 발전소 운전상태 분류방법 개선

  - 사고 경위 분석  방법 개선

  - 초기사건 분석 방법 개선

  - 정지/저출력 PSA 효율적 수행 기술 개발

o 위험도 정보 활용 정지/저출력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초기사건 발생 저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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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배열관리 기술 개발

o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디지털 계통 기능수행 실패로 인한 위험도 향평가

  - 디지털 계통 고장내구성 평가 방법론 개발

  - 디지털 계통 공통원인고장 평가 방법론 개발

라.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o 국내 인적수행도 DB 구축 및 직무복잡도 분석 방법 개발  

  -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수행도 DB 개발

  - 불시정지 인적 요인 원인 분석 및 DB 개발

  - 직무복잡도 분석 방법 및 절차서 개선 기술 개발

o HRA 국내 표준 방법 개발

  - 전출력 HRA 표준 방법 개발

  - 정지/저출력 HRA 방법 개선

  - HRA 지원 S/W 개발

o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수행오류(Error of Commiss- ion) 분석 기술 개발

마.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o 발전원별 위험도 비교 분석 방법연구

  - 위험도 비교 지표 개발

  - 발전원별 위험도의 사회적 향평가 방법 연구

o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 국내.외 발전원별 환경 위해 사례 조사 

  - LCA 공정별 위험도 향 데이터베이스 개발

o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 국내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용 전산 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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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과제명 2002 2003 2004
총인원

(MY)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7.7 8.4 8.9 25.1

 국내 고유 종합 신뢰도 DB 구축 4.8 5.3 5.8 15.9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4.5 4.7 5.8 15.1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4.8 5.3 6.3 16.4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4.4 4.7 5.3 14.4

연간 총액 26.3 28.4 32.1 86.8

  

    나. 소요예산

과제명 2002 2003 2004
총액

(억원)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7.3 8 8.5 23.8

 국내 고유 종합 신뢰도 DB 구축 4.6 5 5.5 15.1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4.3 4.5 5.5 14.3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4.6 5 6 15.6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4.2 4.5 5 13.7

연간 총액 25 27 30.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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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및 체계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 수행: 

   본 과제는 연․산․학 및 규제기관이 긴 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기관별

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 내용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분담/수행함으로써 

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며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험도 평가체계구축
(KAERI)

- 체제: PSA 전산체제, 위험도
정보관리 시스템, RM 

- 방법: PSA 기술, RIR&A,
정지/저출력 PSA,
Digital I&C 평가 기술
인적/조직 평가기술,   

- DB : 불시정지, 기기신뢰도,
인적수행도 DB

위험도감소및최적화
(KAERI)

- 시스템신뢰도 향상및 최적화
• PSA 최적 평가표준 모델
•불시정지감소 기술
•기기 및계통관리 최적화
•정지/저출력배열관리 최적화
•위험도관리 기술

- 인적/조직수행도 향상

•절차서, 교육/훈련설계
•조직관리및 안전문화향상

- 위험도관리및 운전지원시스템

•위험도관리 시스템
• Risk Monitor, Trip Avoidance
•운전 및훈련지원시스템

규제요건및지침개발

(규제기관)

산업체활용

(산업체)

- 규제 요건및 지침개발

•안전기준치(Safety Goal) 

•MR 추진체계

•성능감시지표(PI) 개발

•위험도 기반의사결정
기준치개발

- PSA/PSR 수행

- Risk Informed 운전

•불시정지 방지, 이용률향상

• TS 최적화, RI-ISI, GQA 

•정지/저출력 배열관리

•수명관리 및연장

•교육/훈련 개선

- 조직 및안전문화 향상

•조직관리 개선

•정보관리 및이용 향상

그림 3. 위험도 관리 추진 체계

가.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는 국내 기관간의 협력이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체제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기관과 규제 기관의 

협동이, 기술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기관과 산업체간의 협동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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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는 선진국도 현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 연구에의 참여 및 선진국에의 인력 파견 등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한 요

소임.

나. 국내 PSA 종합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여러 국가간의 경험자료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방법

론 구축을 추진: 공통 원인 고장 분석 체제는 국내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인 ICDE Project에 참여함으로써 공통 원인 고장 

DB의 구축을 추진하며 배관 신뢰도 분석 체제는 국제 공동 연구인 OPDE 

Project에 참여하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기 신뢰도 자료 중 표준 원전 계열은 본 연구에서 DB화하며, 다른 호기

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직접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신뢰도 DB의 구축에는 한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본 과제에서 

한수원과의 긴 한 협조 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기기의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정지/저출력 위험도 평가는 이에 대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국립연구기관 등의 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정지/저출력 안전성 향상은 

산업체와의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이도록 추진.

◦  위험도 정보 활용 정지/저출력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 적

용 가능성을 고려해야함.

◦  디지털 계측 제어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에서는 국내 학계 및 미국의 연구기

관과 연계하여 연구 업무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서로 검증하여 보다 생산적

이고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생산하도록 추진. 특히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인 미국의 NRC와 OECD/NEA의 Halden project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인적 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  본 과제는 국내 인적수행도 DB를 구축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산업체 현장의 기본 자료 수집, 연구기관의 자료 분석 및 평가 방법 개발, 그

리고 학계의 기반 연구가 긴 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

함.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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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수행도 및 조직요인에 관련된 DB 개발에는 한수원의 협조가 필수적

이므로 본 과제에서 한수원과의 긴 한 협조 체제 구축을 추진. 

-  HRA 국내 표준 방법 개발에는 국내 PSA 수행 기관의 HRA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분석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함. 따라서 

관련 기관의 전문가 활용과 참여를 통한 표준 방법 개발을 추진. 

-  차세대 HRA 방법 개발 및 조직요인 분석에는 인지모델에 대한 기반 연구

이나 사회과학적 분석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학계와의 공동 

연구를 병행하여 과제를 추진. 

-  조직요인에 관련된 DB 개발에는 원자력 산업체 이외의 일반 석유화학 산

업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산

업체와의 업무 분담 및 협조를 바탕으로 과제를 추진.  

◦  인적수행도 DB개발 및 직무복잡도 평가 기술 개발 부분은 선도 기술 분야

의 하나로서 연구의 활성화 및 결과의 국제적 사용을 위하여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인적수행도 DB 개발은 NRC나 Halden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로서 Halden의 첨단 제어실 시뮬레이터 수행도 자료와 

비교 평가 및 인적요인 DB 구축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  절차서 직무복잡도 평가 방법 개발은 절차서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서 평가 및 설계에 많은 관심이 있는 

NRC를 포함한 규제기관과 OECD/NEA 등과 국제 기술 협력을 추진. 

마.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

◦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한 전산체계 구축

-  에너지 시스템의 종합 위해도 평가용 전산 체계는 외국의 검증된 전산 코

드 (EcoSense 소프트웨어 예정)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수

정하는 방법으로 구축하고자 함. EcoSense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럽지역을 

평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 지질 및 지형 

정보, 인구 도, 농작물 경작 상황, 기상 정보 등 상당 부분의 수정이 기본

적으로 불가피함.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기관 (EcoSense의 경우 

Stuttgart 대학) 또는 제공 기관과의 공동 수정 작업을 통하여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LCA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는 현재 일본의 전력경제연구소 센터, 스위스의 

PSI, 미국의 Carnegie Mellon 대학의 GSiA 등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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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력으로 개발되어야 함. 

◦ 학계 또는 산업계 위탁 연구를 통한 DB 개발

-  에너지 시스템의 종합 위험도 평가를 위한 DB는 연구수행의 효율성과 수

집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이외의 타 발전원에 대한 자료의 

취득을 학계 또는 산업계 위탁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감한 

자료에 대한 자료 제공기관의 기피 현상이 예상되므로 입수 가능한 관련 

산업계로의 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  본 연구의 목표는 체계적인 위험도 관리를 통하여 원전 안전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향

상에 기여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원전의 경제

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① PSA 기술 고도화와 국내 PSA 종합 DB 구

축 및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를 통한 국내 위험도 관리 체제의 구축,  ② 디지

털 계측 제어 계통의 위험도 평가 등 국내 고유 현안 해결, ③ 인적 요인의 향

상을 통한 원전의 안전성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연구 결과는 ① 위험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화 등 산업체의 불필요

한 부담을 절감하여 원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② 규제 관련 규정

을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의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등 연구 결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전력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체계의 

구축으로부터 수행되는 에너지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의 비교 평가 결과들은 

원자력에 대한 편향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원자력이 지속가능

한 개발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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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용방안

◦  본 연구의 목표는 체계적인 위험도 관리를 통하여 원전 안전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향

상에 기여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원전의 경제

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① 규제 기관, ② 산업체 및 ③ 향후 환경 변화에 대비

한 기반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본 과제에서 생산될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음. 

① 규제 기관

o 규제 체제 구축

-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에서 개발되는 PSA 표준 모델은 규제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PSA 표준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초기 사건 빈도 평가 방법, 다중 호기 향 평가 

방법 등 여러 개선된 위험도 평가 방법은 향후 모든 위험도 평가에 있

어 불확실성이 감소된 최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 위험도 정보에 

기반한 규제의 합리화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  PSA 지원 S/W와 PSA 정보 DB는 규제 기관이 쉽게 위험도 정보 활용

에 대한 독립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수 있는 항목임. 이

를 이용하여 심사 및 검사 등 제반 규제 활동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정량적인 평가 도구를 포함한 PSA 검증 체제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내 고유 종합 신뢰도 DB는 모든 PSA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

로서 위험도 정보 활용에서는 원전 각 호기의 고유 특성 반 이 필수적

이므로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연구 결과물임. 

o 현안 해결

-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의 위험도 평가는 원전 위험도 관

리를 위해 국내에서 시급히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관련 분야의 인허가를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  디지털 계측 제어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에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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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울진 5,6호기 및 설계 중인 KSNP+, APR1400의 인허가에 사용될 

수 있음.

o 국민 수용성 증진

-  국가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의 이용

은 필수적이지만,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인류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물인 에너지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는 원자력과 타 발전원 간에 

안전성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자력 에너

지 이용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함. 

② 산업체

o 위험도 정보 활용

-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최적 평가 PSA 표준 모델과 위험도 평가 방법은 

불확실성의 감소를 통하여 과도한 안전 여유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

는 기본적인 평가 도구로서 향후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 기술에서 개발되는 SSC 분류 체제는 산업체에

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모든 적용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기술임. 

-  PSA 지원 S/W는 PSA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의 운전원들이 위험도 정

보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즉, 

시험, 보수 등 제반 현장 활동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의 악 향/위험

도 확인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PSA 분석 체제를 구축함으로 

산업체의 원활한 위험도 정보 활용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국내 고유 종합 신뢰도 DB는 규제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SA의 

가장 기본적인 입력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큰 항목임. 이를 이용하여 국

내 원전 고유 경험 자료를 반 함으로써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에서 보

다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직무 복잡도 평가 방법은 절차서 복잡도의 정량적 평가와 취약점 파악

에 기술적 근거를 제공함. 이를 활용하여 운전원의 작업 부하가 큰 직

무를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인적 수행도를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조직요인 평가 기술 개발은 향후 국내 원전 조직 및 관리의 취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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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향후 에너지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원자

력 역시 자유 경쟁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의 종

합적인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타 발전원들에 대한 보건 및 환

경 보호 비용의 내부화를 통하여 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감소

를 도모하고 (현재 원자력의 경우, 거의 모든 비용이 내부화되어 있는 반

면 타 발전원은 내부화되지 않은 비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자

력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임을 입증하는데 활용 가

능함.  

o 현안 해결 기술

-  정지/저출력 분야는 현재 규제기관에서 안전성 분석을 요구하고있어 표

준화되고, 최적화된 위험도 평가 방법은 국내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매

우 높음.

-  디지털 계측 제어 관련 기술은 신규 원전에 도입되는 계측 제어계통에 

대한 위험도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인허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 제어 기기 및 

계통 개발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고려하여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절차서 평가 및 개선 기술을 통하여 인적 수행도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절차서의 체계적 검증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절차

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향후 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향후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반 기술

◦  디지털 계측 제어 기술은 계속 급속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향후 원전 제어 계통의 변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 및 기

기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 인적 요인 및 HRA 분야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원전 안전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임.

-  국내 인적수행도 DB 구축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을 통해 안전성에 

미치는 인적요인의 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오류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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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국내 인적 수행도 DB는 향후 국내에서 수행되는 

HRA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어 PSA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향후 인

적 요인 연구 개발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할 것임.

-  조직요인 분석 DB 및 평가 기술은 PSA 등 기존의 안전성 평가 방법에

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조직 및 관리적 요인이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위험도 관리 관련 기술은 기존의 가압 경/중

수로 개념(중대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결정론적인 안전 해석 방법에 따라 다

중의 안전 계통을 구비하고 있는 기존의 원전 개념)에서 탈피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

념의 원전 설계를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위험도 기반 설계 및 

규제 기술 개발과도 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로서 향후 국내에서도 위험도 

기반 원전 설계로 이행 시 가장 필수적인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여러 가지 발전원들의 대중 보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각 국가가 부여하는 목표 달성 가치에 따라 결정

됨.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인 에너지 발전원별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비교 평가 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정책 입안자의 의사결

정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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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대사고관리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o 원자력 안전 증진을 통한 일반국민의 원전 신뢰도 확보

   정부는 “원자력 안전헌장” 제정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을 

의결하여 원자력 안전이 원자력 사업 추진에 최우선 목표임을 천명하고, 

일반국민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에너지원의 확보를 추진할 것을 

공포하 음.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중대사고 대처방안 수립이 중요하여 중

대사고 정책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의 

강구와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과, 중대사고에 대비한 중대

사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명함.

o 중대사고 위해도를 최소화한 국제 수준의 원전 안전성 확보

   우리 나라는 가압 경수로의 기술자립 및 수출 노형으로 개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개발, 사

고관리 전략 개발,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중대사고 대처설비 개

발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수로 원전의 경우에

는 중대사고 관리계획 수립 연구가 시급함.

o 원자력 안전연구의 고유 기술 확보를 통한 원전 기술 자립 및 국가 위상 제고

   중대사고 분석과 평가를 위한 국내 고유의 국산 전산코드의 개발 및 실증 

실험기술 등은 원전 기술자립과 원자력산업 수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며, 중대사고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은 미래 신형원전 개발을 위해 필

수적임.  

   또한 중대사고 연구는 극한 기술등 신기술 개발로 발전하여 선진국에서 추구

하고 있는 GEN-IV 개발 등에서 우리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

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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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o  효율 증대를 통한 경비 절감

   주요 중대사고 경위 및 운전원 복구 과정에 대한 해석 DB를 구축하여 관

련 기관 사이에 공유함으로써, 중대사고 관련 정보를 집중화하여 관련 기

관이 따로 중복된 해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제고되며, 중

대사고 관리 전략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설비 투자나 운전원 훈련을 최

소화할 수 있음.  

   가동중 경수로의 고유 중대사고 현상 해석 자료를 DB 형태로 갖추어 체계

적인 사고전략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고, 4기의 월성 발전소에 대한 중대

사고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면 비상시의 발전소의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제

고할 수 있음.

o  원전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

   경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해석 코드 국산화와 중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해석 코드 관리 및 개선을 통한 최신 모델을 유지함으로, 

원자력 선진국과 상호 동등하게 협력 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

대사고 관리 전략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관련 기술을 외국

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져 수입대체 효과가 있음. 

   한편, 한국형 표준 경수로 혹은 차세대 원자로를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여 

다른 선진국의 노형과 경쟁하고자 할 때, 원자로 안전 특히 중대사고 분

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수함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로 수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o  고온 용융 기술 등 핵심기술의 산업체 파급효과

   중대사고 실험 연구에서 개발되는 초고온 용융물질 처리 기술, 초고온/초

고압/초고속 현상 계측 기술들의 극한 기술들은 산업체의 애로 기술 해결

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다. 기술적 측면

o  가동중 원전 및 신규원전의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본격화될 국내 가동중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설계특성을 반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연구 분야의 기술 자립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지

만, 연구가 다소 늦게 시작된 중대사고 분야는 기술 자립의 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50-60%이므로, 산업체가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

나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고자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o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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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중대사

고 해석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접근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DB 구축 방법론과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DB 처리 기술 등이 

필요함. 

   국산화된 중대사고 현상 해석 코드를 개발, 관리하며 새로운 모델 및 기

능을 추가함으로 국내 연구 인력의 기술적 능력을 높이면, 국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술이 축적되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CANDU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진행 및 현상은 경수로와는 달리 아직 사

고 진행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실험 자료가 거의 없고, 일부 분야에 대하

여 캐나다의 AECL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분야에 대

한 기술개발과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함. 

o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 설비 개발 기술

   한국형 표준 원전, APR1400등 노심 출력이 1000 MWe 이상인 원자로의 

경우, 중대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용융된 핵연료물질을 원자로내에 억류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 결국에는 노심 용융물이 노외로 방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때  caity로 방출된 용융물의 장기 냉각이 가장 문제가 되나 아직

도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실험과 해석 모델 개발

을 통하여, 용융물의 장기냉각 거동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가동중 원자로

의 사고 관리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o 원전 중대사고관리 최적화 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o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구축

o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o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설비 개발

o ISAAC 전산코드 개선 및 중수로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나. 단계별 목표

o 1 단계 (‘02 - ’04)

   - 중대사고관리 최적화 기반 수립 및 실험

o 2 단계 (‘05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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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관리 최적 종합 평가체제 개발 및 대처설비 개발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개발

   - 중대사고 열수력현상 해석 DB 구축 및 사고진단 시스템 개발

   - 핵분열생성물 거동 해석 모델 개발 및  통합

o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실험

   - 원전 고유 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 원자로 외벽 냉각 사고관리전략 검증

o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 원자로물질을 이용한 증기폭발실험

   - 수소연소 제어용 소염망 개발

   -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및 Core catcher 개념  개발

o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해석 전산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 ISAAC 코드 개선

   - 사고관리 지침서 (AMP) 기본 전략 개발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o 2002년 1월부터 OECD/NEA 주관으로 미국 USNRC가 수행하는 

OECD/MCCI Debris Coolability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노외 노심 용융물

의 장기 냉각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  

   o  또한, 2002년 1월부터 OECD/NEA 주관으로 실제 원자로 조건에서의 증

기 폭발 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SERENA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될 예정임.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APR-1400의 인허가 과정에 예측되는 중대사고 쟁점

인 수소 혼합 거동, 노외 증기폭발 하중,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 가능성 

등의 평가에 연구 결과가 직접 활용되어 인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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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B 구축 및 사고진단 시스템 개발 분야는 외국의 관심이 아직 적은 반

면, 국내에서는 사고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

음.  

   o 지금까지 CANDU 사용권에서는 1단계 PSA에 치중하여 사고 관리를 수행

하여 왔지만 중국 및 한국에서의 중대사고에 대한 규제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음 5년 동안에 CANDU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2단계 PSA 

및 사고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o 미국의 TMI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해 대중

의 수용성이 아주 나빠진 상황임. 일반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의 하

나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 정도를 모르는데 

따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중대사고의 미해결 쟁점을 

종결하고, 이를 통해 중대사고의 위험도를 정량화 하여 일반 대중에게 중

대사고의 결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다른 산업 재해에 비해 매우 적음

을 정량화 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이 발전할 전망임. 

   o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우월하고 획기적인 안전

성이 보장되는 미래형 원전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현재 

GEN-IV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세계 각국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형들은 기존의 가압 경수로와 아주 상이한 원자로 개념

들인데, 중대사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초고온/초고압/초고속 현상을 다루

는 기술이 미래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됨. 

   o DB 구축 및 사고진단 시스템 개발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의 경우에도 아

직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기술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대부분의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고해

석 전산 코드 개발 활동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획기적인 기술 발

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o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는 캐나다에서 1999년에 MAAP4-CANDU

를 개발한 이후 꾸준히 코드 유지 및 모델 개선에 투자하고 있고, 그 필

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 발전이 기대됨.  MAAP4-CANDU는 정상적

인 궤도(사용자 모임 구성, 코드 관리 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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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L에서 장래에 수행 예정인 CANDU 고유의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

들이 접목되면 경수로의 MAAP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o 중수로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개발은 이제 캐나다에서는 시작단계이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사고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중수로에 대한 연

구가 가속화되고, 따라서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기대됨.  

나. 기술체계

    o 12쪽 참조

(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중대사고관리 종합체제 개발 분야 중 현상 해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조차도 IPE (제한된 

Level 2 PSA) 결과에 대한 DB 및 중대사고 주요 현상별 DB 구축 등 단지 제

한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중대사고 연구에 있어서 사고관리는 연구의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 

NRC는 “중대사고 쟁점 종결 종합계획" (SECY-88-147)을 통하여 개별 안전성 

점검(IPE), 격납건물 성능개선(CPI), 중대사고연구 프로그램 (SARP) 등과 함께 

사고관리 프로그램(AMP)을 중대사고 종결을 위한 주요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후 GL 88-20, Supplement No. 2 와 SECY 89-012 등을 통하여 개별 안

전성 점검과 사고관리 관계와 규제 및 연구프로그램에 대해 구체화하 음.

◦ EPRI URD의 차세대 피동형 원전의 대표적인 발전소인 AP-600은 중대사고 

대처 방안으로 IVR을 도입하여 격납건물내 중대사고 쟁점들을 해결하고자 하

음.  AP-600에 대한 IVR 개념연구는 DOE 주관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많은 결실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상존하는 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안전 쟁점 해결

이란 측면에서는 NRC로 부터 충분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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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We 이상의 대형 원자로의 경우 IVR 개념에 대한 가능성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의 경우 외벽 냉각에 의해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측정계기 및 기기 건전성에 대한 연구는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온도, 압력, 습

도, 복사열에 견딜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부

품에 대한 실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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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EG/CR-5961 등 계측기 평가에서 사고 조건이 계측기의 EQ를 넘어서

면 파손된 것으로 판정을 내리나 보수적인 가정으로 위의 실험들을 통하여 상

당 부분 작동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음. 아울러 계측기의 작동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도 계측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운전자가 erroneous 

instrument reading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증기폭발 쟁점에 대해서 최근 OECD/NEA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기술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증기폭발에 관련된 미해결 쟁점들을 종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권고하 으며, 이 제안에 따라 FARO/KROTOS 프로그램을 

진행하 던 프랑스의 Dr. Magallon과 미국의 Theofanous 교수가 주축이 되어 

OECD/NEA에 증기 폭발 연구 계획을 제안할 예정임. 

◦ 중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경수로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계통의 차이와 주위 조건에 따라 기존의 경수로형 해석 코드로는 발전소 거동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중수로는 캐나다 고유의 원전이므로 캐나다 이외에

는 관심이 부족하고, 캐나다도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를 늦게 시작하 음. 

o 1990년 초 캐나다의 온테리오 전력회사와 미국 FAI사가 CANDU 원전에서의 중

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인 MAAP-CANDU를 개발하 으나, 코드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최근에 다시 두 기관이 MAAP4를 근간으로 하는 MAAP4-CANDU를 개발하

고, AECL에서 CANDU6 표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해석에 활용하고 있음.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관리 지침서는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개

발된 적이 없고, 이제 AECL에서 개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임.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에서는 중대사고 해석 및 위해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가 전혀 없으며 원자력연구소에서도 2000년부터 관련연

구를 처음 시작하여 DB 구축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을 부분

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그 결과 DB 구축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

하여 예제 시나리오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DB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여 초기단계의 베타버전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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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사고관리 연구는 ‘92년부터 ’96년까지 “원자력 안전성 향상연구”의 세

부과제로 “사고관리기법 및 코드 개발” (KAERI/RR -1742/96)의 이름으로 수행

되었으며,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1단계 

(‘97-’01)에서는 “원자력 종합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의 세부과제로 “사고관리 

종합평가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동시에 ‘98년 중장기 성과 이전 사업으

로 “한국 표준원전 중대사고 지침서 개발” (KAERI/ RR-1939/98)이 이루어진 

바 있음. 

o 원자력 사업자인 한전은 규제기관의 “중대사고 대책(안)” 수립과 때를 같이하

여 국내 원전에 대한 IPE와 AMP의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수행하고 있음. 

’99년 12월 고리 1호기 IPE 수행을 시작점으로 고리2, 고리3,4, 광1,2, 울진1,2, 

월성1호기 등이 단계적으로 IPE를 수행한 다음 사고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 운전을 시작한 광3,4, 울진 3,4, 월성2,3,4는 운전 허가 

조건으로 PSA를 완료하 으므로 AMP만 계획되어 있음. 

o ‘02년 상업운전이 계획되어 있는 광 5,6호기는 현재 FSAR 인허가 검토 단

계로 ’01년 중반 AMP가 규제기관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먼저 

AMP가 완성될 전망이며, 현재 건설중인 울진 5,6호기는 ‘04년 운전을 목표로 

PSA와 AMP가 운전 허가와 맞춰 이루어질 예상임. 

 

◦ 차세대 원전(APR-1400)에 대한 사고 관리는 현재 SSAR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System 80+ CESAR DC의 경우 상업운전허가(COL) 신청시 사업자가 

작성하여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PSA 작업은 완료되어 SSAR에 포

함되어 있으나 AMP는 추후 ‘03년 말까지 작성될 예정임. APR-1400 에서는 

EPRI URD에 준해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대처 설비가 설계에 반 되어  

SSAR Ch 19에 기술되어 있으며, 사고관리와 관련한 기기 생존성도 포함되어 

있음. 

 

◦ 사고관리는 미국의 경우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최근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나 사고관리 계획은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분야임.  반면 유럽은 사고관리를 중심으로 한 중대사고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노심 용융물의 노내 억류 개념인 IVR 개념은 TMI-2 사고 노심 조사 과정

에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핀란드의 Loviisa 원전과 AP-600 원전에 외벽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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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중요한 중대사고 완화 전략으로 정착되었음. KNGR에

서도 중대사고 완화 전략으로 원자로 공동 충수를 통한 원자로 외벽냉각 전략

이 채택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APR-1400의 경우 외벽냉각을 통한 IVR 평가는 KEPRI 주도로 주로 해석적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모형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실증 연구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APR-1400은 EPRI URD Evolutionary 

Reactor의 요구 사항 및 NRC SECY 93-087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므

로 KEPRI는 KNGR의 IVR에 대해 중대사고 쟁점해결 차원이 아니라 중대사고 

완화 전략 차원에서 전체적인 안전성의 향상, 즉 신뢰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노심 출력이 1000 MWe 이상인 원자로 (한국형 표준 원전, APR1400등도 해

당 됨)의 경우, 중대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에 노내 용융물을 노심에 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서 결국에는 노외로 노심 용윰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

러나, 노외 용융물의 장기 냉각 가능성은 아직도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있음. 

 

◦ 원자력연구소는 ‘97년부터 시작된 연구를 통해 실험 원자로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증기 폭발 실험 장치인 TROI 실험 장치 및 계측 장치 건설, 설치, 시

험 운전을 완료하고 원자로 물질의 하나인 ZrO2를 이용하여 6번에 걸친 증기 

폭발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1년 후반기에는 실제 원자로 물질 성분인 

UO2/ZrO2 혼합물에 대한 증기 폭발 실험을 수행하 음. 2 실험 모두에서 자발 

증기폭발이 관측되었는데. 특히 UO2/ZrO2 혼합물의 경우 세계최초로 자발 증

기폭발을 관찰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소염망을 이용하여 수소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기초 실험을 

그간 위탁연구를 통해 수행하 음. 연구 결과 수소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소염

망에 대한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할 수 있었음. 이 소염망을 실제 원자로에 적용

할 수 있게 된다면, 차세대 원전 및 가동중 원전의 수소폭발과 관련된 인허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대사고 대처설비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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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핵심기술
비교국

이름

국내기술수준

1단계

(‘97-’02)

2단계

(‘02-04)
(2단계 판단) 근거

∙DB 구축 방법론 

및 DB 구축
미국 10% 70 %

∙방법론은 어느 정도 정립되고, 이에 

따라 DB 일부가 구축됨. 

∙사고진단 시스템
미국, 

유럽
10% 80% ∙pc-기반의 진단시스템이 개발됨

∙중대사고해석

  대형 코드 체제 
미국 40% 80%

∙구조 개편이 완료되고, FP 거동 해석 

모델이 정리되어 MIDAS로 통합

∙개별 현상 모델 

개발 및 접목  
미국 40% 70%

∙1단계에는 열수력 모델 이해에 치중

하 고, 모델 일부를 개발하여  접목

하 으며,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는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됨

∙다목적 GUI 미국 40% 80%

∙구조 개편이 완료된 코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 모듈을 개발

하고, 시뮬레이터로 다양하게 활용

∙원전 고유 사고

관리전략 최적화

  . 원자로 외벽냉각

  . 격납건물 수소제

어

미국

유럽
10% 80 %

∙미국은 사고관리 전략 개발을 거의 

완료하 으며 유럽은 독자적인 개발

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중.

∙국내 원전은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수

립 진행단계로 2단계 이후까지 지속

될 예정임.  

∙계측기기의 생존

성 평가

미국 
10% 70%

∙외국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참조로 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 

∙Level 2 PSA결과 및 사고관리 전략

과 연계한 생존성의 평가. 그러나 실

제적인 계측기기의 검증은 제한적임.  

∙원자로 외벽냉각 

검증 실험   

  . 고온 상사용융물  

  실험 

  . 원자로 공동 냉  

 각수의 장기 열  

 수력 거동 실험

미국,

유럽
20% 90%

∙국내 원전 사고조건에 대한 실험 자

료의 부재. 

∙검증 실험을 통한 자료를 확보, 외벽 

냉각 평가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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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비교국

이름

국내기술수준

1단계

(‘97-’02)

2단계

(‘02-04)
(2단계 판단) 근거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 폭

발 실험 

미국/

유럽
50% 90 %

∙1단계에 성공한 원자로 물질을 이용

한 증기 폭발 실험 기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음.  

∙증기 폭발 하중 

해석 기술

미국, 

유럽
30% 80%

∙1단계에서 구축된 기본 모델 및 2단

계에서 수행된 실험을 이용하여 모델 

개발이 가능함. 선진국의 80% 정도 

가능함.

∙소염망 개발   
미국, 

유럽
30% 80%

∙1단계의 기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를 위한 검증 시리험, 시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기술을 선진국의 

   90%까지 도달시키고자 함. 

∙Core Catcher 

  개발 

미국, 

유럽
10% 60%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Corec 

Catcher의 개념이 개발되어 있다. 2

단계에서는 우리 원전에 적용 가능한 

  Core Catcher의 개념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이므로, 약 60%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됨. 

∙중수로중대사고

해석코드보유
캐나다 50% 70 %

∙코드 유지를 위한 체제가 확립되고, 

일부 모델 개선이 이루어짐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능력
캐나다 60% 80% ∙다양한 사고분석으로 능력제고

∙중수로 AMP 캐나다 30%

∙캐나다도 아직 개발 중이며, AMP는 

해석 코드와 해석 능력, 사고전략 수

립 및 검증, 계산 도구 개발 등 아직

도 많은 일이 남아있음

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o 중대사고 평가와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

   체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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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 현상해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사고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고 발생시 사고의 진행과정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완화 

및 조기 사고 수습을 가능하게 함. 

    - MIDAS 전산코드개발 및 검증, 코드 사용자 및 운전원 훈련을 위한 다목

적 

      GUI을 개발하여 우리 고유의 가압 경수로 중대사고 평가체계 및 훈련 도

구를 개발하여, 중대사고 관리 전략 수립 및 인허가용 검증 계산에 활용

함. 

 o 원전의 중대사고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실험”

   -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실험”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가압 경수로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고유화 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불확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사고관리 전략을 심도 있

게 평가하고, 제안된 사고관리 전략을 검증함.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원전 

고유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원자로 외벽냉각 사고관리전략 검증 실

험 등임.

 o 원전 수출 및 국가 위상제고의 핵심기술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

   설비 개발” 

   -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설비 개발” 연구에서는 가동중 원전 

및 APR- 1400에서 표출된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인 수소 연소, 증기폭발,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 거동 등의 쟁점을 해결하고, 이들에 의한 위험

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처 설비를 개발하여 원자력발전

소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자 함. 

    - 미해결 쟁점 연구는 중대사고 관리 전략이 보다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도록 

하는데 필수적임. 주요 연구내용은 원자로물질을 이용한 증기폭발실험, 수

소연소 완화방안 및 소염망 개발,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 거동 평가 및 

core catcher 개념 설계 등임.

 o 현재 현안인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연구에서는 

중수로용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ISAAC 코드의 개선, 중수로 표준원전 

CANDU6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개발을 통해 가동중 중수로의 사고관리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2) 내용 및 범위

가. 중대사고관리 종합 평가체제 개발

○ 중대사고 열수력 현상 해석 DB 구축 및 사고진단 시스템 개발



- 56 -

- 대표발전소에서의 MAAP4를 이용한 기본사고 해석DB 구축

- 중대사고 해석관련 국외 유사DB 개발현황 조사

- PC기반의 사고진단시스템 버전 1.0 개발 

- 사고진단시스템 버전 1.x 개발

○ 핵분열생성물 거동 해석 모델 개발 및 통합

- 기존 핵분열생성물 거동 해석 모델 검토

- MIDAS 입력 제어용 GUI 개발 

- 핵분열생성물 거동 해석 관련 모듈 구조 개편

- PHEBUS 실험 해석 및 모델 개선

- 운전원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다목적 GUI 개발

    나.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실험

○ 원전 고유 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 수소연소 제어를 위한 GASFLOW 입력마련 및 해석

- 사고관리 전략 및 절차개발을 위한 계측인자의 선정

- 수소분포에 따른 수소제어 전략의 평가 및 개선 

- 계측기의 설계 기준 파악 및 사고조건에 따른 계측신호의 분석 

- 설계 기준 이상 조건의 계측기기 신호의 신뢰성 개선 

○ 원자로 외벽 냉각 사고관리전략 검증

- 외벽 냉각을 모의한 고온 상사 용융물 1단계 실험

- 원자로공동 냉각수의 장기 열수력 거동을 위한  실험 장치 설계

- 외벽 냉각을 모의한 고온 상사 용융물 2단계 실험

- 원자로 외벽 냉각 효과 검증 실험의 종합

    다.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설비 개발

○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 

- 에너지 변환률 측정 및 주요 계측 자료 확보  

- 다차원 증기 폭발 거동 계측 자료 확보  

- 증기 폭발 해석 모델 개선  및 실험 결과 해석 

○ 수소연소 제어용 소염망 개발     

- 소염망 개발 예비 실험 

- 소염망 개발 실험 

- 소염망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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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 거동 평가 기술 및 Core Catcher 개념 개발

- 장기 냉각 거동 모델 개발  

- 가동중 원전 Core Catcher 타당성 평가 

- Core Catcher 개념 개발 기초 실험  장치 구축 

- 장기 냉각 거동 모델 검증 계산  

   라.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해석 전산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개발

○ ISAAC 전산코드 개선

- ISAAC 기본 모델 검토 및 정리

- 노심 건전성 손상 이후의 ISAAC 고유 모델 정성적 분석

- 노심/ 1차 계통 분석

- 격납건물 현상 모델 분석

○ 사고관리 지침서 (AMP) 기본 전략 개발

- 경수로용 AMP의 중수로 적용성 검토

- PHTS 활용 중수로 표준 AMP 사고관리 기본 전략 검토

- 2차계통 활용 중수로 표준 AMP 사고관리 기본전략 검토

- AECL과의 중수로 AMP 개발 협의 및 방향 결정

   (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단위 : MY)

세부과제명
2단계

계
‘02 ‘03 ‘04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구축
5.0 8.0 8.0 21.0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방안수립 및 

실험

7.0 7.0 7.0 21.0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8.0 11.0 10.0 29.0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3.0 5.0 5.0 13.0

계 23.0 31.0 30.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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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명

2단계

계

‘02 ‘03 ‘04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개발 500 800 800 2,100

국내 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방안수립 및 

실험

900 1,400 1,200 3,470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1,000 1,500 1,500 4,030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300 700 700 1,700

계 2,700 4,400 4,200 11,300

   (4) 추진전략 및 체계

o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중대사고관리 전략의 최적

화를 도모하며, 불확실성이 크고 원전의 위해도에 향을 크게 미치는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의 해결과 대처설비를 개발하

며 원전 중대사고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함.

o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중대사고 현상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사고진단 시스템을 개발함. 1 단계에서 개발된 MIDAS/TH에 이어 핵분

열생성물 거동 모델을 개발하여 통합된 종합 해석코드인 MIDAS를 개발함. 

o 원전 고유 사고관리 전략 최적화로는 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원자로 공동 충수

를 통한 원자로 외벽냉각 전략과 격납건물 수소제어 전략의 유효성 평가를 수

행함. 이를 위해 국내 가동 원전의 격납건물 및 원자로 공동 설계 특성을 조사

하고 사고관리 평가 방법론 확립 및 불확실 현상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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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 외벽냉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AVA 및 대형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자연대류 순환 유동 실험을 추진함. 특히, 원자로 물

질을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은 TROI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에

너지 변환률 측정 및 다차원 계측기술을 개발함. 

o 장기적으로 노심 용융물의 노외 냉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동중 

원전의core catcher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원전에 대한 core catcher 개

념개발을 위한 검토 및 기초 실험을 수행함.

o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협력

 -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로 실험결과 자료 및 정보입수

     미국 NRC의 CSARP : 중대사고 실험 및 해석연구 전반의 정보교환

     불란서의 PHEBUS   : 핵분열생성물 실험

     OECD의 MASCA    : 실제 용융물을 이용한 원자로 용기 하부 현상 실험 

및 

                            핵분열생성물의 향 실험

 o OECD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 2002년 1월부터 OECD/NEA 주관으로 MCCI Debris Coolability 국제 공동 

연구가 추진될 예정으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 노외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 OECD/NEA 주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참여하여 증기폭발 

하중을 해석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SERENA국제 공동연구도 ‘02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임. 우리 나라에서도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증기 폭발 하중 해석 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음. 

  -  개별효과 실험은 미국 NRC의 CSARP 프로그램, 불란서의 PHEBUS, 

VULCANO 및 CORINE 실험, OECD의 MASCA, 핀랜드의 COPO, 유럽연합

의 FARO와 MVI, 스위스의 CORVIS, 독일의 CORA, 미국 ACEX/MACE 등

과도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상호 실험결과 및 기술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o 국내 주도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 폭발 실험에서 코륨의 자발 증기 

폭발이 관찰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가까이 일본에서 후발 주자

로 이미 중장기 연구에서 수행된적이 있는 ZrO2를 이용한 증기 폭발 실험 연구

가 6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OECD/NEA에서 SERENA 증기 폭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국제 공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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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가압경수로, 중수로

사고 관리 최적화 및 중대사고
평가 체제 구축

가동 중/차세대 원전
수출 주도 노형의  획기적인

안전성 확보

중대사고 관리
종합 평가체제 개발

중대사고 관리 전략
평가 및 실험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종결 및   대처설비 개발

전산코드,
사고관리전략초안

사고관리전략
평가결과

주요 미해결 쟁점 및
중대사고 대처 설비
영향 평가

사고관리전략
및 평가 결과

중수로원전 Level 2
PSA 전산코드 개선 및
사고 관리 지침서 개발

정부, 연구계, 학계, 산업계
국외 연구

정부, 산업계, 규제기관

원자력 안전, 원자력 수출

중대사고 관리 최적 완화 방안 및 대처설비개발 과제

   - TROI 프로그램을 OECD/NEA 에서 지원하는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여 기

술적, 경제적 필요 사항을 공동 부담하고 인적 자원 활용 및 기술 축적의 극대

화를 꾀함. 특히 핵연료물질 용융과 고온 측정 기술 등은 국외 연구실적을 최

대한 활용하며, 국외 전문가를 초청활용하고 국내 연구원을 파견 기술을 습득

하게 함. 

o 학계와의 협력연구

  - 중대사고 기본 현상 실험, 원자로용기 하부 열적 구조적 실험, 고온 측정기술

개발 등은 국내 관련 대학교에 연구 의뢰하여 기초 현상의 원리를 규명하고 기

반 실험 기술을 개발하며, 또한 중대사고 종합 실험에도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

써 국내 중대사고 연구를 활성화시킴. 

o 유관기관과의 협력

  - 중대사고 쟁점은 실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사고관리 및 설계개선과 접

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내 유관기관 (KINS, KEPCO, KEPRI, KOPEC, 

HANJUNG 등)과 협력하여 실험 항목을 선정하며, 실험 결과를 원전 운  및 

규제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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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o  국내 기술력에 의해 모델의 개선 및 국산화가 진행되는 MIDAS 전산코

드는 가동 중 원전 뿐 아니라 설계 중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

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장되었음.  특히, 리스크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방

사선원 거동 해석 모듈이 접목되어, 사고관리 전략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됨. 

   o  지금까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축된 DB와 이 DB를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과물을 제시할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진단시스템은 

산업체와 규제 기관 등 국내 원자력 유관 기관에서 복잡한 코드 계산 없

이 DB로부터 손쉽게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뽑아 낼 수 있어 아

주 요긴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됨.  

   o  국내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관리 전략의 평가는 사업자 중심의 국내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규제 측

면에서도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정착시킴.

   o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개별 원전에 대한 이들 사고관리 

전략의 타당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별 원전의 

사고 관리 지침서의 개발, 사고관리 테이타 베이스,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Calculation aid, analytical tool, Simulator) 등에 자료를 제공함.

   o  외벽냉각 검증실험은 국내 차세대 원전 및 가동중 원전을 대상으로 원자

로 하부 공동의 기하학적 향을 고려하여 모의하고 외벽 냉각 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사고관리 전략으로 외벽냉각을 채택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 

   o  증기폭발 실험 결과, 소염망, 노외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 거동 해석 모

델, corec catcher 개념 등의 연구 개발 결과는 우리나라 가동중 및 차세

대 원전의 주요 미해결 쟁점의 종결과 대처설비 개발 측면에서 관련 산업

체, 규제 기관, 그리고 일반 산업체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o 우리나라에서 중대사고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가동 중 원전 및 차세대 원

자로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 및 안전성 향상에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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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산업체와 규제기관이 외국의 기

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됨.

 

   o 현재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인 원자로 물질을 기폭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증

기폭발 실험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됨. 

내년부터 USNRC 주관으로 시작되는 OECD/MCCI Debris coolability 연

구 결과와 상호 보완적으로 중대사고 쟁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MAAP4의 최신 구조에 CANDU 고유 모델이 접목된 국내 유일의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 코드인 ISAAC은 국내 월성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안전 해

석에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중수로 원전에서의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은 

비상시에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조치로 대 국민 안전성 제고에 활용

함.

    나. 활용방안

   o 산업체와 규제 기관 등 국내 원자력 유관 기관은 지금까지의 기술을 기반으

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축된 DB와, 이 DB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과물을 

제시할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한 코드 계산 없이 

DB로부터 손쉽게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간추려 사용하며 또한, DB 

구축 방법론에 따라 여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DB를 생산하여 기존 DB에 추

가, 국내 DB를 확장하고 공유함으로서 국내 원전에서의 안전성 제고 뿐 아

니라, 궁극적으로 사고관리에 활용함. 

o 국내 기술력에 의해 모델의 개선 및 국산화가 진행되는 MIDAS 전산코드는 

가동중 원전 뿐 아니라 설계 중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이 가능하

도록 기능이 확장되었음. 그 동안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입출력 관리의 불편

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

용자들이 손쉽게 코드를 접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음. 또한, MIDAS를 

엔진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는 중대사고 진행 예측 및 현장 요원 교육용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GUI를 부착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짐. 

o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 수립 및 사고 관리 절차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됨.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는 표준 원전을 중심으로 가동중 경수로 원전

에 대한 사고관리 절차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사고관리 

전략 방안 중 현상의 불확실성과 전략의 유효성 측면에서 미결 사항으로 남

아 있는 “원자로 공동 충수를 통한 원자로 외벽냉각 전략”과 “격납건물 수소

제어전략”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에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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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 외벽 냉각은 노내 노심용융물의 냉각 및 억제를 위한 중요 중대사고 

대책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발전소 설계 특성 등을 반 한 충분한 검증 연구

를 필요로 함. 일반적으로 가동 원전의 경우 원자로 외벽은 단열재가 설치되

어 외벽 냉각을 위한 유동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단열재 및 원자로 

공동의 설계 특성을 반 한  검증 실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외벽 냉각 평가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제공함.

o 증기폭발 실험 결과, 소염망, 노외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 거동 해석 모델, 

core catcher 개념 등의 연구 개발 결과는 우리나라 가동중 및 차세대 원전

의 주요 미해결 쟁점의 해결과 대처설비 개발 측면에서 관련 산업체, 규제 

기관, 그리고 일반 산업체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특별히, 실제 

원자로 물질의 증기 폭발 실험 결과를 확보함으로서 이 실험 결과가 국내외

의 가동중 원전 및 신형 경수로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 개발, 대처설비 개발, 

인허가 쟁점 규명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이 실험 결과가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우리나라에서 중대사고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가동 중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 및 안전성 향상에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

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산업체와 규제기관이 외국의 기술에 의

존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

구 개발 결과의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초고온/고압을 다루는 극한 기술은 일반 산업체

의 애로 기술 해결 분야에 파급효과가 기대됨. 

o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인 원자로 물질의 기폭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증기 폭발 실험 결과를 확보함으로서 국제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됨. 내년부터 USNRC 주관으로 시작되는 OECD/MCCI Debris 

coolability 연구 결과와 상호 보완적으로 중대사고 쟁점을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PR-1400의 중대사고 

대처 설비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수소 연소 및 폭발 방지를 위한 소염망은 본 연구를 통해 실험실 규모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적용성 실험을 수행하여 격납건물 내

의 계측기 보호를 위해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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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기술 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o 확고한 안전성의 확보는 원자력 이용의 전제 조건임. 특히 20기의 원전이 

상업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이고, 향후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형 

원자로 개발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수출산업화를 추

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원자력 안

전 기술체계의 구축이 요망됨.

o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열수력 개별효과 및 

종합효과 실험장치들을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독자적인 안전 해

석 기술을 확보해 왔음.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자립은 원전 기술 선

진국 진입 및 원전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임.

o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이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원자력 사업 추진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음.  원전 사건/사고 및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잘못 

형성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위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임.  

o 국내의 원전 설계 및 운  기술은 강력한 기술자립 정책에 따라 선진국 수

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열수력 안전 핵심 기술의 확보는 상대적으

로 미흡하므로, 원전 안전성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열

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기술은 원자력 안전의 핵심 기술임.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o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기술은 규제기관, 원전 운 기관, 원전 설계기

관, 핵연료 설계 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미래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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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o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기술의 자립은 선진 핵심기술 도입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상호 호혜적인 기술의 교환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또한 원자력 산업 수출을 위한 필요 조건

임.

o 원전의 설계 개선 및 운전 최적화를 통한 안전성과 경제성의 동반 증진

이 가능하며, 신형 원자로 및 개량 핵연료 개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체

제 확보함으로써 향후 원자력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함.

o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안전해석 코드 및 방법론 개발․검

증을 위한 실험, 가동중 원전의 운전 및 사고관리 최적화 실험, 차세대 

원자로 출력증대 및 설계 개선 지원 실험, 신형원자로 개발 지원 실험, 

신규 안전현안 도출시의 신속한 대응실험, 핵연료 열수력 실험 등을 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 자립의 이정표가 됨. 

o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핵심기술의 자립으로 원자력산업이 안정화되어, 

국가 에너지 수급의 원활함에 기여하고, 또한 국가의 중심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o 최근들어 APR1400 설계 검증 지원, 원전 시뮬레이터 개발 지원, 핵연료 개

발 지원 등 그동안 축적된 기술의 산업체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

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체 활용도가 크게 증진될 것

으로 기대됨.

다. 기술적 측면

o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계통 설계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o 1단계 연구의 결과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체계가 확

보되었으나 확고한 선진 기술체계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함.

o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기술은 원자력 기술의 전수 및 축적의 단계로

부터 기술자립 단계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21세기초 원자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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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선진국 진입과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

술임.

o 그 동안의 연구로 선진 열수력 안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

축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가 요망됨. 지금까지의 연구는 외국기술의 습득에 

주력하 으나, 향후에는 세계적인 안전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o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및 1단계 실험 수행

  o 개별효과 열수력 실험기반 구축을 통해 원자로계통과 노심에서의 핵심 

열수

       력 현상에 대한 실험결과 생산 

  o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나. 단계별 목표

o 1단계 (1997-2001)

- 열수력 실증실험 기반기술 확보

- 개별효과 실증실험장치 구축 및 1단계 실험

- 열수력종합실험장치 기본설계

-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코드 개발 및 통합해석기본체계 구축

o 2단계 (2002-2004)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 원자로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 핵심 노심 열수력 특성 실험

- MARS 3.x 고유모델 개발 및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

o 3단계 (2005-2006)

- 가압경수로 1단계 열수력 종합실험 수행

- 제3+ 및 4세대 원전 열수력 안전 특성 실험

-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선, 종합 검증 및 활용체계 구축

- 선진 열수력 실증 및 평가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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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 종합실험장치 설계․운전 지원기술 개발

- Key Test Matrix, 주요 안전 관심사 및 해석코드 종합검증 실험 수

행

o 원자로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 원자로계통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핵심 열수력 특성 규명 실험  

- 고유 계통 열수력 모델 개발 실험  

- 안전현안의 해결 및 신안전개념의 도출을 위한 실증적 평가 

o 핵심 노심 열수력 안전특성 실험

-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 노심 냉각 능력 평가 실험

-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o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 통합 안전해석 코드 MARS3.x/MASTER/ CONTEMPT/MIDAS 개

발

- MARS 3.x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

- 통합코드 종합 평가 및 검증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o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2000

년 제작 착수 단계에서 유보되었으나, 그 동안 자문협의체를 통한 논의, 산

업체 위탁과제를 통한 검토 등을 통하여 종합실험장치의 필요성 및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

o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 연구개발사업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수로, 금속냉각로, 가스로 등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초임계 유체, He 가스 냉각 등 열수력 측면에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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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시점에서 신형원전의 기술 확

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향후 기술 종속 및 해외 기술 의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o 최근 미국은 안전성 개념을 과거의 결정론적 안전성에서 확률론적 위험도 

정보 (Risk-Informed) 안전성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국내의 안전

해석 분야에서는 아직도 결정론적 안전성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의 규

제가 위험도정보 방법으로 전환한 후의 원자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하여

야 할 것임.

      o 최근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안전해석 및 열수력 안전 관련 IAEA 국제 연수

가 우리나라 주관 하에 개최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안전해석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의미하며, 한국이 아시아의 원자력 기술 중심국으로 부상하

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고유의 안전해석 체계 개발 및 

전파는 아시아권 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도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임.

(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o 열수력 실증 및 평가기술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다음 관점에서 

노력이 기울여질 전망임.

- 최적 안전 해석의 수요 증대와 관련한 실험 및 다차원 최적 해석 코드

- 새로운 안전계통의 도입에 따른 열수력 현상 규명을 위한 실험 및 해석 

능력의 확보

o 국내의 열수력 실증 및 평가기술은 도약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5-10년 

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경우 세계적 수준의 기술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출력 증강 및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원전 안전성 분야에 위험도 정보 개념의 도입이 미국을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음. 위험도 정보 기술의 도입은 확률론적, 최적 안전해석 기술의 

도입을 의미하며, 최적 안전해석 코드의 개발․적용과 이를 위한 보다 상세

한 실험적 검증은 향후 원자력 안전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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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체계

L0 L1:대분류 L2:중분류 L3: 기술내용 L4: 연구내용

원
자
력

열
수
력

실
증
실
험

및

평
가

기
술

개
발

가압경수
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원자로 계
통 핵심 열
수력 특성

실험

핵심 노심
열수력

안전 특성
실험

종합실험장치
구축

종합실증 실험
수행

ITL 설계, 운전
지원기술 개발

• ITL 설계/제작 기술
• 종합실험기술 개발

•실험장치의 구축
•척도왜곡 분석

• ITL 설계/제작 기술
• 종합실험기술 개발

• Key Matrix, 주요 안전
관심사 및 해석코드 종
합검증 실험 수행

• ITL 설계/운영 지원 기술
• 핵심 현상 계측 기술

• 핵심 현상 계측 기술 개
발
• 국소 열수력 현상 실험

원자로계통 핵
심 열수력 현상

실험

2상유동 고유
열수력 모델 개

발 실험

초임계 유체 이
용시의 자연순
환 거동 평가

2상유동 측정
기술 개발 및

응용

• 실험장치 운영 기술
• 열수력 현상 분석 기술

• 원자로 강수부 다차원
열수력 현상 실험
• 물-증기 응축 실험

• 모델 개발 실험 기술
• 열수력 현상 분석 기술

• 다차원 코드/2상유동 핵
심/고유 열수력 모델 개
발 실험

• 척도해석 기술
• 실험장치 운영 기술

• 자연순환 및 유동불안전
성 척도법 개발
• 상사유체 자연순환 실험

• 2상유동 계측 기술
• 붕소농도 측정 기술

• 2상유동 특정기술 개발
• 붕소농도 측정기술 개발

노심 열수력 현
상 규명 실험

• 사고 노심 열수력 실험
•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

험

• 봉다발 Reflood 실험
•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

험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개발

• 첨단 측정 기술 개발
• 첨단 측정 기술 응용

• Laser, 광학 측정기술 개
발
• 첨단 측정기술 응용실험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 통합코드 개발/검증
• 기술 국산화

• 중대사고, 노심부수로
통합해석 체계 개발
• 통합 코드 유지/보수

고유 열수력 모
델 개발

• 핵심 열수력 모델 개발/
검증
•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

• 다차원 및 이상유동 열
수력 모델 개발/검증
•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

통합코드 종합
평가 및 검증

• 실증실험 및 개별효과
실험 평가 기술
• 코드 평가 방법 개발

• 통합코드 종합 평가 및
검증
• 사용자 그룹 운영

신안전계통

개념 연구

▪ 경수로안전성 향상방안 도출

▪ 초임계압력 원자로 열수력 

특성

▪ 신안전개념 기술적타당성 
실증적 평가

▪ 초임계압력 유체의 열수력 
특성 및 계통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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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①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분야

o 미국은 기존 경수로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증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안전해석 체계를 확립하 음. 또한 600 MWe급 피동형 원자로인 AP60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 미국, 이태리의 종합실험장치를 활용한 검증실험을 

수행하 음.

o 일본의 경우도 원자력 기술의 자립과 기술 우위성 확보를 위하여 열수력 실

증실험과 해석코드 개발을 수행하여 왔음. 실험의 경우 LSTF, CCTF, 

SCTF 등의 대형 실험시설을 건설하여 열수력 코드의 검증 및 신안전계통

의 실증실험 등을 수행하 음. 

o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압경수로인 VVER 원자로를 모의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를 이용한 실증실험들이 ERE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o 프랑스는 미국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 설계 기술을 자립하 으나, 이에 만족

하지 않고 미국 기술의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

음. 원자력 안전성 평가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

하여 열수력 해석코드(CATHARE)를 개발하 으며, 개발중인 전산코드의 검

증을 위하여 대규모 실험시설(BETHSY, PHEBUS)을 건설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함. 

o 독일 역시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인 GRS의 

주관하에 DRUFAN코드 및 ATHLET코드를 개발하여 각각 과도현상 및 냉

각재상실사고의 분석에 활용하 음. 

 

② 원자로 계통 열수력 실험 분야

o 미국을 중심으로 9개국이 참여하는 GEN-IV 프로그램에서는 2030년에 실용

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road map의 설정에 착수하 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

상된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형의 선정이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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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단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원자로

의 개발에 착수함. 미국에서는 Westinghouse가 AP600을 개량한 AP1000의 

개발을 일본 등과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일본은 미쓰비시사를 중심으로 기

개발한 APWR을 개량하는 APWR+을 개발 중임. 

o 안전성 및 경제성이 향상된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시에는 새로운 안전개념의 

채택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열수력․안전해석 전산

코드의 평가․검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열수력 현상들에 대한 개

별효과 열수력 실험을 통해 관련 열수력 모델의 개발 및 평가․검증을 위한 

열수력 실험 결과들이 요구됨.  

o 차세대 2상유동 모델로서 계면면적 수송모델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가 

미국의 Purdue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 중임. 이 모델은 2상유동 상 경계면에

서의 동적인 거동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유동 양식에 근간한 구

성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③ 원자로 노심 열수력 실험 분야

        o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심 열수력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 및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고 실제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

는 방법 즉 Best-Estimate Methods 채택하고 안전해석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체의 부담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음. 

o 최근에 Reflood시 지지격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상당한 열전달율의 향

상, 즉 핵연료봉의 PCT가 낮아지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한 MARS, COBRA-TF 등 최적계산 해석코드로 사고시 열수력 현상들

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코드를 검증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Post-CHF 및 Reflood 현

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함. 

o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지금까지 축적된 풍부한 실험자료의 Database와 

실험시설 기반으로 노심 열수력 안전성 현안 문제의 발생시 쉽게 그 해

결 방안을 도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기반은 차세대 원

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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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적 통합코드 개발 및 해석 분야

o 다차원 열수력 해석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USRNC는 TRAC-M을 

INEEL은 RELAP5-3D 코드를 개발하 으며, 프랑스의 CEA는 CATHARE- 

3D를 독일의 GRS는 ATHLET/FLUBOX를 개발하 음. 

o 다 수력장 (액적장)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USNRC에서는 Penn. 

State 대학에 위탁연구로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재관수 단계에서 노심 핵연료 

번들에서의 액적거동 (액적크기, 분포, 속도, Grid 효과 등)에 대한 분리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o 다차원 열수력해석, 다수력장 해석 및 통합해석 능력을 보유한 코드 체계로 

개발 중인 코드는 미국 INEEL의 RELAP5-3D/NNKM/COBRA-TF/ 

CONTAIN 체계가 유일함.

o 차세대 이상유동 모델로서 계면면적수송모델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가 

미국의 Purdue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 중임. 계면면적수송모델은 이상유동 

상경계면에서의 동적인 거동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유동형태에 

근간한 구성모델을 대체토록 개발 중인 모델임. 

o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최적평가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으며, OECD 및 미국 ANS/ENS에서는 이와 관련한 

Workshop 및 국제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

음. 현재 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최적평가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ECD 산하의 미국, 독일, 카나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고유의 최적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①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분야

o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안전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증실험자료를 대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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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자적인 종합실험장치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이는 원전의 

표준화 및 운전중 원전 수 증가에 따른 비상운전 기술 및 절차의 확립, 

원전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원전 개발에 따른 설계개념 및 안전성의 실증

적 평가, 새로운 설계개념 도입에 따른 주요 안전현안의 해결방안 확보, 

원전 설계코드 국산화에 필요한 코드 평가 및 검증용 실험결과의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서 도출되고 있음.

o 그 동안 표준원전을 1/200 체적비로 모의하고 APR1400의 설계 특성을 반

하는 가압경수로 종합실험장치의 구축이 추진되어 2000년 초 건설 착수 단

계에 도달했으나, 공감대 부족 등이 문제시되어 일단 보류되었음.

o 그후 지속적인 연구와 공감대 형성 노력의 결과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실험 장치의 구축 방안이 도출되고 있으며, 필요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태임.

② 원자로 계통 열수력 실험 분야

o 국내에서는 한국형 차세대원자로인 신형경수로1400(APR1400)의 표준설

계 개발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설계인증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는 원자

로용기 직접주입방식의 안전주입계통, 피동형 유량조절방식의 안전주입

탱크, 안전감압계통 등의 새로운 안전개념들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열수력 성능 및 안전성의 실증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o 다차원 최적 계통분석 코드(MARS)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원전 설계코드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으

로 있음. 이를 위해 고유 열수력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개념의 안전계통에 대한 해석능력의 평가․검증의 필요성

이 대두됨.

③ 원자로 노심 열수력 실험 분야

o Reflood 현상에 대하여는 과거 1980년대 초에 소규모로 기초적인 실험이 

수행된 바 있음. 그러나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Post-CHF 및 

봉다발 Reflood에 대한 실험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어 이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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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에서도 Reflood시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상기 Pennsylvania State 대학에서 수행중인 Reflood 실험과제에 KNFC 

및 KINS가 참여를 추진중에 있음.   

o 최근 봉다발내 비가열봉이 냉각능력에 미치는 향, 사고시 

Return-to-Power 조건에서의 저유속 CHF 등 국내 원전에 고유한 현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노심 냉각능

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④ 최적 통합코드 개발 및 해석 분야

o 국내에서 개발 중인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 및 통합 안전해석 코드 

체계는 본 과제에서 개발중인 MARS 및 MARS/MATER/CONTEMPT 

체계가 유일함. 

o 기타 국내의 안전해석 관련 연구는 주로 기 개발된 코드를 이용한 원전 

적용계산 및 안전해석 방법론의 개발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KINS는 미

국 USNRC의 CAMP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RELAP5, PARC, 

TRAC-M 등 최신의 안전해석 코드를 도입, 안전현안 해소를 위한 원전

적용 및 안전해석 방법론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o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여 한전 전력연구원에 제공된 

RELAP5/MOD1을 사용한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최적평가방법론의 인.허

가 검토가 완결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결과

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됨.

o 지난 98년 이후 중단되었던 산업체의 원전설계 체계 국산화를 위한 협

의가 산.학.연 간에 재개되었으며, 최근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IAEA의 

안전해석 및 코드 관련 국제 교육 등이 한국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안전해석 기술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의미하며, 이러

한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안전해석 체계의 개발은 아시아 권내에서의 

기술 주도권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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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

구분 기 술 동 향 기 술 수 준 비 고

선

진

국

- 대형 열수력 실험시설을 이용한 

종합 실증실험 수행

- 개별효과 분석위한 대규모 또는 

소형 실증실험 수행

- 독자적인 열수력 해석코드 개발 

및 개선, 그리고 사고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형 실증실험을 국제 공

동연구로 수행하고 있음.

- 개발되고 있는 원자로의 열수력 

안전계통에 대한 실증실험 기술은 

자국의 proven technology를 이용

함.

- 독자적인 실험시설 설계 능

력 및 실험 수행능력 확보

- 소형 및 대형실험 결과를 이

용한 전산코드 개발 능력 확

보

- 각국의 특성에 맞는 사고 관

리 체계를 수립중

- 독자적인 안전성 평

가 기술의 확보를 위

해 국가별로 실증실

험을 수행하며,전산

코드를 평가/ 검증하

고있음.

- 최근에는 축적된 실

험결과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안전성 평

가를 수행해 오고 있

음.

한  

국

- 핵연료 임계열유속 실험, 일부 안

전계통에 대한 중소형 개별효과 

실험을 통한 실험기술 개발중

- 열수력 종합실증실험을 위한 대형 

실험장치 기본설계 완료

- 산업체에서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

발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개별

효과 실증실험이 진행중임

-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자체적인 

계통분석 코드 개발을 진행중이거

나 또는 계획중이며, 그에 관련된 

개별효과 실증실험이 필요한 상황

임

- 핵연료의 검증실험 및 계통

의 개별효과 실험기술은 정

착화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종합적인 실증실험 능력의 

확립이  필요함.

-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

한 전산코드의 개발기술 학

보가 진행중에 있음.

- 또한 이의 평가 및 검증에 필

요한 종합실험기술을 개발중

에 있음.

- 계통 안전성 평가 및 

전산코드 평가를 위

한 체계적인 열수력 

실증실험의 수행이 

필요함. 

- 개별효과 및 종합효

과 실증실험을 통한 

독자적인 안전성 평

가검증 및 분석 기반 

구축 필요

개

도

국

- 소규모 실험을 통한 기술 축적중

- 선진국 개발 안전해석코드의 도입 

및 활용

- 일부 열수력 핵심기술에 대

한 일정 수준의 기술 보유

- 검증시험 및 계통의 개별효

과 실험기술 개발중이나, 종

합적인 실증실험 능력 미확

보

-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규모 

종합실험장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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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o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분야

-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시운전

- 종합실험장치 설계/운  필요기술 개발

- 종합 실험 수행

o 원자로 계통 열수력 특성 실험 분야

- 신설계개념 채택에 따른 열수력 현상 실험 

- 일반 안전현안 관련 열수력 현상 실험

-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 실험 :

o 노심 열수력 특성 실험 분야

-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 열수력 실험

- 노심 열수력 안전 현안 규명 실험

-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 제3+세대 및 4세대 원전 노심 열수력 안전성 평가 실험

o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분야

- MARS, 노심 부수로 및 중대사고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 MARS GUI 모듈 개발

- 핵심 열수력 모델 개발 및 검증

- 통합코드 종합 검증 및 평가

(2) 내용 및 범위

가.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o 종합실험장치 상세설계 및 척도왜곡 평가

o 실험장치 제작․구매 기술사양서 개발

o 장치 제어 및 데이터 처리 계통 등 실험장치 운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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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소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나. 원자로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o 원자로계통에서의 핵심 열수력 현상 실험

o 2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및 응용 

o 초임계압력 원자로의 핵심 개별 열수력 현상 분석

(참고) 단계별 연구의 흐름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시운전

․종합실험장치 상세설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종합실험장치 설계/운전 
필요기술 개발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증실험 수행

․KSNP, APR1400 종합열수력 
실험: 운전최적화, 사고관리
․최적계통분석 통합코드 검증실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기본설계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 계획 수립 

․실험장치 개념설계 및 
기본 설계

최적 다차원 계통분석 

통합코드 개발

․최적 다차원계통분석 
통합코드 개발

․원전 통합분석체계 개발

통합코드 기술 고유화 및 
최적 해석체계 구축

․통합 안전해석코드체계 구축, 
MARS/MASTER/CONTEMPT/MIDAS

․MARS 3.x 고유 열수력모델 개발

․통합 코드 평가 및 검증

통합코드 종합검증 및 
활용체계 완성

․통합 안전해석코드 개선 및 
종합 검증

․코드 활용체계 구축 

․신형원자로 관련모델 및 BOP 
해석능력 개발

원자로계통 열수력특성 실험

․원자로용기 강수부 다차원 열수력 
현상

․대형수조의 증기응축 및 열성층화

․2상유동 고유열수력모델 개발실험

․2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핵심 노심 열수력 특성 실험

․냉각재상실사고시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노심유동거동 첨단측정기술 개발

차세대 원자로 

설계검증실험 

․DVI, Fludic Device 실험 
장치 구축

․APR1400 설계검증 실험: 
DVI, Fluidic Device, CEDM

원전 안전계통 및 

노심열수력실증실험 

․안전감압계통 특성 실험

․임계열유속(CHF) 
기반실험

․첨단 측정기술 개발

제3+세대 및 4세대 원전

 안전특성 검증 실험

․제안된 안전 개념 검증 실험

․안전계통 신설계 개념 개발 및 
실험

․노심 설계개념 개발 및 실험

․노심 열수력 안전현안 종결을 
위한 실험

신형 핵연료 개발 지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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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 핵심 열수력 안전특성 실험

o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o 노심 유동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라.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o 통합 안전해석 코드 MARS3.x/MASTER/CONTEMPT/MIDAS 개발

o MARS3.x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

(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단위 : M.Y)  

세부과제명 2002 2003 2004 계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12 13 14  39

원자로 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7  8  8  23

핵심 노심 열수력 특성 실험  6  7  7  20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8  10 12  30

계 33 38 41 112

나. 소요예산 
                                                               (단위: 억원)

세부과제명 2002 2003 2004 계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30 60 70 160

원자로 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9 13 12  34

핵심 노심 열수력 특성 실험  8 12 10  30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7  9 10  26

계 54 94 1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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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및 체계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원자로 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핵심 

노심 열수력 

안전특성 실험

장치 설계 기술
측정기술
실험 요건

장치 설계 기술
측정기술
실험 요건

장치 설계기술
측정기술
실험 요건

해석 코드
실험 요건
장치 검토
예비 해석

장치데이터
실험 결과

실험 요건
장치 검토
예비 해석

실험 요건
장치 검토
예비 해석

실험 데이터
예측 모델

실험 데이터
예측 모델

o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의 경우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내 전문기술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 성과 활용의 극대화도 추구함.

o 외국 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기반기술 확보 차원의 연구 개발을 지양하고, 세계

적 수준의 수월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부 연구 주제를 설정함.  

실험의 경우 산업체/규제기관에 직접 활용될 수 있거나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

발을 선도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고, 코드 개발 분야는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활용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o 국제 협력을 통해 부족 기술 및 데이터를 보완하고 외국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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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 개발이 되도록 함.  또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세계 원자력 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o 국내 산업체 및 규제기관의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 진행 과정

에서 긴급한 열수력 안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

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함.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①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o 구축될 종합효과실험장치는 원전의 열수력 성능 및 안전 특성을 실증적

으로 평가/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규제기관, 원전 운 기

관, 원전 설계기관 및 안전해석코드 개발 그룹의 업무 수행 및 기술 수

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o 종합실험장치 설계․운전 필요 기술인 핵심 현상 계측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종합실험효과 실험 데이터의 유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

단됨. 이는 향후 열수력 실험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열수력 

실험 기반의 토대가 될 수 있음.

o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실험장치가 구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열수력 종

합실험을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 증진과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임.

-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 및 해석방법론 평가를 위한 데이터 생산

- 가동중 원전의 운전 및 사고관리의 최적화, 안전 현안 발생시의 해결

을 위한 실험

- 신형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 검증을 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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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자로 계통 열수력 특성 실험

o 새로운 안전개념의 채택에 따라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원자로계통에서의 

주요 핵심 열수력 현상에 대한 개별효과 실험을 통해 생산되는 열수력 

실험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새로운 열수력 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안전개념의 기술적 타당

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새로운 열수력 현상에 대한 열수력․안전해석 전산코드의 해석능력을 

평가․검증이 가능하게 됨.  

- 열수력․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개발을 위한 고유 열수력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됨. 

o 이와 같이 새로운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관련 열수

력․안전 관심사의 해석능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주요 열수력․안전 관심사에 대한 보수성의 실증적 평가가 가

능하게 됨. 

③ 노심 열수력 안전특성 실험

o 원전 사고시 노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Reflood 및 Post-CHF에 대

한 실험자료의 Database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진보한 열수력 모

델을 개발함으로써 열수력 안전 해석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o 이는 원전의 안전 여유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고유의 열수

력 안전 해석코드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임. 또한, 노

심 열수력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것임.

o 노심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자료의 Database를 확보함으

로써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핵연료 개발 및 

노심 개발에 필요한 실험자료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임.

④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o 안전해석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의존도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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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전 안전성 향상에 활용

o 원전 경제성 향상에 활용

    나. 활용방안

o 상용 원전의 안전 관리 능력 제고　

- 가동중 원전의 사고 예방/ 관리/ 완화기술 제고 (비상운전절차 개선 

등)

- 안전규제 기준 및 요건의 설정 및 개선에 광범위하게 활용 

- 향후 도출되는 열수력 안전현안의 검증 및 해결 능력 확보 

o 신형 원자로/핵연료 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확보

- APR-1400 개량 및 새로운 원자로 개발 지원체계 구축 

-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개발을 위한 검증시험 기반 확보 

- 안전규제 현안 해소를 위한 실증 시험 및 평가 지원 

o 산업체 기술 이전 및 경제성 제고 지원

- 원전기술 고도화 사업에서 원전 설계/안전해석 코드 개발 추진시 최

적 열수력 코드 체계 및 관련기술 제공하고, 실증시험 데이터 제공 

- 최적 해석체계 도입, 출력증진 기여 등을 통한 원전 경제성 제고 

o 원전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검증 기술의 확보는 원전 수출을 위한 전제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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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기술 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o 최근 미국의 항공기 테러, 월성 원전 인근의 활성단층 논란, 원자력 선진국 

일본의 원전 사고사례 등은 원자력 발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o 현재 16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2020년까지 약 20여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 예정인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중요도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리 1호기 등 가동중 원전의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종

합적이며 체계적인 수명관리 대책이 필요함.

 o 시운전 단계에서 초기 구조건전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원전의 전 수명

기간을 통하여 체계적인 방식에 의한 건전성 유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

사와 결함진단 및 평가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매

우 중요한 요소임. 

 o 최근 일본 Hamaoka 원전 1호기의 열교환기 증기 배관 파열 사고로 인한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을 비롯하여 원전 주요 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전 주요 기기 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검출과 그 

향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o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사용수명이 가까워짐에 따라 격납건물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수명연장 및 안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될 것임. 이때 

체계적인 수명평가기법을 이용한 수명예측과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수

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과 부지확보 문

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o 기기 및 구조물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함으로써 수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수명연장에도 대처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안전성 

유지는 원전의 수명과 직결되므로 경제적,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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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전기기 온라인 연속감시 및 검사 자동화를 통한 가동중 검사 시간 단축

으로 원전의 Overhaul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수로 압력관의 경년

열화 완화 및 안전성 향상으로 중수로 원전의 가동률 향상과 경제성을 제고

함.  

다. 기술적 측면

 o 격납건물을 비롯한 원전 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대부분은 주기적 안전성 평

가(PSR : Periodic Safety Review) 및 수명연장시 경년열화 관리 측면에서 

주요대상이 되는 장수명 수동형(Long-lived Passive) 구조물로서,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구조물의 경년열화를 평가. 관리하고 사전에 안전성 및 성능

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o 구조물의 경년열화는 이력성(History), 지역성(Locality) 및 사용성

(Serviceability)이 강한 기술로서 발생 인자 대부분이 대기, 해수, 토양 등 자

연 사용환경에 기인하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유지관리 측면의 해결방안 강구가 필수적인 반면, 외국기술의 도입 시 적용

상의 한계성 및 일과성 기술이 아닌 향후 반복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내 주도의 기술개발이 요구됨.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진안전성평가 기반기술 과제에서는 활성단층 여부 

규명 및 최대지진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향후 이들이 규명될 경우

에 기존 원전의 내진성을 재평가 또는 보강을 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경․중수로의 신뢰성 향상이나 설계개량 뿐 아니라, 신형 경․중수로 개발

과 중소형 원자로 개발시,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기술은 설계 

수명 동안의 내구도 평가와 독자적인 설계기술 자립에 핵심 요소기술이나 

국내의 기술기반은 취약함.

 o 월성원전 1호기 압력관은 설계 예상치 보다 과도한 열화거동을 보이고 있

으므로, 월성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력관의 열

화거동의 감시시험을 통하여 계속하여 추적하는 것이 요구됨. 그러나, 압력관 

재료의 안전성 평가 및 수명 평가 기술은 원자력발전 기술 중 가장 핵심적

인 기술로 선진국이 기술전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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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o 안전관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시스템 개발

     o 안전계통 기기의 건전성 평가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증

     o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 핵심 기술 개발 

나. 단계별 목표

o 1 단계 (‘02 - ’04)

   - 안전관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및 열화관리 기술 개발

- 안전계통 기기의 감시/진단/평가 기술 개발

- 중수로 압력관 열화특성 DB 구축 

o 2 단계 (‘05 - ’06)

- 안전관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및 수명관리 기술 개발

- 안전계통 기기의 감시/진단/평가 기술 검증

- 중수로 압력관 안전 운전 지침 개발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원전 구조물의 내진성능, 열화 평가 및 내구성능 향상   기술 개발

o NSSS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 원전 안전계통 기기의 감시․검사․진단․평가 신기술 개발

-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후화 진단기술 개발 

o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압력관 열화 손상 진단.평가 기술 개발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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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법제화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향후 시행 예정인 수명연장 시 중요 요소는 

경년열화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및 종합적인 수명관

리 통합시스템 구축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음. 

 

 o 법제화된 중대사고 대책에 따라 국내 전 원전의 중대사고 대책에 대한 이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임. 중대사고 시 최종 방벽 기능을 수행하는 격납건물의 열

화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 평가가 중요하며, NRC, OECD 등에서는 격납건물의 

안전성 및 장기적 성능 평가와 관련된 콘크리트의 열화 연구 및 극한 내압능력 

평가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 또한, 일부 국내 원전 격납건물 (CANDU

형, 울진 1,2호기 등 부착식 프리스트레스 시스템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평가 방안의 수립이 대두되고 있음. 

 

 o 현재 진행중인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예비 분석결과, 월

성 원전 인근의 일부 단층이 활동성으로 규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이 설계 시 사용된 지진특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따라 기존 원전 시설의 내진성 재평가,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이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음. 

     

 o 최근 정보통신기술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기술, 인공지능기술 등) 

및 마이크로 기술 (생산 및 특성측정 기술, 동력원, 열전달)이 혁신적으로 발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동중 검사, 결함 감시, 손상 탐지 등에 첨단기

술을 접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o 최근 가동원전의 케이블 노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초기 국내 원전의 경우 

자료부족으로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수명 평가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노

후 케이블의 교체를 위한 국산 케이블의 성능검증이 필요함. 

 o 월성원전 1호기 압력관은 설계 예상치 보다 과도한 열화거동을 보이고 있어 

안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압력관의 열화거동을 감

시시험을 통하여 계속하여 추적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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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o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사용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열화 또는 손상된 구조물과 기기, 설비 등의 내진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o 차세대 원전의 설계기준 지진이 0.3g로 높아짐에 따라 0.2g로 설계된 기존 원전

에 대한 종합적인 내진성능 재평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기술이 

개선될 전망임. 또한 국내의 지진감시망이 구축되고 지진계측 기록이 축적됨에 

따라 수년 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이 재평가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국내의 설계스펙트럼 및 설계기준 등이 재정립될 것임.  

 

 o 현존 원전의 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건전성은 Overhaul 기간을 통한 정기적인 

가동중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향후에는 이 검사를 운전 중

에 온라인 연속 감시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

며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o 원전 기기의 안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감축을 통한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원격 검사 및 원격 평가를 통하여 전문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사 자동화

를 통한 신뢰도 향상 및 방사선 피폭 저감에 관한 연구 개발이 계속 수행되어 

실용화 되고 있음. 

 o 중수로 압력관의 장기 중성자 조사취화 열화특성 자료 확대 및 이를 이용한 

압력관의 결함 평가 등 중수로 원전 건전성 평가기술의 발전이 예상되며, 비파

괴적 방법에 의한 압력관 감시기술의 개선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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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체계

L3 L4

 피로손상 평가
 파괴 및 건전성 평가

 진동해석 및 평가
 내진검증 및 재평가
 내진성능 및 여유도 

   평가

 부식평가 및 방지
   기술
 부식손상 건전성

   대처 기술

 결함탐지/평가
 신뢰도 향상 기술
 재료열화 평가

 열화손상 감시
 열화손상 평가 및

   진단

 열화/잔존수명 평가
 균열 진단/평가
 내구성 향상 기술

 수명관리 및 평가
 케이블 노후화 평가

 노심 열수력 실험/
   해석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검증

 동적 상호작용 해석
 내진해석 보수성

   평가
 면진시스템 해석/

   검증

 내진여유도 평가
 내진성능 재평가
 기기 내진검증

 지진손상 검사 및
   평가
 피해평가 시스템

   구축

 극한내압 평가
 PS 건전성 평가
 라이너 건전성 평가
 건전성 검증시험

 합성구조 설계
 강구조 건전성 평가
 충돌/발파진동 해석

 피로, 피로결함성장  및 피로 현안 평가
 파괴해석, 손상, 신뢰도 및 건전성 평가

 해석기술, 진동 및 피로열화 저감화
 내진검증 방법 및 절차, DB 구축, 재평가
 내진여유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

   향상

 부식, 부식피로 및 마모 평가
 첨가제 및 대체수화학 기술, 재질개량
 부식균열 건전성 분석 및 누설예측
 손상관리, 제어, 예측, 대처, 평가 및 검증

 비파괴 검사/평가, 초음파 평가, 탐지기술
 신뢰도 평가 및 향상, 영향인자 평가
 초음파기술, 와전류/전기 전도도 평가

 피로, 파괴, 결함감시, 열화 예측/감시
 조사유기/수소유기 열화손상 평가, 진단
 결함/누설 진단, 열화도 예측모델 개발

 열화 조사/진단/평가 및 손상, 수명 평가
 균열 조사/진단/평가/감시/해석, 저감화
 내구성 평가 및 성능개선, 신재료개발

 고장발생, 노화 진단 및 예측, 수명평가
 노후화 진단/평가, 예측, 교체관리 기술

 유동분포및 압력강화 특성 실험
 열전달 및 임계 열유속 실험
 고연소도핵연료 조사후 검사 및 성능 DB
 안전성 재평가 및 검증

 SSI/FSI 해석, 3차원 및 비선형 해석
 입력자료 및 근거리 지진에 대한 평가
 해석방법, 모델의 간략화 및 평가
 동특성평가, 다중지지시스템 해석
 면진시스템 해석/설계/평가/검증

 열화영향 평가, CDFM, CSM 평가
 내진검증 DB, 응답스펙트럼  평가
 해석, 실험 및 경험자료에 의한 내진검증

 기준선 검사결과물 DB, 손상도의 정량화
 CAV 평가, 응답스펙트럼 초과 판정
 지진피해 조사결과 DB
 지진발생시 구조물 거동 모사

 파괴기준, 파괴모드 평가, 모델링 기술
 부착식/비부착식 텐돈 장기 건전성 평가
 비금속 및 강재 라이너 성능 평가/검사
 건전성 평가, 누설률 및 부재성능 실험

 합성거동 및 접합부  설계/평가
 강구조 접합부 검사 및 건전성 평가
 하중함수 결정, 국부손상 평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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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파괴평가
기술

격납건물
안전성 평가
기술

지진대응 기술

진동 및 내진
기술

부식 평가 및
방지 기술

구조물 안전성
평가 기술

구조물 열화 및
수명관리 기술

비파괴 기술

열화손상 감시
/진단 기술

노화관리 기술

안전성능 기술

내진안전성
해석 기술

내진성능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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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①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o 미국의 NRC에서는 현재의 기기 내진검증 기준이 작성되기 이전에 건설된 발

전소에 대한 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하여 미해결 안전성 문제(USI A-46)로 제기

하여, 해결책으로 EPRI가 중심이 되어 노후 원전의 기기 내진 성능을 합리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 으며 이에 따른 일반수행절차를 제시하

음. 

 o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지진동 저

감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제 구조물 및 기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o 미국의 EPRI에서는 수 년 동안 지진응답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고무 베어링을 증기발생기에 적용하여 가속도 응답을 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음. 일본의 JAERI에서도 1991년부터 10년 이상 기기 등의 지진력 저감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해석코드인 EBISA를 개발하 으며 검증실험을 

완료하 음. 

 o 미국 EPRI에서는 기존의 OBE 초과여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소규모 지진 

발생 시 불필요한 운전정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연구 및 지진발생 후 원전

조치의 일반지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o 콘크리트 재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

리트 격납건물의 구조거동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이러한 해

석상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음. 이들은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을 산정하기 위

하여 실험을 통하여 격납건물의 거동을 평가하기도 하고 콘크리트의 구성모델

을 구하여 해석적으로 극한내압능력을 산정하기도 하 음. 이를 위해 독자적인 

해석코드를 개발하거나 상용 구조해석 코드를 사용하 음. 

 o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SAG(Structural Aging Program)

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수행하면서 환경 열화 인자에 대한 재료특성의 시간

적 변화뿐만 아니라 ISI 방법 및 보수 재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폭넓은 연구

를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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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o 원전 계통의 연속감시 및 진단을 위한 연구가 웨스팅하우스 등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ASME O&M-SG의 감시 및 진단 가이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은 KWU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시계통을 개발하여 운 중이며 프랑스에서

는 프라마톰과 전력회사인 EdF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음.

 o 세계적인 원자력업체들에서는 검사 자동화를 통한 가동중검사 기간 단축 및 

방사선 피폭 절감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하고 있음 <(미) 

EPRI NDE Center, Westinghouse, Framatome Tech. (일) 미쓰비시 중공업, 도

시바, IHI 등, (유럽) ABB, Framatome, Technatom 등)>.

 o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원전 기기 온라인 연속 감시에 관하여 미국 테네

시 대학 등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ORNL, PNNL에서 

NER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비파괴 평가 기술의 신

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체제, 장비 자동화, 최신 검사 기술 적용 등

에 역점을 두고 있음. 

 o 독일에서는 송유관 내부를 따라 이동하면서 송유관의 결함을 평가하는 탐상기

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압력배관의 용접부 검사를 위하여 피복재

를 벗겨 내고 배관의 외부에서 검사하는 탐상기는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상품화되어 있으나, 원전 배관 내부를 초고속으로 

탐상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음. 

 

 o 미국은 BNL의 케이블 노후화 평가기술 개발, NRC의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Program과 Westing House의 Electric Equipment Degradation 

Assessment Program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EPRI에서는 “Cable program”을 

통해 년 $10,000의 회원제 케이블 연구회를 유지하고 있음. 

 

 o 일본은 JAERI를 중심으로 케이블 수명저하 가속요인, 시편과 실제재료사이의 

물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안전계통에 대한 전기기기 및 케이블의 환

경시험은 전기학회, 원자력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조사

전문위원회를 설립, 1982년 11월 원자력 발전소용 전선, 케이블의 환경시험법 

및 연소시험법에 관한 추천안을 발간하여, 현재는 이 방법을 토대로 시험이 수

행되고 있음. 

 

③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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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재 캐나다는 COG (Candu Owner Group)을 중심으로 산업체 및 정부가 협

력하여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지르코늄합금의 중성자 조사취화 거동을 30년 수

명에 해당하는 30x1025/m2 (E>1MeV)까지 확장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①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o 내진 안전성의 정  평가기법 및 보강기법에 관한 기술이 미정립된 상태이며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관련 연구가 극히 적고, 일부 기반기술을 제외한 대부분

의 국내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주요 기기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지진동 저감시스템

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구조물의 지진동 저감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는 

KAERI의 액체금속로, 대학과 기업의 교량구조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적용 

연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진동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원전 주요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저

감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이를 적용한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가 요구됨. 

 o 기기의 내진검증은 주로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

동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또는 신규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으로서 설계 및 건설 

당시의 설계자료, 기기검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노후된 원전의 

경우 설계/검증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들에 대한 검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o 시나리오 지진연구 및 구조응답 평가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가 없으며, 현재 

KINS의 주관 하에 진행 중인 ‘지진안전성 평가기반기술 개발’ 과제와 상이한 

내용으로서 활성단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할 연구분야임. 참고로 ‘지

진안전성 평가기반기술 개발’ 과제는 활성단층의 규명 및 원전부지의 최대지진 

평가에 국한되어 있음.

 o 기타 국내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열화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수학적 모델 

개발이나 내구성 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실 수준의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원전 수명관리와 같은 실무분야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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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o 국내에서는 원전기기의 건전성 감시 및 진단에 관하여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

구를 수행해 왔으나 중장기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혁신적 개념의 연구 내용을 수행한 바는 아직 없음. 

 o 국내 도입된 일부 원전시스템에는 손상 감시 진단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

나 미미한 실정이며 연속감시 및 진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NSSS 건전성 감시 시스템은 국내 원전에 설치되어 운  중이나 단순 모니터

링 용도이며, LPMS나 IVMS에 관하여 국내에서 연구 개발 된 것도 모니터링 

용도로 되어 있으며 이 신호를 이용한 고지능 기기 진단 기능이 미비함. 

  

 o 케이블 건전성 평가기술은 전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시설, 장비, 기술수준 등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

음. 최근 원자력 성능검증체계 구축사업 (1999-2002년)으로 LOCA환경 하에서

의 내환경 검증시험시설을 구축 중이며 검증기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

태임.  

③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o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월성 원전 압력

관에 대해 핫셀에서 재료특성시험을 수행하고 특성 DB를 구축하 음. 또한, 핫

셀에서 모든 특성시험(인장시험, 파괴인성 시험 및 DHC 특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 및 시험절차를 구축하 고, 압력관의 재료의 열화 거동 기구를 

일부 완전히 규명하여 규명된 원리를 응용, 현용 압력관보다 DHC 저항성이 우

수한 압력관을 개발하 음. 

 

 o 특히, KAERI 연구진은 국내에서 지르코늄 연구회를 운 하면서 국외에서도 

ASTM 주관 지르코늄 심포지움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지르코늄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중수로 압력관 관련 기술 중 delayed hydride cracking 관련 현

상 이해, DHC 저항성 합금 개발 기술, 중성자 조사에 따른 지르코늄합금의 미

세조직 분석/해석 기술은 AECL보다 앞서거나 근접해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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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①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기술항목 국내 수준 국외 수준

•내진성능 평가 기술

•내진 검증기술

•지진력 저감 기술

•내진성능 향상 기술

•지진대응기술

•격납건물 해석 기술

•격납건물 평가 기반기술

•확률론적 해석 기술

•열화 향 해석/평가 기술

•ISI 평가 기술

•열화 평가

•열화 D/B

•균열 저감 기술

•구조 건전성 평가

•수명 예측 모델

•보수․보강 기술

•내구성 향상 기술

60％

50％

40％

40％

30％

80％

60％

20％

30％

50％

60％

70％

50％

60％

60％

70％

50％

90％

80％

80％

80％

70％

90％

90％

70％

80％

80％

90％

70％

70％

80％

80％

90％

80％

②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기술항목 국내 수준 국외 수준

•원자로 내부구조물 건전성 진단 기술 

•유도 초음파 응용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원격 검사 및 평가 기술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스프릿 핀 결함 탐지 기술

•케이블의 환경 가속열화 시험 및 수명평가기술

•케이블 노후화 진단기술 및 진단장비

•케이블의 LOCA 환경 시험/감시 기술

•케이블 검증(EQ) 기술   

50%

50%

50%

70%

30%

15%

50%

30%

100%

90%

100%

100%

90％

90％

90％

100％

③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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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국내 수준 국외 수준

•압력관의 조사취화 시험 및 평가 기술

•가동중 압력관의 감시시험 기술

•결함 및 blister 압력관의 해석방법

•재료특성 DB 및 재료기준

30%

15%

50%

30%

70%

50%

80%

80%

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o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구조물/계통/기기의 내진성능 향상기술, 지진력 저감 시스템, 동적 비선형 해

석 기술, 지진대응 기술, 열화평가 절차 및 기준, 안전성 관련 구조물 열화 

D/B 시스템, 건전성 평가기법 및 수명예측모델, 보수․보강기법, 원전 구조

물 수명관리 통합시스템, 콘크리트 균열저감 및 내구성 향상기술, 격납건물 

해석코드 NUCAS 기능 확장, 격납건물의 장기 건전성 평가 기술, 격납건물

의 손상 평가 기술, 텐돈 ISI 기술 개선

o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금속파편 충격신호 진단 기술 구현, 원자로 내부 구조물 건전성 진단 기술, 

장거리 초음파 응용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실증, 원격 검사 및 평가 기술 

구현, 안내관 스프릿 핀 결함 탐지기, 압력 배관의 초고속 InPipe 탐상 기술, 

케이블의 환경 가속열화 시험 및 수명 평가기술, 노후화 진단 및 감시 기술, 

비파괴적 노후화 평가기술, LOCA환경 시험 평가 및 검증 기술, 내환경 DB 

구축 

o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월성1호기 압력관 특성 DB의 지속적 확장, 압력관 열화특성 및 LBB 평가, 

압력관 감시시험 기술, 압력관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개발

(2) 내용 및 범위

가.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o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 지진 시나리오 및 인공지진파 작성 (월성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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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진력 저감기술 개발

 - 지진력 저감 대상 기기 및 구조물 선정

 - 지진력 저감장치 적용기준 설정

o 격납건물 해석 NUCAS 코드 3차원 해석 모듈 개발

 - 3차원 해석을 위한 파괴 기준 및 저차 고체 유한 요소 개발

 - NUCAS와 상용 전후처리 도구와의 Interface개발

o 격납건물 벽체의 파괴 거동 검증

 - 관통부 시험체의 시험항목 및 모델 결정

o 구조물 열화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성 및 수명평가를 위한 열화평가 기준 및 절차

 - 안전성관련 구조물 종합 D/B 시스템 개념 설계

o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저감 기술

  -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시험

o 구조건전성 평가기법

 - 구조부재의 중요도, 열화현상 및 발생 요인, 사용환경별 가중치 설정

나.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o NSSS 기기 건전성 진단 알고리즘 개발

 - 금속 파편 충격신호의 배경 잡음 감소 기술 및 분석 방법론 개발

 - 가속도 신호를 융합한 원자로 내부 구조물 결함 진단 알고리즘 개발

o 원전 기기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기반 구축

 - built-in 기기 건전성 감시 시스템 개념 정립

 - 장거리 초음파 발생 기술 개발 

o 원전 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핵심 기술 및 기반 구축

 - 원격 검사 및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요소 기술 개발

 -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스프릿 핀 결함 탐지 기술 개발 및 결함 탐지용 수

중 탐상기 설계

 - 비파괴 검사 신호의 지능형 분석 알고리즘 개발

o 케이블의 환경가속열화 시험 및 수명평가기술 개발

 - 규제 및 시험기준 자료 분석 

 - 활성화에너지 측정

 - 방사선 및 열가속열화시험

 - 케이블 수명평가



- 98 -

다.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o 고 방사능 압력관 특성 평가 기술의 고도화

 - CT 시편을 이용한 파괴 인성 측정치 평가

 - AE 시험 장치를 이용한 DHC 속도 측정 기술 

 - 핫셀 내에서 압력관 내 수소장입 시험장치 및 절차

o 온도 및 조사선량에 따른 월성압력관의 특성자료생산 (중성자 선량: 

9x1025/m2)

o 둔각의 결함에서 압력관의 KIH 결정 및 KIH 모델링

o blister 탐지 진단 장치 설계 및 방안 수립

o 파괴 및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압력관의 수소량 측정 장치 설계

   (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과제명
소요인력 (MY)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계 24 27 28 79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9 10 10 29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10 11 11 32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5 6 7 18

   나. 소요예산

과제명
연구비 (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계 22 25 28 75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8 9 10 27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8 9 10 27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6 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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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및 체계

 o 1단계에서 구조물에 관한 연구는 ‘원자력 안전성향상 기술개발’ 대과제의 세부

과제인 ‘격납건물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과제에서 제한적으로 격납건물에 관해 

수행되었으나, 기기에 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수행되었음. 

 

 o 2단계에서는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연구를 제외한 기기 관련 연구와 기존의 격

납건물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과제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음. 

 

o 연․산․학의 협조체제 및 기관별 연구내용 분담

   -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소 현장의 정보 수집 및 전

문가 자문을 강화.

   - 격납건물 건전성, 내진성 재평가, 열화 평가 및 구조 실증실험 등은 KAERI 

및 KEPRI가 공동연구 수행. 일부 구조 실험은 산업체 연구소에 위탁 수행.

   - 격납건물의 텐돈 현장 자료는 (주)한수원의 협조를 얻어 입수. 

   - 구조물 열화 및 수명관리 DB 구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국내 연구기

관에 위탁 수행,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해석 및 검증은 학계에 위탁하여 

수행.

   - NSSS 건전성 감시진단과 관련된 일부 요소 기술은 대학을 위시한 학계에

서 복수로 연구를 수행하여 적합성이 우수한 결과를 채택하여 주관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성능을 시험.

   - 압력관의 blister 진단 및 수소량의 비파괴적 측정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둔각 결함 압력관의 DHC 취약성 및 KIH 

평가에 대한 해석적 모델은 대학교에 위탁연구 수행.

o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의 정보/기술 교환

   - 시나리오 지진연구 분야에서는 KINS 주관 하에 진행 중인 ‘지진안전성 평

가기반기술 개발’ 과제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최대한 활용.

   - 월성원전 부근의 계기지진기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진 DB로부터 획득.

   - PSR 및 중수로 관련 과제 등과 수시로 정보 및 기술을 교환.

o 국제 기술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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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력 저감 시스템 개발 및 내진성능 검증기술 개발은 이미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JAERI, 미국의 EPRI 등과 국제공동연구로 

수행.

   - OECD/NEA의 PWG, IAEA TCM, NRC, BNL, CRIEPI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기술 동향 파악.

   - 운전중 온라인 감시 진단 기술은 관련 신기술 개발에 기착수한 미국 ORNL 

및 테네시 대학과 공동 기술 협조 체제 구축.

   - 월성 압력관의 DHC 시험은 AECL과의 JDRC (Joint Design Research 

Cent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 Delayed Hydride Cracking 속

도 측정의 Round Robin 시험은 IAEA의 Coordinated Research Project로 1

단계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파괴인성시험 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round robin 시험도 AECL, Candu Owners Group 및 일본과의 협력으로 다

국적 공동연구로 추진.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o 기존 원전의 내진 재평가에 활용,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해석에 활용, 지진 

발생 후 대응시스템 개발에 활용, 지진취약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 및 향상에 사

용, 격납건물의 거동해석 및 설계에 활용,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평가, 격납

건물 ISI 평가시 적용,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평가자료로 활용, 원전 주

기적 안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에 활용, 선진화된 구조물 수명관리 시스템 구축

에 활용, 원전 설계․시공․수명관리 시 균열저감 대책으로 활용

 o 원자로 주요 기기의 감시 진단 신기술 접목으로 진단 및 평가 능력 고도화, 운

전중 온라인 검사 및 평가 기술을 통한 원전의 가동중검사 항목 대체, 초소형 

수중 결함 탐지 기술 개발을 통한 접근 곤란 기기 및 부품의 결함 탐지, 케이블

의 성능 및 수명예측 등 평가 도구로 활용

 o 압력관재료의 조사취화 특성 DB구축으로 안전 기준설정, 기계적 건전성 및 수

명 평가에 활용, 중수로 원전의 주기적안전성검토에 활용  

o 효율적인 원전 구조물 수명관리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가동율 향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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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열화의 주요 요인인 균열 발생의 사전 억제로 인한 보수․보강 비용 절감, 

가동중 검사 시간 단축으로 인한 Overhaul 기간 단축, 평가기술의 자립화에 의

한 원전의 안전성, 검증 및 보수 등의 외화비용 절감  

o 기술력 확보: 격납건물 해석기술 및 해석코드 확보, 원전 텐돈 ISI 개선 및 작업

의 신속성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 선진화된 구조물 수명관리 시스템 구축, 독

자적인 내진평가 및 검증기술 확보, 국내 원전 비파괴검사 신뢰성의 획기적 향

상, 국내 원전 비파괴검사 정보 수집, 분석, 보관 효율 극대화, 중수로 원전 압

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확보, 원전 케이블 건전성 평가기술 확보

    나. 활용방안

 o 월성원전의 지진 대응 지침서: 내진 재평가, 타 원전의 지진안전성 평가, 원전

의 내진 설계 개선

 o 지진력 저감시스템의 최적 설계도: 주기적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보강 및 향상

 o 격납건물 해석코드 NUCAS: 주기적안전성 평가 및 극한내압 평가

 o 격납건물 벽체 관통부의 거동시험 결과: 중대사고시 건전성 평가 및 해석코드 

검증

 o 금속파편 충격 신호 진단 시스템: 금속파편 정  위치 추정

 o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단 시스템: IVMS 고도화

 o 운전중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신형원자로 설계에 반

 o 유도초음파 응용 결함탐지 기술: 접근 불가 지역의 결함 탐지

 o 네트워크 기반 원격 검사 기술: 원전 원자로 용기 원격 검사

 o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스프릿 핀 결함 탐지기: 스프릿 핀 수중 결함 탐지 

 o 배관결함 초고속 InPipe 탐상기: 원전 배관 초고속 검사

 o 원전유기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원자력 기기 성능검증의 기술지원

 o 원전유기재료의 국산화와 신규 원전 부품의 설계 및 재료개선의 요소기술로 

활용

 o 압력관의 조사취화 데이터베이스: 가동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수명평가

 o 압력관의 수소량 측정 기술: 가동 원전의 감시

 o Blister 탐지 기술: 가동 중수로의 안전성 평가

 o 결함 압력관의 건전성 평가 기술: 결함 압력관의 운전 허가 및 허용 운전 기간 

평가

 o 사고시 압력관의 고온변형 거동 자료: 안전성분석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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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o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연

구개발의 투명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임.

o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완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

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임.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o 사용후핵연료를 구 처분 및 관리해야 할 폐기 대상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적 이득

은 물론, 원자력 산업계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큼.

o 독창적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가공 핵연료 기술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으

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잠재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함.

o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핵연료주기 기술을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에 접목

할 수 있음.

다. 기술적 측면

o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함.

o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식 직접 재가공에 의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개발이 요구됨.

o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를 제조하고, 

이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건식 재활용 핵연료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실험

실 규모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하

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함.

o 이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직접 가공하여 제조된 산화물핵연

료를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 기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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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o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 확립

나. 단계별 목표

o 제 1 단계 (2002년∼2004년)

- 실험실 규모의 핵비확산성 건식 산화물 재활용 핵심 요소 기술개발

o 제 2 단계 (2005년∼2006년)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 확립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의 소결 특성 평가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검증 및 제조/검사 장비 개량

-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 건식 산화물 특성 분석 및 물성 개량 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 평가 기술개발

- 조사시험을 통한 건식 산화물 소결체 및 연료봉 성능 분석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 특성 평가 기술개발

- 핵연료 조사시험 분석 및 설계 자료 생산

- 핵연료 안전 특성 해석 

-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o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건식 가공 공정 핵물질 측정시스템 요소 기술개발

- 민감 시설 핵물질 감시 및 검증 시스템 요소 기술개발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안전조치성 및 핵확산 저항성 평가

o 건식 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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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 운  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 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o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

활용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본 과제는 국내에서 관련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산화물 재활용 기술개발의 연구개발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음.

o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연구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를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된 연구 환경 구축 및 기반 기술 확보의 선도적 역할을 본 과제가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o  전 세계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

활용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국내․외에서의 관련 기술개

발 발전 전망은 아주 많음.

o  GEN-IV Roadmap 작업 등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면 히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핵심 요소 기술부터 하나씩 개발해 나간다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관련 기술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음.

나. 기술체계

o  기존의 기술 체계는 2001년까지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인 “DUPIC 핵

연료 양립성, 경제성, 기술 타당성 평가” 및 “DUPIC 핵연료 기술개

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o  그러나, 향후의 연구개발 방향은 제 2 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부응

하여 단기적으로는 『실험실 규모의 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요소기술 

개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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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수립 및 기술 기반 확립 체계를 갖추고자 함.

o  본 연구 단계에서는 DUPIC 핵연료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배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한 산화물 재활용 기

술개발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실

적 핵심 요소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 개념

에 연계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 분석 및 관련 기반 기

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함.

(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o  DUPIC 기술과 유사한 해외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실험실적 규모로 Rockwell Internationals 

사에서 개발했던 AIROX (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를 들 수 있음. 이 기술은 그 후 PUREX 공정의 상용화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었으나 70년대 후반 핵 확산 저항성 후행 핵연료

주기 대안으로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음. 

o  또한, 핵연료 제조 기술 관점에서 DUPIC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라면 

MOX 핵연료 가공이라 할 수 있음. MOX 핵연료는 재처리된 플루토

늄을 경수로 또는 고속로 연료로 재사용하는 목표로 일찍부터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이미 70년대에는 상용화 실증 단계에 이르 으

나, 미국의 GESMO (Generic Environmental Statement of Mixed 

Oxide) 평가 계획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매듭되기 전 핵 확산 금

지 운동의 여파로 상용화가 중지되었음. 

o  그러나 재처리를 상용화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상용화가 계속 추진되

었음. 70년대 후반 핵 확산 문제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MOX 핵연료의 

핵 확산 저항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제염 또는 spiking된 경

수로 MOX 핵연료의 원격가공에 대한 평가들이 수행되었음. 이러한 

기술은 AIROX나 DUPIC 기술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며 다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와 분말 처리 부분이 다름. 

o  최근 미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 프로그램과(2001년 예산 6400만 불) AFR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일찍부터 

EBR 고속로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 핵연료 개발에 착수하여 고속로 

사업 중단 시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음. 1960년대 중반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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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daho 시험센터에서는 FCF(Fuel Cycle Facility)를 건설하여 EBR-

Ⅱ용 금속핵연료 제조를 pilot 규모로 실증하 음. 

o  2001년 10월에 착수된 AFR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 200 tHM/y 규모

의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AFR 핵연료 물질 생산 시설

을 ANL-W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GEN-IV 개념으

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o  IFR 기술은 일본의 관심을 끌어 러시아 RIAR 연구소의 Vipac 기술과 

함께 원격가공 기술 개발의 활발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 현재 일본

에서는 미국과의 IFR 공동연구가 1995년에 중단된 이래로 CRIEPI의 

금속 연료 건식 재순환 프로젝트, JAERI 주도의 OMEGA 프로그램 

및 JNC 주관 하의 고속로(Fast Reactor) 상업화 연구가 수행되어 왔

으며,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기술개발 및 금속 핵연료주기의 실용화

를 위한 제 2 단계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 

o  최근 러시아에서도 DUPIC 기술을 이용한 고연소도 ADS 

(Accelerator-Driven System) 핵연료주기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Th+Pa+U) 세라믹 핵연료를 장전하는 경수

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도 DUPIC 

기술을 이용한 50 ∼ 100년의 원전 수명 주기의 원자로 시스템 개발

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o  1990년대 초반부터 한․미․카 공동연구로 시작된 DUPIC 핵연료주기

가 NAS에서 제시한 Spent Fuel Standard 개념과 비슷한 핵확산 저

항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제거, 우라늄 절약, 중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량 감축 등 직접 처분에 비해 일석다조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음. 

o  1992년 한․미․카 3국간의 DUPIC 타당성 연구는 매우 긍정적인 결

론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DUPIC 개념의 실험적 검증을 위

한 제 2 단계 연구가 2002년까지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 2 단

계가 끝나 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매우 성공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캐나다에서는 핵연료 거동 연구의 일환으로 DUPIC 핵연료 제조 기술

과 유사한 핵연료 산화/환원 기술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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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KAERI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로서 KAERI 연구원의 파견 

하에 1998년 3 개의 DUPIC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을 제조하여 1999

년 초부터 NRU에서 조사시험을 수행 중에 있음. 

o  DUPIC 기술은 지난 10 여 년 간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연구한 결과 우리 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상태이며, 따라

서 향후 연구개발이 진전되면 세계적 기술 리더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공인 받

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인 DUPIC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

적 핵투명성을 보장하며 건식 산화물 핵연료주기 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Clean wastes와 Dirty fuel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EN-IV 개념에도 활용성이 크리라 예상됨. 

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핵심 기술 비교국명

국내 기술 수준

현 단계

(’97-’01)

1 단계

(’02-’04)

2단계

(’05-’06)
근거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재가공 기술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장비 

개발 기술

∙건식 재가공에 
따른 핵종 거동 

특성 분석 기술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미국 

ORNL 

캐나다 

AECL

50 %

60 %

70 %

80 %

80 %

80 %

90 %

100 %

100 %

∙현재 기초적인 재가공 기술이 
수립된 상태이며, 1 단계에서 

본격적인 개량, 개선 연구를 

통해 재가공 기술이 확립될 

것임.   2단계에서는 확립된 

기술을 안정화, 최적화 함으로써 

직접 재가공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임. 

∙1 단계 연구에서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 장비 개량을 통해 

원격 핵연료 장비 개발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2단계에서는 원격 운용에 따른 

개발기술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임.

∙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핵종 거동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에 따른 

배기체 거동 분석 기술을 

완성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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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비교국

명

국내 기술 수준

현 단계

(’97-’01)

1 단계

(’02-’04)

2단계

(’05-’06)
근거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특성 분석 및 

평가 기술

∙핵연료 무계장 

조사시험 기술

∙핵연료 계장 

조사시험 기술

∙조사후시험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 물성 

개량 기술

∙핵연료 설계 

및 성능 해석 

기술

캐나다 

AECL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

이

Halden

캐나다

AECL

독일

ITU,

캐나다

AECL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일본,

캐나다

30 %

100 %

30 %

50 %

50 %

20 %

40 %

50 %

-

50 %

70 %

70 %

50 %

60 %

70 %

-

80 %

90 %

80 %

80 %

80 %

∙1 단계 연구에서는 원격 분석 

기술을 더욱 개선하고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2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에 따른 제조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임.

∙3 차에 걸친 하나로에서의 DUPIC 

소결체 무계장 조사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기술 기반을 확립하 음.

∙40년의 경험을 짧은 기간에 따라 

잡을 수 없으나, 하나로 무계장 

조사시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Halden의 기술을 습득하면 향후 

5년 기간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 

가능함.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분석 

기술은 국내에서도 다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DUPIC 

기술개발을 통해 목적에 부합된 

조사후시험 기술 개발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현재까지 기준 조성 모의 DUPIC 

핵연료 제조 및 물성 분석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나, 고방사성의 

실제 DUPIC 소결체를 이용한 

Active 물성 특성 분석 기술 확보는 

많은 예산 및 인력 투자가 요구됨.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개량 

연구는 세계적으로 연구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핵연료 성능 모델 개발 등의 기반 

기술은 확보한 상태이나, 코드 개발 

능력 및 검증 자료 확보가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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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비교국명

국내 기술 수준

현 단계

(’97-’01)

1 단계

(’02-’04)

2단계

(’05-’06)
근거

∙노외 성능 

검증 시험 

기술

∙핵연료 안전특

성 해석 기술

∙조사시험 해석 

기술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 주기

의 계통 특성 

분석 기술

∙건식 재가공 

산화물 핵연

료의 활용성 

평가 기술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미국

ANL

미국

ANL

20 %

30 %

30%

10%

10%

30 %

60 %

60%

50%

50%

40 %

90 %

90 %

80%

80%

∙소내에 노외 성능 검증 시험을 

위한 일부 시설은 확보하고 

있으나, 주요 열수력적 성능 

검증 시험은 외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불가피함.

∙1단계 연구에서는 기 확보된 안

전특성 해석 기술을 응용하여 

이론적으로 해석 방법론을 구축

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핵연료의 안전특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1단계 연구에서 소결체 및 핵연

료봉 조사시험 해석 기술을 확

보하여 노물리 특성 향 평가 

및 핵연료 설계 자료를 독자적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

달.

∙1단계 연구에서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 주기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적용 가능

한 미래형 원자로 개념을 선정

함. 

∙1단계 연구에서 개발중인 개량형 

원자로 핵연료 주기에의 활용성

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  주기 적용 타당

성을 평가할수 있는 수준에 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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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 기술 수준

현단계

(‘97-’01)

1단계

(‘02-’04)

2단계

(‘05-’06)
근거

∙미래형 핵연료

주기 연계성 

분석 기술

∙NDA 핵물질

  측정기술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격납 및 감시

  기술

∙핵확산저항성 

평가 기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통합안전조치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기술

미국 

ANL

미국

유럽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유럽

 미국 

미국

유럽

30%

80 %

50 %

75 %

30 %

50 %

50%

90 %

75 %

95 %

70 %

80 %

80%

100 %

90 %

100 %

 

90 %

100 %

∙1단계 및 2단계에서 미래형 핵연료 주기 

연계성 및 응용성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함.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시설의 

핵물질을 비파괴 방법으로 정량 

측정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음. 현 

단계까지 개발된 장비 및 측정 

기술(DSNC 개발)을 바탕으로 기술 및 

성능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술 

수출도 가능함.

∙현재까지 개발된 계량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NRTA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90 % 수준 도달 전망.

∙현 단계까지 개발된 감시시스템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진단시스템 개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속 무인 

감시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고 IAEA의 

공인을 받는 다음단계에는 기술수출도 

가능함.

∙현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체적으로 새로운 평가 모델링 개발 

경험이 있으며, 다음 단계에는 90% 

수준 도달 전망.

∙기개발된 DUPIC 핵심요소기술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로 확장하는데 

파괴적 핵물질 분석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내 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나 공정이 상이한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타 핵연료주기 

적용성을 분석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할 

경우 차기 단계에는

  100% 수준 도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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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비교국

명

국내 기술 수준

현 단계

(’97-’01)

1 단계

(’02-’04)

2단계

(’05-’06)
근거

∙고방사성 물질

  원격취급 및

  유지보수 기술

∙배기체처리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 수송

  기술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연계

  타당성 분석

미국,

프랑스

미국,

프랑스,

국,일

본

미국,

프랑스,

국,일

본

미국,

프랑스,

국,일

본

60 %

50 %

50 %

80 %

70 %

80 %

90 %

90 %

90 %

30%

∙현 단계까지는 DFDF 핫셀의 원격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원격 분진 

흡수 장치, 원격건식제염장치, 

유지보수용 러브박스를 개발하고, 

DFDF 격리실에 원격조정기를 

설치하여 원격유지보수의 기틀을 

마련하 음. 1, 2단계에는 기존 

장치의 운  및 성능향상, DFDF 

핫셀용 제조장비의 제염을 위해 

원격 swabbing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 격리실을 종합 유지보수 셀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 개선 등을 

수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원격유지보수기술이 상당히 

성숙되리라 판단됨. 

∙현재까지는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

계, 운전, 제염 및 해체 등의 경험 

및 know-how를 확보하며, 배기체 

관련 국내외 특허 9건의 등록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 음. 본 기술의 

실증 경험으로 1,2단계 연구가 종료

되는 시점에는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하리라 예상됨.

∙현재까지는 연구소 보유 RD-15 수

송용기, 하나로 캐스크 등의 안전성 

분석을 통해 DUPIC 핵연료물질의 

소내 수송에 적용함. 1, 2단계에는 

이를 근거로 DUPIC핵연료봉의 해외

수송을 위한 소외(국내외) 수송체계

를 확립하고, DUPIC 핵연료봉을 캐

나다 NRU 연구로로 수송할 예정임. 

이를 통해 핵물질 해외 수송 경험을 

축적함.

∙DUPIC 기술을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로의 연계 타당성 분석을 통해 

DUPIC 기술이 핵연료 제조 뿐 아니

라 감용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감용체 특성 분석, 기술성, 처분타당

성,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할 

예정임. 이를 통해 S/F 감용기술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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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o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핵심 요소 기술

을 실험실 규모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을 통하여 직

접 가공한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o “핵심 요소 기술”의 정의 및 분류: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가

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를 제조하고, 이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비

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핵심 요소기술을 다음과 같이 분류, 정의함.

- 사용후핵연료 취급 기술

․ 핵연료 원격 제조/검사 기술

․ 원격 핵연료 가공시설 운용 기술

․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장비 개발 기술

․ 건식 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취급 및 관리 기술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기술

․ 원격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 핵연료주기 안전조치 시스템 기술

- 신개념 핵연료 개발기술

․ 핵연료 조사 및 성능시험 기술

․ 건식 재가공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성능평가 기술

․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물리 해석 기술

․ 핵연료주기 계통 분석 기술

(2) 내용 및 범위

가.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개발

o 원격 제조/재료 특성 연구

- OREOX 공정 최적화 연구 / - 핵종별 거동 및 화학적 특성 연구 / - 가

공 조건 별 핵분열성 물질 거동 특성 연구 / - 고 도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 -  큰 결정립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 - 불순물 다량함유 핵물질의 소결특

성 평가 /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 - 사용후핵연료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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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핵심 기술 분석 / - Multi-pin 핵연료 설계 사양 및 제조 특성 분석

o 제조/공정 기술

- Multi-pin 핵연료 개념 개발 및 타당성 분석 / - 핵연료 소결체/봉 공정관

리체계 구축 / - Multi-pin 핵연료 공정 기술 분석 /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품질관리 체계 구축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

- 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기술 최적화 / - 핵연료 핵연료봉 제조기술 최적

화 / - 핵연료 피복관 제조기술 개발 / - Multi-pin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 / 

- 핵연료 품질검사 기술 최적화

o 원격 제조/검사장비 개발

- 핵연료 분말 제조/검사장비 개량 / - 핵연료봉 제조/검사장비 개량 / -  

Multi-pin 핵연료 제조/검사장비 개발 / - 핵연료 제조/검사장비 원격 운용

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 하나로 이용 조사시험 (SIMFUEL 및 건식 재가공 소결체 성능 비교 분석 

등) / - 하나로 조사 소결체의 조사후시험 및 분석을 통한 성능 평가 / - 

NRU 이용 핵연료봉 정상 상태 조사시험 / - NRU 조사 핵연료봉 조사후시

험 및 건전성 평가 / - 계장 조사시험 장치 설계/제작 및 개선

o 건식 산화물 물성 특성 분석 및 개량

- 건식 산화물 물성 특성 개량 실험 / - 열 물성 실험 및 특성 모델 개발 / 

- 기계적 물성 실험 및 특성 모델 개발 / - 핵분열기체 거동 분석 / - 산화

물/ - 금속 석출물 특성 및 거동 분석 / - 고용체 특성 및 거동 분석 / - 건

식 재가공 핵연료 PCMI 특성 분석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 해석

- 연료봉 성능 해석 코드 개발 및 개량 / - 연료봉 성능 해석 코드 검증 / - 

  연료봉 열적/기계적 성능 분석 / - 하나로 FTL 조사시험용 연료봉 설계/

해석 / - 핵연료 설계인자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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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식 재가공 핵연료 건전성 검증 체계 구축

- 고연소도 및 SF 자료 수집 및 분석 / - 건전성 검증 자료 DB 구축 / - 

검 증자료 calibration 방법 분석 및 개발

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 특성 평가 기술개발

o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특성 분석

- 조사시험 해석 / - 노물리 및 열수력 설계 자료 생산

o 핵연료 안전 특성 해석

- 핵연료 안전 특성 해석 / - 핵연료 거동 및 건전성 자료 생산

o 건식 산화물 핵연료주기 분석 방법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최적 방법 연구 / - 건식 산화물 재활용 최적방안 분석

o 건식 산화물 제조 공정의 노물리 특성 평가

- 건식 산화물 제조 공정의 노물리 특성 분석/- 공정별 건식 산화물 특성 분석

o 노형별 건식 산화물 핵연료주기 활용성 분석

- 기존/개량형 원자로의 건식 산화물 핵연료 적용성 분석 / - GEN-IV 노형 

개념 및 기준 검토

o 건식 산화물 핵주기 수용 원자로 시스템 분석 

- 노형 계통별 수용성 분석 / - 원자로 시스템 통합 분석 

o 원자로별 건식 산화물 핵연료주기 연계성 분석 

- 건식 산화물 핵연료 및 원자로 계통 조건 분석 및 선정 / - 원자로 노형

별 물질 흐름 분석

o 건식 산화물 핵주기 수용가능 최적 원자로 선정  및 평가 

- 선정 평가 기준 및 방법론 개발/ - 최적 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 시스템 평가

라.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o 핵물질 측정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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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 방법을 이용한 핵물질 측정 기반기술 개발 (시료, Hold-up, Scrap, 

폐기물측정용) / - NDA/DA 방법 연계에 의한 핵물질 분석 체계 개발 /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공정 핵물질 측정장치의 오차 저감 기술 개발 / -

  H/W, S/W 인터페이싱에 의한 핵물질 측정 계장체제 구축 및 근실시간 

분석 기술 검증 / - 중성자 유발 핵반응형 중성자 검출기 개발 / - 유무선 

겸용 중성자 측정 시스템 개발

o 핵물질 감시 및 검증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 연속무인 및 원격 기반 지능형 격납/감시 시스템 개발 / - 디지털 동 상 

신호처리, 압축저장 및 motion tracking 기술 개발 / - 감시자료 전송을 위

한 네트웍 보안 요소기술 개발 / - 웹기반 실시간 양방향 원격감시 기술 검

증 및 IAEA 인증 / - IAEA Remote motoring 체제 구축

o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안전조치성 평가 기술 연구

- 민감 시설별 핵물질 측정 방안과 핵물질 측정오차 및 MUF 분석 / - 핵비

확산성 핵연료주기 시설의 격납/감시 방안 분석 /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별 안전조치성 평가 기준 개발 및 안전조치성 평가 / - 핵연료주기별 핵확산

저항성 평가 / - 핵확산저항성 증진 방안 도출 및 비용효과 분석

o DFDF 시설 핵물질 안전조치

- IAEA DIQ/FA 개정 / - 핵물질 계량 및 핵물질 재고 관리 / - 미국산 사

용후핵연료 사용허가 / - 핵물질 수출입 체계 확립 / - DFDF 핵물질 계량

관리 프로그램 성능개선 및 검증

o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안전조치 요소 기술 활용성 분석 및 평가

마. 건식 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 기술개발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시설 안전 운 기술 및 원격 유지보수 기술

 - DFDF시설 운  및 DFDF핵물질 소내수송  / - 감마선/중성자 차폐 및 

피폭 등 안전 관리 / - DFDF 핫셀의 원격 유지보수장치 운용 및 성능 개선 

/ - DFDF 핫셀의 고기능 swabbing system개발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수송기술

 - 건식 재가공 핵연료 해외 수송 체계 확립 / -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해

상 수송(캐나다 NRU) / - DFDF 폐기물 저장용기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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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식 재가공 핵연료 공정폐기물 처리 기술  

 - 건식공정 준휘발성 배기체(Cs, Kr 등) 핵종별 포집 기술개발 / - 건식공

정 휘발성 배기체(I, H3, Kr 등) 핵종별 포집 기술개발 / - 포집 핵종(Cs, I 

등) 재활용 기술개발 / - 고방사성 폐기물 특성 분석 및 처리 기술 / - 고방

사성 폐기물 처리 장치 개발 / - DFDF 시설 장비의 부분 제염 및 해체

o 핵 비확산성 핵연료 연구 시설 기술성 및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과의 연계

성 분석

 - 핵 비확산성 핵연료 연구시설의 기술성 검토 / - 건식 재가공 기술 이용 

감용체의 제조성, 방사능, 붕괴열 분석 / - 건식 재가공 기술 이용 감용체의 

경제성, 기술성, 처분 타당성 검토 / - 건식 재가공 감용체 기준 제조 공정  

확립을 위한 기초 실험 / - 천연우라늄을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 이용 감

용체 시제품 제조

   (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단위: M․Y)

세부 분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10 10 11 12 12 55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 평가 기술개발

9 10 10 11 11 51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 특성 평가 
기술개발

5 5 6 6 6 28

핵물질 안전 조치 
기술개발

7 8 8 8 8 39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 
기술개발

7 7 8 8 8 38

총 계 38 40 43 45 4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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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요예산
(단위: 억원)

세부 분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11 12 12 14 12 6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 평가 기술 개발

9 10 11 11 11 52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 특성 평가 
기술개발

6 6 6 6 7 31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7 8 9 9 10 43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 
기술개발

9 9 10 10 10 48

총 계 42 45 48 50 50 235

   (4) 추진전략 및 체계

o 한국, 캐나다, 미국 및 IAEA와 국제 공동 연구로 지속 추진함

o KALIMER,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기술개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o 필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중 효율적인 자체 수행이 곤란한 부분은 국내 

학계 및 산업계(한수원, KOPEC, 원전연료주식회사 등)와의 공동 및 위탁 

연구 추진

IA E A

• D IQ /FA
• 안전조치 기술 인증

• IN PR O  

미국 (D O S, D O E )

• 안전조치 기술 협력

• G E N -IV  연계성 등

캐나다 (A E C L )

• N R U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한국 (K A E R I)

• 핵연료 원격 제조

• 하나로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 노물리 특성 해석

• 안전조치 체제 구축

• 핵물질 관리 기술

국 외국 내

산업계 (K N F C , K O PE C  등 ))

• 시설 /장치 개량 및 개보수

• 피복관 /부품 제조 및 검사

기술

소내 (타과제 )

• 하나로 , IM E F, P IE F
• K A LIM ER
• SF 관리이용 기술 등

학계

• IFPE  자료 이용 성능 검증

•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실험

• 소결체 소결 거동 연구

IA E A

• D IQ /FA
• 안전조치 기술 인증

• IN PR O  

IA E A

• D IQ /FA
• 안전조치 기술 인증

• IN PR O  

미국 (D O S, D O E )

• 안전조치 기술 협력

• G E N -IV  연계성 등

미국 (D O S, D O E )

• 안전조치 기술 협력

• G E N -IV  연계성 등

캐나다 (A E C L )

• N R U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캐나다 (A E C L )

• N R U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한국 (K A E R I)

• 핵연료 원격 제조

• 하나로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 노물리 특성 해석

• 안전조치 체제 구축

• 핵물질 관리 기술

한국 (K A E R I)

• 핵연료 원격 제조

• 하나로 조사시험

• 성능 해석 코드 체계

• 노물리 특성 해석

• 안전조치 체제 구축

• 핵물질 관리 기술

국 외국 내

산업계 (K N F C , K O PE C  등 ))

• 시설 /장치 개량 및 개보수

• 피복관 /부품 제조 및 검사

기술

산업계 (K N F C , K O PE C  등 ))

• 시설 /장치 개량 및 개보수

• 피복관 /부품 제조 및 검사

기술

소내 (타과제 )

• 하나로 , IM E F, P IE F
• K A LIM ER
• SF 관리이용 기술 등

소내 (타과제 )

• 하나로 , IM E F, P IE F
• K A LIM ER
• SF 관리이용 기술 등

학계

• IFPE  자료 이용 성능 검증

•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실험

• 소결체 소결 거동 연구

학계

• IFPE  자료 이용 성능 검증

•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실험

• 소결체 소결 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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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심 특성 평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형 원자로 설계/해석에 활용 가능함.

o 핵연료 원격 제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건식 직접 가공 핵연료 제조시설 

구축, 원격 핵연료 제조, 성능평가 등의 원격 고방사성 물질 취급요소기술을 

확보하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및 성능평가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한 미래형 핵연료 개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며, 핵비확산성 미래형 핵연

료 개발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음.

o 원격 재가공 시설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사선 차폐시설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

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미래형 핵연료 원격 재가공을 위

한 차폐시설 운  및 유지보수에 확대 활용 가능함.

o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통하여 핵투명성 및 핵비확산성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된 노물리, 핵연료 설계/해석, 제조, 

시설, 안전조치 핵심기술은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인 핵비확산성 미래형 핵연료 

주기에 적용가능하며 차세대 원자로 개념인 GEN-IV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함.

o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을 다량 포함하는 분말의 원격 핵연료제조 

기술 확보를 통하여 건식 산화물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미래형 핵연료 개발

의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o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개발 및 특성 분석, 성능 평

가, 노물리 특성 해석, 고방사성 핵연료 물질의 취급 기술의 고도화가 가능함.

o 고방열 핵종인 세슘, 장수명 핵종인 요오드의 포집 처리, TRU 폐기물 및 고준

위폐기물 취급에 관한 기반 기술을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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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가공 기술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면 사용후

핵연료 누적량 감소에 따른 저장, 처분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나. 활용방안

o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산화물 핵연료 제조 기술로 활용

o 미래형 건식 재활용 핵연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로 활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개발의 원천 기술에 응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기술에 응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 개발에 활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성능평가에 활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설계에 활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노외 성능 검증 시험에 활용

o 건식 산화물 핵연료 건전성 해석

o 핵연료 설계용 요소 기술 

o 핵연료설계 및 안전해석을 위한 요소 기술

o 미래형 핵연료주기 및 원자로 해석 기반 기술

o 민감시설 운 의 신뢰성 확보

o 국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활용

o 원자력시설의 무인원격 감시시스템에 적용

o DFDF 핵물질 계량관리 및 유사시설 핵물질 측정

o Bulk counting 시설 핵물질 측정

o 고방사성 공정물질내 핵물질 측정

o IMEF, PIEF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의 운전, 유지보수에 활용

o DFDF 및 타 시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핵물질 포장 및 운반에 활용

o 산업체 재활용, 장수명 핵종 소멸 처리

o IMEF, PIEF 및 타 고방사성 취급 시설의 제염 해체에 활용

o 건식 재가공 기술의 타 핵연료주기 기술에 활용성 검토에 적용 가능

o 타 핵연료 감용 기술과의 특성 및 연계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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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필수적임.

      ◦경수로의 경우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실증되어 있으나, 우라늄 자원의 한계에  

 따른 궁극적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확대 이용이 어려움.

      ◦원형로, 실증로 또는 상용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액체금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음.

      ◦고유 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액체금속로가 개

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일반대중이 수용하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음.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액체금속로의 도입이 요구됨.

      ◦액체금속로는 현 시점에서 경․중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나, 2030년경 이후에

는 신설계 개념의 도입 및 에너지 수급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액체금속로

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음.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모델 확립

과 관련 기술개발이 필수적임.

      ◦액체금속로 상용화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선

진국과의 협력하에 적정 수준의 장기적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다.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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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400억$ 이상의 개발 투자비가 투입되어  

 광범위한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기술적 이유가 아닌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해 침체 조정기에 놓여 있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액체금속로 개발 중지 혹은 연구개발 투자 감소에 따라 전

문인력의 계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은 후발주자인 우리

나라에 유리한 측면, 즉 선진국에서 입증된 기술의 경제적․효율적 도입 가능, 기

술개발 및 대외협력 추진 용이, 선진국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연구개발의 능동적 

추진 가능 등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이 체계적․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한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

국

         수준의 기술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o 에너지 자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전략 핵

심기술 확보

나. 단계별 목표

      o 3 단 계 ('02∼'04)

         - 전략 핵심기술 개발 및 신개념 정립

      o 4 단 계 ('05∼'07)

         - 전략 핵심기술 고도화 및 신개념 타당성 검증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노심설계 기술개발

- 액금속로 노심설계 전략 핵심기술 확보

o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전략 핵심기술 확보

o 기계설계 기술개발

- 액체금속로 기계설계 전략 핵심기술 확보

o 안전해석 기술개발

- 액체금속로 안전성평가 전략 핵심기술 확보

o 소듐 기술개발

- 소듐 핵심기반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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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미국은 ‘01년 5월 발표한 신 국가 에너지 정책보고서에서 핵확산 저항성을 제고하는 

핵연료 conditioning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

제공동으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후속 조

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FFTF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NERI 프로그램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GEN-IV 로드맵 작업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국

제공동연구 방안을 작성중에 있음. 

   ◦일본의 경우, ‘95년 12월에 있었던 원형로 Monju에서의 소듐 누출사고 이후, 사고 자

체의 중대성과 PNC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감을 받게되었으며 그 결과 액

체금속로 연구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짐. 이의 일환

으로  일본원자력위원회는 1997년 1월 ‘고속증식로 간담회’를 설치하고 Monju의 향방

과 액체금속로 개발방향에 대해 폭넓은 심의를 실시함. 이의 결과로서, 고속증식로 개

발과 이를 포함하는 경제성 있는 핵연료 싸이클은 완성되어야 하며, 고속로의 실용화

에 있어서는 실용화 시기를 비롯한 개발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장래의 에너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음. ‘99년부터는 

JNC가 주관하여 ’15년경 실용화가 가능한 고속로 핵연료주기기술 제시를 목표로 대규

모 프로젝트인 고속로 주기의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프랑스는 ‘98년 4월 정부․NERSA사 (Super-Phenix 운전․관리 컨소시엄)간 협의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 주관으로 ’99년 8월부터 Super-Phenix를 폐쇄하기로 하

으며 지난 15년간 유럽통합 상용노형으로 개발하여 왔던 EFR 설계도 ‘98년말 기본설

계 완료 후 중단하 으나 향후 유럽의 기준노형으로 채택될 예정임. 한편 300 MWe급 

원형로 Phenix는 설계변경 후 ’04년까지 주로 장수명 핵종 연소연구 목적으로 운전할 

계획임.

   ◦러시아는 실험로 BR-10과 BOR-60, 원형로 BN-600를 운전중에 있으며, ‘01년에 실증

로 BN-800 건설에 착수하 고, 납냉각 BREST-300 원자로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IAEA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하여 2050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한 원자력시스템의 User Requirement 작

성을 추진중에 있음.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기후협약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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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이  환경 친화형의 중추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임.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우라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량 저감방안으로서의 액체금

속로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2) 기술발전 전망 및 성공 가능성

 가. 발전전망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처분 폐기물량의 감축이 가능한 액체금속로는 그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은 입증되었으나, 불리한 경제성과 일련의 사고 발생

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감한 핵연료 물질의 전용 가능성으로 인한 핵확산 저항성 문제도 자유로운 기

술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

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의 에너지원으로서 현재 가장 유망한 선택으로 평

가받고 있는 것은 액체금속로이며, 이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특히, 2030년 

이후를 상용화  목표로 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액체금속로가 유망하며 이

미 축적된 각국의  연구개발 경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제협력 추진방안을 작성중

에 있음.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액체금속로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기술 확보 역시 필수적인 사항임.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은 장

기적 개발계획을 통하여 핵심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미래형 원자로로

서 핵확산 저항성, 경제성, 고유안전성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설계 개념

을 개발하여야 함. 국내의 연구개발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하여 비록 그 출발점은 상당

히 뒤져 있는 실정이나, 선진국의 과거 개발경험을 참고하고 최근의 국제협력 동향을 

활용하면서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국내 액체금속로 기술을 획

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나. 향후 연구개발 추진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장기적으로 액체금속로의 국내 도입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하여 액체금속로 핵심 기술

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지난 1-2단계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사실상 전무했던 액

체금속로 설계기술의 기반이 확보되었고 150MWe의 액체금속로에 대한 개념설계 개

발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국내 액체금속로 설계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

을 의미함.  이와 같이 개발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원자력 중장기 연

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향후 연구개발의 추진이 타당함. 

   ◦경수로 설계기술이 국내에 자립되어 있으므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



- 127 -

본능력이 국내에 확보되어 있음. 또한 지난 1-2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액체금

속로  설계기술 개발 능력이 확인되었음. 이미 개발된 개념설계는 핵확산저항성, 안전

성 및 경제성이 한층 향상된 미래 지향적 설계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참조설계

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개념설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전산체제도 확보되어 있으므

로 액체금속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이와 같이 향후 연구의 성공에 필요한 액체금속로 개발 능력과 효율적인 연구추

진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액체금속로는 40여년간의 개발기간 중에 약 4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 고, 

약 250 노․년(Reactor․Year)의 운전 실적을 쌓은 실용화 직전의 기술임.

◦ ‘60-70년대에는 고갈이 예상되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수로 및 농

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를 위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금속로를 개발하 음. 

’80년대 이후에는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안전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하고, 초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및 

핵무기용 Pu 연소로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음. ‘90년대 

이후에는 소듐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념 혁신에 의한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음.

◦ 미국은 ‘01년 5월 발표한 신 국가 에너지 정책보고서에서 핵확산 저항성을 

제고하는 핵연료 conditioning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기존의 정

책을 재검토하고, 국제공동으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고려하도

록 권고한 바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FFTF 활용방안을 강

구중에 있고, NERI 프로그램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을 추진중에 있

으며, GEN-IV 로드맵 작업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국제공동연구 방안을 작성

중에 있음. 

    ◦  일본은 ‘95년 12월에 있었던 원형로 Monju에서의 소듐 누출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고속증식로 개발과 이를 포함하는 경제성 있는 

핵연료 싸이클은 완성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음. ‘99년부터는 JNC가 주관하여 ’15년

경 실용화가 가능한 고속로 핵연료주기기술 제시를 목표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고

속로 주기의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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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99년 8월부터 Super-Phenix를 폐쇄하기로 하 으나, 300MWe 원

형로 Phenix는 설계변경 후 ’04년까지 주로 장수명 핵종 연소연구 목적으로 

운전할 계획임.

◦ 러시아는 실험로 BR-10과 BOR-60, 원형로 BN-600를 운전중에 있으며, ‘01

년에 실증로 BN-800 건설에 착수하 고, 납냉각 BREST-300 원자로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IAEA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하여 2050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한 원자력시스템의 User 

Requirement 작성을 추진중에 있음.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92년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금속로 개념안 개발 및 요소기술 연구에 이

어 지난 ‘97년초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기획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

라 액체금속로 원형실증로 건설을 위한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의 1, 2, 3단계 

10년의 계획(‘97∼’06)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98년 재기획시에는 국내외의 

변화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 목표를 에너지 자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 기술 확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대비한 후보모델 개발 및 기본 설계로 수정하 음.

◦이후, STEPI 주관의 ‘98. 10. 보완기획 및 과기부 주관 ’98. 12. 정 평가에 

따라 대과제명이 ‘액체금속로 (KALIMER) 개발’ 에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로 변경되었음.  또한 세부과제인 ‘노심설계 기술개발’ 과제에 ‘금속핵

연료개발’ 분야를 포함하고,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 기계설계 

기술개발, 안전해석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내용은 설계 기반기술 확보 및 원

자로 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수준으로 축소하 음. ‘소듐기술개발’은 연구시설 

및 장비를 축소하여 수행하고, 실증기술보다는 설계기반기술 확보에 필요한 

실험을 중점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음.

◦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2-‘06) 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 기술 개발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고 국제협

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1-2단계 (‘97-’01)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개념설계를 개발하고, 

개념설계에 필요한 기본 전산체제를 확보하 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보

된 개념설계 수준의  설계 방법론과 전산체제는 미래형 신개념의 개발에 직

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택된 핵심기술의 집중적 개발을 위해 필수적

인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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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o 국내: Breakeven 노심 개념설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노심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금속연료 장전, 소듐 냉각 노심 및 핵연료 개념설계 기술을 보유한 상태로 

이를 위하여 핵설계, 열유체해석, 연료계통설계 전산체제를 개발하여 개념설

계에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o 국외: 원자력 선진국은 실험로, 원형로 및 실증로의 설계․건설․운전 경험을 통하

여 각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자료, 전산코드 체제 및 방법론에 대한 

기술 입증을 마친 상태로 노심설계기술은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해 있음. 현

재 이들  국가들은 그간 얻어진 실제 원자로 시험자료나 운전자료를 활용하

여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핵자료의 평가 및 조정에 주력하여 계산 결

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 으며, 액티나이드 연소로 설계를 위하여 마이

너 액티나이드 반응 단면적 향상에 몰두하고 있음. 또한, 질화물 연료나 납 

냉각재 사용시의 핵연료 거동 특성 분석 및 건전성 확보는 기존의 조사/손

상 자료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실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일본, 러

시아 등에서는 실험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②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o 국내: 150MWe급 KALIMER에 대한 계통의 개념설계 개발 및 계통 개념설계에 필

요한 전산해석 체제 개발이 이루어져 미래 지향적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는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발에 필요한 참조 계통설계, 기본적인 설계기술 및 

계통설계 해석 전산 체제를 확보하고 있음.

      o 국외: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은 건설 및 운전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상용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능 증진향상을 위한 액체금속로의 새로운 계통 

구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기술

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③기계설계기술

      o 국내: 1-2단계를 통해 기계계통 개념설계를 위한 각 분야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150MWe 용량의 고온 원자로구조물 형상 및 기기배치설계를 수행하여 개념

설계체계를 갖추었음. 또한, 고온환경 구조물에 대한 비탄성거동 해석체제를 

일부 갖추었고, 고온구조물에 대한 건전성평가는 각국의 평가코드를 추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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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며, 지진해석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

      o 국외: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를 설계․건설․운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530
o
C 이상의  

고온 냉각재와 접촉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관, 기기 등에 대한 고온크

립, 열피로, 좌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더불어 고온특성이 강화된 재료개

발, 3차원 면진 적용성 연구, 구조 최적화를 통한 경제적 설계를 추구하고 

있음.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코드는 미국의 ASME-NH, 프랑스의 

RCC-MR, 일본의 DDS, 국의 R5 등이 개발/보완되고 있으며, 고온구조물

에 대한 구조설계 해석기준 및 건전성 평가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음. 

④ 안전해석기술

      o 국내: 국내 액체금속로 인허가 요건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설계기술 개발자의 입장

에서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념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본 전산체제와 방법론을 확보한 상태임. 그러나, 개발된 전산

체제에 대한 검증은 실험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만 수행된 상태

임.

      o 국외: 실험로, 원형로 및 실증로의 설계․건설․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

은 검증된 안전해석 전산체제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개

발에 필요한 전산체제 개발과 HCDA 현상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임. 

⑤ 소듐기술

      o 국내: 소듐 측정 기술, 기초 열수력 기술, 소듐 안전 취급 기술 등의 기초기술 확보

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액체금속로 기본설계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

험 및 전산모델 검증실험을 수행하 음.

      o 국외: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등 액체금속로 관련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듐 냉각재

에 관한 다양한 기술들을 확보하 으며 지속적으로 열유체 특성 및 냉각재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 기 수행한 연구개발 대상: 특정 노형과 관련된 설계기술 및 기본 전산체제 개발

      - 392.2MWth 출력 증식특성 및 Breakeven 금속연료 노심의 개념설계 개발과 노심․ 

연료계통 설계 기본 전산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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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MWe 소듐냉각 pool 형 노형에 대한 계통 개념설계 개발 및 유체계통 설계 기

본 전산체제 개발

      - 150MWe 출력 원자로의 기계계통 개념설계 개발과 고온 및 지진설계 기본 전산체

제 개발

      - 개념설계 안전성 평가 및 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HCDA 분석모델 개발, 격납 

성능분석 코드보완 수행과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듐 기반실험, 소듐안전특성실험 및 전산모델 검증실험 수행

◦ 향후 연구개발 대상: 액체금속로 공통 고유기술중 전략 핵심기술 개발

      -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와 연계한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개발 및 수송이론에  

 입각한 설계방법론 개발과 전산체제 검증

      - 계통 기본구성 기술 개발, 신개념 계통 연구, 설계 구현화에 필요한 핵심기기 성능

개선 기술 및 전산 해석 방법론 개발

      - 신개념 기계계통 개념개발, 500oC 이상의 고온, 저압 운전특성을 갖는 액체금속원

자로 고온구조물의 시간 의존적 비탄성거동에 대한 해석기술개발, 고온구조건전성 

평가코드에 대한 적용절차 확립, 액체금속로 고유한 구조특성인 하부지지방식과 

고 도 배열인 노심집합체에 대한 동적응답 해석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고온 박막

구조물의 건전성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 개발, 과도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HCDA 초기 및  

천이단계 분석 전산코드 개발과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념 안전성 예비 평가

      -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IHTS 단순화 특성 실험, SWR 중

/후반기 거동특성 실험, thermal striping 특성 실험 및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 

현상 실험 등 열유동 현상 실험을 수행하고, 소듐의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기

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이들 기술을 실험 장치에 적용할 예정

임.

(2) 내용 및 범위

가. 노심설계기술개발

◦노심설계 기술 개발

  - 핵확산저항성 노심 개념 개발

  - 핵확산저항성 노심 핵연료 설계개념 개발 

◦노심설계 전산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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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연료봉 및 핵연료 집합체 비균질 효과 해석 모델 개발

  - 수송이론에 입각한 노심핵설계 전산체제 검증

  -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 매질 해석 코드를 연계한 전노심 해석체제 개발

  - 연료봉 성능해석 모델 개발

나.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계통설계 기술 개발

  - 계통 기본구성기술 개발

  -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 발전소 동적 설계 기술 개발

  - 계통감시 기술개발

  -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 소듐-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전산코드 개선

  -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 계통 성능분석 전산체제 개선

다. 기계설계 기술개발

◦기계설계개발

  - 신개념 원자로 구조개념 개발

  - 고온원자로 지진하중 저감기술개발

  - 소듐환경 구조물 손상탐지 기술개발

◦기계계통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 고온구조 비탄성거동 평가기술개발

  - 고온구조 손상평가시험 

  - 고온 지진좌굴 해석체제개발

  - 노심 출구유동에 대한 상부구조물 해석체제개발

  - 노심 동적응답 해석코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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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해석 기술개발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 개발

  - 계통 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 HCDA 분석 전산체제 개발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신개념 안전해석 기준 설정

  -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 계통 과도 안전해석

  - 과도시 원자로용기내 3차원 열유동 현상 분석

  - HCDA 분석

  - 격납성능 분석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안전설계 목표 설정

  - 상위설계요건 설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소듐 기술개발

◦열유동 현상 실험

  - IHTS 단순화 특성실험 

  - SWR 중/후반기 거동 특성 실험

  -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현상 실험

◦소듐 측정기술 개발

  - 고온 소듐 유동상황에서 의 차압 및 유속  측정 기술 개발

  - 복합 열전달 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 소듐 연소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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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인력 및 예산

    가. 소요인력 
                                                                 (단위 : MY)

 

세부 과제명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노심설계 기술개발 8.0 9.0 9.0 26.0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7.9 8.1 8.1 24.1

기계설계 기술개발 7.0 8.0 8.0 23.0

안전해석 기술개발 8.0 8.2 8.5 24.7

소듐 기술개발 10.0 10.0 10.0 30.0

총 계 40.9 43.3 43.6 127.8

 

  나.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 과제명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노심설계 기술개발 9.5 10.8 12.5 32.8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9.0 10.0 11.7 30.7

기계설계 기술개발 9.1 10.5 12.0 31.6

안전해석 기술개발 8.9 9.7 11.5 30.1

소듐 기술개발 14.2 15.0 14.6 43.8

총 계 50.7 56.0 62.3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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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및 체계

◦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액체금속로 기술은 전략 핵심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로드맵 결과를 반 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의 연계하에 액체금속로 기술을 개발함.

◦ 전략 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함.

   -미래형 원자로 요건 만족여부 결정 기술

   -국내 필수개발 필요 기술

   -국내 주도개발 필요 기술

◦ 기술체계도를 작성하여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를 수행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

칙하에 전략 핵심기술을 도출함

◦ 액체금속로 공통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핵확산저항성․안전성․경제성 

등 강화된 미래형 원자로 요건 만족이 가능한 신개념 개발을 통하여 설계변

경 기술 확보를 추진함

◦ 핵연료 기술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과제 수행업무에 포함하며, 핵연료주기 

기술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본방안 (Pyroprocessing) 이외의 선택방안 

(Refabrication) 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함. 또한 일관성 있는 연

구개발을 위하여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함

◦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국내의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함

◦ ‘02년 11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제4세대 원자로 로드맵 결과를 전략 

핵심기술 도출 및 연구계획 작성시 고려하고, 기술 및 협력대상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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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o 액체금속로 상용화에 대비한 전략 핵심기술 확보

      o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국제공동개발 참여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확보 가능

      o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 자립도의 획기적 향상

      o 처분 방사성폐기물량 감소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해결

    나. 활용방안

  o 개발된 액체금속로 공통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상용화 시기에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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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원자력재료 내환경 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가. 사회적 측면

o 높은 방사선 준위에서 고온, 고압의 냉각수로 운전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일반 대중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원전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제고를 향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특유 환경 하에

서 재료의 손상거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강구 그리고 개량재료 및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은 원자력 산업의 대국민 신뢰성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요소의 하나라 간주됨. 

o 열악한 원전 환경에서 재료에 대한 열화 및 파손, 고온 특성평가, 부식 거동에 대한 

이해, 조사효과 해석, 개량소재 및 신재료 개발 연구는 일반산업에 필요한 재료관련 기

초지식, 표준화된 평가절차, 신뢰성 있는 물성자료, 신소재의 개발에 대한 know-how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개발에 응용되어 국가 소재기술 자립에 초석이 될 수 있음.  

o 원전 재료 연구의 활성화는 가동원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전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10년간의 원자력 정책방향에서 원전의 장수명화, 새로운 로형의 개발, 원자력 기술의 자

립화를 이루어 원자력 선진국에 들어서려는 정책전환 의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국

가 원자력 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o 원전 재료의 건전성 평가와 열화거동에 대한 연구는 고리1호기 등 국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반기술 및 배경 데이타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이득

을 가져오며, 또한 그 기술 및 시험결과는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에서 생산하는 국

산 원자력 기기의 품질보증자료 및 품질개선 기반기술로 이용되어 국내 원전산업의 활

성화와 국산 원전기기 및 기술력의 대외 신뢰도를 높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등에 우리

나라 원전수출의 가능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 

o 원전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전소재의 다양한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이

해, 예측 및 대처기술은 불시정지 증가로 인한 가동률 저하 및 보수공기의 연장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핵심 보수기술의 외국 의존에 따

른 외화 유출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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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전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하여 가동중 원전의 장수명화 및 미래형 노

형 개발을 위해서는 원전 운전여건의 고온화, 고방사선화에 따른 문제극복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는 원자력 재료의 고온 및 고방사선 환경 향평가를 쉽고 빠르게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기술의 개발과 개량재료 및 신소재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재료기술 연구는 향후 요소기술 확보와 기술종속 탈피 및 설계그룹을 위한 기초물

성 생산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안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o 단기적으로 원전 수명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신 원자력시스템 재료설계를 위해 원전

부품들의 중성자 조사 향 평가 및 이를 위한 기반기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임에도 국내 기술기반이 대단히 취약함. 가동원전의 운전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내 방사선 부품설계에도 활용될 기본적인 

조사 향 모사 및 규명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다. 기술적 측면

o 원전설비의 설계, 제조, 운전, 규제, 연장시 적시 활용 가능한 설비 구성재료의 물성 

및 성능 data 필요 (한국형경수로의 실질적 국산화 지원 및 수출기반 제공 등)

o 원전의 노후화, 수명연장 및 손상, 사고에 대비한 재료열화, 건전성평가 기술/자료와 

재료의 장수명화 및 내구성 향상이 필요함. 

o 원자력재료의 원자력환경 저항성 개량 및 첨단소재를 접목한 대체재료 개발과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신재료 개발이 요구됨. 

o 원자로압력용기 파괴특성 조사취화관리에 30년간 적용해온 ASME KIR curve 및 

RTNDT 평가방법은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서 불필요한 보수성을 많이 포함할 수 밖

에 없었음. 90년대 후반부터 철강재료의 취성파괴인성을 확률적으로 정량화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의 최초 인허가 수명이 2008년에 종

료됨에 따라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적 배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한 

파괴인성 조사취화 특성을 정  재평가가 시급하므로, 미국 및 IAEA의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단계 연구종료시점에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국가적 기술기준의 

수립과 집중적인 시험데이터 확보 노력이 필요함. 

 

o 국내 독자적인 원자력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효과연구 장치 및 절차, 기술구축이 이

루어지지 못해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기술력에 의한 원전 부품

의 설계, 제조가 상당부분 갖추어진데 발맞추어, 이들 재료가 방사선 조사환경에서 거동

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예측하며 평가하는 기반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 

o 부식환경에서 건전성 확보 및 가동율 향상, 손상예측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전 부

품의 부식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특성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국내 고유 D/B를 구축

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국내 원전에서 신규 부식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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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의 원인규명 및 대처기술개발이 시급함. 

o 가장 열악한 고온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내부품의 열화와 손상이 가동 원전의 노후

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도 균열이 발견되고 있는 노내구조물 

체결부품 스테인레스강의 핀과 볼트에서의 피로와 IASCC 등 손상 미캐니즘의 이해와 

그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미래형 원전의 구조재료는 현재 가동중 재료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환경에서 장시간 

사용되어야 하므로, 기존 원자력 재료의 물성 평가자료 축적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는 

새로운 개량재료의 개발과 기기설계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세계적으로 가동중 원전에

서 사용경험이 많은 내부식․고온 재료인 스테인레스강 그리고 액체금속로에서 사용경

험이 있는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 강의 개량과 고온물성 자료축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o 세라믹 소재는 낮은 방사화특성 (low-induced radio-activity)를 지니고 있으며, 우수

한 고온강도 및 내부식성, 높은 열적효율 및 800-1000°C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낮은 

팽윤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수로 RCP의 고정부 seal, SMART의 각종 bearing, 

HTGR의 구조재와 핵연료 피복재, 핵융합로의 제1벽재와 같은 구조재 등의 다양한 쓰

임새를 갖고 있으며, monolith 외에도 복합체, 표면개질재로 적용되어 부품의 열적 안정

성, 내마모 특성,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됨. 

o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국외기술 의존의 탈피가 불가능하며, 한국형 경수로의 

실질적인 국산화 및 새로운 개념의 원전 설계는 불가능함. 국내 산업과 원전 설계 개념

에 부합하는 원자력 재료의 내환경 특성평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원자력 재료종합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는 G5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하는 지름길 역할을 담당할 것임. 

(2) 연구개발목표

가. 최종목표

     o 원전소재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시스템 구축

     o 원전설비의 설계, 제작/제조, 운전, 인허가/규제기준, 수명연장에 활용할 원자력

       재료 종합 DB 구축

     o 원전재료 손상 및 열화 대처 기술력 확보

o 원자력재료 개량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필요한 고성능/장수명화 신 원자력재료    

개발

나. 단계별 목표

     o 1단계 목표 (1997∼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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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부품 건전성 평가의 재료기술 기반구축

     o 2단계 목표 (2002∼2004) : 

- 원자력재료 특성종합 DB 구축

- 원전부품소재 열화 원인규명 및 손상대처 기술개발

- 내환경 재료개량 및 신재료개발

     o 3단계 목표 (2005∼2006) : 

- 원자력재료 지식기반 DB 구축

- 원전부품 재료수명 평가기술 확보

- 원자력재료 장수명화 기술개발

- 미래형 신재료 기술개발

다.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o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 원자로압력용기 및 1차 배관의 파괴특성 건전성 보증기술 확보  

     - 국내 원전 원자로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특성시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인성/고강도/내조사취화 개량형 원자력구조재료 개발

o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 국내 가동원전 전열관 재료 건전성 평가자료 생산 및 DB 구축

     - 전열관 부식손상 기구규명 및 손상제어기술 확립

     -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및 수명향상 기술확립

     - 전열관 재료기술 자립 고도화 및 국제화

 

o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 원자력 고온환경에 따른 원전재료 고온강도 평가 및 건전성 해석기법 확립

     - 가동중 노내구조물의 손상기구 규명 및 대책방안 제시

     - 저팽윤.고온용 개량마르텐사이트강 개발 및 성능평가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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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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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방사화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및 평가 기술개발

     - 원전 재료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o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 다양한 원자력시스템 환경 대응 조사효과 모의기술 

     - 조사결함 나노분석 기술개발

     - 원자력 부품 재료의 조사열화 원인규명 및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구축

제 2 절.  연구개발 수준 분석

    (1) 주요 환경변화

o 전세계적으로 고리 1호기와 같이 1970년대 건설된 노후 원전중 대부분이 최초 인허가 

수명이 다가옴에 따라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배경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중 많은 발전소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가 심하여 현행 기준으로 안전여

유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최근 10여년 동

안에 개발된 탄소성 파괴특성 평가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재료특성의 불확도를 제거하는 

정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임. 

o 90년대 말 개발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법은 기존에 30년간 사용되어온 ASME RTNDT 

간접평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접평가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IAEA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수년내에 노후원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

술기준이 마련되리라 기대됨.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문제 때문에 특히 이 분야의 집중

적인 투자와 주도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o 국내 가동원전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PWSCC, ODSCC denting, pitting 등 

다양한 손상으로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를 막대한 비용(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교체

하 고, 울진 1, 2호기에는 PWSCC에 의한 냉각수 누설로 발전소 불시가동 중지 및 출

력감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손상 전열관을 sleeving하 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표준형

원전 전열관에서 국내에서는 새로운 부식손상인 TTS 전열관 확관천이 부위에서 2차측 

원주방향 응력부식균열(ODSCC)이 울진 3호기와 광 4호기에서 발생하 고, 부식마멸 

손상이 Central Cavity 부근에 있는 전열관의 U-bundle부위에서 다량으로 발생하여 전

열관의 건전성 확보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 

o 이러한 신규 손상에 대한 특성평가기술이나 대처기술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이 국내에

서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파손 전열관을 정비할 수 있는 신

기술(electrosleeving)이 개발되었음. 또한 다양한 신 원자력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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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발전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열관 재료개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장수명화 전열관 개발 및 가혹환경에서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고성능 재료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는 환경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o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 Baffle Former Bolt의 균열이 발견되고 고리 3호기 핵연료집

합체 상단고정체 Clamp Screw가 손상되는 등 국내 원전의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노내부품의 피로, IASCC의 손상발생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일본에서는 쓰루가 

2호기의 스테인리스강 엘보우 손상에 의한 1차 냉각수 누출, 하마오카 1호기의 탄소강 

엘보우 손상에 의한 1차 증기누출 등의 사고가 최근에 발생하 으며, 그 원인은 열피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따라서, 세계적으로 IASCC, 열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제4세대 원전 개발의 추진으로 원자력 재료의 사용환경이 30

0∼1000 
o
C 범위의 고온, ~10

23
 n/cm

2
 (0.1~14 MeV) 에 이르는 높은 중성자 조사량 등

으로 점점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원전 재료의 고온물성 평가 및 데이터

베이스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SMART, KALIMER, HYPER, K-Star 

Project 등의 다양한 신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원자력재료의 개발

과 재료 고온물성자료 확보가 시급함. 

o 원자력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원자로의 장수명, 안정성 향상, 경제성 제고를 

위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한 재료개발과 표면개질

을 통한 기존 부품의 성능 향상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실용화를 추진 중

임. 미래 원전을 대비하여 관련된 소재의 기초 및 응용연구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중장

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자로의 운전조건이 가혹하여 질수록 고온 특성과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 소재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특성자료가 요구됨. 

o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국제적 동향은 조사취화 관점에서 수명예측에 필요

한 자료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조건 및 재료특성에 따른 조사결함을 규명하고 이

와 연계하여 기계적성질 변화를 추적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재료

개발, 재료선정 및 부품건전성평가 등에 사용됨. 

o 21 C에 대두되는 신원자력시스템은 새로운 조사환경에서 사용될 우수한 내방사선재

료를 필요로 함. 이를 위한 후보재료의 선정, 설계 및 수명예측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점차 더욱 가혹한 환경의 고방사선 조사효과를 평가/규명하기 위한 

집중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정

한 조사환경모사기술과 극미세 분석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 



- 146 -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며, 기 확보된 국내 원전설계/기기제조 기술력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심각함. 

 (2) 기술발전 전망 및 기술체계

 가. 발전전망

o 광3호기 압력용기의 국내제작 공급 후 두산중공업등을 중심으로 압력용기 및 배관 

관련부품이 급속히 국산화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기본적인 소재설계 기술 및 장기적

인 안전성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술과 관련 데이타베이스는 몇몇 기술 선

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어 있음. 

o 그러나 최근 들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신형 원전의 건설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조사취화가 심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계획과 관련하여 파괴특성 조사취화

의 정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함. 이에 따라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해 파

괴특성 정 평가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다양하게 축적하 으며, 일부 소형시편 평가법의 

신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격차를 매우 좁혀놓은 상태임. 

o 향후 2 단계 연구과정을 거쳐 원전환경에서 국산 원자로 및 배관에 대한 수명평가 자

료를 축적하고, 부분적인 진단/완화/개선적용 기술을 개발하며, 고유의 재료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면 향후 10년 내에 기술선진국을 능가하는 급속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됨. 

o 국내 원전의 가동연수 증가로 전열관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식손상이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한국표준형원전에서 새로운 손상(원주균열/부식마멸) 발생으로 원전 안전가동 

문제 야기 및 수명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전열관 파손원인 규명/손상예측/안전가

동기준/규제기준 설정 및 대처기술 개발 등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전열관 특성평가 

자료생산을 위한 시험평가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가동원전의 효과적인 전열관 파손 

억제/손상방지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과 특히 손상 전열관의 신 손상관리기술 개발로 실

질적인 현장 적용 가능한 활용기술로 발전시켜야 함. 

o 또한 KSNP의 확관부위 원주균열 발생은 확관 또는 가동 중 확관부위 잔류응력 변화

가 주 원인으로 잔류응력 특성변화와 확관부위 균열 민감성과의 관계를 도출하여 설계/

제조업체에 확관방법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고 내식성 재료의 개량/개선기

술 개발을 통하여 열교환기 재료설계/제조 개선을 통한 전열관의 건전성 및 수명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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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전망임. 

o 원자력 고온환경에서 수명말기까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전재료의 고온물성 평

가 및 손상원인 규명기술은 기존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고온에서 중성자 조사성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비조사 및 조사 재료물

성의 통계처리를 통한 설계 데이터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고온 운전에 

의한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온․고강도용 개량재료의 개발과 방사성 폐기물처분 용

이를 위하여 저방사화 개량재료의 개발에 전력하고 있음. 원자력 고온 환경의 재료규격

을 완성하고 개량재료에 대한 현장가동 경험을 축적, 제4세대 원전용 최적후보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o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미래형 원전의 개발에 필요한 고기능재료의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고온 및 고방사선 환경에 견디는 소재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개선 뿐 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내외 특성평가 자료의 생산 

및 신뢰성이 높은 소재 평가법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지난 1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반기술을 활용하면, 신뢰성이 높은 소재와 이와 

관련 특성자료의 생산을 통하여 현용 및 미래형 원전의 설계/제조/운전/규제/연구를 위

한 요소재료기술과 특성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리라 사료됨. 

o 조사손상평가 기반기술의 경우 우선 조사환경 모의기술과 초정  분석기술을 적용하

기 위한 장치/해석기법 확립, 현용 및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의 중요 핵심부품에 대한 사

안별 조사환경 결함생성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다양한 나노결함분석기법간의 상호비교

를 통해 조사결함평가기법이 확립될 것임. 궁극적으로 방사선 조사환경과 타 환경분위

기와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기술로 발전하여 가동 원전의 수명을 결정하고 미래형원전 

설계의 기반자료를 제공하는 핵심기술로 발전. 비파괴적 등 최신기법 조사손상평가기술

은 먼저 다양한 재료 미세조직에 따른 신호해석으로부터 결함해석의 방법론을 구축, 이 

결과는 조사취화 현상을 평가하는 현장 접목기술로 발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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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체계

(파괴특성평가 및 향상기술개발)

L1

(세부과제)

L2

(핵심기술)

L3

(세부 연구기술)
비  고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파괴인성 

천이특성 

정량화 

기술개발 

하중속도 의존성 평가 

-IAEA CRP 

국제공동연구와 

연계수행

시편크기 구속효과 해석

소형시편 평가모델 개발 

ASME RTNDT와 연계 안전여유도 분석

가동원전 

파괴특성 

조사취화 감시 

향상기술

국산소재 파괴특성 및 조사취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하나로, IMEF 와 

기술연계

-중저준위 

방사능시편 전용의 

간이핫셀시설 및 

장치 구축, 활용과 

연계 추진  

하나로이용 중성자조사 가속시험 및 특

성데이타 생산

감시시험 사용후 조사시편 용접가공

재생증식 기술

조사재 소형시편 채취기술

조사재 소형시편 파괴특성 시험평가기술

배관 및 

용접부 

파괴손상 

예측기술

배관 및 용접부 파괴손상 기술현황분석  

-국내 산학연 

협조체계를 최대한 

활용. 프랑스 CEA 

round robin 연계

이종용접부 파괴특성 해석기술

배관재 균열생성/성장 모델구축

해석 software 개발 및 운용기술

내압부품 

파괴손상 대처 

재료개량 기술

신열처리법 현장적용성평가

-두산중공업과 

긴 한 기술협력 

유지

-신형원전개발 등 

타 연구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제1세대 국산 소재 특성불균질 원인 및 

향 분석

배관소재 기술사양 세분화

고인성/고강도/내조사취화 합금설계

미래형 원자력 구조용강 기술기준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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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기술개발)

L1

(세부과제)

L2

(핵심기술)

L3

(세부 연구기술)
비    고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원주균열/

부식마멸 

특성평가기술 

개발

 원주방향 응력부식 평가기술
-신규 결함 

평가기술 

개발/특성평가 

자료생산을 산학연 

협력으로 추진

-두산중공업과 협력 

연구 수행

 부식마멸 손상평가 기술

 평가자료 생산/예측 모델기반 구축

 확관부위 잔류응력 측정기술

 확관부위 손상평가 기술

 부식손상 

 확인/평가기술

 전기화학적 시험기술 -학연협력연구추진. 
(ICG-EAC RR 
참여/활용)

-응력부식균열 
민감성과 재부동태 
속도와의 상관 
모델 개발 예정 

 자료평가기술

 표면분석기술

 전기적기술

 결함에 대한

 고유손상 (수

명)   예측 및 

누설 

 관계 도출 기

반   기술

 

 결함(수명)예측 위한 시험 장치기술

 개발
-결함에 대한 고유 

손상예측/누설측정 

기반기술 개발 및 

예측 모델 개발

-USNRC와 공동연 

구로 계속 추진 

-학연 협력으로 

Weibull분포 이용 

예측 기초기술개발

 응력부식 특성자료생산 위한 시험 기

술

 상관관계 평가모델 개발

 전열관 수명예측기술

 확률론적 평가기술

 표면개질 및 

 부식손상대처 

기반 기술

 손상제어기술 공정별 향인자 평가 -전열관 손상제어, 

재생기술 등 3가지 

대처기술 공정인자 

향 평가 및 

최적화 개발

-재료개량/개발 

기반기술/공정개발

-3단계까지 실용화 

 직전단계까지의 

기술개발 완료 

예정

 손상전열관 재생기술 특성최적화

표면개질층의 손상거동 평가

(침식, 마모)

 표면경화기술

 재료개량/개선기술

 규제/보수기준설정을 위한 검증자료

 생산

 실용화 기술

 미래형 전열

관

 재료기술 개

발

 기반구축

 Ti 재료 시험평가 장치기술
-고온 수소취성 

평가

-금속재료와의 

접합기술 개발 

-고 내구성 재료 

설계기술 기반구축

 Ti 재료 손상평가 자료생산

 고성능 재료설계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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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강도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L1

(세부과제)

L2

(핵심기술)

L3

(세부 연구기술)
비     고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원자력재료 

고온물성 

정량적 

자료생산 및 

재료기준 

설정 연구

고온 기계적 강도 및 응력이완 특성 

평가

-가동중 원전용 보관재, 

국내제조 재료의 

고온강도 시험, 평가

-Round robin 등으로 

실험데이터 신뢰성 제고

-하나로, IMEF와 연계 

기술 협조로 조사시험 

추진

고온 피로 및 열피로 특성 평가 

크리프 특성 평가

스테인레스강 조사거동 시험 및 평가

노내구조물 

체결부품 

손상 

미캐니즘 

규명 및 

해결방안 

연구

체결부품 및 계측관의 피로손상 -국내외 노내부품 

손상사례 수집, 분석. 

손상부품 입수, 원인분석

-국제공동 연구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활용

-손상원인과 대응방안 

자료를 현장과 교류

구조물의 조사열화 손상

Baffle Former Bolt 및 용접부 

IASCC 손상

잠재적 손상 대상부품 및 미캐니즘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

강 개발

고온.저팽윤 개량재료 설계 및 제조  -산학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탁연구 등) 

기술기반 확대

-국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개량재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타분야 산업에 적용 

가능성 타진

최적 열처리 조건 확립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재료조직 분석, 고온강화 미캐니즘 

규명

재료규격 설정

고온․내방사

선 복합체 

소재 개발 

고온․내산화성 탄소계 복합체 

다층 코팅 및 설계 기술 개발

-다층코팅은 

경사기능조성층을 이용

-이론 도의 90% 이상인 

고 화 복합체 공정개발

-학연연구와 국제 

협력방안을 추진 예정

-고온 특성평가는 IEA의 

SiC 관련 연구모임과 

상호자료 교환추진

섬유강화복합체 고 화 기술 개발

섬유와 기지상 interlayer 성능향상 

기술 개발

고온 기계적 / 열적특성 평가

원자력재료 

종합DB

구축

Data Sheet 개발 및 작성
-TFT을 운용하여 각 

세부분야와 업무연계

-국내 구축중인 타기관 

재료DB와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

-해외의 원자력재료 

DB와 정보교환 창구 

구축

DB 시스템 분석, 설계

DB 입출력 관리시스템 개발

자료입력 및 DB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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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L1

(세부과제)

L2

(핵심기술)

L3

(세부 연구기술)
비     고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개발

조사재 

준원격 

취급 및 

시험기술개

발

Semi-hot cell 장치기술

-기존의 hot-cell과  

상호보완적 기술구축준 원격 재료시험 기술

조사재 준 원격 시편가공 및 극미세 조

사시편 정 가공기술

원전환경 

모의조사시

험 및 

물리적 

조사손상량 

결정기술 

중성자조사 조사속 향해석기술
-소외 가속기이용, 원

전환경 모사장치 부가 

장치구축

-원(연) 전문가 공동연

구 및 해외연구기관의 

검증을 병행

가속기이용 조사조건변화 재료조사기술

neutron dosimetry 측정/해석 기술

조사손상량 (dpa) 결정기술

조사효과 극 

미세 재료 

평가 및 

분석기술

중성자빔(SANS, HRPD) 및 ASAXS이

용 결함 분석기술 -UCSB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극미세 

분석분야 인적교류로 

조속한 기술도입 필

요.

-국내 미 보유 장치

분석은 해외선진 기

술국과 사안별 소규

모 위탁/의뢰분석

(ORNL,PNL, UCSB

등) 추진

양성자 소멸(PA) 결함분석기술

전자현미경 이용 극미세 결함/성분 분석

기술

국내외 특성평가 자료 종합 및 비교검증

기술

소형시편이용 국부조사효과 평가기술

최신기법 

조사손상 

평가기술

초음파 공명 분광이용 기술
-국내외 축적 비파괴

기술의 조사취화도 평

가에 접목.

-국제공동연구참여 

(USNRC 주관)

 

미소자성측정기술 (Barkhausen 등)

와전류/전기적성질 측정 활용 기술

중성자 radiography 미세성분 분석기술

조사취화 및 

조사손상 규

명기반기술

합금성분의 조사취화 미세 연계성 분석

기술

-유사항목별 타 세부

과제와 연계추진

열처리(annealing)에 의한 조사손상 소

멸처리 기술

조사손상에 대한 온도 및 조사속효과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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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교 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①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o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HSST (Heavy Section Steel Tech.) 및 HSSI (HSS 

Irradiation) program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이를 통해 자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로압

력용기의 중성자조사취화 모델 개선 및 조사효과의 근본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여기에는 ORNL, UCSB, EPRI, NRC 등 산학연 및 규제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

으며, EPRI와 DOE는 원전산업의 최적화 및 발전을 위한 NEPO/NERI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있음. 기술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인 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완료하 으

나, 재료의 열화 및 손상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MRP (Materials 

Reliability Program) 등을 통해 원전부품재료의 열화, 손상 예측 및 개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o IAEA에서도 역시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된 최장수 CRP 프로그램의 5단계를 수행하

고 있으며, 현재의 목표는 소형감시시편을 이용한 파괴인성 마스터커브법의 실제 적용

을 위한 기술자료 확보 및 기술기준의 마련하는 것임.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에서는 

AMES (Ageing Materials Evaluation and Studies) network을 구성하여, 유럽공동연구

소 (JRC) 주관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및 배관의 열취화 등 열화손상 원

인규명 및 대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수행 중임.  또한 유럽의 

구조 건전성평가기준 (SINTAP)을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재료평가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②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o USNRC가 주관하고 ANL이 주 연구기관으로 하여 EPRI, Westinghouse, 카나다   의 

AECL, 한국의 KAERI 및 KINS가 참여하여 공동연구로 수행중인 “S/G 전열관 건전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가동 S/G의 In-Service Inspection(ISI) ECT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호평가기술 개발, 손상 전열관에 대한 Round Robin ECT 해석자료 생산, 손상 전열

관의 안전가동 확보를 위한 가동원전 S/G 전열관 건전성 평가 및 모델 개발, 균열 생성 

및 성장기구 규명(Pb 분위기에서)과 손상 예측기술 개발 등이 수행되고 있음. 모델개발

은 국내기술과 큰 차이를 없으나 실험기술 및 검증 데이타 생산기술에서는 국내보다 상

당히 앞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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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RAMATOME의 경우 손상 전열관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기술인 ‘Electrosleeve' 에 

대한 성능 평가와 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응력부식균열 생성/성장 기

구규명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PWSCC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함.  일본에서는 CRIEPI를 중심으로 1, 2차측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특히 2

차측인 경우 Pb, Cu 등에 대한 향인자들의 향평가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열교환기 전열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개질(coating) 및 손상거동 평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임. 

o 미국 EPRI에서는 가동원전의 가동환경 예측을 위한 코드개발 및 가동원전의 안전성/

건전성 평가기준 설정, 가동안전성 평가(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Risk 

Assessment)/누설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동원전의 열화 관련 database 구축/보완 등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AECL에서는 부식마멸 관련 실험실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EDF나 일본의 미쓰비시 등에서도 부식마멸 관련연구에 많은 노력 중

임. 

o 미국의 GE, Westinghouse 및 독일의 ABB사에서는 water droplet에 의한 turbine 

blade의 침식을 방지 하고자 기존의 stellite 6B inserter 대신에 blade재료를 Flaming 

Hardening을 하여 침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GEC 

Alsthom에서는 기존 blade 재료인 12Cr 합금 대신 침식 및 부식 저항성이 큰 Titanium 

Blade에 TiC를 증착하여 침식을 방지함으로써 증기 turbine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

음. 

③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o 장수명화 되고 있는 가동 원전의 노심재료 건전성평가를 위하여 40년 수명의 물성자

료를 60년 수명의 물성까지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사환경하의 고온열화에 의한 노

심재료의 설계수명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은 쓰루가 1호기 스테인레스강 

엘보우 손상사고 이후 열피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원자력 선진국들은 액체금

속로, 핵융합로 등의 미래형 원전의 고온용 구조재료 설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온성능향상을 위한 개량소재 

및 신소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o 원자력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일본은 JAERI, NRIM, JNC 등을 중심으로 과기청 주관

으로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 음. 원전재료의 

조사 거동 데이터는 IAEA 및 OECD 등 국제협력 기구 등과 여러 나라는 시험결과의 

공동평가와 DB의 공동사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재료물성 DB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계속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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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에서는 DOE 산하 ORNL을 중심으로 ANL, NASA 등 국가연구소와 Corning 사

등 사기업이 공동으로 CFCC program을 조직하여 고온 구조용 복합체의 개발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결과를 내고 있음. ORNL이나 PNNL의 연구는 

핵융합로의 구조용 소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에 시작된 NERI program에서는 경수

로용 핵연료 피복재나 고온가스냉각로용 고온 단열재로의 적용도 고려하여 추진 중에 

있음. 

o 일본에서는 차세대형 원자로 소재로 HTTR의 고온 구조재, 핵연료 피복재 등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여 일본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용화 연구를 추진 중이며, 핵융합로

용 구조소재로는 쿄도대학을 중심으로 한 CREST-ACE program을 통하여 개발 중에 

있고, 이 program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일본금속재료연구소, 오사카 대학, 홋카이도 

대학, 도시바, 우베 등 산학연이 잘 조직되어 추진 중에 있음. 

④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o 미국, 프랑스, 국, 일본 등 자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

두가 조사손상를 포함한 독자적인 재료열화/손상 모델 및 방지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수

행하고 있으며, 미래형 원자력시스템(HTGR, 수소생산로, 액금로, 미임계로, 핵융합로 

등)의 구현을 위한 재료개발을 위해 조사효과 및 조사손상에 대한 기반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 중임. 

o 원자력재료에서 조사효과 연구분야는 최우선적 연구 역으로 미국 ORNL, ANL, 

PNNL, 유럽 각국, EU, 일본 공히 집중 투자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환경에 

대응하는 조사기술 및 고정  분석장치(SANS, AP/FIM등)가 구축되었고,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한 원자단위 분석으로까지 발전하 음. 이로부터 엄청난 량의 재질특성(성

분,미세조직)과 조사효과 관련성이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압력용기의 수명을 결정하는 

조사취화 결함해석에 중요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도 하 음. 

o 최신기법 (비파괴 등) 조사취화도 평가 연구는 수년전부터 미국 NRC, EPRI, ORNL, 

NIST, Ames Lab.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 program을 가동 중임. NERI 계획에서도 가동

중 재료의 조사손상 및 취화평가를 위한 신 비파괴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 

EU는 5년전 부터 유럽각국의 기관들(EC/JRC, OECD/NEA, EdF & CEA 등)이 참여하

는 AMES program으로, 일본도 CRIEPI, JAERI, Tohoku 대 등이 관련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임.  

나. 국내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155 -

①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o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법에 따라 가압경수형 상업용 원전의 감시시험을 수행해왔

으며, 1단계 원자력중장기과제 수행을 통하여 30 MW 급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조

사재시험시설 (IMEF)을 이용하여 원자로재료의 고유 환경인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 

시험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실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구축하 음. 

o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 특성

상 KAERI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난 1단계의 원자력중장기과제를 통해 두산중공업(구.

한중)/포철/RIST/KEPRI/KOPEC/표준과학(연)/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 등의 유기적인 

산.학.연 연구개발 체계가 구축되어, 재료개발/미세조직분석/특성시험/모델구축 및 컴퓨

터시뮬레이션 등 국가 전반적인 기술력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임. 

o 위에 언급된 산학연 협동으로 모델합금의 제조, 재질특성평가/분석, 실제 제조공정에

의 반  등 국산 원자력소재의 개선/개량 및 그 기반기술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인성개선을 위한 이상 역 열처리

법은 국내 및 미국의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인 두산중공업에서 향후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할 예정임. 

o 1단계에 개발된 파괴특성 표준평가기술의 일부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이전되어, 압력용

기강 및 배관의 사용전 재질특성 시험데이타 생산은 자체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원

자력계통 설계업체인 KOPEC은 기계설계처에서 일부 재료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

분야는 별도로 없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대부분 CE 기술자문에 의존하여 왔으나, 한

국형 원전에서 CE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재료들이 일부 사용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책은 얻지 못하고 있음. 

o 최근 KAERI와 KOPEC 간에 기술협력 약정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개발분야업

무를 원자력연구소와 협력하는 국가적 이익공유 기반이 조성되었음. KEPRI는 그동안 

원전재료연구업무 전반을 원자력연구소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소가 

생산하는 신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전수명연장과 주기적 안전성평가 업무에 현장

적용하는 기술개발 업무를 시작하 음. 원자력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험

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추적 역

할과 함께, 일반 산업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방사선환경에서의 재료시험데이타를 지속

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자력 기반기관으로서 상호협력중임. 

 

②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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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가동원전 열교환기의 가동 안전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archive 전열관 재료 

건전성 평가(PWSCC, IGSCC, PbSCC 등에 대한)기술 개발/평가자료 생산/자료체계, 손

상 전열관 안전성 평가 및 보수 기준설정을 위한 시험자료 생산/모델 개발을 USNRC와

의 공동연구로 개발, Inconel 재료 SCC 민감성 측정기술 개발(ICG-EAC와의 RR), 장수

명화 재료개발, 2차측 SCC 억제를 위한 검증자료 생산, 전열관 재료 제조공정 개발, 수

화학기술/손상 정 진단기술 개발 등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 중임. 

o KEPRI는 가동원전 구조 건전성 평가 및 기준검증, hide-out return기술 지침서 개발, 

한국표준원전의 SCC 발생 감소를 위한 가동온도 저감운전 타당성평가, 가동원전 가동

경험자료의 database화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가동원전의 PSR을 주도적으로 수

행하고 있음. 반면에 KINS에서는 규제기준 검증 시험 및 비파괴 검사 해석 신뢰성 향

상을 위한 모델 개발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KPS에서는 손상 전열관 재생기술 및 보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평가 등을 해석적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음. 

o 원자력연구소에서는 부식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면처리 기술 중 TiN coating 및 

Laser를 통한 표면개질 연구에 일부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으며, 두산중(주)에서는 발전

설비의 고품질화 계획의 일환으로 표면처리 기술 중 Flame Hardening에 의한 Turbine 

blade의 수명 연장 및 고 기능화에 연구를 투자하고 있으며, 삼신(주)에서는 Co free 재

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면재료(Hard Facing alloy) 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투자를 하

고 있음. 

③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o 고온환경에서의 피로와 크리프, 상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활발히 

시작되고 있음. KALIMER와 HYPER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재

료의 고온강도 데이터 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초초임계 화력발전소 설계를 위해서 

고온재료 개발과 데이터 생산에 두산중공업 등의 산업체에서도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

음. 

o 가동중 원전의 노내부품은 두산중공업에서 설계, 제작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소재는 

포항제철과 연계하여 국산화를 시도하려고 계획 중이며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

료물성을 DB화하는데 노력 중임. 가동중 노내 구조물의 체결부품 손상 원인 규명기술 

중에서 IGA 등의 손상은 기술축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BFB의 IASCC 및 고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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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피로 등에 대한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임. 미래형 원전의 노심설계를 위하여 고

강도 및 저방사화 노심재료의 채택이 필수적이나 관련 재료물성자료가 부족하고 신소재

의 이해가 미천하여 해외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준임. 

o 원자력재료 종합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미국의 EPRI, USNRC, 

ORNL, B&W, PNL, 일본의 JAERI, NRIM, 국의 UKAEA, 러시아 ARSRIIM, 체코 

NRI, 캐나다 AECL, IAEA-CRP, OECD 등과 협력하여 시험평가기술 및 데이터의 교류

를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원자력 환경 

하에서 재료 특성 및 열화손상에 대한 국내 고유의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매우 

시급함. 현재 연구소는 원자력재료의 목록 및 손상정보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공개

하 으며, 인장물성 DB를 구축하여 자료를 입력 중임. 

o 연세대, 한양대, KAIST, 충남대, KIST, 화학(연), 기계(연), 에너지기술(연), 국방과학

(연) 및 한국항공에서 복합체 제조공정 및 특성평가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으나, 대부

분이 소규모의 기초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단 C/C 복합체의 경우는 비행기용 브

레이크 디스크를 한국항공에서 생산 기술을 소지하고 있으나, C/C 복합체의 내산화성 

향상 기술은 아직도 기초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SiCf/SiC 복합체의 제조기술은 원자력연구소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

으며, 1단계에서 얻어진 whisker를 이용한 SiCf/SiC 고 화 기술은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인 큰 기공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결과로 체계적으로 whisker의 생성기구, 

생성조건 등을 이해하는 부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고 도의 SiCf/SiC 개발하여 원전 

구조용 소재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복합체와 관련된 원자력 환경에서 성능평가는 경험이 전무하며, 단지 원자력연구소에

서 1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SiC 단결정과 Al2O3에 대한 조사시험 절차의 확립이 2단계 

수행에 기본 정보가 되어질 수 있음. 

④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o 조사효과 평가기술 관련하여 KAERI는 하나로, IMEF, 중성자빔이용시설 등을 수 년

전 준공하여 운 중이며 계속 보완중이나, 실제적으로 원자력 부품재료의 조사효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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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해석 등에 적용하는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특히 방사성물질인 조사시편을 

이용한 공통핵심의 시험 및 상세 분석기술이 관련 선진 기술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상태임. 

o 또한 최근 현용 경수로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력시설(미임계로 등)에 대한 연

구가 검토됨에 따라 기존의 조사환경보다 매우 가혹한 사용환경(예: <450℃, Pb-Bi 

coolant, 1,500 - 4,500 PPM He, ∼50 dpa/year)하에서의 재료거동에 대한 지식과 자료

가 요청되나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최신기법 (비파괴 등) 조사취화도 평가기술은 20년 경험의 비파괴분야 기술인력을 바

탕으로 KAERI에서 초음파공명.산란 및 미소자기측정 기초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 조사재의 조사취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KAERI외에 비파괴물성평가 기술은 두산중, 성균관대, 표준

(연)에서도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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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①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파괴인성 

조사천이거

동 정량화, 

RTNDT 

대체기술

-미국, 유럽, IAEA를 중심으로 전세계

적인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으

로 2004년경 공통 기술기준의 개발을 

목표

-KAERI 가 국제공동연구그룸에 참

여하여 활발한 연구활동. 일부 소형

시편 모델등에서는 기술을 선도하

고있음.

재료의 파괴특성 정 평가의 신기술분야로 선진국대비 약 80% 정도의 수준

사용후 

감시시편 

용접가공재

생기술 

-미국, 유럽,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에서

는 기술의 실용화 단계임.

-고방사능 시편의 원격가공 장치 및 

기술이 초보단계.

노후원전의 수명관리를 위해 조속한 기술개발 필요. 선진국대비 약 30% 수

준

압력용기강 

조사취화 

시험기술 

및 

데이터베이

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수십년간 축적

된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되어있

음.

-자국내 원전의 고유 예측모델 보유

-하나로, IMEF 이용한 시험자료생

산 초기단계.

-중저준위 방사능시편 취급설비 없

음

선진국대비 약 20%의 낮은 기술 수준. 중저준위 방사능시편 전용 시험설비

를 구축하여 시험자료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배관 및 

용접부의 

파괴손상 

시험해석기

술

-기술기반이 넓지는 않으나, 미국, 일

본, JRC, 프랑스 등 기술선진국은 열

피로 등 실증시험기술 보유

-KOPEC, KINS, SAFE 등에서 열

응력해석 경험은 있으나, 실증시험

분야의 국내 기술기반은 거의 없음

선진국대비 약 20%의 낮은 기술 수준. 

저합금강 

고인성/고

강도/내조

사취화 

재료설계 

기술

-일본의 철강회사 상용기술 수준이 높

음.

-미국, 유럽에서 미래대비 신소재 개발 

및 특성평가중

-두산중공업에서 상용제품 생산중

-천이온도 특성이 비교적 취약

-미래대비 신소재 개발 실적 없음

국내의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소재 특성개량, 미래형 소재개발에 집중하여 

세계시장 경쟁력 가능성 높음. 현재는 선진국대비 약 60% 정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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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전열관 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및 손상기구 

규명

이미 1980년대에 각종 Mock-up 장비

나 model boiler를 상용하여 건전성 평

가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음. 특히 요

즘 CE모델발전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균열/부식마멸에 대한 실증장

치이용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됨.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기구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2차측 응력부식균열, pitting 등 일

부 기본적인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되

어있음.  그러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장비확보 또는 장비기술이 미진함.

손상원인 규명은 외국자료 이용하여 

기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있으나 

아직 SCC 기구규명 연구가 미진함.

국내 손상별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고가 실증장비 확보(선진국 대비 25%)

가 먼저 이루어져야함. 기초기술로 연구비 투입이 많이 요구되나 너무 현장 

중심 연구결과 생산에 매달려 있어 기술개발이 어려움.

 결함에 대

한

 고유 손상

 예측/누설

 관계도출

 기반기술

현재 수명예측기술은 아직 개발되어 있

지 않으며, EPRI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

구가 수행 중에 있음. 그리고 누설관련 

연구는

미국 NRC를 중심으로 캐나다 ACEL, 

FRAMATOME 등에서 현재 실험과 모

델링을 개발하고 있음.

외국자료를 이용한 답습에 머물고 있

음.(국내자료 미비)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실험적 자료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많은 자료축적(연구 및 현장 경험자료 모두)과 이론적/실험적 기술개발이 요

구됨. 선진국 대비 40%.  국내에는 아직 누설예측 관련 실험장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선진국 대비 30%)  

2차측 

응력부식균

열

손상억제기

술

EPRI를 중심으로 PNL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으나 기존 억제제인 

TiO2 외에는 아직 뚜렷한 결과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기존 억제제

보다 4배 이상 우수한 억제제 기반기

술 개발하여 2단게에서 공정최적화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

외국보다 억제제 개발 수준은 외국의 90% 정도 수준으로 성능특성 평가시험

을 위한 장치에 제한을 받고 있음.

표면개질에 

의한 

손상방지/손

상 전열관 

관리기술

이미 정비/보수기술(PLUSS, 인출기술, 

plugging)은 개발되어 있으며 계속 새

로운 기술을 개발중이며 특히 표면개질

기술 중의 하나인 전기도금

(electrosleev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plugging, sleeving은 일

부 외국 전문가의 기술적 도움 하에 

가능함. 그러나 인출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

국내 가동원전 증가에 따라 신 관리기술의 기반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선진국 대비 PLUSS는 60%, Electrosleeving은 10%)(외화 유출이 많음.) 

전열관 고 

환경열화 

저항성 

재료개발

Alloy 690 재료가 개발된 이후 새로운 

전열관 재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 전열관 재료제조 공정은 개발되

었으나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

고 환경열화 저항성 재료개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30%의 수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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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원전 재료 

고온물성 시험, 

자료집

신뢰성이 확보된 스테인리스강의 

기술을 확보하고 재료를 공급하며, 

관련 고온물성을 축적하고 있음. 

특히 비탄성 해석을 통한 고온평가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에 적용함.

고온 물성 평가를 위한 기초적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임. 국내의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원전용 고강도 

고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임.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기술을 집약하여 원전용 재료규격을 마련하고 재

료물성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은 

70 %)

가동중 원전 

노내부품 

손상원인 규명

IASCC 관련한 노내외 실험을 수

행중이며 DB 구축을 위하여 자료

를 분류중임. 열피로의 수명한계에 

대한 실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

음. 

고주기피로 및 IGA에 의한 손상 규

명자료는 일부 확보하고 있음. 열피

로와 IASCC 관련한 자료는 외국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가동중 국내 원전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내부품의 손상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험적 자료 확보가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60 %) 

미래형 개량 

스테인레스강 

개발

기존 재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신소재 개발

에 역점을 두고 있음. 발전효율 향

상을 위한 고온.고강도 강의 개발

과 방사성 폐기물처분 용이를 위

한 저방사화 재료 개발에 전력하

고 있음.

미소원소 제어 기법에 의한 재질개

선 연구 및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연

구를 차세대 경수로, 액체금속로용 

구조재료 등의 최적화를 위하여 수

행중임. 

국내의 발전된 소재기술을 발전설비용 고온.고강도 강의 개발에 연계하

기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 조사거동 평가를 위한 시험 데이터가 매

우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50 %)

 고온 

내방사선 

복합체 

개발 기술

∙미국에서는 DOE CFCC progrm

으로 ORNL, PNL, ANL 및 Dow 

corning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

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용 소재로 실용화를 

추진 중임

∙FGM 재료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다층코팅 

기술을 위한 변수연구 자료가 확

보되어 있음. 복합체 제조기술은 

일본 금속재료연구소에 파견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FGM 설계는 보완이 요구되는 단계이고, 제조공정은 기반공정이 확보

된 상태로 선진국의 60% 수준임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를 위한 재료물성 데이터베이

스를 확보한 상태이며, 가동중의 

재료거동 자료를 추적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음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재료인장 DB를 일

부 구축중임. 

문헌의 정보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재료물성을 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초보적 실정임. (선진국 수준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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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간이조사

재 

시험시설 

및 

조사효과 

분석장치 

구축

-미국(ORNL, PNL, ANL등)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조사재 시험이 접근성

과 효율성이 높은 간이시험시설에서 

수행. 분석도 FEGSTEM, SANS, 

OPoSAP등의 장비이용, 각 분석기법간 

연계성까지 축적 되고 있음.

-간이조사재 시설이 없으며, 최근 중

성자 이용분석장치가 구축되었으나 

분석결과에 대한 조사결함 해석기술

이 미확보되어 있음.

재료의 조사효과 미세분석을 위한 시설/장치는 선진국 대비 약 20% 수준임.

물리적 

조사손상

량 

측정/해석 

기술 

-미국(PNL등)과 유럽의경우 중성자속 

결정 및 조사손상 parameter계산(dpa) 

코드등이 개발 상용화됨.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한 3차원적 조사결함 해석

기술개발이 계속됨.

-KAERI내에 관련기술의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 다양한 원자력재료에 

대한 해석기술이 없음. 외국의 기술

자료에 대부분 의존.

조사효과 연구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속히 추진필요. 신뢰성 측면을 포함하여 

선진국 대비 약 20% 정도의 수준. 

모사조사

시험 

기반기술

-연구용원자로를 통해 다양한 flux의 중

성자 조사조건 모사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가속기 활용기술도 수십년간 지

속적으로 축적. 관련 결과는 미래형 원

자력시스템용 재료개발에 활용되고 있

음.

-하나로이용 계장캡슐기술이 정착되

었으나, flux의 다양성이 없음. 가속

기이용기술은 부분적으로 활용되었

으나 매우 한정된 역에서만 수행.

선진국대비 약 40%의 기술 수준. 낮은 flux에서의 중성자 조사기술 확보가 

필요. 미래 시스템대비 가속기 이용기술의 다양화가 필요함.

극 미세 

조사손상 

규명 및 

비파괴적 

조사취화

도 

측정기술 

조사손상 규명기술은 조사취화결함을 중

심 대상으로 나노단위에서 원자단위의 

수준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음. 조사취화

도의 비파괴적 평가는 기본기법확보단계

이며 상용화는 없음.

관련기술의 기초적인 개발 단계임.

신속한 국내기반 확보 위해 인적교류를 통한 첨단 극미세분석기술의 도입을 

추진. 하나로 및 중성자빔이용시설 적극 활용,협력. 선진국대비 약 20% 정도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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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대상

o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 2단계에서는 원전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마스터커브를 이용한 파괴특성 평가, 특히 

조사천이거동특성 정량화 시험 및 해석기술의 개발에 집중함. 여기에는 선진국과의 기

술경쟁력이 있는 비표준 소형시편의 시험해석모델을 발전시키는 업무도 포함되어있음. 

  - 또한 1단계에서 구축된 하나로 이용 예비기술을 활용하여 국산압력용기강의 조사

취화 특성자료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재개량 

기술도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과 지속적인 협력 하에 발전시킴. 

  - 배관 및 용접부의 열피로 파괴 손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으나, 실험장치 및 기술이 

까다롭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분야임. 이 부문은 

중장기연구개발 성격에 잘 맞는 분야로 2단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산학연 협

력체계를 활용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함. 

o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 울진 3/4, 광 3/4 호기의 Alloy 600 HTMA 재료에서 급속히 발생/진전되고 있는 

새로운 결함인 원주방향 2차측 응력부식 및 부식마멸 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평가자

료 생산/손상원인규명/손상예측 기반을 구축함. 

  - 특히 열교환기 설계/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을 통한 확관부위 응력부식균열 

원인규명을 위한 잔류응력 기반자료를 생산하고 잔류응력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확관방법 개선에 대한 근거기반자료를 생산함. 

  -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균열생성/성장 진전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수명예측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USNRC와의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여 SCC 결함

크기, 압력에 따른 누설변화 관계정립/기준설정 평가기술 및 기초 모델을 개발하고 1단

계에서 기초 기반기술을 구축한 고 저항성 전열관 개량/개선기술 및 전열관 2차측 응력

부식균열 제어, 그리고 전열관 손상방지/손상 전열관 재생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 향인

자 향평가 및 공정 최적화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함. 

o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 원자력의 고유환경 중에서 고온환경은 원자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재

료조직을 변질시켜 열화손상을 초래하며, 동시에 인장강도 및 피로, 크리프 등의 고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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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성을 저하시켜 구조의 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함. 

  - 따라서 제 2단계에서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가동중 원전의 고온환경 재료손상 

원인분석 연구와 열효율 향상을 위한 제4세대 원전의 내고온환경 개량재료 기술개발 연

구를 포함하고 재료물성 DB를 종합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재료의 고온강도 평가” 연구분야는 ①원자력 고온환경하의 구조재료의 특성

자료 생산, ②가동중 원전의 노내부품 손상원인 규명 및 대책, ③고온용 및 저방사화용 

개량재료 개발 등의 연구임. 또한 미래형 원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온/고방사선의 극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세라믹스/복합체 적용기술이 필요함. 

  - 1단계에서 확보된 세라믹스 구조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복합체 내식성/내산

화성 향상 기술과, 내방사선성이 우수한 SiCf/SiC 복합체의 고 화 기술, interlayer 제

어기술을 개발하여 1023 n/cm2 이상의 극한환경용 소재의 적용을 대비함. 

o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 원자력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손상이 방사선 조사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므로, 이

에 대한 기술기반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우선적으로 수행될 기술은 먼저 ① 방

사선 효과를 효율적으로 평가/분석하기 위한 간이조사재시험시설과 준원격취급 장치를 

구축하고, ② 조사량/손상량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③ 원전환경 조사

결함을 모의하는 조사기술 및 조사결함 극미세분석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④ 다양한 최

신기법을 이용한 조사효과평가 기반을 구축함. 

  - 도출된 결과들은 타 세부과제의 각종 환경손상평가 및 신 내방사선 재료 개발과 

연계되어 결과의 극대화 및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함. 특히 국내기술력으로 미진한 첨단

장비이용 극미세분석 기술과 다양한 조사속(flux) 향 평가 등은 UCSB, ORNL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 확보된 Ford 원자로 국산조사재를 이용해 조기 확보하고, 국산 소재 조

사특성의 국제적인 검증을 병행토록 함.

(2) 내용 및 범위

가.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o 동적하중에서 마스터커브 특성실험: PCVN 시편의 계장화충격시험 장치 보완 및 시

험결과 분석 (기준재료 3종)

o 용접재생시편 원격가공장치 구축: 원격조정 링장치 시스템구축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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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산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 자료생산: 소형 조사재 시편 특성시험 결과 생산

(1/3-PCVN, SP, ST, Hv)

o 조사재 시편용 ABI 시험장치 보완 및 파괴응력 분석모델 개선

o 열피로 특성시험 기술기반 분석: 열피로손상 기술현황 추적 및 분석, 기초시험

o 이상 역열처리법 현장적용성 평가: 이상 역열처리 실물크기 시제품 특성분석

o 제1세대 국산소재의 특성불균질 원인 및 향 분석 (VCD, VCDA, SKA 3종)

o 파괴특성의 시편크기 구속효과 정량화 기술개발

o 파괴인성 조사천이거동 정량화 SP 시험결과 해석모델 개발

o 원격조정 용접 및 가공 시스템의 핫셀 설치 및 종합성능평가 

o 열피로 특성시험장치 구축 및 전산모사기술 개발

o 국산소재 파괴특성 조사취화 시험자료 생산: 하나로계장캡슐 1set 파괴특성  시험

o 조사취화 및 파괴특성 데이터베이스 원형구축

o 이상 역열처리법의 현장 제조공정 적용문제점 보완기술 개발

o 고인성/고강도/내취화 기구규명 및 재료설계 기반기술

나.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o 전열관 부식환경 특성평가기술 고도화

  -원주균열/부식마멸 실증시험장치확보 및 가동원전 결함유형 자료수집/분석

  -Archive 전열관 재료 PWSCC, IGSCC 손상생성 및 성장평가 자료생산

  -확관 시편제작 및 2차측 잔류응력 평가기술 확보 

o 전열관 손상규명/수명예측 및 대처기술 개발

  -전기화학적 균열 생성/성장진전측정 이론적 배경조사/분석 및 기초기술 개발

  -압력/누설 시험장치 확보/이론배경 자료조사/분석

  -내부표면도금피막 미세조직/기계적 특성 향인자 향평가/최적조건 도출        

-2차측 균열손상제어 공정의 슬러지 틈새 향/성능평가

o 장수명화 전열관 재료 공정별 특성평가 기술확보

  -합금원소(Ce, Zn) 첨가한 합금 합금조성/미세조직 최적화

  -실증모사 1, 2차측 환경 응력부식 특성평가

o 미래형 전열관 재료 기술개발 기반구축

  -Ti 고온 수소취성 손상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o 전열관 부식환경 특성평가기술 고도화

  -전열관 부식마멸특성 향인자(재료, 온도, pH) 평가자료 생산/정량화

  -확관시편 1차측잔류응력 측정/응력변화 요건인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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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y 600/182 용접부위 1차측 환경온도에 따른 부식파괴 특성평가/원인규명 

o 전열관 손상규명/예측 및 대처기술 개발

  -균열 생성시 전기화학적 잡음신호 해석기술 확보

  -Alloy 600 HTMA재료에 대한 균열크기, 압력에 따른 누설 관련자료생산

  -내부표면조건에 따른 접착력 특성평가시험/2차측 응력부식 특성평가

  -전열관 내부표면개질 도금피막처리 시스템설계/제작/성능평가

  -2차측 균열제어 공정기술 Mock-up 규모 성능평가를 위한 소규모 장치 확보

o 장수명화 전열관 공정별 특성평가기술 확보

  -합금원소(La) 첨가한 시편 제조/열처리/미세조직 최적화

다.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o 원전재료 (모재 및 용접재)의 고온 인장, 저주기피로, 열피로, 크리프, 

  크리프-피로 시험

o 320℃, 5 x 1020 n/㎠ 조사시험 및 조사후 평가

o 열피로 및 응력이완, IASCC에 의한 노내 체결부품의 손상원인 분석 및 

  평가방법 확보

o 입자빔 주입에 의한 He 주입속도 및 주입량에 따른 재료조직 변화 측정

o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개량재료의 최적합금조성 선정 및 물성 평가

o 탄소계 복합체 경사기능조성 코팅 소재 공정 변수 평가

o SiCf/SiC의 Forced-CVI 제조 조건 확립

o SiCf/SiC 복합체 제조를 위한 whiskering 반응기구 규명

o 재료DB의 정보검색, 출력내용, 표현방법의 프로그램 구축, 성능시험

o 인장특성, 충격특성, 파괴인성 특성 DB 자료입력 

o 용접변수, 가공정도변수에 따른 원전재료의 고온 인장, 피로, 열피로, 

  크리프 특성시험  

o 조사시험 (320℃, 7 x 1020 n/㎠) 및 조사재 조사후시험 

o 입자빔 주입에 의한 재질변수와 He bubble 모양, 성장 변화 측정시험

o 보론원소 정량분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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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소상 평가 기반기술개발

o 조사재의 체계적 분류 취급 시설 확보

o 미소 분석용 조사시료 원격 준비장치 및 기술 개발

o 조사선량 평가 코드의 재료적용 기반기술 개발

o 가속기 부가 온도 및 조사조건 조절 장치 설계/제작

o 고온 초음파공명 측정 정 시스템 보완

o 미소자기적 특성 측정 시스템 보완

o BN기법을 이용한 조사취화도 평가 기초자료 확보

o 중성자spectrum 계산 및 Dosimeter 측정기술개발

o 조사재에 대한 중성자소각산란(SANS), PA기법 적용분석 및 결함 

  분석 절차 개발

o 미세조직과 비선형조화진동 신호 연계성 평가

(3) 소요인력 및 예산

(단위: 백만원, M-Y)

세부과제명 구분 ‘02 ‘03 ‘04 합계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예산 1,210  1,250  1,280  3,740

인력  8  8  8.3  24.3

부식환경 특성평가 및 

대처 기술개발

예산  1,150  1,160  1,200  3,510

인력  7.5  7.5  8  23.0

고온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개발

예산  1,630  1,770  1,820  5,220

인력  11.8  12.5  13  37.3

  조사손상 평가        

기반기술 개발

예산  1,250  1,340  1,350  3,600

인력  8.2  8.5  8.7  25.4

합계

예산  5,240  5,520  5,650  16,410

인력  35.5  36.5  38.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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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및 체계

o 세부과제(분야)간 연계성 강화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원전의 1차측 4대 열화/손상기구인 파괴, 부식, 고온열화, 조사열화의 기능적 분류

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구성하며, 4대 구성기기(압력용기/배관, 증기발생기, 노내구조

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화손상에 대한 특성평가/원인규명 및 대책을 세부과제간

의 연계를 통해 마련.

   - 특히 동시 복합적 열화/손상 발생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 대처할 수 있도

록 대과제 중심의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세부과제간의 특성기술/장비/전문인력을 공유

화하여 생산성 높은 효율적 연구추진. 

   - 원전재료 종합DB TFT을 운용하여 통일된 양식의 datasheet를 개발하고 각 세부

과제에서 생산한 재료특성 시험자료를 종합하여 종합DB로 구축하고 DB를 국내 관련

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술파급효과 극대화.

   - 국가적 기반설비(하나로, 중성자빔이용시설, IMEF, Semi-Hot Lab., 가속기 등)의 

재료연구분야 활용기술을 공동개발함으로써 원자력분야의 기반기술력 향상유발. 

o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전문가 소그룹 (원전재료손상연구회, 원자력부품소재 신뢰성평가협의회, 원전기

기컨소시엄, EAC-K (환경조장균열-Korea), 안전현안협의회(ROSIS), 증기발생기건전성

협의체, KEPIC재료분과, 원자력학회 재료분과 등) 활동의 활성화로 유기적인 산학연 기술

협력체제의 결성/추진/주도 등을 통한 연구방향 적정성 유지 

   - 국내 원전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재료평가기술의 round-robin test 확

대, 주도 (연구회, 협의회 등을 통한 RRT 수행)

   - 한수원, KEPRI, KOPEC 및 두산중공업의 축적된 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에 접목, 상

호보완될 소재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위탁, 사안별 현장기술협력 관계를 적극 형성.  포

철, KINS, KIST, KIMM, KRISS 및 대학과도 공동 및 위탁연구를 추진하여 연구결과를 

국가 공동이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파급효과도 이루도록 함.

   - 개발된 기술이나, 혹은 현안문제 등 기업 등 (공기업/민간, 혹은 학교, 타 연구기관)에

서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추진능력이 인정되는 분야는 개발기술 및 연구개발업무분야를 

적극 인계



- 169 -

   - 기 수행해오던 원자력재료 심포지엄 정기적 개최 및 현장(발전소, 설계.제작업체 등)

설명회를 통한 연구결과 파급 및 관련 기관/연구자들과의 공식/비공식 연구교류 활성화

로 현장에 시급한 재료문제 해결의 통합창구로 역할

   -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내의 독자적 기술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이 축적된 KOPEC, DHIC 등의 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의 실험 데이터를 수집,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함. 국내외 Round Robin 시험 

등을 통하여 데이터확보와 데이터 신뢰도를 제고함. 원전 재료물성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선진화될 수 있고, 나아가 원자력 재료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재료물성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범국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o 국제공동연구, 국제 RRT 참여 확대

   - IAEA CRP, ASTM, USNRC, OECD/NEA, ICG-EAC round robin 등 국제공동협력

연구(기존 6건의 공동연구/RRT 확대) 참여확대, 데이터검증, 신뢰성확보 및 최신정보 입

수(PSI, JAERI, ORNL의 가속기시설 활용 다양한 조사환경모사 연구포함)

   - IAEA, ORNL, ANL, PNNL, JAERI, CRIEPI, NRIM, SCK-CEN, NRI, CEA, UCSB, 

PSI 등 선진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관계 유지 (일본 CRIEPI/JAERI, 중국과의 공동연구

/정기심포지엄 개최 협의 등) 

   - 국제적 학술지,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에 적극 참여, 연구결과 발표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리기술의 신뢰도 및 홍보효과 유발

   - 1994년 체결한 일본 JAERI와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원자력 분야에서의 재료연구 (프

로그램 12)” 프로그램을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분야까지 확장하기로 1999년 합의 함. 일

본원자력연구소의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명칭: JMPD)와 일본의 통합 재료물성 데이터

베이스 (명칭: Data-Free-Way)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o 추진체계

   - KAERI는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고유환경에서의 재료열화 특성 시험을 자체 재

료시험설비와 하나로, IMEF, 중성자빔이용시설 (SANS, HRPD등), 방사능 물질 취급,시

험 및 폐기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 그리고 가동중 원전 및 미래형 시스템의 재료연구방

향을 제시함.

   - 대학 및 타연구소는 KAERI와 공동 혹은 위탁연구를 수행하여, 소재개발 기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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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합금 제조, 미세특성분석 등의 기초연구 수행. 이온가속기 설비, 재료분석장치, 컴퓨

터 시뮬레이션, 조사시험기술/시설 등의 경험/시설 공유함.

   - 원자력기기 생산업체, 소재업체(두산중, 포철 등)는 개발기술의 실용화, 모델합금 실크

기 실증시험, 공정변수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 현장적용 실시함. 

   - 한수원/KEPRI/KINS는 발전소의 운전자료, 손상자료, 현장애로기술 정보교환, 연구결

과 적용연구 등을 통해 연구결과 공유/공동개발 및 국내 원전기술 향상 추진함. 

   -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을 통하여 round robin test참여, 기술검증, 신뢰성확보, 전

문가 교류, 정보교환 수행함.

   - 방사선 조사장치/설비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국내 기반을 신속히 보충하기 위해 다양

한 조사설비(가속기포함)를 운용중인 해외 기관과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설의 활용 

및 생산 데이터의 공유, 특성 해석에 대한 공동협력을 추진함. 

   - 국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료물성 DB를 통합하여 국가 통합 재료DB를 완성하기 위

하여, 표준과학연구원의 재료DB팀, 두산중공업의 재료DB팀, KOPEC의 재료DB팀 등 각

각의 기관에서 구축 중인 DB와 본 과제에서 구축하고 있는 원자력 재료물성 DB 등이 

분산 DB 형태로 수립하고자 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함. DB는 각 기관의 주요한 자산이

기 때문에 통합노력이 매우 어려우나, 국가가 주도로 구축하고 있는 DB를 우선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임. 본 과제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원자력 재료의 물성DB를 종합하

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제 4 절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 활용성 및 파급효과

o 파괴특성 정 평가 신기술 및 RTNDT 대체기술은 공학적 안전여유가 충분치 않은 고

리1호기의 수명연장계획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한수원 및 KEPRI 등에서 활용

할 예정임. 또한 국내 원전의 안전운전관리에 대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

는 자료로도 활용이 기대됨. 파괴특성 및 조사취화에 대한 실험연구는 적극적인 국내 

산.학.연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IT 등의 첨단분야에 려 침체되

고 있는 구조재료의 기반연구분야 활성화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및 산업구조

물 안전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o 가동중 원자로 노내구조물 체결부품의 피로, IASCC 및 열피로 등에 의한 손상원인 

규명기술은 국내 원전의 손상 발생가능성을 추적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고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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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재료 개발결과는 신형원전, SMART, KALIMER, HYPER 등의 제4세대 원전용 최

적 후보재료를 추천하고, 설계에 필요한 스테인레스강의 재료규격을 제시할 수 있음. 그

리고 재료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는 가동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국내 원

전의 재료물성 및 현장경험 자료를 제공하고, 부품의 설계와 제조에서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인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에 feedback 시켜서 독자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킴. 

o 원자력용 세라믹스/복합체의 제조 및 적용기술은 현용 부품재료 및 다양한 로형 개발

을 위한 대체소재의 후보로서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요소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면 처리 공정 및 세라믹 복합소재 제조공정 개발로 원전용 소재의 성능향상 

및 열적 및 기계적 기능이 뛰어난 구조용 세라믹스소재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기

술이 확립됨. 

o 방사선조사로 인한 재료의 손상원인 규명과 대처기술, 신원자력시스템에 적용될 독자

적인 내 방사선 재료설계 자료로 활용함. 다양한 준/비파괴적 조사취화 평가기술은 현

장적용기술로 발전하여 부품의 조사취화도 및 잔존수명평가등에 활용될 것임.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게 되며, 정확한 진단과 예측, 설계를 통해 가동원전 운전의 

경제성을 높이게 되고,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용 부품소재 설계 기간을 단축시키게 될 것

임. 

   나. 활용방안

   o 가동원전의 안전운전/수명관리(PSR등)/수명연장/규제기준설정에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원자력재료 종합 DB 등) 제공으로 원자력산업의 안전성/경제성 확보 및 한국형경수로의 

실질적 국산화 지원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

 

  o 부품소재 열화평가 기술분야의 세계적 선도위치에 섬으로써 국내 원자력 운 기술의 홍

보 및 대국민 투명성/안정감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정책 추진에 기여

   o DB 공개 및 국산 원자력부품 소재의 신뢰성 검증 및 개선을 통한 소재산업분야의 국가

적 기술 향상 촉진,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된 원자력에 대한 독자적인 사후조치 재료기

술 확보

   o 원자력신소재의 창출을 통해 환경친화형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현실화 가능성 제고 및 

개발된 평가기술 및 소재는 화력발전, 중화학설비 등 다른산업에 동일한 파급효과 유발

   o 고에너지가속기등 기반기술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국가 기초과학기술발전 기여 및 나

노결함분석, 비파괴적 열화평가 등의 기반기술 및 장치 경험은 NT 등의 타 기술분야로 접

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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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제 1 절. 연구개요

○ 21세기초 미래 원천기술, 공공복지,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 및 이용장치를 개발하여 NT, BT, ET, IT, ST, 국방, 의료, 

기초과학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함. 

  ■ “양성자 기반공학기술”의 개요

○ “양성자 기반공학기술”은 NT, BT 등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양성자공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 250MeV 선형 양성자 가속기 

및 1GeV급의 RCS(Rapid Cycling Synchrotron)을 국내 개발하고, 대량으로 

발생되는 양성자빔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산업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산업전반의 기술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반기술임.

21

 2002 2011

RFQ CCDTL(I) CCDTL(II) SCL 

HV RF RF RF RF RF RF RFRF

              50 keV             3 MeV                 20 MeV                               100 MeV                                      250MeV                                                1 GeV

/  RI 

 RI 

BNCT  
 Radiography

  RI  RNB 

Radiography

3

2007

RFQ (Radio Frequency Quadrupole)
CCDTL (Coupled Cavity Drift Tube Linear Accelerator)
SCL (Super Conducting Linear Accelerator)
RCS (Rapid Cycling Synchrotron)

RF RF

( RF)

Proteomics

RCS

2004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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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목표

   1. 최종목표

○  250MeV, 20mA 선형 양성자가속장치 및 1GeV RCS 개발

○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과 장치 응용기술의 확보

○  개발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 Venture 기업 창출 기반조성

   2. 단계별 목표

구   분 단  계  별  목  표

제1단계

(2002∼2004)

●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및 이용

   ∙NT :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고에너지이온빔을 이용한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개발

    ∙BT : 신종 유전자원 개발

    ∙IT :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 스위칭 특성 구현

    ∙의료 :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제2단계

(2005∼2007)

●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및 이용

   ∙ST :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국방 : 고출력 RF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및 고주파 

             무기체계 기반 연구

    ∙기초과학 : 중간 에너지 핵․입자반응 및 핵기초자료 연구

● 관련 Venture 기업 (10개 이상) 창출

제3단계

(2008∼2011)

● 25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 1.0GeV RCS(Rapid Cycling Synchrotron) 

   가속장치 개발

● 250MeV/1.0G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BT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구조생물학 기초연구

    ∙ET : 중성자 조사를 통한 환경 재료의 연구

    ∙의료 :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기술 연구

● 관련 Venture 기업 (10개 이상)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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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목표 

단계별
중과제별 

세부과제
세부과제별 목표

제1단계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 입사기 개발

   (양성자(H+) / H-, 50keV, 30mA)

• RFQ (350MHz, 20mA, 3MeV) 개발

• DTL(I) (700MHz, 20mA, 20MeV) 개발

• DTL(II) (700MHz, 20mA, 100MeV) 설계기술 개발

• SCL (700MHz, 20mA, 250MeV) 기반기술 개발

• RF System (RFQ, DTL(I)용 1MW RF) 개발

• 고주파원 (1MW) 개발

• 빔인출계 개발 및 빔인출 시험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 

NT

•나노소자

  -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기능성 신소재 

  -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BT • 신종 유전자원 개발

IT
•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스위칭  

 특성 구현

의료 •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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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대상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o 가속장치 제원 : 250MeV 선형 양성자 가속기 및 1GeV 300μA RCS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 개발의 이용/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양성자빔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양성자 가속장치 제원.

￭ 가속 입자 : 양성자(H+) 및 H
-

￭ 빔 에너지 : 25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 / 1GeV RCS

￭ 빔 전류 : 20 mA / 300μA 양성자 및 H-

￭ 빔 운전 모드 : 연속 / 펄스

￭ 빔 인출 모드 : 연속 / 펄스

○ 양성자 가속장치 구성 : 입사기, RFQ, DTL, SCL, RCS

양성자 가속장치 기초 제원 

입사기
• 인출 입자 : 양성자/H

-

• 인출 전압 : 50 keV

• 인출 전류 : 30 mA 

RFQ
• 가속 에너지 :  50 keV ∼ 3 MeV

• 전     류   :  20 mA

DTL (Ⅰ)
• 가속 에너지 :   3 ∼ 20 MeV

• 전     류   :  20 mA 

DTL (Ⅱ)
• 가속 에너지 :  30 ∼ 100 MeV

• 전     류   :  20 mA 

초전도 선형가속장치
• 가속 에너지 : 100 ∼ 250 MeV

• 전     류   :  20 mA

RCS
• 가속 에너지 : 250MeV ∼ 1 GeV

• 전     류   :  300 μA



NT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 초미세가공 분야에서 이온빔 조사에 의한 

폴리머나 세라믹 재료의 식각특성 및 빔 

집속 기술을 이용하면 높은 Aspect 

Ratio(깊이/폭)(약 100까지)를 얻을 수 있는 

나노 가공기술 개발.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 ERD-TOF(Elastic Recoil Detection by 

Time Of Flight) 분석장치 개발.

‧ TLA(Thin Layer Activation) 분석장치 개발.

BT

신종 유전자원 개발
‧ 고 LET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종 유전자원 

및 내방사성 미생물 개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구조생물학 기초연구

‧ 핵파쇄 중성자원을 이용한  표적을 제작, 

단백질의 3차원 구조분석을 수행함.

ET
중성자 조사를 통한 환경 

재료의 연구

‧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중성자를 사용하면 광촉매 등의 

환경재료 구조의 정확한 위치 및 금속 

실리케이트 등의 구조 분석

ST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 양성자 빔(1차빔) 및 중성자 및 

감마선(2차빔)을 이용한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에 따른 내방사선 소자 및 인공위성 

탑재 장비 시험

IT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 스위칭 특성 

구현

‧ 전력반도체 생산을 위한 양성자 

조사기술을 Data-Base화(1MeV, 5×1012 ∼ 

10
14
 Dose)하며, 고속 스위칭 PIN 

다이오드 특성 최적화 기술 (400∼1000V, 

50A이하 제품)과 전력반도체 특성 최적화 

기술 (2000V 이상, 100A 이상급)을 

확립하여 생산 공정에 적용함을 목표로 함.

국방

고출력 RF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및 

고주파 무기체계 기반 연구

‧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과 원거리 

레이더 시스템 응용연구,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 / ECCM(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의 기초연구, 

MAPS (Microwave Air Purification 

System)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오염 공기 

정화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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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 개발

○  양성자 빔 이용/응용기술은 NT, BT, ET, ST, IT, 국방, 의료, 기초과학 등 

여러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되며 현재까지의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시장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응용분야를 먼저 10개과제 우선으로 기획하 음. 

양성자빔 이용/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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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기술 연구

‧ 250MeV 양성자 빔 수송 및 유도장치 

제작, 고정식 양성자 암치료기(Gantry) 

제작과 2차원 양성자 치료 스캐너 제작, 

양성자 암치료용 인체 모형 제작, 양성자 

조사부위 3차원 추적/ 상 장치 제작, 

양성자 암치료 임상 기초 실험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임상치료에 적용.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동위원소인 F-18 FDG 

화합물을 생산하며, 화합물 방사선 의약품 

생산 기준(KGMP)에 따른 F-18 FDG 

의약품 생산 및 분배 자동화 설비 그리고 

Rb-81, I-123, At-211 등 단수명 양성자 

과잉 동위원소 의약품 기술 개발.

기초

과학

중간 에너지 핵․입자반응 및 

핵기초자료 연구

‧ 벡타 메존 생성 및 핵자 구조 연구 

및 (p,p'), (p,p'γ), ( p,p'), (p,p'γ) 

반응 등을 통한 핵의 spin-isospin 핵구조 

연구.

   

 

○ 후보과제

   

NT

- 차세대 ULSI 반도체공정용 양성자 리소그래피 기술 개발

- 나노입자 형성-제어기술 및 제조기술 개발

- 핵파쇄 중성자원을 이용한 나노과학 연구

- 기능성 나노 신소재 제조 기술 개발

- 중성자 회절장치를 이용한 단백질 미세 구조 분석

BT

- 고 LET양성자빔조사세포에서의변화된단백질군발굴및그기능조사

- 방사선 질에 따른 염색체 이상의 비교 분석

-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내재해성, 고품질 작물 개발

-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고부가 가치 화훼 품종 개발

-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신종 미생물 연구

ET
- 핵파쇄 중성자원을 이용한 핵폐기물 처리 기술 연구

- 미임계로(ADS) Window(빔창) 재료선정 및 수명 평가

ST

- 우주/항공 소자의 SUE(Single Upset Effect) Mechanism 규명 연구

- 위성용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등의 우주/항공 재료 개발

- 우주환경에서의 인체의 생화학적 향 연구

- 우주환경에서의 생물의 향 연구

IT - 대출력 고주파 증폭장치 개발

국방 - 지뢰 탐지장치 개발

의료

- 양성자 방사선수술장치 개발

- 방사선 검출기 설계 기술 확보 및 양전자 단층 촬 기기 개발

- 신종 동위원소 개발

기초과학

- 방사선 계측기 시험 및 개발

- 방사성핵종빔(RNB)의 생성과 이용

- 불안정 동위원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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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1) 양성자 가속장치 기술 개발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 이온원 기술 : 50keV, 30mA, 양성자(H+)/H-

- RFQ 기술 : 50keV-3MeV, 350MHz, 20mA, 4-Vane Type

- DTL 기술 : 3-100MeV, 700MHz, 20mA, 상전도 가속관

- SCL 기술 : 100-250MeV, 700MHz, 20mA, 초전도 가속관

- RCS 기술 : 250MeV-1GeV, 60Hz, 300μA, 정  교류 전자석

- RF System 기술(MW급): 

     1) 350MHz, 1MW Klystron

: 700MHz, 1MW Klystron 제작 기술

           (효율 60% 이상, 수명 5,000시간 이상)

     2) 350MHz, 250kW Window

: 700MHz, 1MW Window 제작 기술

     3) Low-Level RF 제어계 개발

- 냉각계에 의한 가속관 공명주파수 조정 기술 개발

기반기술

- 초정  가공기술 (표면거칠기 : ▽▽▽▽, 

                  가공공차 : ±10μm 이하)

- Brazing 기술 (길이 1m, 직경 25cm 무산소동의 수직 Brazing)

- 초전도 Cavity / 극저온 냉동 기술 (3.5K 이하)

- 초고진공 (<10-7 Torr) 기술

- 초정  교류 전자석 오차 : 0.1% 이하

- Klystron용 Power Supply 기술 (100kV, 0.05% 이하 Ripple)

- RF 제어기술

관련기술

- 3차원 측정 기술

- Magnet 기술

- 계측기 기술

-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 Data 전송, 수집, 분석 기술

- 열부하 해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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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 개발

분야 빔 이용/응용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NT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핵심기술
- 빔 Focusing 및 Scan 기술 개발
- Resist 재료 최적화 연구

기반기술
- 양성자 빔/재료간의 반응에 대한
 Simulation 기술

관련기술 - 피 처리물 냉각기술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핵심기술 - 빔 Focusing 및 Scan 기술 개발

기반기술
- 고 진공기술
- 초 미세분석기술

관련기술  - Scanning Detetor 기술

BT

신종 유전자원 개발

핵심기술 - 빔 Focusing 및 Scan 기술 개발

기반기술
- 양성자 빔/유기물간의 반응에 대한
 Simulation 기술

관련기술 - 차폐 및 원격 조정 기술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구조생물학 기초연구

핵심기술
- 산란 중성자 검출기술
- 핵파쇄 중성자 표적 제작기술

기반기술 - 빔 경로 조절기술

관련기술
- Digital 상 기술
- 차폐 및 원격 조정 기술

ET
중성자 조사를 통한 환경 
재료의 연구

핵심기술 - 고출력 중성자 발생기술

기반기술 - 초 미세분석기술

관련기술 - 차폐 및 원격조정 기술

ST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핵심기술
- 고에너지 양성자 유도 이차 방사선 
발생

- 방사선 실시간 계측 기술

기반기술 - 방사선 향 평가 기술

관련기술 - 원자력 재료 기술

IT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스위칭 
특성 구현

핵심기술
- 양성자 빔 균질제어 기술
- 반도체 소자 최적화 모델링, 공정기술

기반기술
- Defect 해석
- 캐리어 수명평가 및 평가장비

관련기술 - 2차원 화상처리

국방
고출력 RF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및 
고주파 무기체계 기반 연구

핵심기술 - 대출력 고주파원 발생기술

기반기술
- 전자기파 차폐기술
- 오염물질 제독기술

관련기술 - 위성통신 기술

의료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기술 연구

핵심기술
- 고에너지 양성자 치료기 운  기술
- 방사선 실시간 계측 기술

기반기술
- 방사선 인체 향 평가 기술
- 방호 및 차폐 기술

관련기술
- 방사 화학 기술
- 방사선 생물학 기술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핵심기술
- 원격제어 및 자동화 분배 기술
- 농축 표적 회수 기술

기반기술
- 핵물질 처리 기술
- 방사 화학 처리 기술

관련기술 - 방사선 생물학 기술

기초
과학

중간 에너지 핵․입자반응 
및 핵기초자료 연구

핵심기술 - 핵자/핵 생성 및 전파 예측 기술

기반기술 - 대전류 가속장치 기술

관련기술 - 중성자를 이용한 핵변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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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제품 개발 및 시장점유 가능성

분야 개발기술 제품개발 및 시장점유 가능성

NT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 MEMS(세계시장 : ∼100 조원) 제품 개발
- 반도체 Lithography(국내시장:∼수천억원, 
 세계시장: ∼수조원) 국내시장 점유
- 기능성 신소재(국내시장:∼수천억원, 
세계시장:∼수조원) 개발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 ERD-TOF(Elastic Recoil Detection by Time 
 Of Flight) 분석장치 개발.
- TLA(Thin Layer Activation) 분석장치 개발.
- Å급 적층분석기술 및 0.1μm급 미세분석

BT
신종 유전자원 개발

- 국내 종자시장 점유 및 수출기대
- 새로운 유전자 원 개발에 의한 식량난 해소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구조생물학 기초 연구

- 단백질의 구조 규명으로 신약 개발에 기여

ET
중성자 조사를 통한 환경 
재료의 연구

- 기능성 환경 재료의 개발

ST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 내방사선 신소재 국내시장 점유.

IT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 
반도체 고속스위칭 특성 구현

- 고속 스위칭 소자 국내시장의 70% 이상, 
세계시장의 5% 이상 점유.

국방
고출력 RF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및 
고주파 무기체계 기반 연구

- 10kW 급 UHF 대역 중출력 고주파 발생 
 장치개발
- 정보 통신 산업에서의 장비 부품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시장의 국산화

의료

양성자빔 암치료 기술 연구 - 국제적 수준의 암치료 시행 가능.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 양성자 과잉 동위원소 의약품 시장 60 %이상 
점유 가능.(현재 생산량이 수요의 10%에도 
미치지못함)

기초
과학

중간 에너지 핵․입자반응 및 
핵기초자료 연구

- 핵파쇄 검출기 개발 및 측정 연구
- 핵자/핵 생성 및 전파 예측 코드 개발

  4. 단계별 수행 연구개발 과제

단   계 연구개발 과제

제 1단계(2002∼2004) :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 입사기 (50keV, 30mA) 개발. 
- RFQ (350MHz, 20mA, 3MeV) 개발. 
- DTL(I) (700MHz, 20mA, 20MeV) 개발. 
- RF System 구축 (RFQ, DTL(I)). 
- 고주파원 개발 및 시험 (1MW).
- 빔인출계 구축 및 빔인출 시험 (20MeV).

제 2단계(2005∼2007) :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 DTL(II) (700MHz, 20mA, 100MeV) 개발.
- SCL Cold Test 및 전단부(1/4) 개발.
- RF System 구축 (DTL(II)).
- 빔인출계 구축 및 빔인출 시험 (100MeV). 

제 3단계(2008∼2011) : 
250MeV 양성자 가속장치 
및 1GeV RCS 개발 

- SCL (700MHz, 20mA, 250MeV) 개발.
- RF System 구축 (SCL).
- RCS (1GeV, 300μA)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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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성자 가속장치 기술 개발

○ 제1단계(2002∼2004) 상세 기술

    1단계 목표 :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및 빔 공급

개발 내용 주요 내용 / 제원 개발 목표

입사기

개발 

(장치)

음이온
- 고주파 이온원

- 인출 전압 50kV

- 인출 전류 >5mA
- 운전모드 : 연속

양이온
- 마이크로파 이온원

- 인출 전압 50kV

- 인출 전류 >30mA
- 운전모드 : 연속

RFQ 개발(장치) - 가속에너지 3MeV

- 가속 입자 : 양성자(H
+
)/ H

-
 동시

- 운전 모드 : 연속
- 출력 빔 에너지 : 3 MeV
- 출력 빔 전류 >20mA

DTL (I) 개발 

(장치)
- 가속에너지 20MeV

- 가속 입자  양성자(H
+
)/ H

-
  동시

- 운전 모드  연속
- 출력 빔 에너지  20 MeV 
- 출력 빔 전류 >20mA

SCL 설계 기술 

개발(R&D)

- 초전도 가속 공동

  기초연구

- 전자빔 용접 Niobium 공동
- 가속전압 > 10MV/m

RF System 개발 

(장치)

- RFQ, DTL(I)용

  저출력 RF (LLRF)

  제어계 개발 

- RFQ용 LLRF 제어계 
- DTL(I)용 LLRF 제어계
- 출력 안정도 <1%
- 위상 안정도 <0.5o

고주파원 개발

(R&D)

- 고주파 공동 설계

- 전자총 개발

- 전자총 시험

- 주파수 350/700MHz
- 전압 100kV, 전류 20A
- 전자빔 출력 연속 1MW

빔 인출계 개발 

(장치)

- 인출 빔 에너지     

  20MeV

- 최대 배분 >80%
- 빔 에미턴스 증가 <10%
- 인출 모드  연속

빔 공급 시험

(1단계 연구 목표)

- 빔 에너지 

  20MeV

- 양이온 빔 : 15mA
- 음이온 빔 : 0 ~ 4mA 연속가변
- 이용 설비 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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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 개발

단   계 연구개발 과제

제 1단계(2002∼2004) :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 

- 이온빔 nano-machining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 신종 유전자원 개발

-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스위칭 특성 

구현

-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제 2단계(2005∼2007) :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 

-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 고출력 RF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마이크로파 통신 및 

고주파 무기체계 기반 연구

- 중간 에너지 핵․입자반응 및 핵기초자료 연구

제 3단계(2008∼2011) : 

250MeV/1G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구조생물학 기초연구

- 중성자 조사를 통한 환경 재료의 연구

-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기술 연구

● 제1단계(2002∼2004) 상세 기술

    1단계 목표 :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

개발 과제 개발 목표

개발이온빔 

micro-machining

기술 개발 및 

나노기술에의 

활용

- 20MeV, 2mA 양성자 빔 Focusing 및 Scan 기술 확립.

- Aspect ratio 20, 50, 100 등 단계별 양성자 빔 식각 기술 확립.

- 선폭 수 배 nm에서 수십 nm이하까지의 단계별 Lithography 기술 

기초 연구.

- 20MeV 양성자 빔/재료간의 반응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제품에 적용.

- 작업 용기 설계, 피 처리물 조작, 및 피 처리물 냉각 기술 확립.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기술 개발

- 고에너지 이온빔을 이용한 ERD-TOF (턴성되튐-비행시간 측정법) 

혹은 HIRBS (중이온 러더포드 후방산란법) 에 의하여 수 Å급의 초 

정  적층 분석장치 제작

- micro-PIXE/RBS 법에 의한 미세부위의 정량분석 기술 확립

신종 유전자원 

개발

- 다양한 식물자원 및 재료부위에 따른 최적 조사 스펙트럼 개발 

- 다양한 식물자원 및 재료부위에 따른 최적 조사 스펙트럼의 

database화 

양성자 조사법에 

의한 전력반도체 

고속스위칭 특성 

구현

- 양성자 빔 조사량 및 균질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고속 스위칭 PIN 다이오드 특성 최적화.(400∼ 1000V)

- 전력반도체(대용량 소자, IGBT 등) 특성 최적화.

- 이송자 수명평가기술 확립.

- Defect 구조 연구.

- Annealing 특성 연구.(150
o
C∼ 400

o
C)

의료용 동위원소 

대량생산 연구

- 동위원소 개발시설(Hot cell) 3기 건설 : 동위원소 개발 전용(2기)/ 

기초 연구용.(1기)

- PET 동위원소인 F-18 FDG 화합물 연간 1,000Ci 개발 시설 건설. 

- PET 동위원소인 F-18 FDG 화합물 방사선 의약품 개발 기준 

(KGMP) 설비.

- PET 동위원소  F-18 FDG 의약품 개발 및 분배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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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추진 전략 및 체계

  

  1. 연구추진 전략

○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은 3단계에 걸쳐 20MeV, 100MeV, 

250MeV/1.0GeV로 점진적으로 가속장치가 개발설치될 것이며, 각 단계에서 

개발된 가속장치 기술과 그 장치에서 생성되는 양성자 빔은 각 단계 

완료시점에 활용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빔 이용과 장치기술 응용 

기술개발이 각 단계 가속장치 기술개발에 연이어 이루어지게 됨. 대형 장기 

연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를 초기부터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 국가 기반연구장치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User Group을 확대하고 육성하며 User Group의 용도에 적합한 장치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기적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연구시설에 

User들을 파견․훈련시킴으로써 장치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분야별로 

이용/응용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연구초기부터 User Program을 개발하고 운 함.  

기술수요조사
(’00. 6)를
실시하여 나노
가공연구 등
11개 우선 수
행과제 도출

1 단계 이용 2 단계 이용 3 단계 이용

사용자 그룹 조직
(NT, BT, ET,
ST, IT, 국방,

의료, 기초과학)

기술수요

조사 및 예측 1 단계
사용자 개발

장치개발
(20MeV)

장치개발
(100MeV)

장치개발
(250MeV/1GeV)장치개발 팀

장치기술
Infra 조사

2 단계
사용자 개발

3 단계
사용자 개발

수요 제기 수요 제기 수요 제기

Spin-off

•Nano machining

•초미세구조분석

•신종 유전자원

•고품질 전력반도체

•의료용 RI 생산 등

Spin-off

•내방사선 반도체 소자

•전략무기체계 구축

•중간에너지 핵기초자료 등

Spin-off

•암치료 의료서비스

•환경재료 개발

•유전공학 이용 신약 등

기술수요조사
(’00. 6)를
실시하여 나노
가공연구 등
11개 우선 수
행과제 도출

1 단계 이용 2 단계 이용 3 단계 이용

사용자 그룹 조직
(NT, BT, ET,
ST, IT, 국방,

의료, 기초과학)

기술수요

조사 및 예측 1 단계
사용자 개발

1 단계
사용자 개발

장치개발
(20MeV)

장치개발
(100MeV)

장치개발
(250MeV/1GeV)장치개발 팀

장치기술
Infra 조사

2 단계
사용자 개발

2 단계
사용자 개발

3 단계
사용자 개발

3 단계
사용자 개발

수요 제기 수요 제기 수요 제기

Spin-off

•Nano machining

•초미세구조분석

•신종 유전자원

•고품질 전력반도체

•의료용 RI 생산 등

Spin-off

•내방사선 반도체 소자

•전략무기체계 구축

•중간에너지 핵기초자료 등

Spin-off

•암치료 의료서비스

•환경재료 개발

•유전공학 이용 신약 등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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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Item 발굴)

실용화 연구
(상품화 타당성)기초 연구

(응용 가능성 연구)

산업화
(양산시설 및
제품생산)

양산 적용 연구

(준 양산 시험)

실용화/산업화 과정

기초연구단계
(본 과제에서 수행)

실용화연구단계
(타 재원으로 확장 수행)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의 산업화 추진전략

○ 국내 관련 선행연구과제의 개발기술,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 추진전략은 

기초단계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산업화단계까지는 타 재원을 

활용하여 확장수행하도록 User Program을 운 함.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와 정보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외국연구소들과 공동/협동 연구를 추진하며 

해외교포 전문가 또는 저명한 외국전문가들로 해외전문가 그룹을 결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자문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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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학계

산업계

연구계
해외

전문가
그룹

외국연구소

국제기구
(IAEA/ISTC
OECD/NEA)

User Group

사
업
참
여(인

력
/기

술
)

사업참여

기
술
자
문

(장치기술개발)

User  훈련

공동연구

기
술
정
보

국
제
공
동
연
구
참
여

사
업
참
여

(인
력
/시

설
/

기
술
)

기
술
정
보

이
용

/응
용

연
구

사업단

학계

산업계

연구계
해외

전문가
그룹

외국연구소

국제기구
(IAEA/ISTC
OECD/NEA)

User Group

사
업
참
여(인

력
/기

술
)

사업참여

기
술
자
문

(장치기술개발)

User  훈련

공동연구

기
술
정
보

국
제
공
동
연
구
참
여

사
업
참
여

(인
력
/시

설
/

기
술
)

기
술
정
보

이
용

/응
용

연
구

협력체제

2. 연구추진 체계

○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은 사업단장 하에 행정지원팀, 가속장치 

연구개발팀, 빔이용연구팀, 통합기술팀을 두어 각각의 연구개발을 상호 

협조하며, 국제기구및해외연구소등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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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행정지원팀장

o 총무/인사

o 기획/예산

o 구매/계약

o 회계

빔이용연구팀장

o 20MeV 양성자가속기
이용/응용

o 100MeV 양성자가속기
이용/응용

o
250MeV/1GeV 양성자
가속기이용/응용

o 20MeV 양성자가속기
가속장치개발

o 100MeV 양성자가속기
가속장치개발

o 250MeV/1GeV 양성자
가속기가속장치개발

가속장치연구개발팀장 통합기술팀장

o Project Control

o System Integration            

o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

o 연구관리

o QA/안전/정보관리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해외자문그룹

장치개발연구그룹

User Group

사업단장

행정지원팀장

o 총무/인사

o 기획/예산

o 구매/계약

o 회계

빔이용연구팀장

o 20MeV 양성자가속기
이용/응용

o 100MeV 양성자가속기
이용/응용

o
250MeV/1GeV 양성자
가속기이용/응용

o 20MeV 양성자가속기
가속장치개발

o 100MeV 양성자가속기
가속장치개발

o 250MeV/1GeV 양성자
가속기가속장치개발

가속장치연구개발팀장 통합기술팀장

o Project Control

o System Integration            

o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

o 연구관리

o QA/안전/정보관리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해외자문그룹

장치개발연구그룹장치개발연구그룹

User GroupUser Group

연구팀 구성

○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은 그림 II-8과 같이 4개의 개발 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최종적으로는 가속장치를 중심으로 한 Techno-Park 

형태로 발전될 것임.  

- 역Ⅰ은 가속장치 개발과 관련 장치기술개발에 속함.  

- 역Ⅱ는 개발된 장치기술과 장치로부터 생산된 빔을 활용, 산학연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역임.  

- 역Ⅲ은 개발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치산업, 소재산업, 의료산업 분야의 

벤처를 형성하는 역임. 

- 역Ⅳ는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을 표시하 음. 

  이 연구에서의 정부투입 재원은 역Ⅰ및 역Ⅱ의 기초 연구시설에 국한될 

것이며, 역Ⅱ의 상업적 응용연구나 역Ⅲ의 벤처부분은 민간에서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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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V

영역  III

영역 II

영역 I

20MeV 100 MeV 250 MeV
SCL입사기 RFQ DTL(I) DTL(II)

기능성
신소재

초미세
성분

구조분석

전력
반도체

특성향상

신종  
유전자원

 개발

의료용
RI 생산

방사선 
우주환경

 실험

RF
통신 및

무기체계

재료  연구
핵  변환 

연구
가속  장치 
기술응용

기초과학  
연구

핵 물리/
미립자 연구

장치 산업  Venture

소재  산업 Venture 생명과학 Venture

의료산업 Venture

국민복지  향상 미래  원천기술  개발

산업기술 고도화신산업 창출

영역 I
가속장치 개발

영역 II
이용/응용 분야 조사  및  발굴
사용자그룹 및  프로그램 구성

영역 III
Venture 업종  조사  및  발굴
사업성 판단
관련업체  접촉  및  협의
 Venture 프로그램  개발

영역 IV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도
경제발전에 기여도
전문인력의 고용창출효과
국가위상  제고

RCS

핵
기초자료

연구

1 GeV3MeV50keV

암치료
환경재료

연구

구조  
생물학  

기초연구

   제 5 절. 소요자원 규모

    1. 소요예산

   ○ 총연구비

                                                 (단위 : 억원, 

Man․Year)

항     목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합  계

1.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1,126.4 331 198.6 1,325

2. 양성자 빔 

  이용/응용기술 개발
740.0 175 105.0 845.0

합   계 1,866.4 506   303.6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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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과제별 소요연구비

     1) 양성자 가속장치 소요연구비

(단위 : 억원, Man․Year) 

항   목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합  계

1. 입사기 개발

2. RFQ 개발

3. DTL(I) 개발

4. DTL(II) 개발

5. SCL 개발

6. RF System 개발

7. RCS 개발

    6.8

67.4

120.4

144.8

254.8

300.0

232.2

    17

    26

    31

    52

    82

    55

68

   10.2

  15.6

  18.6

  31.2

  49.2 

  33.0

40.8

    17.0

    83.0

   139.0

   176.0

   304.0

   333.0

273.0

합   계   1,126.4 331 198.6 1,325.0

     2)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중과제 세부과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입사기 4 5 1 1 1 1 1 1 1 1 17

RFQ 25 33 15 3 2 1 1 1 1 1 83

DTL (Ⅰ) 32 49 32 12 6 4 1 1 1 1 139

DTL (Ⅱ) 0 3 43 50 42 22 10 2 2 2 176

SCL 6 18 28 43 59 50 48 38 9 5 304

RF System 8 20 26 37 47 48 45 42 35 25 333

 RCS 1 1 1 3 5 8 41 72 98 43 273

합   계
76 129 146 149 162 134 147 157 147 78

1,325
351 445 529



- 192 -

     3)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 기술 개발 소요예산

                                                     (단위 : 억원, 

Man․Year)

항   목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합  계

1.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2.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3. 250MeV/1.0G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156.6

  

172.2

411.2

29

23

123

17.4

13.8

73.8

174.0

186.0

485.0

합   계 740.0 175 105.0 845.0

     4)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 개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중과제 세부과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양
성
자
빔
이
용

2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19 62 56 37 174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25 30 44 34 30 18 5 186

250MeV/1GeV 양성자  

가속장치 이용/응용기술
20 31 52 46 62 78 108 54 34 485

합   계

19 107 117 133 80 92 96 113 54 34

845

243 305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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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요인력

   ○ 총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

                                                        (단위 : 

Man․Year) 

단계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회계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연구(박) 12 15 16 18 20 20 22 21 20 18 182

연구(석) 7 18 18 27 25 23 29 27 24 20 218

기술직 5 7 7 8 9 10 15 15 15 15 106

합  계

24 40 41 53 54 53 66 63 59 53 506

105 160 241 506

   ○ 산․학․연별 박사급 연구인력의 소요규모 예측

                                                           (단위 : Man․Year) 

  단계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합 계

회계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산업계 2 3 3 3 4 3 3 3 3 3 30

대학교 3 4 4 5 5 5 6 6 6 5 49

연구소 7 8 9 10 11 12 13 12 11 10 103

합  계

12 15 16 18 20 20 22 21 20 18 182

43 58 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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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결   론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의 약 40%를 공급한다는 객관적 수치를 넘어서는 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 생존과 직결되는 접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

는 획기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되는 그 때까지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서의 의미도 지닌다.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서 원자력을 인식하게 된 이상, 남은 

과제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경제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이다. 원자력의 안전성은 원자력의 이용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본 

기획보고서에서도 내용의 절반 정도를 안전성 확보 연구에 할애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원자력 

위험도 관리’, ‘중대사고 관리’, ‘열수력 안정성 실증’,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  

측면을 특히 강조하 다.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 개발’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인적요인 평가 등을 

활용하여 국내 고유의 위험도 관리 기술을 개발, 원전의 최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과제이다. 세부과제는 ‘위험도 정보활용 기반기술 개발’, ‘국내 PSA 종

합 DB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정지/저출력 및 디지털 계통의 위험도 평가기술 개

발’, ‘인적수행도 분석 및 차세대 HRA 방법 개발’, ‘발전원별 환경 위험도 비교 평가 

연구’의 5개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사고관리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은 연구 목표를 원전 중대사고 

관리 최적화 방안 수립과 대처설비 개발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4개의 세부과제를 포함시켰다. 각 세부과제는 ‘중대사고관리 종합평가체제 개발’, 

‘국내 원전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실험’,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개선 및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로서, 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연구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

하게 된다. 

열수력 실증실험 기반기술 확보와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하기 위한 ‘원자력 열

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은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 다. 세부과제 각각은 

‘가압 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원자로 계통 핵심 열수력 특성 실험’, ‘핵심 노

심 열수력 안전 특성 실험’,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로,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원전 안전성의 증진은 물론 원자력 산업 수출 기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테러, 주요 기기의 결함 등으로부터 원전은 안전하게 보

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것이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이

다. 이 과제에는 3개의 세부과제, 즉 ‘구조물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NSSS 기기 건



- 196 -

전성 검사․진단 기술개발’, ‘중수로 압력관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포함시켜, 안전

계통 기기와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토록 하 다. 

원자력의 경제성 제고와 환경친화성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비확산성 건

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과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연구의 기획결과를 

제시하 다.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은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

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친화성 개선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함에 따라 얻게되는 경제적 이

득 또한 적지 않다. 이 과제에는 ‘핵연료 원격제조 기술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특성 평가기술 개발’, ‘핵물질 안전조

치 기술개발’,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기술 개발’의 5개 세부과제를 포함시

켰다.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핵확산 저항성을 갖춘 액체금속로는 현재로서

는 경제성이 떨어지나 향후 우리나라가 필히 개발하여야 할 원자로이다. 특히 선진

국의 액체금속로 연구가 침체기를 겪은 현시점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연구에 매

진할 호기라는 판단 아래, 5개의 세부과제를 엮어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과제

를 꾸몄다. 세부과제는 ‘노심설계 기술개발’,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기계설계 기술개발’, ‘안전해석 기술개발’, ‘소듐기술개발’로, 연구개발이 종료되면 액

체금속로의 전략 핵심기술이 확보될 수 있게 기획 구성하 다.

원자력 기술은 다양한 기술분야가 결합된 복합 기술체로서 타 분야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강한 기술이다. 특히 금번에 기획한 원자력 재료와 양성자 가속기 기술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원자력 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은 신소재 분야를 비롯, 원자력 

안전, 발전, 나노 분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기획하 으며, ‘양성자 기반공

학 기술개발 사업’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6T 분야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극미

의 세계를 다루는 원자력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기초과학에 광범위하게 향을 미

치도록 고려하 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장기 원자력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금년에는 제2차 원자력진

흥종합계획을 수립하 으며, 금번 계획에서는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하여 국민

이해기반의 확충, 안전성․경제성의 지속적 향상, 연구개발 파급효과의 제고, 방사

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의 균형적 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원자력 기술개발은 실용적 측면과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균

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과제 

기획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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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선("), 하재주(신형원자로개발단), 백원필("), 서정문("),

 김희동("), 한도희("), 양명승(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최병호(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홍준화(하나로이용연구단)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2002. 1. 

페이지 205 도표 유(○), 무(  ) 크기 26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대외비(  ),--급비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  록 

본 연구기획에서는 중장기 계획 사업 분야 중 2001년도에 단계가 종료되는 

원자력 안전분야의 4개 과제, 원자로 및 핵연료분야의 2개 과제, 기초 기반 분야

의 2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기획을 수행하 다.

과제 기획에서는 첫째,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둘째, 연구개발 수준 

분석, 셋째, 연구개발 계획, 넷째, 연구결과의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획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 개발

- 중대사고관리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 기술 개발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 원자력 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주제명 키워드 

중․장기계획, 연구기획, 원자력위험도, 중대사고관리, 열수력 실증실험, 

기기 구조물 건선성, 핵비확산성, 액체금속로, 원자력재료, 양성자 기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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