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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선진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구축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선진기술에 대한 국

제공동연구인 GIF의 Gen IV 공동 개발과 IAEA의 INPRO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

며, 미국과는 미래 원자력기술분야에서 I-NER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 동향

의 파악과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

과 정립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PRO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과 I-NERI 및 INPRO 추진을 위한 전략의 탐색 및 이들 프로그램

에서의 국제협력을 주 목적으로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 원자력선진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 및 국제협력

- I-NERI 추진 지원 및 국제협력

- INPRO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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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1) 원자력선진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진기술 연구개발의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GIF, I-NERI, 

INPRO의 추진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 고, GIF 및 INPRO 진행에 따른 관련 기

술 자료를 확보하 다. 확보자료는 GIF의 시스템별(SFR, VHTR, SCWR, GFR) 연

구개발계획(초안)과 Gen IV 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문서 및 INPRO의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 기준과 지침(기술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 및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GIF 회원국간 협의에 참여하 으며,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 다. GIF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 대표로 

활동하여 공동연구협정 등의 현안 및 공동연구계획 검토에 참여하 으며, 시스템

평가를 위한 방법론그룹에 참여하 다.

Gen IV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협정의 검토 및 국내 의견을 작성하고, GIF 

정책그룹의 국내 개최 및 지원, Gen IV 워크숍의 개최 등을 수행하 다.

(3) I-NERI 및 INPRO 추진 지원 및 국제협력

한‧미 BINERIC 참여와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및 I-NERI 추진 협력기반을 
구축하 고, INPRO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을 수행하여 INPRO Steering 

Committee(SC)에 전문가로 참석, 우리나라 입장의 반 을 위한 회의 대응 및 협

력에 참여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Gen IV 공동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수행 중인 미래형 원자력시

스템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에 반 하여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국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전략의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력 G-7 진입을 위하여 선진기술의 확보를 위한 원자력 선진국과

의 협력과 원자력 수출을 위한 개도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기반 구축과 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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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planning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I. Objectives of the Project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driven by the countries hold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s the Gen IV of the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and the INPRO of IAEA, and Korea and U.S. have cooperated in the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programs since 2001.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concerning acquisition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he study that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nuclear systems, analyze and define the posture of Korea 

in these activities, and expand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required. And continuing study is needed which i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en IV expected to initiate earnestly in 

the near future,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INPRO program. 

This study started in the necessities described above and aimed mainly at  

developing the plan for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searching the participation strategy for INERI and the INPRO,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se program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for successful achievement are as follows;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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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the plan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 Support for the activities related to I-NERI between Korea and U.S.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for the INPRO

IV. Results

(1)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related to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and the perspectives of the programs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of GIF, the INPRO and the INERI, and compiled the 

documents and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progress of the GIF and the INPRO. 

These include the draft System Research Plan(SRP) for the Gen IV systems of SFR, 

VHTR, SCWR and GFR, the system evaluation methodology documents, and the 

technical document of the INPRO as the guideline and methodology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2) Development of the plan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This study took part in the discussion among the GIF member countries for 

the conduction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Policy Group, the Expert Group  researchers of this study have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the issues as collaborative agreement and the 

reviewing the research plan,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Methodology Working 

Group of GIF for development of  the system  evaluation methodology.

The review of the collaborative R&D agreement and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view comments were conducted and the conference and suppor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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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Policy Group meeting, Gen IV Workshop were done in this project.  

(3) Supp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for INERI between Korea 

and U.S. and the INPRO

In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the effort for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were being don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Bilateral INERI Committee between Korea and U.S. and the support for the 

Committee. And i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supporting roles 

as an advisory staff of the INPRO Steering Committee, the activities which cope 

with the Committee for reflection of the Korea's status and increase the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the program were done.

IV. Proposals for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planning the research plan and setting up of the 

strategy of integrat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domestic 

R&D results by combining the Gen IV and the domestic R&D in the field of future 

nuclear technology.

Futhermo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effective foundation 

and broadening the cooperation activities not only with the advanced countries for 

acquisition of the advanced technologies but also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export of the domestic nuclear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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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선진국은 에너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의 증대로 원자력의 역할 증대가 전망됨에 이에 부응하고, 에너지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제4세대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국제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과 IAEA 혁신원자력기술 프로그램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추진 중이며, 미국은 

원자력선진국과 양자간 원자력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GIF 회원국으로 Gen IV 공동 개발 추진에의 참여 및 IAEA의 

INPRO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미국과는 미래 원자력기술분야에서 I-NERI 프

로젝트를 수행 중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관련 우리나라 입장의 분석과 정립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

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PRO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위한 관련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를 위한 방안 개발 및 국제 협력과 I-NERI 및 INPRO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선진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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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기술 연구개발 및 GIF, INPRO 추진 동향 및 전망 분석 자료 작성

- Gen IV, INPRO 추진 관련 논문기고(6편) 및 발표(1편)

-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관련 정책 자료와 추진 동향/전망 분석 자료

○ GIF 및 INPRO 진행에 따른 관련 기술자료의 확보

- GIF의 시스템별(SFR, VHTR, SCWR, GFR) 연구개발계획(초안)

- Gen IV 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 현황 문서

- INPRO의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 기준 및 지침(기술보고서) 등 

(2)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 및 국제협력

○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GIF 회원국간 협의 참여 및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GIF 회의 참석

- GIF 정책그룹 대표로 참석, 추진 현안 및 공동 연구추진 논의(3회)

- GIF 전문가그룹에 참석, 국제공동연구개발계획 검토 및 협의(1회)

- GIF 방법론그룹에 참석, Gen IV의 핵확산저항성/물리적방호,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방법론 논의(3회)

- Gen IV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협정검토회의 참석(1회)

- Gen IV 시스템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운 위 참석

- GIF 회의별 의제 검토 및 우리나라의 의견 반 (안) 작성

○ Gen IV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협정/약정 검토 및 국내의견 작성

- 회원국간 기본협정에 대한 문안의 검토 및 국내의견 제출

- Gen IV 각 시스템별 시스템약정의 검토와 국내의견 작성 

○ GIF 정책그룹 개최(2004년 9월 1-3일, 제주)

- 국외 8개국 및 국제기구의 33명 참석

- GIF 회원국과의 공동연구협정 및 연구개발 추진방안 협의

○ Gen IV Workshop 개최(2004년 8월 19-20일, 용인) 

- GIF 및 Gen IV 노형별 추진 현황 발표 및 토의

-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 의견 수렴 및 홍보

(3) I-NERI 및 INPRO 추진 지원 및 국제협력

○ 한‧미 BINERIC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및 I-NERI 추진 협력기반 구축

- 2004년 상‧하반기 BINERIC 대표로 한미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I-NERI) 

에 대한 협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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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한 I-NERI 추진 협력기반 구축

- BINERIC 의제 검토 및 협력 추진방안 수립 및 시행 기술지원 

○ INPRO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

- INPRO Steering Committee(SC)에 전문가로 참석(1회)

- 우리나라 입장의 반 을 위한 SC 의제 검토 및 협력 방안 연구

제3절 연구 추진방법

본 연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3가지 형태의 추진방안을 강구하 다. 첫 

번째는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는 GIF, Gen IV 기술지도, INPRO 등의 

회의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일환

으로 GIF 정책 및 전문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 관계자들에게 송부

되도록 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 다. 회의 참석결과는 정리되어 관계부

처로 보고되게 하 고, 출장보고서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는 국내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의 운 으로서, 이

를 통하여 중요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 다. 이와 관

련하여 선진원자력기술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선진기술확

보사업 기획위원회,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정검토 소위원회가 운

되었다. 이들 자문그룹을 통하여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추진과 관련된 우

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심의, 국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심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선정 등과 함께 주요 정책사항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이 이루

어졌다. 

세 번째는 관․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
련된 국내․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원자력학회 등을 통하여 세

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 다.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추진경

과를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 으며, 그 결과는 관계 부

처에 보고되어 정책적으로 반 될 수 있게 하 다. 



제2장 제4세대 원자로 개발 국제 동향
제1절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1. 개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써 

문명은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이고, 약칭 Gen IV로 불린다.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 IV International Forum)은 헌장(GIF 

Charter)에서, 향후 세계적인 에너지수요의 증대, 환경보전 인식의 증대, 지속 가

능한 發展에 대한 인식의 증대 등에 대응하여 원자력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폐기물 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앞서의 원자력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취하

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에너지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폐기물관

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국민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00년 1월 세계적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8개

국(한국, 일본, 프랑스, 국, 남아공,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해 Gen IV 

공동개발을 위한 의견교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원자력개발 정책책임자

급 회의로서 개최되었고, 향후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의 발단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향후 50년간 전력소비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다자간 협력 형태로써 Gen IV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Gen IV 협력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 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Gen IV 개발 추진을 위하여 GIF가 

상기한 9개국이 참여하여 결성되었고, 정책그룹(Policy Group)과 전문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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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Group)을 두어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동향

미국이 주도하여 한국, 일본, 프랑스,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

아공으로 조직되어 2001년 정식 출범한 GIF는 2002년 스위스가 참여하고, 2003년 

EU의 Euratom이 참석하여 총 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Gen IV 시

스템으로 6개 노형을 선정하 으며, 2002년 12월 Gen IV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이정표를 서술한 기술지도를 발간하 다. 그 후 각 Gen IV 원자

로형별로 예비 시스템운 위원회(System Steering Committee; SSC)가 구성되어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각 노형 별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또한 국제공동연

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협정을 추진 중이다. 

표 1.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비    고

GFR(Gas-cooled Fast Reactor) 가스냉각 고속로

LFR(Lead-cooled Fast Reactor) 납냉각 고속로

MSR(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SCWR(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가스로

2004년에는 4회의 정책그룹회의와 1회의 전문가그룹회의가 개최되어 공동

여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다. 아래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추진 현황을 

서술하 다.

가. 쮜리히 GIF 정책그룹회의 (2004년 1월)

2004년 1월26일과 27일에 걸쳐 스위스 쮜리히에서 정책그룹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10개 회원국(브라질 불참)에서 48

명이 참석하 다. 

2003년 9월 Toronto 정책그룹회의 미결 사항으로, 연구개발비를 다룰 

‘Financial Expert Group Member’의 추천과 아직 SSC가 구성되지 않은 LFR의 

연구개발 참여에 대하여 논의하 다. 또한 IAEA INPRO와의 협력을 위하여  

GIF 회원의 INPRO 회원으로의 가입을 추진하 으나 미국, 국, 일본의 주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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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가입에 어려움을 표시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속적인 참관 자격으

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 다.

또한 각 시스템별 추진 중인 시스템협정(System Agreement)에 대하여 미국 

측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시스템약정은 주요 골격은 GIF 

협정태스크포스(Multilateral Agreement Task Force; MATF) 초안을 기준으로 미

국이 우리나라 등과 양국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I-NERI 협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다. 협정의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로 누락된 내용 및 항목간 불일치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 으며, 각국의 상세 검토 후 검토의견을 GIF에 송부하

도록 하 다. 시스템협정의 서명 주체는 한국 미국은 정부가 타국가는 정부가 지

정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스템협정 하부의 프로젝트 협정은 약정

(Arrangement)로 하여 연구수행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 다.

Gen IV R&D의 수행 체제에 대한 정책서(Policy Statement)는 정부 차원의 

협정 서명을 맺지 않는 경우, 기존의 GIF Charter를 보완하기 위하여 GIF의 

R&D 조직, 역할, 경비 분담 등 Charter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번 회의에서는 GIF 조직도에서 NEA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역

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GIF 사무국

(Secretariat)-의장국인 미국 담당을 정책사무국으로 하기로 하 다.

기술사무국으로 NEA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NEA에 지불할 경비에 대하여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은 분담금 원칙 합의하고, 일본은 추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 다. 제 2 부의장 제도에 대하여 확정 후 일본 대표를 부의장으로 선출하

다.

GIF와 INPRO 관계에 대하여 INPRO와는 안전(Safety), 핵확산저항성 및 물

리적 방호(PR/PP) 등 일부 방법론 관련 분야에 국한하여 협력키로 하고, Gen IV 

R&D Plan 초안에 대한 검토를 7월에 개최되는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수행하기로 

하 다.

나. 선밸리 GIF 정책그룹회의 (2004년 5월)

2004년 5월 10일~12일, 미국 아이다호 주의 선밸리에서 개최된 정책그룹회의

에서는 쮜리히 회의에 이어서 GIF 체제에 대한 정책서, 시스템약정, NEA 기술사

무국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회의는 9개 회원국(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미참) 과 국제기구인 OECD/NEA와 IAEA이 참관자격으로 총 53명 

참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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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는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수정한 초안에 대해 문단별 세부 검토 및 수

정 작업을 진행하고 일부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문단별 수정하여 최종안을 마련

하 다. 정책그룹과 전문가그룹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더 협의하

기로 하고, 정책그룹의 역할에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기로 하 다.

OECD/NEA 기술사무국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Sub-group이 작성한 보고서

를 기분으로 비요 부담액을 협의하 다. Sub-group이 제안한 부담금에 대한 3가

지 옵션은 1) 기존의 원자로 보유 수 별로 배분, 2) SSC에 참여한 수 별로 배분, 

3) SSC 참여 수 및 SSC별 활동량(NEA 일량)을 고려하여 배분이었으며,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방안으로 3가지 옵션에서 최저분담금을 국별 기준으로 

하여 국별 최저분담금 합산결과와 NEA의 요구액과의 차이를 국별로 배분하여 

최종 배분액 산정하기로 합의하 다.

시스템협정의 초안에 대하여는 서명 주체 및 법적 구속력 보유 여부, 특히 

지적재산권(IPR) 처리방안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었다. 회원국은 정책그룹 대표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그룹(Legal Issue Working Group)에서 검토를 위

한 별도 회의 개최하고, 시스템협정의 논의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프로젝트협정

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회의 이전에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모으기 위하여 협정의 법적 기속

력과 서명주체, 기여산정 평가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각 국에 송부하여 입장을 

정리한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이 법적인 기속력과 정부의 서명에 대한 사항에 동

의를 하여 회원국의 정부가 서명주체가 되는 총괄협정(Umbrella Agreement)의 

추진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하여 법률그룹을 구성하여 협정의 법적 부

분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거쳐 GIF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

출하기로 하 다.

이외에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룰 안전성그룹(Risk and Safety Working 

Group)의 구성과 각 회원국의 대표 지명 등을 완료하고, INPRO와의 협력 방안, 

기여산정(Valuation OF Contribution) 방안 등을 논의하 다.

다. 마르쿨 전문가그룹회의 (2004년 7월)

2004년 7월 7-8일 프랑스 마르쿨의 CEA/Valrho에서 개최된 전문가그룹 회의

는  GIF 9개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미참석)에서 22명이 참석하여 R&D 계획

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 논의와 Gen IV R&D 계획서에 대한 상세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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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견 초안과 각 노형별 평가서(scorecard)를 작성하 다.

R&D 계획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 논의에서는 아래외 같은 권고안을 작

성하여 정책그룹에 제안하 다.

1. 각 시스템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술개발현황(advances)/당면현안과제

(challenges)/기술돌파(breakthrough)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이는 각 시스

템의 주요 성과물(deliverable)로 연계시켜야 함. 계획된 주요시점(key 

milestone)은 요약일정(summary schedule) 및 총괄일정(master schedule)에 

반 되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2. 계획서는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역의 R&D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프로젝트(예: 5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술

(description)임. 첫 상업화 이후의 장기 R&D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루어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3. 계획서에는 SSC(System Steering Committee)와 PMB(Project Management 

Board)사이의 적절한 상호 연계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SSC는 PMB가 마

련한 계획서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승인함.

4. 요구되는 성과물, 성과물에 대한 상세명세서(specification)나 상위 요건

(high-level requirement), 허용 기준, 제안된 전체 일정과 자원, PMB간 주

요 연계, 시스템 종합작업/관리의 수행 주체로서 “Design and Safety 

PMB”의 지명 등과 같은 PMB를 위한 ‘필요충분’지침이 될 수 있는 수준으

로 계획서는 상세 기술되어야 함.

5. PMB는 SSC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협력 부분에서의 중복부분(duplication)과 

누락 부분(gap)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6. PMB는 산업체의 참여, 시스템의 평가 및 IPR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함.

7. 각 프로젝트별 부록은 보다 더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설명되도록 조정되어

야 함. SCWR 프로젝트인 "T/H Phenomena, Safety, Stability and Method 

Development"가 좋은 예임.

또한 Gen IV R&D 계획서 상세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2개 분과로 구

분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하여 평가의견과 평가서를 작성하 다.

VHTR과 SFR은 전체적으로 우수하며 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SCWR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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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GFR은 아직 진행이 늦은 관계로 상당부분의 개선을 요한

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며, 각 시스템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 VHTR

- 운전, 안전 및 fuel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어야 함.

- 원자로와 fuel의 설계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NGNP의 R&D를 다른 노형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 비용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

- Task의 Screening 필요 (Gen IV R&D에의 해당 여부) 

- 요건, 기준, 척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결과물에 대한 형태의 정의 필요(보고서, Work Package 등)

- 기여분(contribution)의 역할과 유용성의 제시 필요

○ SFR
- 2015년 기준점(milestone)을 중심으로 

   ․도입 가능한 시점의 명확화 필요 

   ․개념설계와 기본/상세설계의 명확화 필요

- 시스템의 목적에서 수소생산 문제를 다루어야 함.

- Passive system의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 R&D 활동이 시스템의 R&D 목적과의 연관성 확인 필요

○ SCWR

- 시스템의 Reference 노형에 대한 결정 시점을 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전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fuel performance 문제와 사고추이

(LOCA, RIA)에서의 차이점의 강조 필요

- Fuel type과 재료에 대한 상세 내용 필요 

- 프로젝트의 sub-task에 대한 정의 필요

○ GFR

- 프로젝트의 내용과 일정, 비용부분은 개선되어야함.

- 공통 프로젝트에 대한 reference 및 다른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의 구체적 서

술이 없음.

- 연구결과물의 정의가 불분명함.

- 연구기간별 프로젝트의 구분 필요 (기수행/진행/예정)

- VHTR과의 공통 작업에 대한 일관성과 GFR에 specific한 프로젝트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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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이 필요

- Task의 screening 필요 

최종적으로 앞에서 진행된 각 시스템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서

(scorecard)를 작성하여 차기 정책그룹회의에 제출하기로 하 다. 평가서의 항목

은 시스템 정의, 기술 목표, 프로젝트와 작업(Task)의 서술, 일정, 비용 산정, 참

여도와 협력방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등급으로 표시하 다. 최종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R&D 계획서 평가 내역 

System 
Definition

Technical 
Objectives

Project 
and Task 
Descriptio-

ns
Schedule Cost 

Projections

Participants 
and 

Collaborati-
ons

GFR VG VG/F F F F/W VG

SCWR VG E/VG VG/F VG/F VG/F VG

SFR E/VG VG/F VG/F VG F VG

VHTR VG VG VG/F E F VG

주) E: Excellent, no improvement needed at this time
    VG: Very Good, with few improvements needed
    F: Fair, with some substantial comments noted
    W: Weak, with some considerable improvement needed

R&D 계획서의 평가에 이어서 R&D의 수행 주체가 될 PMB의 구성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 고, R&D 계획서 수정 관련 SSC의 Action Item과 GIF 진행의 일

반적 사항에 대한 정책그룹과 사무국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여 회의를 마쳤다.

전문가그룹 회의결과를 보면 R&D 계획서는 지난 쓰루가 회의시보다 보완되

고 개선되었으며, 전체적인 형식의 통일과 비용 산정 부분에 대한 구체화/상세화 

등의 작업이 시스템별로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R&D 계획서의 세부 항목이 Gen 

IV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Task screening을 노형별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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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프로젝트를 종합하는 Design & Safety PMB가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연구개발 계획 착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라. 제주 정책그룹회의 (2004년 9월)

2004년 9월 2-3일에 우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된 정책그룹회의는 Gen IV의 국

제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 협의와 R&D 계획 작성 현황 보고를 목적으로 개

최되었다. 9개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서 33명이 참석하 고, 국내의 관련 기

관의 관계자와 언론계와 산업계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제주회의에서는 

GIF 회원국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총괄성격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먼저 기본협정의 검토에서 기제출한 회원국 의견 세부 검토와 문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협정에 법적 기속력이 있는 사항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명 주체를 회원국 정부로 하기로 확정하 다. 주요내용으로 법적기속력 

있는 국제협력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협력의 기본형태는 공동 연구

개발 수행과 기술실증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최소 3개 이상의 회원국 서명으로 

발효며, 어와 불어로 작성하기로 하 다.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문안, 실질 연구개발 수행

주체 명시 또는 지정절차, 각 협정간 관계 정의 및 협정별 서명 주체 명시 및 기

본협정 종료시한 명기 여부 및 분쟁조정 관련 조항 등을 선정하여 각 사항에 대

한 회원국 입장을 완결하여, 10월 1일 파리에서 최종문안 확정을 위한 회의를 개

최하기로 하 다. 시스템협정은 기본협정이 법적기속력이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

하게 됨에 따라, 기본협정 최종안 작성 시까지 시스템협정 수정보완을 보류하기

로 하 다.

또한 NEA 기술사무국의 역할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확인(표 *. 참조)과 지불 

절차에 대하여 협의하고, 전문가그룹의 회의 결과로 Gen IV 노형별 R&D 계획에 

대한 작성 현황, R&D 참여시의 기여분 산정을 담당할 기여산정태스크포스

(Valuation of Contribution Task Force; VoC TF)의 업무 및 진행 현황등에 대하

여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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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원국별 활동비용 지원 예정액

국 가
지원예정액

(만 유로)
입 장

아르헨티나 2 검토 중

브라질 2 검토 중

캐나다 7.6 지불 가능

유라톰 11 지불 가능

프랑스 13.4 50%는 현금지불 가능/50%는 CFE 1인 파견비용

일본 16.1 50%는 현금지불 가능/50%는 CFE 1인 파견비용

한국 9.3 50%는 현금지불 가능/50%는 CFE 1인 파견비용

남아공 6.4 검토 중

스위스 6.4 지불 가능

국 9.7 지불 가능

미국 16.1 50%는 현금 지불 가능 / 50%는 CFE 1인 파견비용

계 100

* CFE (Cost Free Expert) : 파견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전문가

마. 워싱턴 정책그룹 회의 (2005년 1월)

2004년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주회의에 이어서 기본협정의 최종안 

작성을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초 11월 중순경의 정책그룹회의에서의 협정 

서명을 목표로 최종안의 합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 으나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 다. 이 후 GIF는 회원국과의 수회의 전화회의를 통하

여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 고, 최종안의 합의는 다음의 회의로 연기되었다.

2005년 1월13-14일의 정책그룹회의는 기본협정에 대한 논의와 기본협정을 보

완하고, 하부의 협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서에 대한 심의와 승인도 함께 이

루어졌다. 정책서 중 Charter 보완을 위한 GIF 운 체제에 대한 정책서, 기본협

정에 최초에 서명하지 못한 회원국의 추가적 협정 서명에 대한 사항을 담은 협

정 서명에 대한 과도기간에 대한 정책서는 승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협력연구 

결과의 지적재산권(IPR)과 정보교환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담은 지적재산권과 정

보교환에 대한 정책서에 대하여는 IPR 및 정보교환 방향을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공동개발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개념에 대하여 각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

가 있어, 회원국이 좀 더 심의를 하기로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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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GIF 기본협정 서명식 (워싱턴 DC, 2005년 2월28일)

GIF 기본협정은 ’04년 5월 미국 선밸리 정책그룹회의에서 회원국 정부가 

서명 주체인 기본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

서 협정 문안 공식 논의 착수하여, ’05년 1월 워싱턴 DC 정책그룹회의와 6회의 

전화회의로 회원국 입장을 조율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확정하 다.

2005년 2월 28일, 워싱턴 DC 주재 프랑스대사관에서 GIF 회원국 및 관계

자가 참석하여 진행된 서명식은 서명국 대표의 약식 연설과 서명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을 개최하 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

는 기본협정은 GIF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국 정부대표가 참

석·서명하 으며, 의회 승인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국을 제외함 나머지 4개국

에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승인 절차를 위하여 기본협정의 국내 관련기관의 검토 

후 추후 가입할 예정으로, 기본협정의 정부 공식 접수 후 국내 절차에 착수하여 

국내 절차 완료후 외교통상부 장관이 가입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및 전망 

지금까지 GIF는 R&D 계획의 수립과 협력협정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해 오

고 있다.  GIF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체인 정책그룹

(Policy Group)을 두고 있으며, 이 정책그룹의 아래에 기술적 사안의 검토와 

R&D 계획의 수립/수행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그룹을 두어 정책그룹의 

의사결정시에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그룹의 경우 과학기술부 관계관과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연

구 분야의 대표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가그룹은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전문위원

과 전문연구기관의 R&D 기획 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en IV 추

진에 있어서 해당 회의 의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며,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와 소위원회 조직을 운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원자력관련기관과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

진기술확보사업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 참여 시스템과 분야 등 중요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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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하 으며, 또한 2003년 R&D 추진을 위한 협력협정의 논의를 위하

여 ‘Gen IV 협력협정검토 소위원회’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현) 한국과학재

단)의 주관으로 운  중이며, 협력협정관련 현안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의견과 입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Gen IV 각 시스템 중에서 

VHTR, SFR 및 SCWR에 관련 전문가들이 예비 SSC에 참석하여 R&D 계획의 수

립과 수행방안의 협의에 참여 중이다.

2005년 2월28일 개최된 기본협정 서명식에는 국내 절차를 마친 회원국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가 참석하 고, 국은 의회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서명을 하 다. 회원국의 기본협정 서명 후 협정이 발효되었고, 곧 이어서 각 시

스템별로 시스템 약정을 체결한 후 시스템 별 프로젝트 약정의 협의를 거쳐  

R&D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협정에 이어서 추진될 시스템약정은 시스템에 참

여하는 회원국의 이행기관들이 서명하게 되며, 공동 R&D의 결과로 생산되는 지

적재산권(IPR)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

별로 체결되는 프로젝트약정은 GIF 회원국의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계약

의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기본협정의 승인을 위한 국내의 절차를 진행 중이

며, 조만간 기본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함께 2004년부터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원자력국제협력사업으로 착수

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 중으로 GIF의 공동 R&D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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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그 목

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 (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 부록 10 참조)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

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미간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협력 
체제로 다양화될 것이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 공동상설위원회(’99년 6월)에서 미국 
측이 한국원자력연구소사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

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

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관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

의 약 10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 IV 개발을 

위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International NERI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간 협정에 기초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워싱턴 
GIF 전문가그룹 회의시, 한국 대표가 미국 DOE 관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 년도 사업이 추진

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

1. I-NERI 추진체제

한․미 I-NERI 협정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BINERIC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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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 양국은 본 프

로그램을 관장할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를 양국 동수의 대표로

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

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가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I-NERI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의 Technical manager가 맡을 예정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대

표가 Coordinator가 되고 하부의 subcommittee를 활용할 예정이다.

2. 추진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2001년 5월 합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행과제로서 경수로 및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를 선정하여 추진한 

이후 2003년에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관련 5개를 수행 중이며, 2004년 기준 3

차년도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의 BINERIC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미국의 원자

력 연구개발의 중심 3개 분야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선진핵연

료주기(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Nuclear Hydrogen)를 중심으로 추진

하기로 하 다. 과제 선정은 지금까지의 제안 공모 방식에 주요 분야에 대한 지

정공모를 추가하기로 하고, 기 수행중인 과제는 계속 지원을 하되, 앞의 3개 기

술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후 계속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하 다. 

2003년 11월에는 한‧미 BINERIC 위원을 포함한, 양국 전문가들이 수행중인 과
제에 대한 연차평가를 수행하고, 이어서 BINERIC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토의 및 신규과제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2004년 과제로 제4

세대 원자력 시스템 관련 3개, 선진핵연료주기 3개과제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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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의 상반기 BINERIC은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연차평가회의

와 하반기 BINERIC 회의는 2005년 1월로 연기되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개최

되었다.

7월14일 한‧미원자력공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에서 개최된 상반기 회의에서 미
국은 원자로분야는 단기적으로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NGNP)를 원자력

표 4.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현황 (2004년 기준)

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관

미국측
수행기관

2002

핵적, 열수력적, 열기계적 현상의 고신뢰도 
통합 모의를 위한 수치 원자로 개발

KAERI ANL

ALWR 신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용융물 - 
냉각수 경계면 전달 현상의 원리 연구

해양대
Wisconsin大/
ANL

첨단 전산열유체물리해석 및 경수로와 
초임계로에 대한 적용성 평가 

서울대 INEEL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및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적용 

서울대/
KEPRI

UCSB/
INEEL

원전용 계측센서 및 운전전략개선기술 
개발 

조선대 ORNL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KAERI SNL

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파동 안전성 최적화 
연구

KAERI ANL 

Li 용융염 전해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

KAERI ANL

초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를 위한 
안전분석코드 개발 및 실험적 검증

KAIST INEEL

초고연소도 및 제4세대 원자로용 
부식저항성 Zr 합금

KAERI Penn State大 
Gen IV 초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및 
평가

KAERI
ANL/
INEEL

2004

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KAERI ANL

Generation IV에의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유체 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

KAERI INEEL

초고온원자로 노물리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고등 코드체계 개발

KAERI ANL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KAERI ANL

핵변환로의 납합금 관련 피복관 재료 
기술개발

KAERI LANL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KAERI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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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NHI)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Gen IV의 고속로(GFR, LFR, SFR) 

분야를 겨냥하고 있으며, 핵연료주기 분야인 AFCI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단기적

으로 사용후 연료 저장시설인 Yucca Mountain Project를 위한 습식공정(Aqueous 

Processing)을 장기적으로 Gen IV 고속로의 핵연료를 위한 건식공정

(Pyro-Processing)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NERI 연구개발에서도 같은 맥락

에서 공동연구의 추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합의를 구하 다. 

또한 한‧미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미래의 협력 분야로 중소형원
자로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와 연구 분야의 수정을 위한 부속서의 개정에 합의하

고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2003년 BINERIC에서 기 확정한대로 Gen IV, AFCI, 

NHI 세 분야와 양측의 합의에 의한 분야로 하기로 문안을 수정하고,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고, 추후 DOE의 

원자력국장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서명하기로 하 다. 그 외에도 

2004년 평가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양국의 Coordiantor 지명  등에 관

하여 협의하 다.

2005년 1월 25-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NERI 과제 공동연차평가 회의

BINERIC(2004년도 하반기) 회의에서는 양국 I-NERI Coordinator 임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평가와 신규과제의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 다. 미국은 현

재 BINERIC의 대표이자 DOE AFCI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Buzz Savage를 

임명하 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이 Coordinator를 담당하기로 

하 다.

과제의 평가회의에서 2004년으로 종료되는 2002년 착수과제 총 6개 과제중 

현재의 연구 분야인 Gen IV와 관련이 있는 3개 과제 발표와 평가를 수행하여 양

국이 과제별로 추가의 작업과 연장 등에 대하여 추후 합의하기로 하 고, 나머지 

과제는 최종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를 교환하기로 합의하 다. 

2003년도 착수과제 평가 결과 검토에서는 5개 과제 모두에 대하여 과제 발표

와 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 중 3개과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의 PI(Principal 

Investigator)가 공동 발표를 진행하 다. 평가결과 1개 과제는 수행 내용에 맞추

어 제목을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하 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수정사항 없이 계속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 다.

2004년 과제는 착수가 늦어져 과제 수행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서면평가 방안에 대하여 양측은 2004년 과제의 계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2005

년 6월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측이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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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진도보고서를 한국 측에 공식 송부하기로 하 다.

2005년 신규과제 추진방안에 대하여 수행 범위는 2004년 합의에 따르며, 미

국 측은 2005년도 신규과제 지원은 9월경에 그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분야(Gen IV, AFCI, NHI)별 1개 (총 3개) 또는 총 90만불 수준을 현재 고

려중임을 밝히고, 우리나라는 Gen IV의 세부분야가 많은 점등을 고려하여 전체

적으로 4개정도 과제 선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추진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 다.

- 2005년 3월 : 신규과제 공모

- 2005년 4월 : 과제제안서(Mini Proposal) 접수

- 2005년 5월말 : 1차 선정 평가

- 2005년 6월 : 1차 선정된 과제에 대한 최종제안서(Full Proposal) 접수

- 2005년 7월 : 최종선정 (BINERIC 2005년도 전반회의)

- 2005년 9월 또는 10월 : 양측 사정에 따라 과제착수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한국은 9월, 미국은 10월 예상) 

3. 향후 계획 및 전망

미국은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간 I-NERI 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일본, 국, 남아

공과 협정체결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I-NERI의 현안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양국간 

I-NERI 위원회(BINERIC)를 중심으로 운 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 Coordinator 

체제를 도입 양국 간의 협력 분야와 공동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는 과학기술부 관계관과 한국과학재단의 원자력전문위원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가 주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이 분야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분야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제4세대형 원

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이의 추진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술적 

돌파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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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을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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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AEA INPRO

원자력과 지속적인 발전(發展)에 관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혁신 원자

로 및 핵연료주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로

써, INPRO의 주요 목적은 21세기 세계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 저항성

이 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있는 회원국들

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1)”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는 원자력국이 주도하여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

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21세기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

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2001년 5월 제1차 운 위원회의 개최로 정식 착수한 INPRO는 2001년 9월 제45

차 IAEA 총회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고, 2004년 12월 기준 

22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2)로 운 되고 있다.  

1. 추진 체제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1)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ombine their efforts under the aegis of 

the Agency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GC(44)/RES/21)

2)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카나다,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한국,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위

스, 네델란드, 터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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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운 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 국제조정그룹(ICG: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과 IAEA의 행정 및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 위원회(SC)는 IAEA 회원국 중 INPRO에 특별공여금을 제공하는 국가

의 대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3)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또한 

INPR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관할 수 있다. 운 위원회

는 INPRO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및 업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결과에 대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프로
젝트 관리자들이 배석한다. 운 위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및 평가 등을 실

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파견된 전문가(Cost free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산하에 경제성, 환

경, 안전 및 핵비확산성의 4개 분과와 이들 4개 분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

도등 공통관련 분과와 기술평가를 위한 방법론 분과 등 총 6개 분과를 두고 활

동하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

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2. 주요활동

INPRO는 2단계(Phase)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

에 대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2개의 세부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1)의 제1세부단계

(Track A)는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다. 현재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가 완료되었으며, 제2세부단계(Track B)

를 진행 중이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

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3) 3개월 이상의 Cost Free Expert 및 공여금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종전의 회원

국 자격에, 4차 운 위원회('02.12)에서는 “자국에서 work package를 수행하는 

국가”를 추가하여 문호를 더욱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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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혁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

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혁신개념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사용자요건, 기준,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혁신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필요한 연

구개발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는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INPRO 회원

국들의 승인하에,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분야를 조사하여 확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추진경과

2000년 11월에 혁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 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고위급 대표와 EC, IAEA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비엔나의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혁신원자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이

름을 INPRO로 정하고,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운 위원회(SC)와 국제조정그

룹(ICG)을 두기로 결정하 다. 

INPRO는 제1차 운 위원회(SC)를 2001년 5월 개최되어 공식 출범하게 되

었다. 제1차 운 위원회는 INPRO에 특별공여금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및 아

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등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개최되었고, IAEA 회원국 중 관심있는 국가들이 참관하 으며 

미래 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 기술에 대한 사용자 요건, 즉 경제성, 환경,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한 사용자 요건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결정하 다.

2001년 12월에 10개국에 유럽위원회(EC)를 회원으로 하여 제2차 운 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2차 운 위원회는 INPRO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원

국의 INPRO 추진에 대한 기여방안, 다음의 활동계획 그리고 2003년 개최예정인 

INPRO 국제 Conference 개최방안 등이 주요 의제 다. 제2차 운 위원회 이후 

한국도 전문가(CFE: Cost Free Expert)를 한명 파견하여 정식 INPRO 회원국으로

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INPRO로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Phase IA 단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우리나라를 신규 회원으로 하여 11개국과 EC가 제3차 운 위

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개최 예정인 국제 Conference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

의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IAEA의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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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계의 정책결정권자와 산업계를 위한 forum으로의 INPRO 관련 session

을 열기로 결정하 다. 또한 Phase IA 보고서 작성 위하여 수행중인 각 ICG 그

룹들의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었다.

2002년 12월 2~4일간 개최된 제4차 운 위원회에서는 브라질을 포함한 13

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석하여 INPRO Phase IA 보고서 초안(Zero-Draft 

Report)이 완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안 보고서

는 현재까지 개최된 각 분과별 기술자문회의 결과를 반 하여 작성되었고, 제4차 

운 위원회의 결과를 반 하여 Phase IA의 최종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2003년 5월 26~28일 개최된 제5차 운 위원회는 신규회원국으로 불가리아

와 파키스탄이 참석하 고, Phase IA의 최종보고서의 검토와 Phase IB에 대한 

추진방안이 협의되었다. Phase IB의 Case Study의 신청국은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이며 추가적인 참여를 요청하 다. 또한, INPRO는 제4세대 원자로 국제 포

럼(GIF)과 협력을 추진 중으로, 2003년 4월의 GIF의 정책그룹 회의이후 observer

의 자격으로 INPRO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참관하 다.

2003년 6월에는 IAEA 회원국을 대상으로 Phase 1A의 중간결과를 발표하

는 Conference를 개최하 고, 1단계의 결과를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 보고서

의 주요 내용은 21세기 중반에서의 원자력 전망과 역할, 혁신원자력시스템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INS)의 요건 및 평가 기준, 원자력기술의 

평가 방법론 등이다.4) 

2004년 1월 개최된 6차 INPRO 운 위원회는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에 대

한 최종안이 나온 각국 Case Study 중간 결과 요약 발표와 향후 협력 방안 및 

추진 일정 협의로 진행되었다. 회원은 1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IAEA의 정규예산

을 일부 확보(2004년 15만불, 2005년 20만불)함으로써 INPRO 활동이 활성화되었

으며, GIF와의 협력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이 발표되었다. 또한 회원국별로 진행 

중인 Case Study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2004년 12월의 7차 운 위원회는 회원 22개국이 참석하 고, 다수의 참관국

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2004년 주로 진행된 INPRO 방법론의 보완 

작업 결과가 반 된 Phase 1B (part1) 보고서 초안의 검토와  6차 운 위원회 이

후에 수행된 주요 성과 보고를 수행하고, Phase 1B (part2) 및 Phase2 추진 계획 

및 GIF와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 다. 회의에서는 2005년 이후의 

4) Guidance for the evaluation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Report of Phase IA of the INPRO-, IAEA, June 2003, IAEA-TECDOC-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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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 Phase 1B (part2) (2005. 초 - 2006. 중반) 
a. 지속적인 INPRO 정량적 (quantitative) methodology 개발

b. User's manual 완성/발간

c. 필수모델 선정/개발 및 코드 개발

d. INS 개발을 위한 INPRO phase2에서 수행될 공동 중장기 R&D 선정

방안 설정

e. GIF 등 국제 프로젝트와 계속적 협력

f. Multilateral Nuclear Fuel Cycles (MNFC) 의 기술적/Infrastructural 

선택방안 검토

g. Phase 1B 보고서 발간 등

○ Phase 2 (2006년 중반 - )
a. 필요한 INS 해석지원, R&D 개발 및 우선수행을 위한 forum 제공,  

IAEA/INPRO하에서 수행될 구체적 R&D선정 등 5가지의 R&D oriented 

activities

b. INS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 강화 등 7가지 

institutional/infrastructural oriented activities

c. INPRO 방법론 및 평가 방법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methodology 

activities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 업무를 제안함.

4. 우리나라의 참여 및 전망

IAEA INPRO 사업은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현

재 Phase 1B Part 2 사업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중반

에 Phase 1B Part 2 사업이 종결됨으로써 Phase 1B 사업이 종결될 전망이다. 

INPRO Phase 1B 사업이 종결된 후에는 Phase 2 사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INPRO Phase 2에 대한 국가별 사업 추진은 러시아의 경우 인도, 중국과 

공동으로 고속로에 대한 공동연구와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원자로에서 제 4세대

로 바뀌는 천이 단계에 대한 연구,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소규모 전력생산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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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2년 5월 제3차 운 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제조정 그룹에 과

학기술부 국장급 전문가를 CFE로 파견하여 INPRO의 정식 회원국으로 2002년부

터 참여하고 있으며, 파견 전문가는 핵확산저항성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INPRO

의 최고 의사결정체인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우리나라 대표로서 정

부 관계자로 IAEA 과학관과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하

여 우리나라 INPRO 회원국 간의 협력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적 연구 추진 분야에서 National Case Study로 한국형 핵연료주기기술

인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the CANDU reactor)을 대상으로 

핵확산저항성 부분을 주도적으로 평가하여 INPRO 방법론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현재 INPRO는 회원국이 22개국으로 1년전에 비해 5개국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원자력을 도입할 개도국의 참여가 늘고 있는 점으

로, 새로운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원자력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

리나라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INPRO Phase 1B Part 2 (2005 ~ 2006 중반) 기간 중 주요 활동으로는 지

속적인 INPRO 방법론 개발, Users' Manual, 필수적 모델 선정/개발 및 코드 개

발, 혁신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INPRO Phase 2에서 수행될 공동 R&D 선정 

방안 설정, GIF와의 보완 관계 개선, 다국적 핵주기 (Multilateral Nuclear Fuel 

Cycles, MNFC)의 기술적 infrastructure 에 대한 선택 방안 검토 등이 수행될 예

정이다. 

그리고, INPRO Phase 2의 2006 중반 이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필요한 

혁신원자력시스템 해석 지원, R&D 개발 및 우선 수행을 위한 포럼제공, 

IAEA/INPRO하에서 수행될 구체적 R&D 선정(e.g. CRP, TC projects) 등 7가지

의 R&D 관련 활동과, 혁신원자력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 강화 등 8

가지 Institutional/infrastructure 관련 활동 등과 INPRO 방법론 및 평가 방법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 개발 활동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현재 INPRO는 원자력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GIF에 비해 시간적으로 긴 

이정표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방법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GIF와 INPRO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GIF와 

INPRO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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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현황
제1절  국외 기술개발 동향

1.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 시스템은 액체금

속로 기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50여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 고, 약 250 노․년의 운전 실적을 쌓은 실용화 직전의 기술이다.
'60-'70년대에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수로 및 농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를 위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금속로를 개발하 다. '80년대 이후에는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안전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하 고, 초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및 핵무기용 플루토늄 연

소로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다. '90년대 이후에는 소듐 액체

금속로의 설계개념 혁신에 의한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기

후협약의 발효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서는 원자력 발전이 환경 친화형의 중추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

의 증가로 우라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처

분량 저감방안으로서의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

단된다. 

각국의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요약하 으며, 현재 세

계적으로 건설계획, 운전 및 폐쇄된 소듐냉각 고속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 다.

가. 미국

신형 핵연료주기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AFCI)와 Gen IV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Gen VI 프로그램과 

AFCI는 미래 에너지수요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장기 기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지

속발전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핵연료주기 개발에 서

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6년 이후 Gen IV 원자로는 고속로가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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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냉각로(SFR), 가스냉각로 (GFR), 납냉각로(LFR)가 고려되고 있으며 소듐냉각

로 개발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프랑스, 국, Euratom이 참여하여 국제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프랑스

Phenix 원자로의 최종 개선 작업을 2003년 3월에 완료하고 현재 마이너 액

티나이드와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질 변환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이 진행중이다. 

유지보수 및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 2004년 2월에 2주간 계획정지를 한 후 2004

년 3월에 재가동해 총 6주기 동안 핵변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2009년

에 운전을 종료하게 된다. Superphenix 원자로의 폐로가 현재 진행중으로 2003

년 3월 19일에 마지막 핵연료집합체가 노심으로부터 인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큰 시설의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미래 원자력발전 시스템 개발은 가스냉각로 개발, 경수로 혁신,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까지 최초의 GFR인 20~50 MWt급 가스냉

각 실험로 EDTR(Experimental Technology Demonstration Reactor)를 개발, 운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5년에 운전될 가스냉각 원형로 건설을 2019년까지 결

정할 계획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는 기 확보 지식을 보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Gen IV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 12월 31일 제정된 법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관리 관련 장반감기 폐기

물 분리 및 변환, 심지층처분, 장기간 보관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수로, 소듐냉각 고속로, 가스냉각로,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소듐냉각 고속로 소듐냉각로를 국가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

여 중점 연구로 수행중이며, 열 및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4S 소형 원자로를 미

국에 설치하기 위하여 미국 NRC에 설계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로 조요(JOYO)를 보

유하고 있으며 조사시험 성능 향상을 위해 출력을 140 MWt로 높인 MK-III 노심

구성을 마치고 전 출력 운전 중이다. 소듐냉각 원형로 몬주(Monju)는 1995년 12

월 소듐냉각 누출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나 2005년 2월 7일 후꾸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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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몬주 재가동을 위한 보수에 동의를 함의로써 2005년 3월부터 몬주 보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재가동까지는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고

속로주기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타당성 평가연구는 1999년에 시작되어 1단계 

2000년까지 여러 고속로주기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2단계

(2001~2005)가 진행중으로 2015년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유망한 고속로와 핵연

료주기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다.

라. 러시아

2003년 현재 2기의 소듐냉각 고속로(BOR-60, BN-600)가 운전되고 있다. 

BOR-60는 현재 2009년 12월까지 운전될 계획이며 이후 BOR-60M 원자로로 개조

되어 운전될 예정이다. BN-800 원자로 건설이 진행중으로 2010년까지 완공할 계

획이며 BR-10은 현재 해체중이다.

마. 중국

65 MWt 소듐냉각 실험로 CEFR(Chinese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건

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 관련 실증시험이 완료되었고 2004년 현재 상세설

계는 약 95% 완료되었으나 러시아로부터 제작, 수입될 원자로 용기의 제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2년정도 지연되어 당초 2005년말로 예정되었던 최초 임계는 

2008년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CEFR 후속으로 600 MWe급 소듐냉각 원형로 

CPFR(Chinese Prototype Fast Reactor)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바. 인도

13 MWe급 소듐냉각 실험로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이 운전중이

며 2003년 9월에 500 MWe급 소듐냉각 원형로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건설 승인을 받아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IAEA-TM-22667 Technical Meeting on “Review of National 

Programmes on Fast Reactors and Accelerator Driven Systems,” 

Vienna, Austria 10 ~ 14 Ma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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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현황

연     도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46 52

5148 63

6159 65

63(65)57 94/09

56 7263(65)

65 7269

70 9380

82 83 계획중지

개념선정 88 94 계획중지

55 7759(63)

66 9474(76)

62 8367

68 73(74)

77 9885(86)

KNK-I 개조 75 91/0877(79)

73 91/03 계획중지

76 87 계획중지

88 98 계획중지

70 77

80 94 95 운전중지

90

58    BR-557 73    BR-10

65 69(70)

70 80

86

노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풀형

풀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풀형

출력

25 kWth

0.2 MWe

1 MWth

20 Mwe

61 Mwe

20 Mwe

400 MWth

380 Mwe

155 Mwe

15 Mwe

250 MWe

40 MWth

250 Mwe

1240 MWe

20 Mwe

327 MWe

120 MWth

1580 MWe

100 MWth

280 Mwe

660 MWe

5/10 MWth

12 Mwe

600 Mwe

800 MWe

00

플랜트명

Clementine

EBR-I

LAMPRE

EBR-II

E.Fermi

SEFOR

FFTF

CRBR

PRISM

DFR

PFR

Raps odie

Phenix

Super-Phenix

KNK-II

SNR-300

PEC

EFR

JOYO

MONJU

DFBR

BR-5/BR-10

BOR-60

BN-600

BN-800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험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국명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65 72(73) 99

76 85

03/09

루프형130 MWeBN-350 원형로카자흐스탄

루프형

풀형

15 Mwe

500 MWe

FBTR

PFBR

실험로

원형로
인도

착공 폐쇄초임계(운전)

운전중

계획중

98풀형25 MWeCEFR 실험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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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가. 개요

초고온가스로는 1960 ~ 1980년대 개발된 고온가스로를 개량하여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열효율과 열이용범위를 수소생산까지 확장시키려는 원자로개념

이다. 즉, 출구온도 750~850
o
C는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라 부르며, 더 높은 900~1,000
o
C를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라고 부른다.

고온가스로는 1960년대 유럽이 참여하여 국에 건설된 Dragon 원자로에

서 개념이 실증된 피복입자핵연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피복입자핵연료 기술

을 발전시켜 독일과 미국은 1980년대까지 고온가스로를 개발, 건설, 운전하고 상

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독일은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이후 반핵

정책으로 운전을 중단하 으며, 미국은 잦은 발전소 운전 중단으로 발전소를 자

진 폐쇄하 다. 1990년대에 일본은 고효율발전과 고온열이용에 적합한 30 MW급 

초고온가스 실험로를 건설하고 운 중이며, 중국도 10 MW급 실험로 HTR-10을 

건설하여 운  중이다. 일본은 열출력 300 MW급 고온가스로 GTHTR-300의 설

계를 진행중이며 중국은 열출력 400 MW급 고온가스발전로 HTR-PM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열출력 400 

MWth급 초고온가스로 PBMR을 24기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림 1. 고온가스로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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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운전중인 수소생산용 가스냉각로 실험로

실험원자로 착공 준공 1차 목표 2 차 목표

일본 HTTR 1991 년 1997 년 2001년 850 ℃ 2004년 950 ℃
중국 HTR-10 1995 년 2000 년 2002년 700 ℃ 2004년 900℃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활성화를 위해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Generation-IV)

을 국제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대까지 수소생산에 적합한 초고온가스

로의 상용배치를 목표로 추진중으로,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남아프

리카공화국, 국, 스위스, 유럽이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참여 의사표시하고 있다. 

또한 IAEA 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중소형 및 수소생산용 원자로로 고온가스냉각

로 국제협력 프로그램 진행중이며, OECD/NEA는 2000년부터 원자력 수소생산

에 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 다.

고온가스로의 열을 이용한 연구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 되었으며, 유럽 특히 독일에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증기개질에 의한 수소

생산, 석탄액화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석유

값의 안정, 체르노빌사고의 여파에 의한 반핵정서의 정치세력화로 연구가 중단되

었다. 일본에서는 꾸준히 초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생산연구를 지속하 으며, 초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천연가스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실증과 열화학법에 의한 

물분해 수소생산반응 연구를 수행하 다. 초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생산 가능성

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2000년대초 급격한 기후변화, 석유매장량의 한계, 중국

의 경제발전에 따른 우석유수요 증가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초고온가

스로에 의한 수소생산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석유매장량의 한계는 

천연가스매장량의 한계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천연가스원료의 

증기개질법은 매력을 잃게되어 일본은 천연가스증기개질 실증연구를 2004년부터 

중단하고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화학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수소생산방법으로 기존의 알칼리 수용액 전기분해법은 상용화되어 있으나 

효율이 나쁘고 생산단가가 비싸므로, 초고온가스로의 고온 열를 직접 이용하는 

열화학적 수소생산 방법과 고온 전기분해법(HTES)에 의한 경쟁력 있는 수소생산 

기술개발이 현재 Gen-IV 연구개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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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미국은 2010년까지 수소생산에 적합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5

년사이에 Idaho Falls의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 DOE는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계획과 원자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계획을 2003년부터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DOE

에서 제시하는 NGNP의 성능목표는 건설단가(overnight) kW 당 1,000달러이하, 

발전단가 kW-hr당 1 센트이하, 수소단가 휘발유기준 갤런당 1.5달러 이하이다.

NGNP 계획에는 2003년 3백만, 2004년 14.4백만, 2005년도 19.3백만 달러

를, NHI에는 2003년 2백만, 2004년 6.5백만, 2005년 9 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 Gen-IV 및 INERI 예산으로 배정된 2003년 14백만, 2004년 12.5백만, 2005

년 10.4백만달러의 상당 부분도 VHTR 관련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

산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8.2억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투

자로 9.2억달러, 건설을 위한 산업계투자로 9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개발

을 위한 투자는 6.4억달러, 수소생산기술 개발에는 2.8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NGNP의 실현을 위한 Project Integrator를 2004년초에 공모하 으며 

2005년중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NGNP Project Integrator가 2 개의 노심개

념을 1~2년간 병행 연구하도록 지원한 후 하나의 개념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 예

상되는 응모자는 General Atomics 의 GT-MHR을 향상시킨 가스직접발전식 블록

형 원자로 개념, BNFL/Westinghouse의 PBMR을 향상시킨 가스직접발전식 페블

형 원자로 개념, Framatome-ANP의 Antares 개념을 행상시킨 복합간접발전식 블

록형 원자로 개념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General Atomics사에서 Peach Bottom 1 호기와 Fort 

St. Vrain에 발전용 고온가스로를 건설하고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 

고온가스로를 개발하여 상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Fort St. Vrain은 증

기발생기를 사용하는 간접루프방식으로 헬륨순환기의 잦은 누설 등의 고장으로 

인하 낮은 가동율과 때마친 체르노빌사고의 여파로 발전회사측에서 경제성 확보 

실패에 따른 완전폐쇄를 단행하고 현재는 천연가스발전소로 개조하 다. 그 후 

General Atomics는 열출력을 600 MW이하로 제한하여 피동안전성을 확보하고 

헬륨순환기를 없앤 직접 가스터빈 발전개념인 GT-MHR을 개발하고, 구소련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로에 대한 연구를 러시아의 OKBM,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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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수행하 다.

미국은 VHTR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열수력 관련 실험

을 MIT, INL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히 수행 하 으며 미래 설계 및 안전 해석을 

위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NGNP 건설을 위한 설계해석체계의 개

발 및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R&D Plan을 수립하 다. 세부과제로 CFD 해석체

계 검증실험, 열수력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 노심 핵설계 해석체계 개발, 핵자료 

구축, Liquid Salt 냉각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해석체계는 Pebble형과 

Block형 각각에 대하여 INL, ANL, MIT가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의 General Atomics에서 공급한 핵연료는 제한 열출력 도가 5 

Watt/cc이상이며 UCO(Uranium Carbon Oxide)를 연료핵으로 사용하는 TRISO 

핵연료이다. 그러나 이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누설률은 독일의 TRISO보다 나쁘

며  조사시험을 통해 얻은 TRISO중 결함 입자의 수는 평균 1×10
-4
 정도이다. 따

라서 TRISO의 성능을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ORNL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NGNP 건설에 필요한 흑연재료로 자국 회사인 UCAR(전 Union Carbide)

에서 생산하는 H-451 grade (GIF 표준 참고 흑연 grade)를 선정, 현재 ORNL을 

중심으로 900℃이상 고온조사특성시험을 수행중이다(조사량: 3.8×1022 ncm-2, 
E>50 KeV). 

고온재료에 대한 연구는 ORNL을 중심으로 수행중이며 핵융합로의 응용을 

위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특성을 평가하고 있는 SiC 단미 세라믹스 및 SiC/SiC 

복합체를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 NERI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미국은 1976년부터 DOE의 지원으로 열화학수소제조를 연구하 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중단 정책으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1980

년대 까지 General Atomics 사에서는 IS(요드-황산) 열화학싸이클법에 대한 연구

를 Westinghouse사에서는 황산분해-전기분해 혼합 열화학싸이클법을 연구하 다.  

2001년이후 Sandia, Idaho, 프랑스의 CEA와 함께 IS 싸이클법에 대한 연구를 

i-NERI 사업으로 개시하 다. 또한 ANL은 일본 동경공대의 UT-3 싸이클을 개량

한 Ca-Br 싸이클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하 다.

다.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일본은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고온가스로의 고온핵열이용에 대한 관심을 갖

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는 초고온가스로 개발계획하에 열출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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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급 고온가스실험로 HTTR을 건설하여 1998년 초임계를 달성하고 2001년말에

는 850
o
C 전출력으로 운전하 으며, 2004년 4월에는 950

o
C로 수일간 운전하 다. 

고온가스로 개발과 병행하여 원자로를 이용한 다양한 수소생산방법을 연구한 결

과 IS열화학 싸이클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연속공정에 의한 실증으로 

1997년 시간당 1리터규모, 2003년에 시간당 32 리터규모에 성공하 으며, 공학제

작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당 100루베(Nm3)로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바, 후지쯔, 미쓰비시, 찌요다 등 여러 산업체가 참여하여 수소생산 실증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HTTR과 연결하여 10 MW(연간 1천톤) 규모로 수

소생산을 실증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미국주도의 GIF의 VHTR 개발계획에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열출력 

30 MW급 초고온가스냉각 실험로 HTTR의 개발, 건설과정에서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열수력 관련 실험을 이미 완료하 다. 현재는 HTTR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다. 

일본의 HTTR은 원자로 출구온도 950
o
C를 2004년 달성하 으며, 노심 냉각

재 화학분석 결과 원자로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하 다. 그러나, 이러한 고온 

운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이것이 상용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950
o
C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일본은 HTTR 개발 경험을 토대로 전력생산 전용로인 600 MWth 급 

GTHTR300과 수소/전력생산 Co-generation 600 MWth 급 GTHTR300C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상용로 개발전략은 기 검증 기술의 적용을 우선한다. 이에 따라, 

GTHTR300의 원자로 출구온도로 850
o
C를 설정하 으며, 가스터빈 등은 

Mitsubishi사가 개발한 수평터빈 설계개념을 적용하 다. GTHTR300C는 수소생

산을 위하여 원자로 출구온도를 950
o
C로 설정하 다. 기존 GTHTR300 설계를 기

본으로 원자로출구 하단에 중간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수소생산계통에 열을 공급

하고, 이후 전력생산계통과 연결하는 설계를 적용한다. 수소생산계통으로는 170 

MWth의 열이 제공되고 430 MWth은 전기생산에 사용된다. 수소생산계통으로의 

열공급 용량은 기 개발된 중간 열교환기의 용량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현재, GTHTR300의 전력계통 부품에 대한 개별 실증실험이 수행 중에 있

다. 전력계통 전체의 과도거동 실증을 위하여 2 MWth 급 Helium Test Loop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05년 중에 시운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열출력 30 

MW급 초고온가스냉각 실험로인 HTTR의 개발, 건설과정에서 설계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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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열수력 관련 실험을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는 HTTR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다.

일본 도카이무라소재 NFI (Nuclear Fuel Industry)사에서는 독일 NUKEM 

기술을 도입하여 JAERI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량하여 HTTR의 초기 장정용 핵연

료를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현재는 HTTR의 재장전용 핵연료 제조와 남아공 

PBMR에 핵연료제조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 JAERI는 ZrC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ZrC-coated 피복입자핵연료의 노

내 조사시험을 1990년대 중반에 완료하고 조사후시험을 거쳐 그 결과가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완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불충분한 형편이다. 현

재 3kg/batch 규모의 상용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은 1997 년 HTTR 완공을 계기로 현재에는 가동중 노심흑연거동 예측 

및 평가연구 (감시시험) 수행중이며 고온, 고조사 환경에서의 흑연거동예측

(modelling)에 필요한 추가 자료확보를 위하여 2004 년부터 JMTR을 이용, 고온, 

고조사시험 수행예정이다. (950℃이상, He 분위기, 조사량: 3 x 1022 n/cm2, 10 
dpa). 2003 년부터 고온 흑연조사시험장치 제작중이며, GIF VHTR 및 EC 의 

HTR-M, M1 공동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체적변화, 열특성 및 강도변화

에 미치는 조사효과자료 확보중이다.

고온재료를 위해서 중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Hastelloy X를 최적화한 (내

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Al과 Ti 함량을 줄이고, 유도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

여 Co 함량을 제한함)  Hastelloy XR을 개발하 다. 동시에 100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Ni-23Cr-18W의 W 첨가강을 연구중이다. 

제어봉 안내관용 재료는 C/C 복합체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개발을 추진하

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응력해석 

코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 고온가스로 계획과 병행하여 열화학 수소제조방법중 

IS(요오드-황산)싸이클법의 연구를 계속하여 1999년 실험실에서 1 L/hr 규모 연

속공정에 성공하 으며 2003년에는 50 L/hr 규모에도 성공하 으며, 32L/h급 

IS(요오드-황산)사이클 장치의 175시간 운전을 2004년 6월에 성공하 다. 일본은 

2004년부터 5년간 30Nm
3
/h급 IS(요오드-황산)사이클 파일롯 플랜트 장치를 설계 

운전하고 2010년에는 HTTR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고온가스

실험로(30 MW급 HTTR)를 열원으로 사용한 천연가스 수증기개질법을 적용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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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여 헬륨 열원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증기

개질장치를 건설, 원자로접속을 위한 고온루프의 차단발브를 제작, HTTR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컴퓨터 모사연구 등을 수행하 으나, 2004년에 연구를 중단하

다.

일본 동경공대는 반응온도를 낮출 수있는 UT-3(브롬-칼슘-철) 열화학싸이클

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동경공대의 UT-3사이클은 90년대초부터 일본 문부성의 

중점 역 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공정별로 운전 제어 기술 및 효율화에 

관해 연구되었다. 현재에는 시스템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 중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중국은 고효율발전과 고온열이용에 적합한 고온가스로 (10 MW급 HTR-10)

를 건설하여 실험중이다. 이를 발전시킨 450 MW급 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중이다. 중국은 Gen-IV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Pebble 형 고온가스로 기술을 도입하여 1995년에 HTR-10을 

착공하고 2002년에 초임계를 달성하 으며, 2003년에 전출력운전에 성공하 다. 

현재는 HTR-10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양한 사고 시

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다. 중국은 HTR-10 설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450 MWth 급 HTR-PM 발전로를 개발 중이다. 이 발전로

는 2010년까지 산동반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HTR-PM은 흑연 페블 볼 형태의 중

앙 반사체 설계 개념을 적용한 열출력 450 MWth 급 Helium 냉각 가스로로, 원

자로 출구온도 750
o
C에 간접 사이클 형태의 증기 전력생산 설계개념을 적용한다. 

중국은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조장비를 도입하여 HTR-10에 사용할 

TRISO 핵연료를 제조하 다. HTR-PM에 사용할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중국의 고온가스로 계획은 만주지방에 심지층에 매장된 중질유를 채굴하기 

위한 열응용 기술로 출발하 으므로 수소생산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없었다. 그

러나, 최근 국제동향에 따라 수소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의 협력하여 원자력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를 원하고 있다.

마. 프랑스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프랑스는 80% 가까운 전력을 경수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사

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고속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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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스냉각고속로(Gas Fast Reactor) 개념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 으며, 프랑

스 원자력연구기관인 CEA가 중심이 된 연구계획은 산업체인 Framatome를 지원

하여 VHTR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GFR을 개발하여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전략이 반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Gen-IV 및 미국과의 I-NERI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VHTR 노형으로 Block형 노심을 채택하 으며, 산업체인 AREVA

는 600 MWth 급 Block형 원자로인 ANTARES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ANTARES는 원자로 출구온도 850
o
C, 

간접 사이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의 혼합 전력생산 계통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산업체인 AREVA와 공동연구 형태로 설계해석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코드 개발전략은 기존의 가압경수로형 체계를 개선하여 

가스로에 적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CFD 해석체계와 통합한 신개념의 코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설계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은 2007 또는 2008 적용을 목표로 추

진되고 있다.

설계해석 모델 및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소형 및 중형 열

수력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EU, IAEA CRP 및 Gen-IV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실험자료를 입수 또는 계획하고 있다. 특히, CEA는 1 MWth 급 대형 Helium 

Test Loop를 건설하고 있으며, 본 실험시설을 통하여 가스 열전달, 중간열교환기 

개발, 전력계통 성능, 주기기 계통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Helium 

Test Loop은 2008 또는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ratom의 회원국으로 HTR project에 참여하고 있고, 단기적으

로는 2010 년까지 Direct Cycle Modular type 고온로(HTR)를 상업화하고 중기적

으로는 열효율이 높고 수소생산이 가능한 1,000℃ 이상의 GCR(가스냉각로) 와 
핵확산 저항성이 크고 고유안전성이 확보되는 GCR 등 두 종류의 GCR 을 개발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과 열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며 핵폐기물 Actinide 변환도 

가능한 고속중성자 spectrum 의 GCR 개발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흑연재료기

술개발을 수행중이다. 특히 HTR 안전성 확보와 관련,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

화” 문제를 흑연재료조건(porosity, impurity, density) 및 산화조건(온도, 가스성

분 및 flow rate) 함수로 중점 수행중이다.

프랑스 CEA는 2002년부터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체결하여 IS사

이클에 대한 각 공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 다. 이 연구는 로벌 수소제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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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으로 독일의 Aachen대학, 미국 GA사등이 함께 참석하여 IS사이클의 각 공정

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I-NERI 프로그

램으로 CEA는 IS(요오드-황산)싸이클법 중 HI 분리반응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

다. 

바. 남아공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남아공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원으로 직접 사이클 전력생산 원

자로인 400 MWth 급 PBMR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4모듈의 고온가스로를 1

개 부지에 건설하여 총 24개 모듈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 모듈에 대

해서는 2005년초 정부와 국회의 사업추진인가를 획득하 으며 2010년 초임계를 

달성할 예정이다. PBMR 설계는 독일의 300 MWth 급 참조 설계와 비교, 연료장

전 노심 중앙에 고체형 반사체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노심 출력을 400 MWth로 

증강 하 으며, 이에 따라 핵연료 재장전 계통의 설계를 3 개로 증가하 다. 전

력생산계통을 단일 Shaft Brayton cycle 형태로 전환하고 Recuperator를 2대 설

치함으로써,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현재, 기기장치의 구매를 위한 계약

을 진행중이다. 자국내 PBMR의 인.허가가 진행중이며, 미국의 Design Certificate 

획득을 위한 논의도 USNRC와 진행 중에 있다. 

PBMR의 설계해석체계는 독일의 VSOP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남아공은 

이를 개선하여 PBMR의 설계해석을 수행하 다. 이에 추가로, 전력계통 성능해석

체계로 FLOWNEX 코드를 개발하 다. 코드 검증 및 전력계통 성능 실증을 위하

여 PBMR Micro-Model Test 설비를 건설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환형 

노심의 Pebble Flow 및 재장전계통 실증실험과 Valve 성능 실증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 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을 계통 성능 실증을 위하여, 1 MWth 급 

Helium Test Facility를 총 3천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2006

년 완공될 예정이다. 본 설비를 이용하여, 계통 부품 성능실증, 감압실험, 노심 

제어봉 성능 실증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열전달 실험, 흑연반응실험, 재

료 조사실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아공은 일본 NHI의 핵연료제조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Pebble 연료를 

시험제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Mistubishi와 함께 직접발전용 헬륨가스터빈을 

실증하는 실험을 2003년 완료하 다.

한편 장기적인 수소생산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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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의 동향

IAEA는 열병합이용 중소형가스로형으로 가스냉각로에 관한 정보교환을 

1980년대 초부터 주관하여 왔으며 총장자문회의인 TWGGCR (Technical 

Working Group for Gas Cooled Reactors)를 운 하고 있다. 또한, 설계해석체계

의 검증을 위하여 CRP (Coordinated Research Program)을 운 하고 있으며, 가

스로 규제지침 및 사고해석 지침서의 작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TWGGCR의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국, 네덜란드, EC, 

남아공, 러시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가입하

다.

OCED/NEA는 2001년부터 원자력수소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여왔

으며 2004년도부터는 미국주관인 GIF의 secretariat를 담당하고 있다.

Euratom은 유럽회원국의 공동프로젝트인 HTR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1960년대 ~ 1980년대 까지 Juelich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온가스로 

AVR과 THTR 건설 및 운 을 하여왔으며,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등 각종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 으나, 국가의 원자력포기정책으로 국가 지원의 연구

개발을 중단되었다. 그러나, Euratom의 연구개발기금으로 가스로의 안전과 관련

한 소규모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남아공 PBMR 프로젝트에 적극참여, 중국에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력을 보존하고 있다.

3.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가. 계통개념 및 안전성 관련 분야

고온의 물이나 증기를 이용하여 냉각되는 원자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원자로 개념 중의 하나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이후 1990년대에 와서 일본, 러시아 및 캐나다에서 혁신적인 수냉각 원자로

로써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개념이 

연구되어 왔다. 

SCWR은 냉각재의 압력을 임계상태 (22.064 MPa 이상) 이상으로 가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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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며 이때 초임계 상태의 물은 임계점 이하에서와 같은 상변화에 따른 급격

한 물성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 기존의 LWR 들의 33 - 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 정도의 열효율을 얻

을 수 있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도가 10분의 1 정도로 변화하지만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임계열유속(CHF)의 우려가 없음. 단, CHF와 유사한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CHF에 비해 미미한 향을 끼치며 열유속과 

질량유속을 조절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온도가 300℃에서 500℃으로 비교적 크게 변

화함과 동시에 유사임계점(pseudo-critical point)을 통과하면서 엔탈피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냉각재의 엔탈피가 기존 경수로에 비해 높아 단위 노

심출력 대비 냉각재 유량이 작으므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크기가 대폭 작

아지고 이에 관련된 기기들의 크기도 작아져 건설단가가 낮아짐. 

○ 비등경수로(BWR : Boiling Water Reactor)과 비교하면 SCWR에서는 노심 

내에서 냉각재의 재순환이 없고 냉각재가 노심을 한번만(once-through) 통

과하며 가열되므로 노심의 크기가 작아짐. 

○ 초임계 상태에서는 비체적이 매우 작아 (약 200 kg/m3) fast-spectrum 노

심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고속증식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일

본에서는 이미 고속증식형 SCWR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EU도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연구에 착수하 음.. 

○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SCWR은 기존의 경수로

와 개념이 동일하므로 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기술을 대부분 그대로 활

용할 수 있음.

SCWR은 기존의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및 초임계압 화석연료발전소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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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CWR의 운전조건 및 다른 원자로와의 비교

PWR ABWR Coal SC SCWR

Coolant System Indirect
Direct with 
Recirculation

Direct 
Once-Thru

Direct 
Once-Thru

Eleectric Power (MW) 1,150 1,350 1,000 1,700

Thermal Efficiency (%) 34.4 34.5 41.8 44.0

Primary Pressure (MPa) 15.5 7.2 24.1 25.0

Inlet/Outlet Temperature(℃) 289/325 269/286 289/538 280/508

Coolant Flow rate (t/s) 16.6 14.4 0.821 1.97

Coolant Flow/Power 
[(kg/s)/MWe]

14.5 10.6 0.821 1.19

화석연료발전소에서의 초임계압 발전은 40여 년 전부터 상용화가 시작되어 

일본,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약 300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성공적으로 운전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여 개의 초임계압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태안

화력 5, 6호기가 추가로 계획되고 있다.

SCWR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57년에 미국의 Westinghouse가 수행한 

SCR에 대한 개념연구이며 direct cycle과 indirect cycle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계

되었으며 1962년 direct cycle, pressure tube 형의 흑연감속 열중성자 초임계압경

수로 SCOTT-R (Super Critical Once-Through Tube Reactor)에 대한 개념연구도 

완료하 다. GE의 Hanford Lab.은 1959년 중수로 감속하는 초임계압경수로의 개

념을 제안하 으며 최대 온도와 압력은 각각 621℃와 37.9 MPa이었다. 이후 
SCWR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가 SCWR이 GEN IV 대상 노형 중의 하나로 

선정되면서부터 INL을 중심으로 노심과 계통에 대한 연구가 재개되었으며 미시

간대학과 ORNL과 MIT을 중심으로는 고온재료연구, 위스콘신대학을 중심으로는 

안전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동경대학에서는 BWR 설계를 기초로 한 초임계압경수로 SCLWR-H 

(Super Critical Light Water Reactor)의 개념설계를 1992년에 완료하 으며 이후 

이에 대한 안전해석과 성능해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SCWR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며 연구성과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현재 SCWR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동경대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WR 사업자인 Toshiba

와 Hitachi가 참여하여 Japanese NERI Project를 2000년부터 5년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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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프로젝트는 플랜트 개념설계, 열수력, 재료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수행되었

으며 플랜트개념설계 분야에서는 그림과 같은 BOP의 배치도를 생산할 정도의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 SCWR 플랜트 계통도 

SCWR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 열전달상관식은 큐

슈대학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매질이 프레온이어서 scaling effect를 확인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행하는 열전달에 

관한 I-NERI 과제의 연구결과와 비교검토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

다.

SCLWR의 노심은 당초 tight lattice를 가진 6각형 배열이었으나 설계과정

에서 4각형 배열로 수정되었으며 일본, 미국, EU는 이 노심개념을 바탕으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동경대학에서는 열중성자로인 SCLWR-H 이외에 고속중성자로인 SCFR의 

노심설계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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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CWR 노심 구성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도 1993년 증기발생기가 원자로용기 내에 

내장되어 있고 노심은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며 가압기는 원자로 외부에 설치

되어 있는 일체형초임계압경수로 B-500 SKDI의 개념설계를 발표하 다. B-500 

SKDI의 노심설계는 VVER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Zr alloy나 stainless steel

로 cladding된 121 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있다. 전기출력은 515 MWe이고 노심

출구 온도는 380℃이며 열효율은 38.1%이다.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SCWR 관련 
활동이 없으며 Toshiba와 AECL과 열전달 실험과 관련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

음.

AECL은 전기출력이 375 MWe에서 1,150 MWe, 노심출구온도는 400℃에서 
625℃에 걸쳐 있는 4 개의 초임계압중수로 개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AECL은 일본, 미국, EU, 한국이 추구

하는 pressure vessel type이 아닌 pressure tube type으로 설계를 수행하므로 설

계 자체보다는 다른 나라와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FzK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U 

역시 상세한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square latti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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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을 채용하고 있다. EU는 SCWR의 고유명칭을 HPLWR(High Performance 

Light Water reactor)로 붙일 정도로 적극적인 개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담당 업무를 보면 FzK는 Design & Integration, Method development, Heat 

transfer, Safety analysis를 담당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VTT는 material을, 프랑스

의 CEA는 Chemistry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Euratom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상

태이며 2005년 말경에 계획서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나. 재료 및 수화학 분야

초임계압수 원자로의 피복재 및 노심부품 소재로는 고 니켈합금 (High 

Nickel Alloys; alloy 690, alloy 625, alloy 718, alloy 800H, 등)과 철계 F/M 

(ferritic/martensitic) 강 (9Cr강 및 12Cr강)이 주로 고려되고 있고, 뛰어난 고온 

기계적 특성과 내 방사선 특성을 고려하여 산화물 분산강화합금 (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 MA956, PM2000,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고 니

켈합금의 경우 대부분 1960, 70년대에 개발되어 부식 및 고온 환경에서 주로 적

용되어 온 바 있으나, 중성자 조사 조건 하에서의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며 그것도 주로 spallation neutron source와 관련하여 alloy 718 에 국

한되어 있다. 고 니켈합금은 미세조직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내 부식특성이 좋으

며 고온 기계적 특성도 다른 합금들에 비하여 우수하나 니켈원소는 열중성자에 

의한 (n,α) 반응 단면적 (cross section)이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높아서 헬륨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취화현상에 대

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계 F/M강의 경우 19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근래에 이르

기까지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

량/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중반 미국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의하여 개발된 modified 9Cr1MoVNb강의 경우 600℃/100,000시간 
크리프 파단강도가 100 MPa에 이르고 용접성도 뛰어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

어왔다. 근래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강종개발이 더욱 진전되어 140 MPa급 소재들

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합금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들 강종들에 대해서도 중성자 조사 조건 하에서의 기계적 특성 및 충격

특성, 그리고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들 철계 F/M 강들에 대한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은 근래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핀란드의 VTT 연구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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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의 도시바 및 히타치 연구소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 (ODS alloys)의 경우 경제성, 용접 가공성, 및 충격

특성 등의 제한으로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소

재는 특히 조사특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

수하므로 원자력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용합금을 제조하

고 있는 회사는 2-3개가 있으며 항공용 소재인 니켈기 ODS 합금과 고온소재로

서의 철계 ODS 합금들이 있다. 일본 JNC에서는 액체소듐로의 피복재에 적용하

기 위하여 1990년대 초부터 ODS 합금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

근에는 상용 합금 규모 (수 백 킬로그램 수준)의 튜브재료를 생산하여 중성자 조

사 거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새로

운 조성의 ODS 합금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압수의 방사선분해 및 이의 재료부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를 

미국 ANL연구소와 캐나다 AECL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NERI 프

로그램; 1999). 초임계압수 분자에 중성자, α, β 및 γ선이 조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분해 반응에 향을 주는 화학인자에 대한 연구를 미국 

ANL 연구소와 위스콘신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NERI 프로그램; 

2002).

일본의 경우 주로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초임계압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펄스 방사선분해 (pulse radiolysis)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사선분해 

반응과 전이(transient) 화학종의 생성반응 속도상수를 결정하 고, 시간분해

(time-resolved)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가 G value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바 있다. 그리고 핀란드 VTT연구소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PSU)

에서는 초임계압수의 조건에서 화학측정을 목적으로 고온 pH와 산화환원 전극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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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기술 개발 동향

1. 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의 하나인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은 '92년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금속로 개념안 개발 및 요소기술 연구 수준에서 각 국의 노형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본격적인 연구는 '97년초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기획 원자력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액체금속로 원형 실증로 건설을 위한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의 1, 2, 3단계 10년 계획('97~'06)에 따라 수행되었으나, '98년 재기획시 국내외 변화

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목표를 에너지 자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

량의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 기술 확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대비한 후보모

델 개발 및 기본 설계로 수정하고, STEPI 주관의 '98년 10월 보완기획 및 과기부 주

관 '98년 12월 정 평가에 따라 대과제명을 『액체금속로(KALIMER) 개발』에서 액
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로 변경되어 수행되었다. 

또한 세부과제인 『노심설계 기술개발』과제에 『금속핵연료개발』분야를 포
함하 고,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기계설계 기술개발』,『안전해
석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내용은 설계 기반기술 확보 및 원자로 계통의 기본설계 개
발수준으로 축소하 다. 『소듐기술개발』은 연구시설 및 장비를 축소하여 수행하고, 
실증기술보다는 설계기반기술 확보에 필요한 실험을 중점 추진하도록 변경되었다.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2~'06)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

기술 개발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추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단계 ('97~'01) 연구개발을 통하여 150MWe급 용량의 

KALIMER-150 액체금속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개념설계에 필요한 기본 전산체제를 

확보하 다. 

3단계 ('02~'04)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로의 안

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신개념 계통 설계기술

을 개발하고 600MWe급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원자로의 기본 설계개념

을 설정하 다.

개발된 KALIMER-600 원자로 개념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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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SFR 원자로와 함께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었

으며, ‘04년 3월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장기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기술지

도 작성을 통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원자로형으로 선정되었다.

가. 노심설계 기술

1～2 단계의 KALIMER-150 개념설계 개발에 따라 노심설계에서는 우라늄 금
속연료를 사용하는 증식비가 1.18인 증식특성노심 개발에 이어 U, Pu 금속연료를 사

용하는 평형주기 150MWe급 노심 개념안이 개발되었다. 이후 원자로의 경제성 제고

를 위해 용량이 격상된 U-TRU-Zr 금속연료의 600 MWe급 KALIMER-600 평형주기 

노심 개념이 개발되었다. 노심설계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핵자료 및 단면적 생산 기

술, 노심 정특성 분석 기술, 노심 동특성 분석 기술, 노심 차폐 설계기술과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유의 액체금속로 핵설계용 전산 체제인 K-CORE 전산체제 개발이 이루어졌

고, 전산체제의 검증을 위해 러시아 IPPE와 공동으로 BFS-73-1, BFS-75-1, BFS-55-1, 

BFS-55-2 임계 실험 노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현재까지 핵설계에 필요한 모든 전산코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일부

는 국외에서 도입하고, 국내에서는 섭동이론 코드(PERT-K), 동특성자료 생산 코드

(BETA-K), 다차원 노달수송이론 코드(SOLTRAN), 봉출력 재구성 코드(RPIC)을 비롯

한 많은 전산 코드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

액체금속로 노심 설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ENDF-B/VI, JEF-2.2 핵자료에 근

거한 KAFAX 단면적 자료를 생산하 으며, KAFAX 단면적 자료로부터 핵설계에 사

용되는 유효단면적을 생산하 다.

다양한 노심 개념안을 바탕으로 노심 모형, 구성 성분, 노심구조 변경 등 다양

한 설계인자 변경에 의한 노심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노심 구성을 위한 

Know-how를 축적하 다. 이러한 다양한 노심 개념설계 정립과 설계기술 개발을 통

하여 핵확산저항성, 안전성이 향상된 독자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개념설계 기술을 확

보하 다.

노심 열유체 설계기술은 노심 유량분배와 온도분포 계산 및 집합체간 유동 특

성 해석 등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기본 체계를 정립하여, 소형 및 중형 노심의 설계 

및 해석에 활용하 다. 향후에는 개발된 방법론과 계산 체제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실험 등을 통하여 계산 체제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를 위한 전산 체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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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료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연료계통 설계기술은 연료봉 설계기술, 집합체 설계기술, 코드

개발 및 검증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되며, 국내에서는 안전성, 노내 성능, 핵적특

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특히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금속핵연료가 액체금속로 

연료로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금속핵연료의 기술현황, 타당성분석, 건전성 예비분석, 금속핵연

료봉의 노내 정상상태하의 성능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집합체덕트 열기계적 거동

모델 개발 등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핵연료의 개념설계는 정립된 상태이

다.

연료봉 설계기술은 지속적인 금속연료심 거동특성 평가, 연료심/피복재/냉

각재 양립성 평가 및 연료봉 설계인자 평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금속연료봉 개념

설계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 으며, 축적된 설계기술을 통하여 연료봉 성능한계

를 평가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구측하기 위해서는 물성자료 및 주요현안 평가기

술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원자로 개념에서 금속연료의 조성이 3원합금에서 MA 

(Minor Actinide)가 포함된 U-TRU-Zr 연료로 채택됨에 따라, MA가 포함된 연료

심 물성 및 노내성능 분석, 주요 현안중의 하나인 공융평가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집합체 설계기술은 집합체 열기계적거동 평가, 봉/덕트 상호작용 평가, 기

본적인 부품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개념설계 수준이상의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평가 및 집합체 구조분석 기술을 확보되었으나, 제어봉집합체 건전성을 평

가할 수 있는 해석 코드개발 및 평가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코드개발 및 검증 기술은 열전도도 거동 및 fission gas 방출거동 모델을 

근간으로 MACSIS 전산코드를 자체개발하 으며, 이를 토대로 정상상태의 연료

봉 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확보하 다. 그러나 국내 고유의 연료심 

특성실험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국제공동연구등을 통한 연료물성 및 노내외 조사

시험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코드 검증을 위하여 정상/

과도상태시 조사실험 및 피복관 특성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들 연구결과 및 

확보되어 있는 전산모델을 결합하여 성능해석코드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Gen IV 원자로 개념에 따른 금속연료 연구활성화 및 기존에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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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금속연료 기술을 통하여 우수한 노내성능 및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금속연

료설계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유체계통 설계기술

유체계통설계 기술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 기기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열유동 전

산해석 해석기술, 설계종합 및 연계기술 분야로 크게 분류가 된다.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은 원자로 전체 계통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된 

계통이 목적하는 성능과 안전성이 구현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소듐을 사용하는 풀형 원자로 개념, 능동형 기기를 완전 배제하고 중력 및 자연대류 

등의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피동 안전계통 설계개념, 과열 증기 싸이클 증기 및 

급수계통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KALIMER-150 및 KALIMER-600 설계

개념 개발과 같은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는 세부 계통 기

술개발은 일반적으로 PWR의 설계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

다. 그러나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현상인 소듐-물 반응 현상에 관련된 상세 해석 방

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통을 설계하는 설계방법론 등이 개발되었다.  대용

량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피동 잔열제거 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와 같은 독자적인 설계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개발 수준이 되었

다. 또한 계통 성능 분석 기술개발 측면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SDRS 및 PDRC 

설계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

으며,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으로 인해 계통의 거동을 분석 할 

수 있는 SPIKE 및 SELPSTA 전산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으며, 원자로 전체 계통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LSYS 계통 성능분석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기기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측면에서는 소듐과 같은 액체금속을 사용

하는 원자로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전자펌프 및 관성보완장치, 중간열교환기 및 증기

발생기와 같은 주요기기의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기기의 설계특성을 분석하 고, 소듐

-물 반응 현상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IHTS/SG일체형과 같은 기기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도달하 다. 전자펌프에서

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자기장 뿐 만아니라 유체유동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전류

에 의한 유도전자기장에 의해 유동 불안정 특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석

하여 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해석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으며, 중간



- 52 -

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와 같은 소듐-물/소듐-소듐의 열전달 현상을 고려한 계통 설

계 및 성능해석 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 고, 계통의 운전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서 운전되는 기계식 펌프의 설계 및 성능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 다.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에서는 복사, 대류 및 전도와 같은 복합 열유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차원 정  전산 열유

동 해석기술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기기 개념을 개발하

기 위하여 다차원 상세 전산유체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 열유

동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 실험 전에 구체적인 내부 현상을 파악하 다. 그러한 예로

서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현상인 난류요동 및 자유액면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현상 해석, 대류 및 복사 복합열전달 현상 해석, 전자펌프에서 발생하는 

MHD 유동과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 다.

설계종합 및 연계 기술은 유체계통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이다. 유체

계통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야는 기계 구조분야, 계측제어 설계분야, 노

심설계분야, 안전해석분야 및 BOP 설계분야와 긴 한 협조를 통해서 계통 개념을 설

정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펌프, 밸브, 열교환기와 같은 기기 공급자들과도 정보 교환 

및 연계자료를 설정하여야하고, 설계인자의 설정을 위해서 많은 관련부분 설계 분야

와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설계를 종합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분야의 업무는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기술로 경수로 

설계경험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는 국내 산업

체의 기기 생산 및 BOP설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로 향

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라.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은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 액체금속

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계통설계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

전성 검증기술의 4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은 액체금속로만이 지니는 고유한 계측제어 

핵심기술로서, 증기발생기 누설탐지기술, 핵연료 집합체 유로 폐쇄 감시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의 열유체적 특성 및 고속로 노심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 제어논리기술 등

이 포함된다. 증기발생기 누설탐지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기초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 적용연구단계에 있고, 유로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 연구가 수행되

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응답시간을 가지는 열 유체 특성을 고려한 고유 제어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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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제어 기법을 근간으로, 현재 기초적인 개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

지 고속로 노심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노심 제어 논리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한 분야이다.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은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필연적인 연

구항목으로, 상업용 경수로의 경우에도 최근에야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이 도입되

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상업용 경수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계측제어 계

통에 대한 적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 및 현황 파악, 신뢰도 및 안전성 증진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계통 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각 계통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기술

로서, 계통 설계기술은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기술을 종합하여 계통설계에 필요한 

기능, 요건, 연계사항, 사양 등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기존 경수로 설계 및 건설시 기

본적인 설계기술은 국산화된 상태이며 이를 액체 금속로에 도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념적인 수준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전성 검증기술은 설계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하여 정해진 기능,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의 만족성을 검증하는 기술

이다. 검증 기술에는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등

을 포함된 계통설계 검증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기의 원자력 환경 검증기술,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발전소와는 다

른 액체금속로 고유의 계통 기능 및 성능시험기술이 포함된다. 국내 기술현황으로는 

SMART 개발과제에서 계측제어계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성능/안전성검증을 수행

하는 단계이지만, SMART 열수력 및 노심특성이 완전하게 반 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 기계설계 기술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구조설계와 고온 원자로 구조물

의 건전성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온 구조 건전성평가에는 비탄성 거동해석평

가, 원자로용기 열좌굴 해석체제개발 및 노심 지진응답 해석코드개발 등이 포함된다.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한 타기관

의 연구개발 참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2

∼‘96년도 기간동안 액체금속로 요소기술인 고온구조물 및 면진설계기술개발, 대
형박막 원자로용기의 지진시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슬로싱) 해석기술 개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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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베어링의 시제품설계, 제작 및 특성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97-’01년도 기간에도 노심 및 유체분야와의 긴 한 연계를 통한 원자로구

조계통,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 및 격납용기, 원자로헤드, 원자로 지지구조물, 

배관계통 등의 구조 개념연구가 수행되고 KALIMER-150 구조 개념설계를 수행

되었다. 2004년까지는 설계용량 변경기술을 개발하여 대용량 원자로 구조개념 설

계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KALIMER-600 구조 개념을 도출하 다. 같은 기간 동

안에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해석 및 건전성평가 관련기술의 자체 확보를 위해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온구조설계 

및 지진설계 기술개발 등과 같은 전략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 다.

전략핵심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고온 구조시험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항목

이다. 확보된 주요 내용은 고온구조물의 고온 환경 거동을 평가하는 NONSTA1.0 

코드 개발로 이를 위해 다양한 고온구조물 크립-피로시험과 고온구조물 건전성평

가해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액체금속로 노심의 구조특성에 적합한 노심지진응답

해석용 SAC-CORE3.0 코드가 개발되었고, ANSYS와 ABAQUS 코드를 이용한 원

자로구조물의 구조해석절차 및 ASME 설계코드 적용절차가 개발되었다. 1-3단계

의 주요 연구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부분에서 액체금속로 개발 선진국들과 국

제공동연구 및 공동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술 교류 여건을 보유하게 되었

다. 

바. 안전해석 기술

안전해석 기준 분야에서는 1-3단계 연구를 통하여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 으

며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계통과도 안전해석 분야에서는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L 코드를 도입하여 

1-2단계를 통해 반응도 궤환모델, 다차원 고온풀 모델, 풀 분석 모델, 소듐 비등 모델, 

주요기기 모델, 보호계통 모델, 장기냉각 모델 등을 개발하여 풀형 및 금속연료 원자

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 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SSC-K 1.2를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하여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 고 계산 정

확도의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 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을 개발 완료하

다.  이를 통하여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완

비하 으며 KALIMER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해석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검증 등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3단계에서는 유로폐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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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

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 고 이를 통하여 핵연료 집합체 

내부 및 외부유로폐쇄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 다.

HCDA 분석 분야에서는 1단계를 통하여 출력폭주시 일 에너지 발생량을 계산

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 으며, 2-3단계를 통하여 산화핵연료 HCDA 분석용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금속연료 관련 모델개발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HCDA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구비하 으며 KALIMER-600에 대한 기본적인 

HCDA 분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용융 금속연료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이다.

격납 성능분석 분야에서는 1단계를 통하여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 코드를 도입하 고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을 수행하여 격

납성능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완비하 으며 KALIMER에 대한 격납성능분석을 수행

한바 있다.  그러나 소듐 내에서 핵분열생성물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

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이다.

PSA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

석,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설계 최적화 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수

준이다.

사. 소듐기술 개발

소듐기술은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의 기본특성실험, 소듐 고유 

측정기술의 개발 및 전산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을 수행하는 분야로서, 소듐 관

련 장치 및 시설의 운용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축적하 다.

소형 소듐정제루프를 설계, 운전하여 소듐 속에 있는 비금속 불순물의 정제, 

산소/수소 농도의 측정 및 제어기술은 확립하 으나, 금속 불순물 및 방사능이 포함

된 불순물에 대한 측정 및 제어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고, 현재 실험장치의 안전관리 

및 기기 재활용을 위해 사용후 소듐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소듐의 수위, 유량, 온도, 열유속, 차압 등 정상상태에서의 측정/분석기술들은 

기술도입 및 자체개발을 통해 확보되었으나, 소듐 기포분율 측정 등과 같은 2상 상태 

측정기술들은 문헌을 통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되었다. 한편 장치 내부에서 소듐을 

구동시키는 필수 항목인 소형 전자펌프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하는 수준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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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규모 소듐화재 실험을 통해 소듐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평가하고 감지 및 

소화기술을 정립하 으며, 미량 소듐-물 반응현상 실험을 수행하여 소듐-물 반응 감

시계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 으며 자장이 소듐 유동에 미치는 향에 관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누출을 음향으로 감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하 고, 이 논리를 구현한 S/W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 다. 논리 검증을 위해 

생산한 9종류 배경소음과 소듐-물 반응음을 혼합하여 시험한 결과, 신호와 노이즈의 

비(S/N)를 1/100까지 분석해 냄으로써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전산모델 검증실험으로는 벽면 냉각에 의한 열 제거계통 해석코드(PARS)를 검

증하기 위한 PSDRS 실험과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의 성능특성 측정실험을 실제 소

듐을 사용하여 수행하 고, 중간열교환기 셀측의 압력강하를 측정하는 실험, 대규모 

물 누출시 소듐-물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초기압력파 측정실험, 실규모 연료집합체의 

압력강하실험, 핵연료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실험 및 상부 플레넘의 자유액면 구배를 

측정하는 실험이 물 모의로 수행되었다.

소듐-물 반응사고를 배제하고 중간열교환계통을 단순화하기 위한 신개념 일체

형 증기발생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중금속인 우드합금을 사용하여 튜브 번들에서

의 열전달 특성 실험이 수행되었고, 소듐-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계통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실험 및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난류혼합에 의한 thermal striping

실험을 공기와 물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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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가. 개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기술자립, 핵연료기술자립에 착수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1996년 산업체로 

이관하 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개량된 경수로(현 APR-1400)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해수담수용 일체형원자로(SMART)를 개발하여 건설을 추진중이나, 수소

생산에 적합한 950 ℃의 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냉각로와 IS 열화학법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최근인 2004년부터 착수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2년부터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를 

자체과제로 수행하 으며, 기술현황조사, 원자로설계기술 기초개발, 핵연료제조기

초실험, 수소제조기초실험, 재료기초실험 등을 수행하 다. 2004년도부터는 정부

의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원자력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기간 중에는 수소생산전용 원자로를 구성하

기에 적합한 계통을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경수로 해석에 사용

되는 전산코드를 고온가스로 해석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고, 이차계통인 열화학수

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공정, 발전계통을 구성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

발하 다. 또한, 이러한 설계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핵자료, 고온재료물성, 흑연

재료물성, 열화학반응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입수하 다. 한편, 피복핵연료의 제조

기술의 국산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핵연료커넬의 시험제조, SiC 피복을 수행

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는 자료조사에 근거한 평가를 하

으나, IS 열화학 싸이클에 대해서는 시험실규모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2005

년말에는 시간당 1리터 규모의 연속 수소생산이 예산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Generation-IV)의 일부인 초

고온가스로(VHTR) 개발 분야의 연구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 

추진이 예상된다.

나. 초고온가스냉각원자로 설계

초고온가스로는 노심의 구조재인 흑연, 냉각재인 헬륨이 경수로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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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노물리, 열유체적인 특성이 다르다. 노물리적으로는 핵반응단면적이 경수로

에 비해 작으므로 중성자의 관점에서는 경수로의 1 ~ 2개 연료집합체 정도의 크

기로 인식된다. 또한 노심의 온도가 높고 연소도도 경수로의 2배정도이다. 따라

라 이런 차이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며 실험결과와 비

교 검증이 필요하다. 노심해석에 필수적인 핵자료는 근년에 공개된 ENDF/B-7, 

JEFF-3, JENDL-3 등에서 고온가스로해석에 최적인 자료를 선정하여 핵설계에 사

용할 예정이다. 노심핵설계 위해서는 범용코드인 MCNP-4를 참조코드로 이용하

고 독일의 코드인 VSOP-94를 사용하여 페블형노심, 블록형노심에 대한 예비개념

설계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VSOP-94의 제한성 때문에 이중비균질성을 취급할 

수 있는 다군정수 격자코드인 DRAGON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설계에 사용하는 중성자확산코드로써 페블형노심에 대해서는 최신 노달법인 

AFEN 방법을 채택한 코드를 개발 중이며  블록형노심에 대해서는 경수로에 사

용하던 MASTER를 다군정수, 노심온도궤환을 가스냉각로에 맞도록 개량하고 있

다. 해석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는 공개된 자료인 스위스의 PROTEUS 임계실험과 

IAEA의 CRP에서 제안하는 벤치마크문제를 입수하는 한편 중국과의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NH-JRC)를 통해 HTR-10의 각종 실험결과를 입수하여 해석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고온가스로의 설계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해석 방법론, 

안전기준,  규제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이 상용원자로 규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및 자체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설계해석에 요구되는 

방법론, 기준, 지침 및 법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경수로에 대하여 노심, 안전 및 성능 해석을  신뢰성 있게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고해석 방법론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실

제 경험이 풍부하며 최적 노심 및 열수력 계통 해석코드의 국산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기존 가압경수로 해석체계를 

개선하여 계통 열수력 및 안전/성능해석체계 (MARS-GCR, GAMMA, LILAC)의 

원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설계해석에는 추가적인 열수력 모델, 주기

기계통 모델, 노심모델의 추가적인 개발 및 검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실험자료의 입수와 자체적인 실험 수행을 통한 고유 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VHTR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주기기 및 보조계통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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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등에는 국내의 경험 및 제반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계틍의 설계, 

성능평가, 성능 실증, 운전 및 계통 공급자 현황 등 관련기술의 확보와 전문인력

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기기장치

원자력수소시스템에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부구조물, 핵연료교환장치, 고온 열

교환기, 고온가스덕트, 고온격리밸브, 수소생산공정용 고온 내부식 반응용기, 압

력용기, 각종 고온 내부식 배관 등의 기기장치가 필요하다. 두산중공업에서 경수

로용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제작하고 있으나, 고온가스로에 사용할 고온기기 

장치의 설계, 용접, 제작, 검사를 위한 연구, 개발은 미약한 상황이다

라. 피복입자 핵연료

2002년부터 2년간 수행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 과제와 

2004년도부터 착수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피복입

자핵연료 기술의 현황분석, 타당성조사 및 기초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며 UO2 

kernel 제조, 유동층 코팅 장치 개발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Sol-Gel법에 의한 UO2 커넬의 시험제조장치를 제

작하여 시험제조하여 최적조건을 수립하고 있는 한편, 핵물질취급규제와 통제에 

부합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피복입자핵연료제조용 

핵물질취급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10 여년 동안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의 핵심기술인 PyC 및 SiC 의 

coating에 관한 기초연구가 산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유

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PyC 및 SiC의 코팅에 대해 기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PyC 및 SiC의 코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 중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와 고연소도의 

핵연료에 대한 연구로 SiC를 대체하여 950
o
C 이상의 노심출구온도에서 건전한 

고성능 피복층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ZrC 피복재료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제조된 TRISO 핵연료는 경수로의 격납건물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운전조건

이나 사고조건에서 1×10
-5
이하의 핵분열생성물 누설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피복입자 성능평가코드인 COPA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 TRISO 제조시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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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시험캡슐의 설계도 진행중이

다.

마. 고온재료

고온 노심재료인 흑연을 선정하기 위한 장기간 노내조사 특성에는 장기간

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고준위의 속중성자를 발생하는 고속로가 없는 우리나라에

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는 주로 IAEA에서 운용중인 중성자조사특성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에 연구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국에

서 운 중인  14기의 흑연감속원자로 AGR (이산화탄소 냉각재 사용, 노심최고온

도 640 
o
C)의 자료가 주로 수록되어 있으며, 초고온가스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기간에 실험이 가능한 1,000
o
C까지의 이온조사자료를 

생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기계적 특성, 산화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연

구도 수행중이다.

원자로용기용 재료는 650℃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의 고온 배관
과 액금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의 재료로 개발된 Modified 9Cr-1Mo강을 후

보재료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9Cr-1Mo 강은 마르텐사이트강이므로 낮은 온도

에서 연성이 저하되며, 특히 중성자 조사환경에서는 연성-취성 변이온도 (DBTT)

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9Cr-1Mo 개량강은 화력발전소에서 620℃
까지 사용한 경험은 있으나, 원자로에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재료거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용기와 같은 후판

재료에서 용접부는 모재와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온에서의 균

열성장 거동을 평가하고 있다. 고온배관 등 80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속간화
합물 등에 대한 연구는 항공산업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900℃ 이상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알로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2002년도부터 진행된 

과제에서 고온의 기계적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일부 구축하여 성능

을 시험중이며 고온재료의 특성을 정리하여 핸드북을 작성하고 있다.

바. 수소제조

2002년도부터 수행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에서 20여가

지의 원자력수소생산공정을 검토한 결과 MMI 열화학싸이클, IS 열화학싸이클, 

고온전기분해공정이 원자력수소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2004년부터 

기초연구에 착수하 다. 그러나, 증기개질법을 이용하여 폐싸이클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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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열화학싸이클은 기초연구결과 반응효율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연구를 중

단하 다. 고온전기분해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연구하여 고온가스로에 

연결할 경우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성재료와 수명, 경제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이용기술사업단”에서 수행중인 

“고효율 수전해 수소제조 기술”과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고온연료전지

(SOFC; Solif Oxide Fuel Cell)에 대한 개발진척을 주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착수한 IS 열화학싸이클에 대한 연구는 각 요소반응에 대한 실

험은 완료하고 2005년에는 이들을 결합한 시간당 1리터 규모의 폐쇄회로 구성이 

예상된다.

3.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GEN IV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GIF가 구성되고 우리나라가 이

에 참여하면서부터 SCW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SCWR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2001년 12월부터 3년간 I-NERI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INL과 협력

하여 전산해석 방법의 하나인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와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model로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유동장의 난류성분을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하 다(2004년 

말 종료).

2002년 12월부터 “SCWR에 사용할 후보재료에 대한 평가”와 “Advanced 

Corrosion Resistant Zirconium Alloys for High Burnup and Generation IV 

Application”의 두 연구과제가 역시 I-NERI 프로그램으로 KAERI에서 착수되었

으며 2005년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2004년 6월부터는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in Supercritical Fluids for Application to the Generation IV” 과제가 3

년 예정으로 착수되어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NERI로 진행되는 국제협력과제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관고

유사업으로 SCWR 노심의 개념연구와 상용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초임계압 상태

에서의 열전달을 해석하는 연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SCWR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 다. 이 사업을 통해 노심개념설계, 노심열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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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안전해석코드 정비, 열전달 실험을 위한 실험설비의 확보 등이 이루어졌

으며 재료에 대한 연구도 I-NERI 과제를 통해 일부 착수되었다. 이 과제는 예산

과 인력이 제한적으로 투입되어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으나 국내에 

SCWR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과제의 수행결과를 

간략히 기술한다.

2003년 초부터 수행해온 원자력기반연구의 일부로 핵연료 격자코드인 

HELIOS를 저 도 냉각재 조건에서 검증을 수행하 으며, 기존의 노심해석 코드

인 NUREC에 열수력 궤환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T/H feedback 모델을 수정하

다. SCWR 노심의 잉여반응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노심해석코드인 MASTER에 

SCWR 노심 상태의 T/H feedback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집합체

에 장전되는 핵연료봉의 수를 늘여 선출력 도를 낮추는 장점이 있는, 고체감속

재를 사용하는 십(+)자형의 square tight lattice의 노심의 개념을 제안하 다. 초

임계압경수로 노심 설계 요건을 탐색하기 위해 십자형 고체 감속재 개념을 도입

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 설계 및 군정수를 생산하 다. 목표 연소도 성취를 

위한 핵연료 농축도 조절,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 출력 도 감소 및 핵연료집합

체별 유량을 달리 하는 노심의 설계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 다.

그림 4. SCWR square tight lattice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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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WR은 우선 thermal spectrum을 추구하며 PWR에서 사용한 UO2 세라믹

핵연료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피복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피복관

의 최대 온도와 pellet-피복관의 갭에서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

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기초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후보 핵

연료 설계 요건 분석, 후보 핵연료 예비 설계 및 평가, 정상 상태 성능 평가 등

이 수행하 다.

노심열수력 분야는 MATRA를 이용한 부수로해석과 상용코드를 이용한 단

일수로내의 3차원해석을 병행해 수행하 다. 부수로해석을 위해서는 MATRA코

드에 초임계압 유체의 물성을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안전해석분야에서는 동경대학교의 안전해석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과도현상 

및 사고 유형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설계 제한값들을 도출하 다. SCWR의 안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IAPWS-IF97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 fo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을 이용하여 초임계압용 증

기표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 고 이를 Non-LOCA 해석코드인 TASS/SMR에 적

용하여 TASS/SCWR을 개발하 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SCWR 피동안전계통 예

비 설계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안전해석을 위한 도구는 일차

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각종 상관식을 개선하고 실증실험으

로 이를 검증하는 작업과 검증된 코드를 이용하여 과도현상 및 안전해석을 수행

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심열수력과 안전해석의 해석코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열전달 상관식

을 개발하기 위한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실험은 CO2를 매체로 한 실험장치가 

2004년말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었다. 이 실험결과는 물과 프레온을 이용한 미국

과 일본의 실험과 비교하여 scaling analysis에 활용함과 동시에 생산된 초임계압

에서의 열전달상관식은 SCWR 설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유체계통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계통의 열평

형을 검토하 으며 이 결과 direct cycle이 열효율 면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

하 다. SCWR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요구되었으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

로 수행치 못하 으며 이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면 시급히 수행해야 할 업

무 중의 하나이다. 

초임계압수에서의 부식연구는 한화연구소 등에서 주로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SCWO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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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전조건은 초임계압수 원자력발전소의 조건들과는 다르다 (즉 운전 온도가 

400℃).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에 65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초임계압수 
루프를 제작/설치하여 고온 초임계압수 조건에서의 후보 소재들에 대하여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상기 고크롬 강종의 개량

/개발과 관련하여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소에서 텅스텐, 몰리브데늄, 니오븀 등의 

첨가를 통한 9-12% 크롬강의 CRS (creep rupture strength) 향상 연구를, 그리고 

탄소, 니켈, 규소함량의 조절을 통하여 기지금속 및 용접부의 충격특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초임계압수 방사선분해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러 한국원자

력연구소 및 일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수행된 초임계압수의 화학특성 

연구는 주로 유독성 유기물의 분해(SCWO)와 금속산화물의 제조를 위하여 수행

된 바 있는데 이들은 SCWR의 예상 운전조건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SCWR에 관한 연구는 I-NERI, KAERI의 자체연구 등을 통해 산

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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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진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제1절  Gen IV 연구개발협정의 추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1년 7월 GIF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공동개

발을 위한 협력체의 조직과 함께 이 협력체의 활동 및 위임사항을 담은 헌장

(Charter)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발족하 다. Charter는 9개 회원국이 서명하 고, 

추후에 2개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승인이 정책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후에 

GIF는 이와 함께 R&D 추진을 위하여 Charter를 보완하는 정책서(Policy 

Statement)를 R&D 추진 조직(Governance), 공동 R&D 협정의 가입 유예기간 및 

지적재산권의 3개의 분야에 대하여 회원국간 협의하여 승인하 다.

또한 실효성 있는 R&D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수행 체제, 

연구개발의 관리 및 연구결과물의 사용 등에 대한 법적 틀(frame)로의 3단계의 

연구개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협정은 최상위의 기본협정, 각 시스템

별 시스템약정과 하부의 프로젝트약정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2005년 3월 현재 GIF 회원국 정부가 서명자되는 기본협정이 발

효되었으며, Gen IV 시스템별 참여국 간에 시스템약정에 문안에 대한 검토가 진

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GIF 헌장과 정책서 및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

하 다.

1. GIF 헌장(Charter) 및 정책서

가. GIF Charter의 주요 내용 

헌장(Charter)은 서문에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필요성과 이를 공동 인

식하는 참여국들은 GIF라는 국제적인 체제의 설립에 찬성하여 왔음을 밝히고,  

따라서 이 헌장은 GIF의 목적과 비전을 기술하고, 각 조항에서는 활동에 대한 

논의, 지침의 설정, 국제협력 R&D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포럼의 목적과 Gen IV의 비전

○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에너지안정공급에 기여하며, 원자력안전/폐기물
/핵비확산성/국민이해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는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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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개발하는 것임.

(2) 포럼의 기능

○ Gen IV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 
협력을 촉진함.

○ 정기적으로 Gen IV 개발 협력 진전상황을 검토함.
(3) 회원국

○ 본 헌장의 서명국으로 하며, 추가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의 전원일치 찬
성으로 가입할 수 있음.

○ OECD/NEA와 IAEA에 구 Observer 자격 부여

(4) 조직 및 운

○ 본 Forum은 회원국에서 지명된 Policy 및 Expert 그룹으로 운 되며, 

구체적 조직(예산과 인력이 포함된)을 두지 않고 운 함.

○ GIF 회의에 대한 Coordinator로서 GIF Secretariat를 둠.
  - Secretariat는 회원국이 제공한 요원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고용된 요원

으로 하며, 고용계약은 본 요원을 고용한 회원국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5) 중점 협력 연구 방향

○ 중기 및 장기적 연구를 추구, 단 비전에 부합되는 단기 연구를 배제하
지 않음

(6) 연구 관리 및 재원

○ 국별로 또는 협력 프로젝트 단위별로 연구가 관리될 것임
○ 연구협력을 위한 일반재원을 만들지 않음
(7) Charter의 발효 등

○ GIF Charter는  5국 이상의 서명으로 2001년 7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며, 10년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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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Charter는 2001년 7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 회원국이 서명 발효하

으며, 원문은 <부록 1>로 수록하 다.

나. 정책서 2004-1 : “GIF 운 체제(Governance)”

헌장의 운 체제 내용을 보완하는 정책서로 서문에서 GIF 헌장, 정책그룹/

전문가그룹, 사무국, 기술지도, R&D 수행체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 

확인하고 있으며, R&D 추진을 위한 수행체제로 기존의 조직의 추가 임무와 

R&D 조직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의 역할 

○ 정책그룹
    ㆍ 최상위조직으로 전체적 체제와 정책 주관 및 대외 활동을 수행
    ㆍ 회원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상급 대표로 구성
  - 역할

   R&D와 관련하여 

    ㆍ 정책 및 중요사항의 결정 및 방향 설정 
    ㆍ 재정 관련 문제의 토의 및 결정
    ㆍ GIF 비회원국의 참여
    ㆍ 규제공동체 전략의 고려 
○ 전문가그룹
    ㆍ 결정권을 갖지 않고, 자문 및 컨설팅 수행
    ㆍ 정책그룹이 지명한 2인 이내의 상급 대표자로 구성
    ㆍ Technical Director가 전문가그룹 의장을 겸임
  - 역할

    ㆍ R&D 방향, 우선순위, 활동에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계획의 
평가, 보고서의 주기적 검토)

    ㆍ 방법론 개발그룹 활동에 대한 감독과 정책그룹에 조언
    ㆍ 필요시 다른 평가 및 연구에 대한 감독과 정책그룹에 조언
    ㆍ 시스템의 타당성 및 성능에 관한 시스템운 위의 평가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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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GIF 주체 활동에 대한 조정
    ㆍ 정책그룹이 요청하는 활동
(2) GIF 공동 R&D 수행 체제

○ 시스템운 위(SSC)

    ㆍ 각 시스템약정 서명자의 대표로 구성
    ㆍ 각 운 위별 공동의장이 사무국의 도움으로 운

    ㆍ 전문가그룹에 정보의 제공
  - 기능

    ㆍ 시스템 R&D 계획의 수립과 유지
    ㆍ 시스템약정 당사자를 대표, 해당 시스템 관련된 의사결정
    ㆍ 공동연구 역할의 권고 및 감독
    ㆍ R&D 결과의 종합 및 R&D 공동작업의 의사결정
    ㆍ 정책그룹에의 정기적 보고와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의 요구에 대

한 응답

    ㆍ 평가 및 품질보증
○ 프로젝트관리위(PMB)
    ㆍ 프로젝트약정 서명자의 대표로 구성
    ㆍ PMB 공동의장은 시스템운 위의 승인을 받음.

  - 기능

    ㆍ R&D 과제계획 수립
    ㆍ 과제진행경과에 대해 시스템운 위에 보고

    ㆍ 자원 활용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와 시스템운 위에 권고안 제공

    ㆍ 해당 시스템내의 타 과제에 요약 정보 요청
(3) GIF 사무국

○ 정책사무국(Policy Secretariat) 
  - Policy Director : 정책그룹 활동지원

  - Technical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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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전문가그룹 의장직 수행
    ㆍ R&D 관련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정책그룹 의장 지원
○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 기능

    ㆍ OECD/NEA가 GIF R&D 관리 업무 수행
    ㆍ SSC, PMB, Working Group 지원
  - 운

    ㆍ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인력 및 재원 제공
    ㆍ 기술사무국에 대한 재원에 대하여는 정책그룹과 NEA가 별도로 합

의하고, 매년 또는 필요시 검토

GIF Governance에 대한 정책서의 원문은 <부록2>에 수록하 다.

다. 정책서 2004-2 : “GIF 협정 서명을 위한 과도기간” 

본 정책서는 공동 R&D 추진을 위한 회원국간 기본협정의 발효 후 GIF 회

원국의 가입승인 및 다른 나라의 추가적 기본협정 가입을 위한 과도기간의 설정 

및 그 기간의 GIF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전문

○ GIF 운 체제와 구성

○ GIF 기본협정은 3개국이 서명하면 발효하며, 비서명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기본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

○ 그 기간 동안 예비 시스템운 위원회(SSC)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

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함

(2) 정책그룹과 전문가그룹에의 참여

○ 지속기간 (Continuity Period)
  - 모든 GIF 헌장 서명국은 기본협정 발효 후 1년 동안 정책그룹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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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룹을 비롯한 모든 활동과 토론, 심의에 참여

  -  기본협정의 발효 후 헌장 서명국은 서명 후 1년간 정책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ㆍ 기본협정에의 참여 의향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사무국 지원 등의 비용은 분담하여야 함.

○ 유예기간(Grace Period)
  - 기본협정 발효 전의 헌장 서명국이 지속기간 동안 기본협정에 서명하

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음.

    ㆍ 서면으로 기본협정 참여를 위한 진행절차와 소요시간을 의장에게 
제출  

  - 이 기한은 6개월을 넘지 않으며, 정책그룹과의 상의로 의장이 승인

  - 기본협정의 발효 후 헌장 서명국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 사무국 지원 등의 비용은 분담하여야 함.

○ 비활성회원국
  - 지속기간과 유예기간 후에도 기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GIF 헌정 서명

국은 비활성회원국으로 간주됨.

  - 기본협정에 가입하면 활성회원국으로 복귀함.

  - 비활성회원국은 참관이나 자문의 자격으로 GIF 활동 참여를 요청하거

나 초청될 수 있음.

    ㆍ 해당 그룹이나 위원회의 의장 재량에 의함.
(3) 시스템운 위원회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 참여

○ 지속기간 (Continuity Period)과 유예기간(Grace Period)
  - 기본협정 발효 전의 헌장 서명국은 지속/유예기간 동안 연구개발계획 

개발을 포함한 SSC와 PMB 활동에 참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단,

    ∙ 회원국의 기본협정, 이행기관의 시스템약정, 프로젝트약정 가입을 
전제로 함.

    ∙ SSC와 PMB 회의에 관련된 비용은 부담
    ∙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는 의장의 재량에 의함.
  - 기본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국가도 SSC의 재량에 의하여 프로젝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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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PMB 참여가 가능함.

○ 비활성회원국의 참여
  - 비활성회원국은 SSC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비활성회원도 SSC의 재량에 의하여 프로젝트 약정 서명과 PMB 참여

가 가능함.

<부록 3>에 정책서의 원문을 수록하 다. 

라. 정책서 2005-2 : “지적재산권과 정보 교환”

본 정책서는 공동연구 R&D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배분

과 R&D 추진시의 관련 정보의 제공, 교환에 대한 원칙을 과  의 채택 배경은 

당초 기본협정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1) Preamble

○ 1단계(Phase 1)는 6개의 개념을 선정함.
○ 2단계(Phase 2)는 공동 R&D를 통하여 선정 개념의 Viability와 
Performance 실증하는 것임.

○ Viability, Performance 단계는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
템의 구현을 위한 핵심(key) 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것임. 

○ 시스템별 3-4개의 R&D 프로젝트를 공동연구로 수행
○ 정책그룹은 R&D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의 결과로 생산하는 지적재산권
(IPR)과 정보의 교환에 대한 지침으로 이 정책서를 발간함. 

○ 모든 프로젝트 당사자는, 필요시 계약이나 다른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R&D 프로젝트 하에서의 생산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적절

하고 유효한 보호를 보증함.

(2) GIF 내에서의 공동 R&D 

○ GIF는 공개된 R&D와 과학적 출판을 촉진함과 동시에 회원국은 IPR의 
할당과 보호에 대해 인식함.

○ 프로젝트의 결과로 생산된 IPR은 생산자가 소유하며, 공동 생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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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간 기여산정 등의 고려에 따라 공동 소유

○ 고려대상 
  - 공개정보/기

  - 지적재산권

  - 상의

  - 소유권있는 배경적 정보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 시스템 설계

(3) 공개정보와 기

○ 국가안보, 핵확산성 민감성 또는 물리적 방호 관련 정보와 소유자가 명
확하게 사업 기 로 분류하여 공지한 정보는 기 성으로 인식

○ 기  제공 측은 기 임을 표시함.

○ 협력 R&D에 유용한 사업 기 은 프로젝트 기간 중 제공 측의 재량에 

의해 제공되며, 제공에 대한 합의는 불필요하게 보류되지 않음.

○ 국가안보에 민감한 정보는 제공측에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준하여 제
공

(4) 지적재산권

(가) 정의

○ WIPO 창설협약(1967.7.14. 스톡홀름)의 제2조에 의하며,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한 사항을 포함.

(나) 보호 및 배분 

○ 각 당사자는 협력 중에 생산/제공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약정과 프로젝트약정의 관련 조항은 산

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7.14. 스톡홀름 개정, 1979.9.28. 

수정)과 일관되어야 함.

(다) 특허

○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권에 대한 공동소유에 대하여 합의하고, 특허를 
출원함. 

○ 한 당사자가 특허출원을 포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우선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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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유권

○ 단독 생산의 경우 생산자가 독자적 소유권을 가지며, 공동 생산의 경우 
소유권있는 배경 정보(BPI)를 포함한 기여정도에 의해 배분

(마) 결과의 사용 권리

○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소유자와 공동소유자는 사용료의 지불 의무가 
없고, 제약없는 사용권을 가짐. 

○ 산업적 또는 상업적 사용이나, 정부가 주체가 아닌 사용의 경우는 공동
소유자가 상의에 의해 공정한 합의를 함.

○ 프로젝트에서 하에서 생산된 IPR을 소유한 당사자는 Gen IV R&D의 
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다른 당사자와 동 시스템의 다른 프로젝트(해

당 SSC에 의해 결정)의 당사자에게 비독점적이며, 사용료의 지불 의무

가 없는 사용을 가능하게 함.

○ 상업적 목적의 이용시 지적재산권의소유자는 해당 프로젝트나 같은 시
스템에 기여한 타 프로젝트(해당 SSC에 의해 결정)의 당사자에게 제3자

보다 유리한 조건의 사용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조건에 당사자의 기

여 정도를 고려함.

○ GIF 외부의 제3자에게로의 사용허가는 관련 PMB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한 일반조건에 의함. 공동소유의 경우는 공동소유자가 상의에 의해 

공정한 합의를 함.

(바) 철회

○ 프로젝트의 도중의 탈퇴시 결과의 소유권은 유지하나 다른 프로젝트 당
사자의 요구시 사용권을 제공하며, 다른 당사자의 소유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

(5) 상의

아래 경우 프로젝트 당사자간 상의가 필요함.

○ 사업기 이 아닌 새로운 과학적 정보의 도출시 PMB내에서 검증 및 동

의 후 발표하며, 최종 결정은 생산 당사자의 결정에 의함

○ 특허 출원이 가능한 발명 정보는 발명자가 특허 형식으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발명자가 특허출원권을 가짐.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않

을 경우 이 발명에 기여한 프로젝트의 다른 당사자가 발명자의 동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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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허보호를 위한 출원이 가능함.

○ R&D를 위한 무료 사용, 참여자간 기여산정 등의 고려에 따른 상업적 
인가도 해당함.

(6) 소유권있는 배경 정보

○ 소유권있는 배경 정보(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BPI)의 소
유권은 Gen IV 기본협정 또는 이행문서에 향을 받지 않음.

○ 시스템약정 당사자는 시스템 설계를 위한 R&D에 필요한 BPI 제공에 
대하여 상의하여 결정하며, 소유자의 제공 후는 협동연구를 위하여 자

유롭게 사용하며, BPI의 상업적 사용 권리는 없음.

○ 정보의 제공측이나 수령측은 R&D 이외의 목적에 대하여 세부 권리 사
용에 대한 협상의 선택이 가능함. 

    - 시장에 의해 결정된 기술의 상업적 가치에 따른 공정한 분배

(7) 시스템 설계 

○ 공동 설계 노력의 결과로의 지적재산권은 지식 또는 공정서(Process 
book)와 설계 문서(Design document)

○ 미래의 Demonstration 단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프로젝트협정은 정보교
환, 가여산정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

○ GIF는 새로운 시스템은 공동 노력으로 창출되었으며, 미래의 산업/상업
적 개발 이익은 각 당사자의 상대적 기여도 등의 고려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승인함.

Policy Statement 2005-2는 향후 추진될 3단계 연구개발 협정의 지침과 논

의 기준으로 의미기 있으며, 시스템약정과 프로젝트약정에서는 약정 참여자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안에 대한 논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정책서

의 원문은 <부록 4>로 수록하 다. 

2. 기본협정 

위에서 기술한 GIF Charter와 Policy Statement는 GIF의 결성과 연구개발



- 75 -

의 추진 준비 단계에서 회원국간 합의한 사항이라면, 현재 연구개발의 실질적 수

행을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회원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개발의 관리 및 연구결과물의 사용 등에 대한 법적 틀(frame)로의 

다자간 연구협력협정을 협의하고 있다. 

하부 협정을 관장하는 포괄적 협정 (Umbrella Agreement)으로 회원국의 

정부가 서명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몇몇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위해 2004년 10월 파리에서 기본협정 최종안 준

비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수회의 전화회의와 2005년 1월의 워싱턴 DC의 정책그

룹회의에서 문안의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쳤다. 

기본협정은 회원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2004년 2월 28일 서명식을 개

최하여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관계부처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부의 최

종승인 후 가입승인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하부의 협정으로 시스템약정은 Gen IV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형별 협력

협정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노형에만 회원국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간 서명을 요하는 협정이다. 기본협정의 발효에 이어 본격적으로 문안

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약정은 프로젝트별로 협의가 추진되며 Gen IV 시스템 하부의 세

부 프로젝트의 협력수행을 위한 협정으로 R&D 수행기관이 직접 서명하는 이행 

협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 기본협정 주요 내용

현재 발효된 기본협정은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각 조항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전문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연구 개발의 협력 추구를 원활히 하고자 함.
○ 1883년 3월 20일 체결되고, 이후 수정된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을 주지함.

제1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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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의 목적과 비전의 달성을 촉진/조장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
축함. 

○ 공동연구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과 핵비확산 목표 및 그와 관련된 당사
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름.

제2조  공동협력 형태

○ 공동의 연구와 기술개발,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 기술실증 지원, 공동 
시험/실험, 연구 개발 활동의 참여, 시료, 재료 및 장비의 교환 또는 대

여, 모임의 조직 또는 참여, 필요 실험시설에 대한 금전적 기여, 훈련 

등

제3조  이행

○ 당사자는 서명 또는 가입 서류 기탁시, 이행기관을 지정(변경가능)
제4조  시스템약정

○ 둘 이상의 이행기관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시스템약정 체결 가능 
○ 각 시스템약정은 이 기본협정의 조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개
발 활동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

제5조  프로젝트약정

○ 시스템약정은 과제와 관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약정으로 이행
○ 이행기관이 당사자가 되며, 기타 주체는 시스템운 위원회의 전원 동의

로 참여

제6조  인력, 장비, 재료의 이동 및 데이터의 사용

○ 국제적 의무, 국내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인력, 
장비와 물자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개발 결과인 과학 및 기술 

데이터의 교환과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제7조  자원 구득 가능성

○ 각 당사자의 활동은 적절한 재원, 인력 및 기타 자원의 구득가능성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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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 법규

○ 자신이 따라야 하는 적용법과 규정에 따라 협력활동을 수행 
제9조  정보의 공개

○ 공공이 구득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채널을 통하여 세계 과학공동체가 활용하도록 함. 

제10조  분쟁 해결

○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
○ 프로젝트약정 당사자간 분쟁은 서면으로 동의한 바에 따라 해결
제11조  기탁

○ 협정의 원본은 경제협력개발가구(OECD) 사무총장에게 기탁
제12조  발효, 개정, 연장 및 종료

○ ①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 
   ② 조건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서류를 기탁, 또는 
   ③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 서류의 기탁으로 당사자가 됨.
○ 셋 이상의 당사자가 기속(羈束)될 것을 동의함으로써 발효
○ 10년 동안 유효하며,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장 가능
○ 모든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며, 기탁처가 서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으며, 기탁처가 서면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

제13조  탈퇴

○ 6 개월 전 기탁처에 서면 고지함으로써 탈퇴
○ 그 경우, 그 이행기관은 시스템약정에서 자동 탈퇴
제14조  당사자의 추가

○ 협정이 발효한 후, 가입에 관한 서면 및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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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지 서면을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90일 후 발효

○ 이행기관을 명시하는 부속서(Annex) 개정은, 어느 국가가 개정안에 대
한 반대 의사를 기탁처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기탁처가 당해 당사자

의 이행기관 지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처 90일 후 발효

제15조  최종 조항

○ 협력활동을 완료시까지 연장이 가능
○ 둘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당사자는 그 자신과 구성원 국가가 동시에 당
사자인 경우에 타 협정 당사자간 또는 시스템약정 서명자간 합의에 반

대하지 않음.

나. 기본협정 가입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

(1) 가입 필요성 

○ GIF는 한국, 미국 등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추구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을 국제공동개발하

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Gen IV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 캐나다, 스위스, 유라톰, 남아

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 GIF의 기본협정은 Gen IV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본틀(Frame)로
서 회원국 정부가 서명자가 되며, ’05년 2월 28일 발효됨.

   - 서명·발효국 :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및 국( 국은 서명 후 발

효절차 중)

○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개발의 지속적 수행으로 상용 원전 기술의 국산
화를 이룩하 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여 GIF 출범에 참여함. 

○ Gen IV은 향후 세계적으로 원자력기술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며, 
2000년대 원자력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 

G5에 진입하여 세계원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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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도 Gen IV 개발에 국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

하여 GIF 기본협정 가입이 필요함.

(2) 국내법 제정 필요 여부 

○ 기본협정의 “제8조, 적용 법규”에 의하면 “각 회원국 당사자는 자신이 
따라야 하는 적용법과 규정에 따라 협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에 추가적인 국내 법규의 개정이나 제정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본협정 원문) ARTICLE VIII  Applicable Law

Each Party shall conduct the collaboration under this Framework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o which it is subject.

(3) 추가 재정 발생여부 및 발생시 분담방안

○ 기본협정의 “제7조. 자원의 구득가능성”에 의하면 “각 회원국 당사자의 
활동은 적절한 재원의 구득가능성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강

제적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기본협정 원문) ARTICLE VII  Availability of Resources

The activities of each Party under this Framework Agreement ar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personnel, and other resources.

○ GIF 협력활동의 원칙은 각 회원국 당사자가 부담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용이며, 가입에 의해 강제적으로 비용 분

담하는 것은 아님(GIF Charter). 현재 국내에서 Gen IV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부분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초기의 수행분에 대한 예산을 기확보하 음.

   - 기본협정에 가입하면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에서 추가적으

로 생성되는 비용은 국제공동연구의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

술사무국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포함.) 비용임.

<부록 5>에 기본협정의 국문본과 <부록 6>에 기본협정 원문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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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유관기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제4세대원자력

시스템협력협정소위원회가 공동연구의 수행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각 문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기본협정은 국가간 협정으로 추진되어 회원국의 정부가 직접 서명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국가나 협정임을 고려하여 R&D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향후 추진될 시스템약정은 각 시스템에 참여 의사를 가진 회원국이 기본협

정에 지정한 이행기관간에 맺게 될 것이며, 시스템별로 참여국의 수는 차이가 있

다. 시스템약정에서는 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회원국의 공동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스템약정의 검토에는 위의 협정소위의 검토와 함께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시스템운 위의 기술적 검토가 중요할 전망이며, 우리

나라의 기술 수준과 보유한 기술 분야를 반 하여 세부적 검토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약정 하부의 프로젝트약정은 실제적 R&D 참여 주체 간에 추진될 

전망으로 세부적 계약의 형태가 될 전망으로 시스템약정의 경우보다는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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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Gen IV 공동연구계획의 수립

1. 소듐냉각고속로(SFR)

소듐냉각 고속로(SFR)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제회의는 SFR 

SC(Steering Committee)와 다음과 같은 SFR SC산하 4개의 PMB(Provisional 

Management Board)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요 연구 활동은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술한다.

- Design and Safety PMB

- Advanced Fuel PMB

- Component Design and BOP PMB

- SFR Technology Testing PMB

가. System Steering committee 

○ 회의 개최와 참석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 제 6차 Gen-IV SFR SC 회의는 2004년 7월 5～6일 프랑스 Marcoule의 
CEA/Valrho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Gen-IV PG에서 검토된 SFR R&D Program Plan 검토결과 발표 및 토

의가 진행되었다. PG의 검토내용 중 Sodium School 관련 내용은 중

요하나, R&D는 아니고 Gen-IV 개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에게 지식

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적절한 위치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소생산법은 고온에서의 생산기술은 VHTR분야에서 저온에서

의 생산기술은 SFR에서 기술하기로 결정하 다.

.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의 결성을 위해 Toronto Policy 

Group Mtg에서 Terms of Reference를 검토하기로 하고 각국 및 SC

에서 Member 추천하기로 하여 SFR SC에서는 일본의 Dr. Niwa 

(JNC)를 추천하기로 하 다.

. Valuation Task Force는 프랑스의 Pierre Frigola가 의장이 되기로 하

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Methodology를 개발하 다.

- 제 7차 Gen-IV SFR SC 회의는  2004년 10월 26～27일 한국의 대전에
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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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7. 개최 전문가회의 결과 반  만족여부 검토

. Marcoule SC/PMB 회의('04. 7) 현안 검토

. SFR SC 및 각 분야별 PMB 운 방안 협의

. GEN-IV SFR 분야 Website 운 방안 협의

. 향후 일정 및 각 PMB 별 Project Plan 작성 방법 협의

나. Project Management Board 

(1) Design and Safety PMB 주요 활동

Design and Safety PMB는 SFR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SFR 원자로 계통

의 주요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결과를 SFR SC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개최와 참석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 제 6차 Gen IV SFR Design and Safety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4년 7월 5～6일 프랑스 Marcoule의 CEA/Valrho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SFR 노심 핵연료의 연소도 목표 설정, 고속로의 기능성, Blanket 사용 

여부 및 MA 함량 범위 설정 필요성과 같은 핵연료 설계요건을 설정

하 으며

. 제안된 두 가지 참조설계(KALIMER-600, JSFR)설계특성 평가 기준 설

정,  Demonstration Facility의 추진방향 및 회원국 참여성, 기술개발 

항목별 투자비 계획 작성 방법의 구체화, 향후 공동연구 노형인 

KALIMER 및 JSFR의 노심설계 특성 및 배경 설명 및 향후 조치 설

정, 설계 및 안전성(Design & Safety)과 핵연료 (Advanced Fuel) 프로

젝트 관리회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 제 7차 Gen-IV SFR Design and Safety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4년 10월 26～27일 한국의 대전(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에서 개최
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단계 구분 및 시점 : Viability 조사기간을 연구항목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로 함

. 핵연료개발 분야와 연계요건 검토 및 조정

. Gen 4 SFR의 두 참조 노형에 대한 예비평가의 항목 검토

. Project plan 검토 및 투자예산 계획자료 작성 방법 및 일정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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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연구항목인 Minor Actinide 및 초장수명 핵종 연소 원자로 기술 

연구의 우리 측 제안

- 별도의 PMB 회의가 2005년 2월 16～17일 일본JNC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리측 제안 연구항목인 Minor Actinide 및 초장수명 핵종 연소 원자

로 기술 연구에 대하여 공동연구 항목으로 승인

. 새로운 연구항목인 Review of Safety Architecture을 프랑스 제안으로 

신설

. GIF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 회의에서 Gen-IV SFR 개발 전

략 발표내용 검토 

. D&S Project Plan 수정안 검토

. 투자 예산 계획자료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에서의 어려움 논의

. R&D 계획의 연구항목을 Viability Phase 단계 전후에 따라 분리기술

하기로 함

. 프랑스측의 고속로 연구계획 설명

○ 연구계획 수립 관련 진행 사항
- Design & Safety Project Plan 개정

. 연구항목 기술부분의 개정

. 투자계획의 정량화가 이루어졌으며 참여국의 투자계획을 기초로 한 

SFR 전체의 투자계획이 취합되었음

. 연료부분과의 연계자료 개정

- 신규제안 연구 항목인 Minor Actinide 및 초장수명 핵종 연소 원자로 

기술 연구의 제안 및 제안 연구내용의 참여국에 대한 설명

- D&S Project Plan의 체제 개정에 따른 우리 측 주도 R&D 항목의 기술

서 (Task Sheet) 개정 

. 우리측 주도의 연구항목으로 현재 총 13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분

야별 구성은 설계분야 5개, 안전분야 8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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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Gen-IV SFR D&S의 한국측 주도 연구항목 목록

Job
Sheet
ID No

Work Package
Name

Task
Number Task Name Job Name Party

1
Part
y2

1.1.1.a
KR

Design
Evaluation
Study 1.1.1.a

Core Design Study for
Preliminary
Specification

Development of TRU & LLFP
Transmutation Reactor Design
Concept KR

1.1.1.b K

Design
Evaluation
Study 1.1.1.b

System Design Study
for Preliminary
Specification

Development of KALIMER-600
System Design concept KR

1.1.1.b
US KR

Design
Evaluation
Study 1.1.1.b

System Design Study
for Preliminary
Specification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novative Design
Features US KR

1.1.2.a
KR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1.1.2.a

Core Design Study for
Primary Specification

Development of TRU & LLFP
Transmutation Reactor
Technology KR

1.1.2.b
KR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1.1.2.b

System Design Study
for Primary
Specification Development of KALIMER-600 KR

1.2.1.a
US KR

Dev. of Safety
Design
Requirements 1.2.1.a

Safety Design
Requirements for
Design Basis Events in
Design options

Computational Methods for
Analysis of Passive Safety
Design Features US KR

1.2.2.b
KR1

Safety Reviews
of Design
Options 1.2.2.b

Safety review on critical
issues in Metal fuel
system

Test of  Molten Metallic Fuel
Relocation KR

1.2.2.b
KR2

Safety Reviews
of Design
Options 1.2.2.b

Safety review on critical
issues in Metal fuel
system

Test of In-Vessel Retention of
Molten Fuel/Steel Mixtures KR

1.2.2.b
KR3

Safety Reviews
of Design
Options 1.2.2.b

Safety review on critical
issues in Metal fuel
system

Development of 3-dimensional
fuel subassembly T/H analysis
model KR

1.2.2.b
US KR

Safety Reviews
of Design
Options 1.2.2.b

Safety review on critical
issues in Metal fuel
system

Post Accident Heat Removal and
In-Vessel Retention US KR

1.2.3.b
KR1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design options 1.2.3.b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Metallic
Fuel System

Modeling  of Molten Metallic
Fuel Relocation KR

1.2.3.b
KR2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design options 1.2.3.b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Metallic
Fuel System

In-Vessel Retention of Molten
Fuel/Steel Mixtures KR

1.2.3.b
KR3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design options 1.2.3.b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f Metallic
Fuel System

Development of 3-dimensional
fuel subassembly T/H analysis
model and its applica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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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참여 계획
- Gen-IV SFR의 설계 및 안전 분야 (Design & Safety PMB) 공동연구는 

참여국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속로 상용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국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 측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항목의 충

실한 수행을 통하여 Gen-IV SFR 공동연구에 기여를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설계 및 안전 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주요 정책적 사안 및 제언
- Gen-IV SFR 연구의 참조 노형으로 우리의 KALIMER와 일본의 JSFR 

설계개념이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계획에 의하면 향후 이 노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노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두 노형은 Pool형과 Loop형, 금속핵연료와 산화연료의 서로 다른 특성

을 바탕으로 계통이 설계되고 이에 따른 안전성 특성이 매우 다름

- 이 두 노형의 특성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개발 중인 설계 개념인 

KALIMER에서 취하고 있는 Pool형과 금속핵연료가 안전성에서 더 우

월한 개념이 되나 건설지의 지형적 여건 및 국가의 사회적 또는 역사적 

여건에 따라서는 JSFR이 취하고 있는 Loop형과 산화연료도 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이에 따라 향후 상업로 건설에서 국가별 사정에 따라 적정노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Gen-IV SFR 연구에서 이 두 노형의 개발 연구를 모두 지

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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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vanced Fuel PMB 주요활동

Advanced Fuel PMB는 SFR 원자로에 적용되는 핵연료를 개발하고 원자로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결과를 SFR SC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개최와 참석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 주요 시점별 연구개발 계획 수립

. 2004～2006 : Preliminary evaluation of AF → Defining advanced 
fuel options

. 2006～2010 : MA fuel evaluation → Preliminary selection of 
advanced fuels

. 2010～2015 : High burn-up evaluation → Final selection of the 
advanced fuel

. 2015～     : Demonstration and application
- 연구개발 항목에 장주기 핵분열생성물의 변환(transmutation) 연구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점과 Joyo를 이용한 

시험계획에 대해 토의

- 2004년 8월말까지 프랑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장주기핵종 변환의 

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 AF-PMB와 Fuel Cycle Cross-Cutting Group(FCCG) 간의 가능한 연계

에 대해 논의

- 2006년, 핵연료 결정에 있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2004-2006년 기간 중에는 산화물, 금속, 질화물 핵연료 모두에 대해 평

가하는 비교평가 연구를 하기로 하 다.

- 협력에 있어서는 각 참여국은 그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7월 23일 까지 

제출하기로 하 고, M. Fromont는 Phenix 원자로에서 수행된 조사시험 

목록을 회람하고, 필요시 요청을 하기로 하 다.

- 연구개발 항목에 장주기 핵분열생성물의 변환(Transmutation) 연구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점과 Joyo를 이용한 

시험계획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그래서 2004년 8월말까지 프랑스, 미

국, 유럽연합, 일본이 장주기핵종 변환의 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

기로 하 다. 

- AF-PMB와 Fuel Cycle Cross-Cutting Group(FCCG) 간의 가능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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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2006년, 핵연료 결정에 있어 선정 기준

과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2004-2006년 기간 중에는 산화물, 금속, 질

화물 핵연료 모두에 대해 평가하는 비교평가 연구를 하기로 하 다. 협

력에 있어서는 각 참여국은 그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7월 23일 까지 제

출하기로 하 다. M. Fromont는 Phenix 원자로에서 수행된 조사시험 

목록을 회람하고, 필요시 요청을 하기로 하 다.

- 제 7차 Gen-IV SFR Advanced Fuel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4년 10월 26～27일 한국의 대전(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에서  개
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난 Marocoule 회의에서의 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

. M. Fromont가 CEA의 조사시험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고연소도 산화

물 핵연료 성능평가와 노심재료 거동에 대해 발표하고, 원할 경우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 다.

. AF 연구계획서 준비와 관련해서는 Mizuno가 각 참여국의 입력 자료

를 받아, 취합 정리하여 가능한 빨리 배포하기로 하 다.

- 별도의 PMB회의가 2005년 2월 16～17일 일본JNC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계획서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목표 연소도(burn-up target)에 대

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에 대한 토의

. Gen-IV Technology Roadmap에 따라 150～200 GWD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은 Design and Safety PMB와 Steering 

Committee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 다.

. 연구 범위 전체를 망라하기 위해 또 장차 필요할지도 모르니 선행 핵

주기 연구 내용도 포함시켜 연구계획서를 개정하기로 하 다.

. 연구비 산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0.2 M$/man-year로 잠정 합의

. Work package 2.1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

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해 제시를 하기로 하 다.

. 다음 SC 회의가 5월 24-25일로 예정되어 있어 3월 25일까지 Task 

Sheets 보완과 연구계획서 검토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연구계획서 

완성본을 회람 검토한 후, 4월 30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5월 20일 SC

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  WP 2.1관련 최근 현황에 대해 발표하 고, M. Fromont는 CEA에서

의 조사시험 근황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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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참여국은 WP 2.1 연구에 대한 진행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

다.

○ 연구계획 수립 관련 진행 사항
- Advanced Fuel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핵연료 주기는 Actinide의 

Full Recycle(TRU Recycle, TRU Burning, LLFP Incineration)를 위한 

Multi-recycling, Closed Fuel Cycle 및 핵비확산성(Proliferation 

Resistance)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며, 고려되는 핵연료 사양으로는 

Minor Actinide(MA)를 함유하는 고연소도 핵연료로 일본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Oxide Fuel(MOX),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Metal 

Fuel(U-TRU-Zr),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Nitride Fuel이다. 이에 

따른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연구

계획이 반 된 계획서가 준비되어 SC 회의 검토를 요청 중에 있다.

- Primary Evaluation of Advanced Fuels (2004～2006)
. Oxide, Metal, Nitride Fuel 성능 평가

. MA 함유 Oxide, Metal, Nitride Fuel 성능 예비평가

. MA 함유 Oxide, Metal, Nitride Fuel 제조기술 예비평가

- MA Bearing Fuels Evaluation (2007～2010)
. MA 함유 Oxide, Metal, Nitride Fuel 성능 평가

. MA 함유 Oxide, Metal, Nitride Fuel 제조기술 평가

- High Burnup Fuel Behavior Evaluation (2011～2015)
. 고연소도 (U,Pu) Fuel 성능 평가

. 고연소도 MA 함유 Fuel 성능 평가

. 고연소도 Fuel 노심재료 성능 평가

- Demonstration and Aapplication of Advanced Fuel (2016～  )  
. Advanced Fuel 제조기술 검증 

 (Low DF Oxide Fuel Bundle 제조)

. Advanced Fuel 성능 검증

 (Low DF Oxide Fuel Bundle 성능 시험

 

○ 향후 추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참여 계획
- GEN-IV SFR 연구 개발에 있어 각 참여 국가는 일정 부분 연구개발에 

기여가 있어야 개발된 기술도 공유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SFR 관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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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반드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Advanced Fuel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GEN-IV SFR 핵연료 연구

개발 요건에 부합되며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핵연료 기술로는 

DUPIC 핵연료 기술만이 있다. 즉, SFR 핵연료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원격 취급 및 관리기술, 핵연료 원격 제조 공정

기술 및 원격 운용 제조장비 기술, Actinide 및 Fission Products 함유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하나로를 이용한 재가공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

능평가 기술, 고방사성 핵물질 안전조치(Safeguards)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들 중 상당 부분을 DUPIC Oxide 핵연료 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하

고 있다.

- DUPIC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SFR 핵연료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

써 그 동안 원자력 선진국에서 연구 개발하여 축적하 던 SFR용 

Oxide, Metal, Nitride Fuel 전반에 걸쳐 핵연료 선진 기술을 효과적으

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후행핵

연료 주기기술 개발의 연구 투명성을 입증하고,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핵연료주기 기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정책적 사안 및 제언
- 우리나라의 KALIMER-600의 핵연료인 U-TRU-10Zr 금속 핵연료 개발

은 한․미 상설위(JSCNEC) 합의에 의해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국내 개발
이 어려운 실정이다.

- 본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관련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국내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동안 개발된 DUPIC 핵연

료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과 일부 희토류와 같

은 중성자 독성 원소를 제거한Advanced Dirty Oxide Fuel(ADOF) 기술

개발을 국제공동연구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GEN-IV SFR 핵연료 개발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MA Bearing 

Low DF Oxide Fuel 개념과 잘 일치하며, SFR 핵연료 주기에서 요구하

는 핵비확산성이 이미 공인되었고, Multi-recycling Closed Fuel Cycle이 

가능한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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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 & BOP PMB 주요활동

CD and BOP PMB는 기존 SFR 설계개념에서 발견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개선 및 원자로 발전단가를 감소시키고 원자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

기를 개발하고, BOP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결과

를 SFR SC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개최와 참석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 제 6차 Gen-IV SFR CD & BOP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4년 

7월 5～6일 프랑스 Marcoule의 CEA/Valrho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
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연구일정 Phase와 일치하도록 연구일정 조정

. ISI관련 Phenix Lifetime Extension Project를 이용한 기여 가능성 검토

. Feasibility Study of AECS(=Advanced Energy Conversion System)의 

국가별 연구 수행방법 및 단계별 연구결과물 생산 일정 검토

- 제 7차 Gen-IV CD & BOP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4년 10

월 26～27일 한국의 대전(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Phenix 원자로 계통의 수명연장 연구 결과를 CD & BOP 분야

에 활용 방안 토의

. 국가별로 제안된 연구항목을 종합 정리, AECS의 경우 Viability Study

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Viability Study와 Performance Study 연

구를 통합하여 2010년까지 수행하는 것과 같은 Development of 

AECS 항목 토론.

- 별도의 PMB회의가 2005년 2월 16～17일 일본JNC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GEN-IV SFR R&D CD & BOP 분야 Project Plan 검토

. 각 연구항목 별로 Viability phase 및 Performance phase로 분류하여 

Task sheet 작성요청

. Project Plan 작성시 필요예산 및 인력작성 방침 협의 - 한국의 경우 

필요 인력(M>Y) 및 직접비를 연차별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하 다.

. 수소생산 관련 INERI(JNC/ANL) project를 새로운 R&D 항목으로 추

가

.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는 EMWG(=Economic Model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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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의 지침에 따라 최종 설정하기로 결정

. AECS 분야는 참여국 모두가 연구개발을 원하므로, Viability phase 동

안은 각자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05년도 말에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Performance Phase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 D&S PMB에 소속된 ANL에서 제안한 AECS관련 연구항목은 CD & 

BOP 분야로 이전하고, 구체적인 연구항목은 김성오가 검토 정리하기

로 하 다.

○ 연구계획 수립 관련 진행 사항
- 각 국가별 CD & BOP 분야 연구개발 항목 Task Sheet 및 예산투입계

획 작성

- 국가별 Task Sheet 및 Gen-IV SFR R&D Plan을 바탕으로 CD & BOP 

PMB Project Plan 초안 작성 및 검토

- 기존 제안된 연구분야에 추가로 LBB분야 및 Advanced Structural 

Material 분야와 Low Temperature Hydrogen Production에 대한 연구

항목 추가예정

- AECS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참여국가 모두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

므로 연구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구결과의 상호보완을 위해 CD & BOP 

분야에서 Work-shop을 개최하기로 하 다.

-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계획된 연구항목은 총 8개이며 구체적

인 항목은 아래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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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의 수행예정 연구 항목(SFR, CD & BOP)

Task 번호 Task Name 주도국가 PMB 명

3.1.1(1)
Feasibility study of inspection 

technologies
한국 CD & BOP

3.1.1(2)

Study of principle ISI&R 

rules(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assessment procedure for 

dissimilar metal welds)

한국 CD & BOP

3.1.2 Investigation of SG concepts 한국 CD & BOP

3.1.3 Development of AECS concepts 한국 CD & BOP

3.2.1(1)
Performance tests of inspection 

technologies
한국 CD & BOP

3.2.1.(2)

The tentative guide line of ISI&R 

rules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assessment procedure for 

dissimilar metal welds)

한국 CD & BOP

3.2.2 Reliability improvement of SG 한국 CD & BOP

3.2.3 Evaluation of AECS performance 한국 CD & BOP

○ 향후 추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참여 계획
- Gen-IV SFR의 CD & BOP 분야는 참여국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소

듐냉각 고속로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참여국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원

만히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항목의 충실한 수

행을 통하여 Gen-IV SFR 공동연구에 기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안전 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 주요 정책적 사안 및 제언
- CD & BOP 분야의 주요 연구분야는 SFR의 주요기기 성능개선, 원자로 

계통 구조물의 수명연장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차계통에 대한 신개념을 연구하는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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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에서 사용되는 주요기기는 기존의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유

사한 개념이나 운전조건이 많이 차이가 나고, 사용되는 냉각재의 특성

이 완전히 다르므로 국제무대에서 연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연구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4) SFR Technology Testing PMB 주요활동

SFR Technology Testing PMB는 초창기에는 일본의 Monju를 이용하여 

SFR 핵연료 및 계통 설계를 검증하기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

나, 프랑스의 Phenix 원자로의 운전경험을 반 하기 위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으

며, 주요 임무는 다른 PMB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결과를 SFR SC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구체적인 활

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개최와 참석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 2004년 7월 5～6일 프랑스 Marcoule의 CEA/Valrho에서 개최된 제 6
차 Gen-IV SFR SC에서 SFR Technology Testing PMB를 구성하기로 합

의하 다.

- 제 7차 Gen-IV SFR Technology Testing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

에 2004년 10월 26～27일 한국의 대전(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이 Monju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R&D Item에 대해 발표

. 2004. 12. 3. 쯔루가에서 열리는 Monju PMB 회의에서 희망 R&D 

Item(안)에 대해 토의하기로 합의

- 별도의 PMB회의가 2004년 12월 3일일본 쯔루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

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본, Monju를 이용한 과거 시운전 노물리 실험 및 향후 실험 계획 

발표, 한국, Task Sheet 3건 제출 및 발표 및 프랑스, Monju를 이용한 

관심 협력 분야 발표 Task Proposal에 대한 토의

. 일본이 다음 Monju PMB 미팅까지 Project Plan 초안 준비하기로 합의

- 제 8차 Gen-IV SFR SFR Technology Testing PMB 회의는 SFR SC와 

동시에 2005년 5월 24～25일 미국 ANL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사
항은 다음과 같다.

. Monju PMB 명칭을 SFR Technology Testing PMB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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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Reactor 관련 선진기술 개발 및 시험 수행

. Design & Safety PMB의 Phenix End-of-Life Test를 이전하여 내용에 

포함

○ 연구계획 수립 관련 진행 사항
- 차기 회의를 2005. 6. 23,24, 프랑스 Phenix site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회의의 주요 예정업무는 Monju 프로젝트 플랜 초안 검토 및 타 멤

버, Task Proposal 제시하기로 하 다.

○ 향후 추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참여 계획
- Monju를 이용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

- 프랑스는 Monju 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Monju 뿐만 아니라 Phenix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중

- 2005. 2, EU가 Monju 협력에 참가의사 표명

- 우리나라는 Monju를 이용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를 추진중으로 다음 

3개 Task를 제안하 음:

. Start-up physics test prediction and core follow analysis

. Minor Actinide bearing metal fuelperformance evaluation

. Measurement of background noises in Monju stean generator system

2. 초고온가스로(VHTR)

가. VHTR System Steering Committee 

VHTR SSC는 2003년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7회 개최되었고, 

2004년 1월 4차회의 이후 현재까지 4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별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제4차 SSC회의 (2004. 1.7 ～ 1.8, 벨기에 브뤼셀)
○ 주요내용
   - 작년 12월의 Gen-IV Expert Group의 지적사항을 반 하여 6월말까지 

R&D 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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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을 제외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 음. 지난 Cadarache 회의부

터 참가한 EU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Framework-6 프로그

램인 HTR-TN과 관련하여 7천만유로상당의 VHTR 기여를 표명하고 

있음.

   - GFR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헬륨 고온 실험로인 ETDR의 건설을 

Gen-IV contribution에 포함시켰음.

   - 1월 31일까지 분야별 Task Action Sheet를 확정하고 3월 초까지 R&D 

plan을 개정완료하기로 하 음.

   - 일본은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해 미국과의 I-NERI 공동연구추진을 피하

고 독자적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받기로 하 다고 

함. 또한, 미국은 미국내 연구소에서 I-S 전공정을 독자 추진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전환하 음. 따라서, 원자력수소생산에 대한 Gen-IV 공동

연구는 정보교환 차원으로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2) 제5차 SSC( 2004. 4. 20 ～ 4.21, 독일 율리히)
○ 주요내용
   - 이번 회의는 노형별 R&D plan에 대한 GIF expert group과 policy 

group의 지적사항을 반 하여 수정하기 위한 회의로 hydrogen 

production, material, fuel & fuel cycle, design and safety 

PMB(project management board)의 결과를 취합하고 조정하 음.

   - 금년 1월초 결성된 Provisional PMB에서 연구 및 협력항목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었음. 5 월이나 6월에 열릴 PMB에는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준비

가 되어야 실질적인 연구협력계획이 작성될 것임.

   - 공동연구를 위한 예산배정은 각국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

운 일이나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되어야 할 것임. 일부 PMB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안은 무리한 것으로 인식됨.

   - 독일의 FZJ 연구진은 남아공 PBMR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여 바쁘

나, 고온가스로의 기술종주국이므로 원천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

이 필요하며 독일정부의 비원자력정책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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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

   - 미국의 수소생산실증로인 NGNP의 엔지니어링주최는 산업계로 결정

되었으며 국립연구소는 기반 R&D에 주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참

여산업계로는 General Atomics (Block type), Westinghouse (Pebble 

type), Mitsubishi (Block type)가 경쟁중이며 내년 말경 결정될 것으

로 예상됨.

   - 일본은 IS싸이클 수소생산과 원자로 결합을 위해 일반예산외에 특별

예산으로 금년도 30억엔을 배정 받았음. Fujitsu, Mitsubishi 등 산업

체가 고온가스로 뿐아니라 IS싸이클 프로토타입 시설 건설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미 일부 직원을 JAERI 연구실에 파견하고 

있음. 금년도 바뀐 신임 JAERI 이사장은 국제협력에 좀더 개방적일 

것으로 기대됨.

(3) 제7차 SSC (2005.1.24 ～ 1.2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주요내용
   - GIF Framework 서명이 다가옴에 따라 SC의 향후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 짐. 특히, Expert Group과의 관계, VHTR Design 

and Safety PMB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하 음.

   - 남아공의 PBMR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약 500명의 인력이 투입

되는 프로젝트임.

   - GIF Policy Group회의에서 SC에 System Integration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GIF 협력의 목적이 원자로를 건설하

는 것이 아니고, 원자로건설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하자는 것이며, 

VHTR에서는 크게 페블형과 블록형의 핵연료를 채택한 노심과 전기

생산과 수소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플랜트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의 

VHTR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R&D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임. 따라

서  Design&Safety PMB의 Task로는 주로 전산코드와 방법론 검증등 

설계연구, 안전해석연구가 주임무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Policy 

Group의 요구사항이 System Design Integration을 의미한다면, 이 것

은 진행 중인 남아공 PBMR, Framatome ANTARES, JAERI GT-HTR, 

미국 NGNP, 한국 NHDD 등과의 조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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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 음. 이 문제는 2월 9-10일 개최될 VHTR/Design and Safety 

PMB에서 토의될 것으로 예상됨.

   - Steering Committee Agreement에 나타나는 Expert Group의 임무와 

권한이 Policy Group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SC에 대한 직접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GIF Policy Statement에 배치됨을 확인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함.

   - VHTR description에 나타나는 출구온도 1,000oC는 수십만시간의 설계

수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900～950oC로 낮출 것을 토의함. 
1,000oC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분야에서 설계개선, 수명예측

모델 개발, 비금속재료 채택 등에 20년이상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결론은 다음으로 연기함.

나. Project Management Board

VHTR의 연구개발 분야 및 항복은 Project Management Board의 논의를 

거쳐 현재 최종안을 작성해 가는 중이며, PMB는 4개 분야에서 구성되어 있다. 

PMB 회의는 구성을 위한 예비 회의를 거쳐 시스템 설계에 관한 Design & 

Safety PMB 회의(‘05.2.9 - 2.10, 미국 워싱턴 DC), 재료 부분의 Material PMB 회

의(’04.9.8-9.9, 프랑스 카다라쉬), 핵연료 및 연료주기의 Fuel and Fuel Cycle 

PMB('05.1.20-21, 프랑스 파리) 및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Hydrogen Production 

PMB(‘05.1, 일본 오아라이)가 각각 개최되었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프로젝트 구성에 e하여 협의하 다.  

현재까지 도출된 R&D 항목은 아래와 같다.

○ Computational Methods and Benchmarks
- Core Physics & Nuclear data,  

- Thermal-hydraulics for CFD codes, 

- Reactor & Plant dynamics, 

- Safety and performance assessment

○ Fuel and Fuel Cycle 



- 99 -

- UO2 & UCO /SiC & ZrC coated particles: laboratory 

characterizatio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safety testing, Fission 

product release & materials properties

 - Fuel performance modeling: data base, performance assessment

 - Waste management: graphite management, fuel reprocessing

○ Materials and Components
- Materials: development & characterization, corrosion and irradiation 

tests

   ․ Graphite , metals & coatings, composites, steel
- Materials performance modeling:  standards & life time prediction

- Components: design & construction methods

○ Hydrogen Production
- Iodine/Sulfur cycle

   ․ Process evaluation, Laboratory-scale test and optimization, Pilot-scale 
experiments

-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 Process evaluation, Laboratory-scale integral test, Pilot-scale 

experiments

-Assessment of alternative cycles

   ․ Efficiency & economics evaluation
- Hydrogen process coupling technology

   ․ Balance of plant, Component technology, Reactor coupling tests

3.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가. 1차 시스템운 위(SSC) 및 프로젝트관리회(PMB)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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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장소: 미국 워싱턴 DC

- 일시: 2004. 11. 15-18

○ 주요내용
- SSC 및 PMB 구성  

- SC 및 PMB의 Chair 및 co-chair 선정

- 각 PMB에서는 Project Arrangement의 부록이 될 Project Plan 작성 일

정 합의

- T/H&S PMB에서는 각국의 연구 지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 5차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개최 

- Westinghouse의 철수에 대한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한 SCWR Steering 

Committee의 의견을 작성 Policy Group에 전하기로 합의

나. 2차 시스템운 위(SSC) 및 프로젝트관리회(PMB)회의 개최

○ 개요
- 장소: 한국 서울

- 일시: 205. 5. 16-19

○ 주요내용
- Steering Committee에서 IAEA의 Mr. Oomoto가 CRP에 대해 현화을 

설명하고 2006-2007 회계년도에 예산이 반 되었음을 알림

- NEA의 정동욱 부장이 NEA에서 GEN IV 지원방안을 설명

- 체코의 NRI REZ에서 in-pile test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 USA는 industrial partner를 찾고 있으며 Framatome이 될 가능성이 있

다고 함.

- Westinghouse의 의견은 연구자간의 이견의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Policy Group의 의견을 전달

- SRP의 fuel에 관한 chapter를 보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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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Exchange Meeting은 closed session을 원칙으로 하고 각국

이 초청할 사람을 SC chair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함

- D&I PMB에는 observer로 참석했으며 각국은 연구현황을 간략하게 설

명함

- T/H&S PMB에서는 GEN IV에서 연구한 내용이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CRP 참여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Integral test loop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급히 필요하진 않고 

prototype 건설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Material & Chemistry PMB는 각국의 시설과 시험내용을 취합한 결과

를 설명하고 6월까지 보완하기로 함

○ 연구계획 수립 관련 진행 사항 
- SRP는 작성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Fuel 부분을 보완하기로 함

- Project Plan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있으며 조속히 제출키로 함

○ 향후 추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참여 계획
- 일본과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은 Toshiba와 Hitachi가 참여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

나다도 기계구조와 열전달 분야에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national project를 구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EU는 현재 Germany와 Finland에서 노심과 부수로해석, 재료 등 단편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UERATOM에 proposal을 제출할 

예정이라 하며 2005년 11월경에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함

○ 주요 정책적 사안 및 제언
- 정책적으로 SFR, VHTR, SCWR을 추진하기로 하 으나 상대적으로 

SCWR의 연구현황이 부진함. 따라서 국제적인 공동연구에 각국과 대

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노심 및 열수력, 안전, 및 재료 

분야에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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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N-IV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

미국 DOE의 NNSA Division은 GEN-IV Roadmap의 권고사항으로 PR & 

PP 관점에서 제 4 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방법

론 개발을 위해 미국, 캐나다, 불란서, 국, 일본, 이태리, 한국 등 7개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제 1 차 회의 (2002년 12월 Washington D.C.) 이후 현재까지 

제 9 차에 걸쳐 주로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들 전문가 그룹은 제 4 세대 원

자로 시스템에 대한 PR & PP 평가를 위한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의 Revision 1.1을 2004년 6월에 작성한 바 있다. 

가. 제 7차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전문가 회의

제 7차 회의에서는 2004년 6월 이태리 ISPRA의 JRC에서 사흘간 개최되었

으며, 회의의 주목적은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PR & PP)에 대한 평가 방법

론 보고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각 장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의 최종 수정

에 대해 각 회원국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제 7 

차 회의 참석 전문가들로는 공동의장인 미국의 Bari 및 Peterson과 캐나다의 

Nishimura 등 7개국 및 IAEA에서 총 24명이었다. 

GEN-IV Nuclear Energy Systems의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 평가를 위

해 지난 3여 년간 평가 방법론개발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로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 & PP of GEN-IV Nuclear Energy Systems"의 Rev. 1.1이 

최근 작성되었으며, 2004년 6월 30일까지 미국 DOE에 draft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다. 제 7 차 PR & PP 전문가 회의의 목적은 미국 DOE에 Rev. 1.1을 

수정한 Rev. 2.0 Draft 보고서 제출을 위한 보고서 검토 및 수정 보완 회의 으

며, 본 회의를 통해 검토된 결과로 수정 및 보완된 GEN-IV PR&PP 평가 방법론 

보고서 Rev. 2.0을 작성하고자 함이었다.

(1) 주요 회의 내용

ESFR Report 보고서의 작성 진적 상황을 P. Peterson이 설명하 으며, 보

고서는 시스템 설명, PR pathway 및 PP pathway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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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고서를 PR&PP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 별도의 보고서, 혹은 GEN-IV 

PR&PP 보고서내에 삽입하는가에 대해 토론하 으나, 보고서 내에 이들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GEN-IV PR&PP 평가 방법론 보고서 Rev. 1.1을 검토하 으며, Chapter 4 

및 5에 기술된 내용의 검토와 사용된 단어 정의에 대한 정확환 표현, 사용된 단

어들의 상호 불일치성 등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통해 합의 결과를 도출하 다. 

또한, PR&PP 평가 방법론 보고서 Rev. 1.1 "Chapter 6 - Presentation of 

Results"에서는 ESFR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사각 설명문 형태로 삽입하기로 

함.

○ Breakout in PR and PP Groups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PR 및 PP의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PR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과 PP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각각 검토 회의

를 진행하 음.

   - PR 그룹에서는 system response인 Acquisition, Processing, 

Fabrication의 PR 측면에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Processing 및 Fabrication 의 PR measures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많았으며, PR에서는 단지 material attractiveness level 

(material quality measure)에 대해서만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의견을 

일치함. 또한, 이 measures 에 대한 scale을 둘 필요가 있음(high, 

medium, low)을 제안하 음.

   - PP 그룹에서는 accessibility and fragility tables은 삭제하기로하고, 이

를 설명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 음. 또한, ESFR의 PP 결과

를 좀더 상세히 기술하기로함. 

○ ASTRA Tool Set - System Analysis for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 JRC의 G. Cojazzi가 ASTRA Tool Set를 활용한 safeguards 및 

nonproliferation 평가 결과를 발표하 으며, 사고해석에 사용되어 온 

fault-tree 개념을 PR에 적용하 음. ASTRA 프로그램은 C++ 언어로 

만들어졌고, 본 프로그램을 PR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석 

모듈, Event tree 및 CCF module 들에 대한 검증계산이 아직 수행되

어야 함.



- 104 -

(2) 전망

○ GEN-IV PR & PP 그룹에서는 GEN-IV의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방법론 보고서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기 년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demonstration case 평가를 수행할 예

정이다. Demonstration case 로는 ESFR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지금

까지 제안된 PR & PP의 threat space 및 coarse pathway, system 

element 등에 대한 상세 적용성을 평가할 예정임. 

○ GEN-IV PR&PP 방법론 개발은 2주마다의 teleconference, core group 
회의, full group 회의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수행 방

법으로는 한계를 느껴 인터넷을 통한 업무수행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나. 제8차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전문가그룹 회의

제8차 회의는 2004. 11. 17 - 11. 19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GEN-IV PR 

& PP Workshop과 함께 개최되었다. Workshop은 GEN-IV PR&PP Expert 

Group에서 개발한 PR&PP 방법론 개발의 중요 결과를 GEN-IV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관련 전문가에게 발표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방법

으로 진행되었다. 

○ Workshop 주요 발표 내용 : 
   - Workshop for Generation IV end users : Concept designers and 

policy makers (Bari : BNL) 

   -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 Synopsis of 

Revision 2 (Nishimura : AECL) 

   - Threat space definition (Rochau : SNL) 

   - System response (Bley : Buttonwood Consulting) 

   - End products (Peterson : UC Berkeley) 

PR&PP 전문가 회의에서는 GEN-IV PR&PP Workshop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토의를 거쳤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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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vity 분석,PWR의 핵확산 저항성 평가를 위한 computer code개
발, Pu quality, Design of integrated safequards approach for a State, 

French study on proliferation resistance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종합토론후, "Gap in Methodology"로서, systematic target  

identification, systematic pathway identification, completeness of 

measures, aggregation of measures, incorporation of uncertainty 

treatment, sensitive information control, expert elicitation, pathway 

comparison 등을 보완할 것을 협의함 

○ 2005년 9월까지 개발된 Methodology report를 update하기로 함 

본 회의는 지난 2 년간 GEN-IV PR&PP 전문가그룹에서 개발한 평가방법

론에 대하여 큰 성과 있었음을 발표, 인정받았으며,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주요 

요건의 하나로서 핵확산저항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

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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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AEA INPRO에서의 국제협력

1.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활동

IAEA INPRO Phase 1B Part 1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INPRO Phase 1B Part 1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1회, 오스트리아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9회, 

등 모두 10회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개최된 INPRO 전문가 자문회의는 모두 6회 개최되었으며, 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AEA INPRO를 통해 개발된 INPRO 평가 방법론의 1차 초

안에 대한 검토 전문가 회의

2003년 6월에 발간된 INPRO Phase 1A 보고서를 근간으로 2003년 7월부터 

INPRO Phase 1B Part 1 사업을 통해 6개국의 시범연구와 8개의 개인별 시범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본회의의 목적은 INPRO 평가 방법론의 개선사항을 중간 검

토하고자 함이었다. 본 전문가 회의는 2004년 4월 14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 

3일간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전문가 회의는 국가별 및 개인별 시범 연

구 수행국의 전문가들과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20여명 참석하 다. 회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개인별 시범 연구 결과 발표와 IAEA INPRO 평가 방법론 

개선을 위한 User's Manual 검토 등이었다.

나. INPRO 평가 방법론 검증을 위한 국가별 시범연구 최종 결

과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본 자문회의의 목적은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INPRO Phase 1B Part 1 사

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검토이었으며, 2004년 7월 5일부터 2004년 7월 9일까지 5

일간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전문가 회의는 국가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전문가들과 IAEA cost free expert 등 총 30여명 참석하 다. 회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개인별 시범 연구 최종 결과 발표와 IAEA INPRO 평가 방법론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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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INPRO 평가 방법론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다. INPRO 시범연구 결과에 근거한 핵비확산 분야의 평가 방법

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본 자문회의의 목적은 INPRO Phase 1B Part 1 사업의 최종 결과 중 핵비

확산성 평가 분야의 평가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으며, INPRO Phase 

1B Part 1 최종 결과 검토 회의 후 이어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로는 국가별 및 개

인별 시범 연구 수행국의 전문가, GEN-IV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분야의 공동

의장인 캐나다의 Nishimura와 과학기술부의 과학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

경국장 등 모두 약 30여명 참석하 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핵비확산성 평가 방

법론의 정립을 위해 GIF와 INPRO의 방법론 비교 등을 통해 각 국가별 핵비확산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된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제안하고자 함이었다. 본 회의를 통해 IAEA INPRO 

Phase 1A에서 제시된 5개의 기본원칙과 5개의 사용자요건을 전면 개정하여 2개

의 기본 원칙과 5개의 사용자 요건으로 제안하 으며, 기본원칙과 사용자요건의 

상호 연계성을 정립하 다.

라. INPRO Phase II TOR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INPRO Phase II TOR (Term of Reference)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2004년 10월 13일(수) ~ 15일 (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목적은 IN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에 대한 INPRO 각 

회원국들의 제안서 토의 및 INPRO의 Phase II TOR 작성이었으며, TOR 내에는 

INPRO 활동의 주된 방향, IAEA 및 회원국의 역할, 기술 자료, 중.장기 계획 등

을 기술하고자 하 다.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2004년 12월 운 위원회에 제

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본 회의는 각 국가 별 현재까지의 INPRO 진행 현황 및 향후 INPRO 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INPRO Phase 1B의 Part 2 및 INPRO Phase II에 대한 각 국가

별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회의이었다. 국가별 INPRO Phase II에 대한 입장 제안

으로는 러시아의 경우 인도, 중국과 공동으로 고속로에 대한 공동연구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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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현재의 원자로에서 제 4세대로 바뀌는 천이 단계에 대한 연구, 아르메니

아의 경우는 소규모 전력생산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

하 다.

본 회의를 통하여 INPRO Phase 1B Part 2 (2005 ~ 2006 중반) 기간중 활

동으로는 지속적인 INPRO 방법론 개발, Users' Manual, 필수적 모델 선정/개발 

및 코드 개발, 혁신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INPRO Phase II에서 수행될 공동 

R&D 선정 방안 설정, GIF와의 보완 관계 개선, 다국적 핵주기 (Multilateral 

Nuclear Fuel Cycles, MNFC)의 기술적 infrastructure 에 대한 선택 방안 검토 

등 7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 그리고, INPRO Phase II의 2006 중반 이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필요한 혁신원자력시스템 해석 지원, R&D 개발 및 우선 수행

을 위한 포럼제공, IAEA/INPRO하에서 수행될 구체적 R&D 선정(e.g. CRP, TC 

projects) 등 7가지의 R&D 관련 활동과, 혁신원자력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역할 강화 등 8가지 Institutional/infrastructure 관련 활동이 제안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INPRO 방법론 및 평가 방법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 개발 활동 등

으로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 업무 제안하 다.

마. 혁신원자력시스템 평가를 위한 INPRO 방법론 검토 및 개선 

기술 자문회의

INPRO 방법론 검토 및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2004년 10월 18일(월) ~ 

20일 (수)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목적은 

IAEA INPRO 1B 방법론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 INPRO 방법론을 혁신원자력

시스템에 적용시 필요한 전산코드의 선택 및 개선을 위한 개발된 전산코드들의 

능력 및 적용 사례 발표, 원자력에너지 개발의 장기 목표 내용 검토이었으며, 본 

검토 결과를 반 한 INPRO Phase 1B 보고서 작성 및 2004년 12월 운 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 다. 

한편, 지난 2003년 7월부터 수행해온 INPRO Phase 1B Case Study는 2004

년 6월말로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분야별 (에너지 공급 지속성, 환경, 경제성, 폐기물 관리, 안전성 및 핵비확산

성) 기본원칙 (Basic Principle, BP),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 UR), 

Indicator 및 허용한계(Acceptance Limit, AL)에 대한 비 논리성 혹은 적용의 어

려움, 중복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BP,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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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AL 등을 실제 혁신원자력 시스템에 적용시 적용 방법론에 많은 문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분야별 (경제성, 안전성 등) 전문가 회의들이 IAEA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전문가 회의들로 부터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INPRO Phase 1B 보고서 발간이 계획되었고, 특히, INPRO Phase 1A에서는 항

목이 누락된 방법론 부분을 새로운 장으로 신설 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속성 

및 환경 향 항으로 되어 있던 장을 지속성을 다루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이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 다. 또한, High Level Objective (Long term goal)에 대

한 작성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Long Term Goals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장도 신설하여 INPRO 1B 보고서 (IAEA-TECDOC-1434)로 발간하

고, 이번 2004년 12월 원 위원회 회의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INPRO Phase 1B보고서에 새로 신설되는 장으로 

"INPRO methodology" 및 "Long Term Goals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의 초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의하여 최종안을 

제안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 내용들이 

검토되었고, 두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토의하 다.  그 결과, Methodology 장에서는 현재의Potential/No potential 

로 Indicator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Indicator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Potential 을 MP, HP, VHP, BTP로 다시 세분하여 구별하고 (Relative Benefit 

Index, RBI) 각각에 대한 불확실도를 적용하는 2차원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Indicator 평가 방법의 개선점을 제안하 다. 뿐만 아니라, 혁신원자력시스템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전산 코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혁신원자력시스템에 적

용할 경우 필요한 전산 모듈 선정 및 개선점을 제안하 으며, 이밖에 Key 

Indicator을 설명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초안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 다.

바. INPRO Manual의 검토 및 보완

INPRO Manual 검토 및 보완 전문가 자문회의가 2004년 10월 21일(목) 및 

22일 (금)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목적은 

IAEA INPRO 1B 의 방법론 적용을 위한 Manual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이었

다. 

회의 주요 내용은 2004년 10월 18-20 에 검토한 INPRO Phase 1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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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보고서 검토에 이어 현재 러시아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INPRO 

Manual 에 대한 각 분야별 (경제성, 환경 향, 지속성, 폐기물관리, 핵비확산성 

및 Infrastructure) 내용을 검토하 다. 

INPRO Manual은 혁신원자력시스템 개발시 적용하게 되는 INPRO 방법론 

보고서의 방법론 적용시 필요한 해석 방법 및 단계, 상세한 입력자료, 혁신원자

력시스템의 혁신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INPRO 방법론에 제시된 허용한계를 평

가하는 방법, 평가시 사용되는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회의로 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

었으며, 전체적인 주요 일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gency가 INPRO Manual 의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standing group 회의를 개최함

-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ICG(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에게 필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위해 인터넷을 활

용

- INPRO 의 각 분야별 평가수행을 위한 INPRO Manual 의 초안를 2005

년 5월말까지 작성하고 INPRO Manual을 이용한 평가는 2005년 6월부터

로 하며, 민감도 평가 및 지속성 평가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 최종 

INPRO Manual 최종본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 음

- 평가에 필요한 Key Indicators, Reference Values, Desirable Target 

Values 및 Weighting Factors 등에 대한 선택은 제안된 standing group 

에서 토의된 후 배포하는 것으로 함

- 특히, 핵비확산성 분야에서는 평가 벙법론의 criteria 선정시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술된 near term Manual 이 개발되어야 하며, PR 관

련 case studies 를 수행할 전문가들이 Manual 의 guidelines 을 사용할 

수 있도록 PR 과 관련된 방법론 요소를 개발해야하며, 이러한 요소들로

는 intrinsic/extrinsic barrier를 종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DUPIC 핵연료 주기의 INPRO 시범연구

IAEA INPRO Phase 1B Part 1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연구”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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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종료되었으며, 수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전, 안전성 향상 및 핵비확산성 확보

가 가능한 실현성이 가장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 혁신 원자

력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IAEA에

서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해 혁신원자력시스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제 4 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에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의 필수 요건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제 4 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선정에 있어서 IAEA

와의 연구협력을 수행함으로서 IAEA INPRO 프로그램의 국가적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여건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시범연구의 목적은 IAEA INPRO에서 제시한 경제성, 지속

성 및 환경, 안전성, 폐기물 관리 및 핵비확산성 등 5 개 분야 중 핵확산 저항성 

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 사용자 요건(User Requirement) 및 용인

판단기준(Acceptance Limit)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DUPIC 핵연료 주기에 대한 핵

확산 저항성을 INPRO 방법론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INPRO의 핵확산 저항

성 평가방법론의 개선 사항 및 향후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지난 1992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캐나다 원자력공사/미국 에너지성

/IAEA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로 개발되어온 DUPIC 핵연료 주기를 IAEA 

INPRO Case Study 평가 대상 원자력시스템으로 선정하여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확산 저항성 분야에 대해 기본 원칙, 사용자 요

건 및 용인 판단기준 등과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IAEA INPRO 방법론에 따른 핵확산저항성 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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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 사용자요건 및 용인판단기준을 분석하고 

DUPIC 핵연료주기에 적용 방안 도출과 용인판단기준의 정량화로서 DUPIC 핵

연료주기 평가 모델을 선정(물질흐름, 시설규모, 기준핵연료 등)하 다. 다음으로 

도출된 평가 방안에 따라 IAEA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해 핵확산 저항성 평가의 기본적인 저항인자인 intrinsic 

feature의 평가 및 extrinsic measures를 평가를 수행하여 IAEA INPRO 평가 방

법론의 문제점 도출 및 평가 방법론의 개선 사항 제안하고자 하 다.

IAEA INPRO 핵확산저항성 평가 방법론을 GEN-IV의 핵확산저항성에 대

한 intrinsic features, extrinsic measures를 상호 비교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

가의 자문을 통하여 DUPIC 핵연료주기의 핵비확산성 평가에 적절한 기준과 적

절한 모델을 선정함으로써 평가 방법 및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

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전문가 세미나 개최, 원자력 관련기관 및 과기부 등과의 

진도회의를 통하여 연구 수행 중간 결과 및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국

제적으로는 IAEA에서 주관하는 INPRO Technical Consultancy Workshop, 

Steering Committee 등의 참가를 통해 진척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함으로

써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 다. 

다. 주요 연구 결과

IAEA INPRO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확산저항성 분야의 평가를 위해 과제 

목표로 삼았던 IAEA INPRO 핵확산저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DUPIC 핵연료 주

기에 대한 INPRO 방법론 적용 평가 및 INPRO 방법론의 개선 방안 도출 등 당

초 계획되었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핵확산저항성 평가 방법론 분석

     ·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지속성 

및 환경 향, 안전성, 폐기물 관리 및 핵확산저항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및 용인허용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INPRO 방법론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핵확산저항성 분야의 평

가 방법론상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INPRO 방법론을 따를 수 있

는 기초를 확립하 다. 

   -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저항성 평가



- 113 -

     · DUPIC 핵연료주기를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개괄적인 핵확산

저항성 특성을 평가하 고,

     · DUPIC 핵연료 주기의 8 단계 중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를 제외

한 7 단계는 기존의 가압경수로 혹은 CANDU 핵연료 주기의 핵비

확산성 특성과 거의 유사하므로 DUPIC 핵연료 제조 단계에 대해 

IAEA INPRO 방법론을 적용하여 핵확산저항성을 상세히 평가하

으며,

     · 본 평가를 통해 INPRO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파악되었다.

   - IAEA INPRO 평가 방법론의 적절성 평가

     · IAEA INPRO Phase 1A 보고서에 제시된 INPRO 방법론인 기존의 

5가지 기본원칙 및 5가지 사용자요건을 개선된 2개의 기본원칙과 

각 기본원칙에 관련된 2개의 사용자 요건을 제시하 고, 이들 기본

원칙 및 사용자요건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 다.

     - 따라서, 당초에 계획된 연구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의 원자력시스템 Robustness 평가 및 핵확산저항성 증진을 

위한 최적 비용 산출 방안 등에 대한 창의적인 개념을 제시하 다.

본 DUPIC 핵연료 주기를 활용한 INPRO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개선 업

무를 통해 향후 국내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를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가 에너지의 안전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핵연료

주기 기술을 확립하고 핵확산저항성이 개선된 핵연료주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AEA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 INPRO Phase 1B 

및 Phase II에서 extended case study 수행시 본 시범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 주요 정책적 사안 및 제언

지난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결정된 IAEA INPRO 사업은 현재 우리나

라 및 EC를 포함하여 21개국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INPRO 및 GEN-IV PR & PP 그룹을 통해 원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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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개발이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의 

실제 원자력시스템 적용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가 방법론

을 개선하여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핵비확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INPRO 및 GEN-IV PR&PP의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같은 국제적 프로

그램에 동참함으로써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국제 원자력 사회에 공헌 및 국

가 핵투명성 증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선정에 있어서 INPRO 프로그램과 같은 IAEA와의 연구협력을 수행함으로써 

IAEA INPRO 프로그램에 국가적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GEN-IV 및 INPRO에서 추구하고 있는 향후의 원자력시스템들은 

현재 보다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원자력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이

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 및 연구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연구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관련 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Gen IV 및 I-NERI 국제공동연구의 추진과 GIF와 INPRO 등 국제

공동연구 협력체에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및 향후의 공동연구추진 기반 조성을 

수행하 다.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참여 및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GIF 대표로 활동하여 다자간 연구개발을 위해 우리의 입장과 방향을 반

한 기본협정과 연구개발계획(안)은 향후 GIF 공동연구의 중심적 내용이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에 참여한 연구개발 협정은 국내연구개발 

분야에서 선진기술의 습득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공동연구 참여국이 협의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은 공동작업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종합과 Gen IV 시스템 완성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공동연구인 I-NERI 추진 협의체인 BINERIC에 참여 향후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고, IAEA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INPRO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형원자력시스템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환경과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선

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협력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GIF를 통한 Gen IV 개발은 원자력선진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로 기술선진국으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참여국 중 제3세대 원전의 건설 경험이 풍부한 나라에 속하므

로 실질적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NERI를 통한 미국과의 공동연구 수행은 선진 기술의 확보와 원자력연구

개발의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에서의 위

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연구과제의 선정에는 양국의 중점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ㅏ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IAEA가 주관하고 있는 INPRO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는 IAEA의 회원

국으로서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여, 향후의 추진은 GIF에서의 활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복을 피하고 두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

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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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원자력선진기술의 확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1) 장기적 원자력정책 관점에서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을 수립하

고, 국내연구개발 계획과 국제 공동연구 참여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자간 공동연구체제에서 주요국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여 공동 연

구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협력 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한다.

(3) 우리나라의 동등한 자격으로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위하여 다자간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틀로의 기본협정의 가입승인의 절차의 조속한 추진이 필

요하다.

(4) GIF, I-NERI, INPRO를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기술 확보 프로그램의 

참여 방안과  각 프로그램을 조율할 수 있는 추진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5) 마지막으로 국제 공동연구에 대비한 전문 연구 능력의 함양과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이해와 산·학·연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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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Preamble

The undersigned governmental entities (collectively the “Members”) set forth the
following Terms of Reference for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a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systems, in recognition o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expected increase in energy demand worldwide and the
growing awareness about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uclear energy will be needed to meet future global energy demand.
However, opportunities for building new nuclear energy systems will depend on
their attractiveness and suitability in different countries and situations.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the areas of economics, safety, waste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nuclear energy’s potential
worldwide.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has evolved as three distinct design generations:

1. Prototypes,

2. Current operating plants, and

3. Advanced reactors.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systems must be licensed,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will provide a competitively priced supply of energy,
keeping in consideration an optimum use of natural resources, while addressing
nuclear safety, waste,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the public perception
concern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ose systems are deployed.

Recognizing both the positive attributes and shortcomings of the prior generations
of reactor designs, it is now time to lay the groundwork for a fourth generation to
be called Generation IV.  Because the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will
address needed areas of improvement and offer great potential, many countries
share a common interest in advanced R&D that will support their development.
Such development will benefit from the identification of promising research areas
and collaborative efforts that should be explored by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The collaboration on R&D by many n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will aid the progress toward the realization of
such systems.



2

1. Gener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GIF

1.1 Purpose of the GIF and Vision for Generation IV

The development of concepts for one or more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hat can be licensed,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will
provide a competitively priced and reliable supply of energy to the country where
such systems are deployed, while satisfactorily addressing nuclear safety, waste,
proliferation and public perception concerns.

1.2 Function of the GIF

The GIF will seek to:

1.2.1 Identify potential areas of multilateral collaborations on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1.2.2 Foster collaborative R&D projects,

1.2.3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collaborations and reporting of their results,

1.2.4 Regularly review the progres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direction of collaborative R&D projects,

1.2.5 Establish and regularly review an inventory of the potential areas of
needed research, and

1.2.6 Conduct such other activities to advance achievement of the GIF’s
objective as the Members may jointly determine.

The GIF will includ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with all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includi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1.3 Membership

1.3.1 Subject to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Policy Group, membership in the
GIF is open to other governmental entities which sign this Charter.

1.3.2 Members are expected to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projects, such as the participation in at least
one significant collaborative project.

1.3.3 Non-Members may participate in GIF activities only as noted in thi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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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Technical and other experts from organizations other than those from
countries represented by Members may participate in R&D projects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IF at the invitation of the Secretariat
(see 1.6.6, below) with the approval of the Policy Group.

1.3.5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Nuclear
Energy Agency (OECD N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re permanent observers.  Representatives from other
organizations as deemed necessary by the Policy Group may be invited to
cooperate with the GIF.

1.4 Research Coordination

The Secretariat will establish appropriate methods to facilitate collaborative
research.  These methods will include coordin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NEA.

1.5 Organization

The GIF will be operated without independent physical offices, permanent staff or
operations bu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1.3.2, each Member will
individually determine the nature of its participation in GIF activities.

1.6 Operation

1.6.1 The GIF will operate with the Policy and Experts Groups that have been
formed to date.  Each Member will make up to two appointments to the
Policy Group and up to two appointments to the Experts Group.  Other
individuals may attend Experts Group meetings as deemed necessary by
the appointed members.

1.6.2 This Policy Group will govern the overall framework and policies of the
GIF.  The Group should meet at least once a year, at times and places to be
determined by Group members.  Decisions of the Group will be taken by
consensus.

1.6.3 The Experts Group will report to the Policy Group.  The Experts Group
should meet as often as necessary to review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projects, identify promising directions for the research,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olicy Group on neede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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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The Policy and Experts Groups will seek to identify opportunities to work
with the OECD NEA, IAEA and other organizations to their mutual
benefit.

1.6.5 The entire GIF may meet at such times and places as the Policy Group
may determine.

1.6.6 The principal coordinator of the GIF’s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is
the GIF Secretariat.  The Secretariat (1) organizes the meetings of the GIF
and its sub-groups, (2) arranges special activities such as teleconferences,
(3) forwards new member petitions to the Policy Group, (4) coordinates
communications with regard to GIF activities and their status, (5) acts as a
central source of information for GIF, (6) maintains procedures for its key
functions that are approved by the Policy Group, and (7) performs such
other tasks as the Policy Group directs.

1.6.7 The Secretariat may, as required, use the services of personnel employed
by Policy Group member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de
available to the Secretariat.  Unless otherwise agreed, such personnel will
be remunerated by their respective employers and will be subject to their
employers’ conditions of employment.

1.6.8 The Secretariat will be held by one of the Members and will be chosen by
a consensus of the Members.  The term of the Secretariat will be for two
years and may be rotated or renewed for additional terms at the consensus
of the Members.

2. Identifying Research Needs and Interests

2.1 Research Emphasis

The principal interest of GIF is in intermediate and long-term research.  The
emphasis will remain primarily on long-term Generation IV objectives; however,
the GIF will not exclude other short-term advances consistent with its vision.

2.2 Identification and Updating of Research Needs

The Experts Group will identify research needs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for
the GIF and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The Experts Group will be responsible
for regularly updating the research needs and interests.

2.3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R&D Needs and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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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The Experts Group will identify research areas for consideration by the
Policy Group.  Once approved by the Policy Group, the information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includi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communications will include summaries of the goals for Generation
IV, needed areas of research, and summaries of international progress.

2.3.2 The GIF will not directly issue calls for R&D.

2.3.3 The Experts Group will encourage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GIF
Members.

3. Funding

3.1 General

Unless otherwise jointly determined, any cos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contemplated by this Charter will be borne by the Member that incurs them.  Each
Member’s participation in GIF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personnel and other resources.

3.2 Research Project Funding

Each Member will control its own research management process.  A general fund
will not be created for research collaborations.

4. Program Review

The Policy Group, advised by the Experts Group, will review the program of
collaborative projects to gain an appreciation of the relevance and impact of the
research program.  The Experts Group should also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Policy Group regarding the research agenda.

5. Encouragement of Open Research

5.1 Open Research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R&D fostered by the GIF should be open and non-
proprietary.  The protection and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treatment of proprietary information, generated in R&D collaborations under GIF
auspices will be defined by implementing arrangements between participat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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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ach Member will conduct the activities contemplated by this Charter in
accordance with the laws under which it operates.

6. Commencement, Extension, Modification, Withdrawal, and Termination

6.1 Commencement and Modification

6.1.1 Activities under these Terms of Reference may commence on July 16,
2001, provided a minimum of five Members have signed the Charter, and
may continue for 10 years, unless extended or terminated.

6.1.2 The Terms of Reference may be modified in writing at any time by
unanimous consent of all Members.

6.2 Extension, Withdrawal and Termination

6.2.1 By written arrangement, the Members may extend this Charter for
additional periods.

6.2.2 A Member may withdraw from membership in the GIF by giving 90 days'
advance written notice to the other Members.  The Members may by
written arrangement terminate this Charter at any time.

7. Counterparts

This Charter may be signed in counterparts, all of which, when taken together, will
constitute th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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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POLICY STATEMENT 2004-1 
Approved on 13 January, 2005 

 
GOVERNANCE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WHEREAS : The Charter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signed by ministries 
and agencies of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sets out 
terms of reference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systems; 
 
WHEREAS : by Charter, the Policy Group (PG) has been established to govern the GIF’s overall 
framework and policies, while the Experts Group (EG) is charged to review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project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G on needed actions; 
 
WHEREAS : by Charter, the principal coordinator of the GIF’s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is 
the GIF Secretariat; 
 
WHEREAS : The GIF has issued a “Technology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which identifies the six most promising systems (“Generation IV Systems”) and the 
R&D necessary to advance these Systems; it being understood that each GIF Member will focus 
on the one or more Generation IV Systems that are of greatest interest to it; 
 
WHEREAS : an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FA)’) has been prepared,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R& D collaboration to advance the GIF’s objectives; 
  
RECOGNIZING that, as the collaborative R&D program is expected to extend over many 
years, involve substantial expenditure, and require evaluation and reassessment of goals from 
time to time, an appropriate framework for management, reporting and review is desirable; 
 
RECOGNIZING that by Charter, the GIF Secretariat may, as required, use the services of 
personnel employed by GIF Members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made available to 
it; unless otherwise agreed, such personnel to be remunerated by their respective employers and 
subject to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RECOGNIZING that by Charter, unless otherwise jointly determined, any cos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contemplated by the Charter will be borne by the Member that incurs them; 
 
The GIF Policy Group (PG) has issued this Policy Statement to facilitate (subject to the FA) 
implementation of the R&D programs for each GIF System, while assuring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regularity in the conduct of GIF R&D collaborations. In particular, this 
statement describes: 
 
• the role the GIF PG, advised by the Expert Group (EG), will play in overseeing the R&D 

programs as defined in System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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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tablishment of the GIF Chair and Vice Chair positions; 
 
• the governance framework for GIF collaborative R&D activities; and 
 
•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GIF Secretariat, including arrangements for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NEA) to provide a Technical Secretariat to the GIF. 
 
These elements supplement the Charter, which will continue to provide a robust and flexible 
general framework for the activities of the GIF. Where individual GIF bodies (for example, 
System Steering Committees, Project Management Boards or Methodology Working Groups) 
choose to adopt more detailed procedures or working documents, these should be construed 
consistently with the governance framework described in this Policy Statement, as well as in the 
FA. 
 
A diagrammatic overview of the GIF governance framework described in this Policy 
Statement is given in the Annex. 
 

1. Roles of the GIF Policy and Expert Groups  
 

Policy Group 
 
The PG is the highest- level Committee of the GIF, responsible under the Charter for governing 
its overall framework and policies, and for interactions with third parties. The PG is composed of 
up to two, senior-level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each GIF Member. On request by a GIF 
Member and under terms agreed to by the PG, other individuals may attend particular PG 
meetings as invited guests. 
 
Among its functions, the PG will work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the R&D program by: 
 
• Giving strategic leadership: based on reports from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and 

advice from the Experts Group (EG), the PG will take decisions and give guidance as 
needed. This may cover R&D strategy and priorities; method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assurance; or other matters to be determined by the PG; 

 
• Discussing and deciding upon any financial matters that may arise within the overall 

framework and policy work of the GIF; 
 
• Providing recommendations to the SSCs on the participation in GIF R&D projects by 

organizations from non-GIF countries. 
 
• Considering strategy for engaging with nuclear regulat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regulatory needs and expectations in relation to the R&D program can be addressed in the 
most timely and cost-effective way. 

 
• Developing communications with stakeholders: in way of example, a Seni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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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Panel is being formed to advise the PG on strategic and longer-term issues. The PG 
will consider as required its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 Coordinating interac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IAEA and OECD’s 

NEA; and 
 
• Considering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eneral public. 
 
  
PG Chair and Vice-Chair positions  
 
The PG will elect a Chair, and up to two Vice-Chairs, from within its Membership. The Chair 
and Vice-Chairs will each be one of the membership positions of the GIF Member concerned on 
the PG. Appointments are in a personal capacity; that is, it is the individual Member, not the 
Member’s organization, that is appointed to the given position. All appointments are for two 
years, and appointments shall no t exceed two consecutive terms. The PG may designate 
members to serve in temporary capacities under unusual circumstances. 
 
The principal responsibilities of the Chair are : 
 
• Managing meetings of the PG, working to achieve consensus, and planning forward work 

programs and meetings schedules; 
 
• Initiating, as required and in consultation with GIF Members, development of proposals that 

can be a basis for consensus among the GIF Membership; 
 
• In particular, making arrangements for a Secretariat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GIF, and 

overseeing the Secretariat; 
 
• Appointing the GIF Policy Director and the GIF Technical Director;  
 
• As required, acting as spokesman and representative for the GIF Membership as a whole, or 

designating other PG Members to act in such a capacity; and 
 
• Dealing with other matters, as may be requested by the PG and EG. 
 
The Vice Chairs hold no special authority within the PG, but may be requested by the Chair to 
conduct meetings in the Chair’s stead. 
 
Experts Group 
 
By Charter, the EG reviews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work and reports to the PG. It is an 
advisory and consultative body with no decision-making authority that is not explicitly delegated 
to it by the PG; it may offer guidance, request information, or take other actions at the request of 
the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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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G is composed of up to two, senior- level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each GIF Member. 
The Chair of the PG may invite EG members to attend PG meetings in an advisory capacity. 
 
EG Chair 
 
The PG has confirmed that the GIF Technical Director should serve as EG Chair. 
 
In relation to the collaborative R&D program, the EG will: 
 
• Give expert advice to the PG on R&D needs, directions, priorities and activities for each 

Generation IV System, and related matters; including the evaluation of the research plan to 
be developed for each Generation IV System, and periodic review of progress reports to be 
issued for each Generation IV System; 

 
• Oversee, and advise the PG on,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and related criteria, while 

working to promote their application within the collaborative R&D program. Two 
Methodology Working Groups (MWGs) have been established to date, namely, the 
Economics Modeling Working Group, and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Working Group. A third MWG, the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 is being 
established; 

 
• Oversee and advise the PG on other analyses and studies, as from time to time considered 

necessary; 
 
• Validate, for accuracy and consistency, the assessment by the SSCs of the Systems’ 

feasibility and performance, taking into account the Goals and Criteria set out in the 
Technology Roadmap; 

 
• Co-ordinate as necessary the activities of different GIF entities, to assure technical efficiency, 

quality and consistency of approach; and advise the PG as required from time to time on the 
continuing need for particular groups, as well as any need to establish additional groups; and  

 
• Undertake such other duties as are assigned by the PG. 
 
To fulfill its assigned tasks, the EG may request other GIF entities to furnish the information and 
capabilities necessary. 
 
 
2.  R&D Governance framework: the role of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and 
Project Management Boards (PMBs) 
 
General governance and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FA, GIF R & D collaborations will be conducted within a framework of 
provisions and implementing arrangements designed to facilitate realization of the GIF vision. 
The FA includes (among others) provisions relating to objectives, forms of collabo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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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through a structure of System Arrangements (SAs) and Project Arrangements 
(PAs).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established by the signatories to each SA are tasked to plan 
and oversee R & D to establish the viability and performance of a particular Generation IV 
System. Signatories to each PA will establish a Project Management Board (PMB), tasked to 
plan and oversee a project design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vi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Generation IV System to which it relates.  The PG wishes to see wide participation in PMBs 
by entit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ubject to approval by the relevant SSC.  
 
A more detailed account follows of the functions and operations which the PG expects to be 
performed by SSCs and PMBs.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functions and operations  
 
The purpose of each SSC is to define the R&D program for its respective System and guide its 
implementation. An SSC wi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signatory to the relevant 
System Arrangement. 
 
Each SSC is led by a Chair and co-Chair selected from within its membership. The SSC may 
receive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IF Secretariat under arrangements to be agreed, as 
outlined below. 
 
SSCs will keep the PG informed of their activities, and make the information thereon available to 
the EG.  
 
The functions of an SSC include: 
 
•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n R&D plan (“System Research Plan (SRP)”) for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its system; 
 
• Representing the signatories to the SA vis-à-vis the PG and signatories to each PA related to 

that System;  
 
• Making recommendations for the roles of the participants’ organizations in the respective 

SSC, and overseeing initiation of the collaborations;  
 
• Assessing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o the work of the different PMBs; and 
o functional and reliability considerations with those of safety,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 Reporting to the PG (annually, or as the PG may otherwise request) on the status of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R&D plan; and responding to requests from the PG or the EG for 
information or advice required to fulfill their variou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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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regular assessment of designs against Generation IV goals 
and criteria, to evaluate progress and the merits of the design compared with others; and 
assessing the adequacy of systems in place for the quality assurance of emerging designs. 

 
Project Management Boards (PMBs): functions and operations  
 
A Project Management Board (PMB) wi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signatory to a 
PA. The PMBs established by an SSC report to it. If a PMB is established for an R&D area 
common to two or more of the six System concepts, it will report to the relevant SSCs, one of 
which will take the lead for guiding the Project (by mutual consent of the SSCs involved). 
 
The PMB is led by a Chair and Co-Chair selected from within its membership. The membership 
and Chairs/Co-Chairs of the PMBs are subject to approval by the SSC. PMBs may be assisted by 
the GIF Secretariat. 
 
The functions of a PMB include : 
 
•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executing a Project plan for R&D in support of its respective 

SSC, in line with the provisions in the SRP; 
 
• Reporting the progress of specific or common R&D to the SSC, semi-annually or as 

otherwise requested or directed by the SSC; 
 
• Periodically reviewing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to the SSC on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GIF; and 
 
• Requesting summary information as required about other R&D projects within the program 

for its System. 
 

3. The GIF Secretariat 
 

By Charter, the GIF Secretariat is the principal coordinator of GIF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The Charter lists the Secretariat’s specific tasks, and provides that it will perform 
others as the PG directs. 
 
The Secretariat consists of two groups that will function in a well-coordinated manner. The first 
group, to be known as the “Policy Secretaria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GIF Member 
holding the Chair of the GIF. The Policy Secretariat supports the Policy Group and its Chair as 
well as the Experts Grou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mandates. Within the Policy Secretariat, 
the following posit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GIF PG: 
 
• A Policy Director to assist with the conduct of the GIF PG 
 
• A Technical Director to act as Chair of the GIF EG, and to assist the PG as required to 

coordinate the R&D collaboration and other matters addressed by the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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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GIF PG Member holding the Chair will provide staff as necessary to assist the 
Policy Director and the Technical Director. Other GIF Members may contribute staff to assist the 
Policy Director and the Technical Director on a voluntary basis. 
 
Second, the PG has decided to engage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to provide secretariat 
support for the work of SSCs, PMBs and MWGs. The NEA will be entirely resourced for this 
purpose through voluntary financial and/or personnel contributions made by individual GIF 
Members,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formula. Acting on behalf of the PG, the Technical 
Director will coordinate with the NEA on the conduct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for example 
on the deployment of resources. 
 
The PG considers that NEA assistance will greatly benefit the GIF: first, because its expertise 
can be deployed relatively quickly to enable GIF collaborative R&D to get under way; and 
second, to help assure technical continuity over the lifetime of the GIF program. NEA considers 
that performing this role will support its mission to assist its members in maintaining and further 
develop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legal bases 
required for the saf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conomical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The GIF Policy Secretariat will act to promote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two groups 
comprising the GIF Secretariat. In particular: 
 
• The GIF Policy Director will work with the Technical Director, the GIF Membership and the 

NEA as necessary, to facilitate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GIF Members’ voluntary 
contributions of finance or personnel to support the work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 The GIF Technical Director will act to facilitate timely and effective communication - as 

required, in either direction - between the Technical Secretariat and the EG and the PG. 
 
Each Member will make its contribution directly to the NEA, following the established voluntary 
contribution procedure. These arrangements for the NEA to assist the GIF will be confirmed in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Chair of the GIF PG and the Director General of NEA; and 
will be reviewed annually, or a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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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 GIF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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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POLICY STATEMENT 2004-2  
Approved on 13 January, 2005 

 
ARRANGEMENTS FOR A TRANSITIONAL PERIOD FOR 

COMPLETION AND IMPLEMENTATION OF GIF AGREEMENTS 
 

WHEREAS : GIF Members have agreed upon a broad framework, as described in Policy 
Statement 2004-1 on GIF Governance (“PS 2004-1”), which describes the approach the 
GIF will use to manage its activities, including guiding the work of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and of Project Management Boards (PMBs); 
 
WHEREAS:  SSCs ar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signatories to System 
Arrangements (SAs) and PMBs ar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signatories to Project 
Arrangements (PAs), a number of SSCs and PMBs having been formed on a provisional 
basis, in advance of signature of the relevant SAs and PAs; 
 
RECOGNIZING that: requisite domestic approvals of relevant authorities must be 
obtained before the Framework Agreement (FA) can be concluded; each GIF Member 
has undertaken to initiate such approvals to facilitate entry into force of the FA as soon as 
practicable;  
 
RECOGNIZING that: GIF Members have received inquiries from representatives of 
several countries which express interest in joining the GIF in the future; 
 
RECOGNIZING further that: the FA by its terms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signature 
of three Parties thereto; 
 
RECOGNIZING also that: some GIF Members, due to the requirements of their 
respective FA approval processes, will require substantial time to secure approval, while 
others expect to secure such authority at an early date;    
 
DESIRING: to continu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per governance of R&D, as 
envisaged in PS 2004-1) the progress of collaboration already commenced by SSCs and 
PMBs on a provis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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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F Policy Group issues this Policy Statement establishing the transitiona l 
arrangement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GIF Members in GIF activities pending their 
respective States or multi-State GIF Members joining the FA. 
 
 

I.  Participation in the Policy Group and Experts Group 
 
Continuity Period 
 
For a period of one year after the FA comes into force, all signatories to the GIF Charter 
may continue to participate in all activities,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of the Policy 
Group (PG) and the Expert Group (EG). 
 
Entities that sign the GIF Charter subsequent to the date the FA comes into force may 
participate in all PG and EG activities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ir 
signature of the GIF Charter, provided each such signatory presents a letter to the 
Chairman of the PG stating the intent of that GIF Member’s State (or of a multi-State GIF 
Member) to join the FA within that time. 
 
All GIF Members exercising the Continuity Period will continue to support Secretariat 
and related functions. 
 
 
Grace Period 
 
Signatories to the GIF Charter that exist prior to the date the FA comes into force and 
whose States (or multi-State GIF Members) have not joined the FA by the end of the 
Continuity Period may request a Grace Period to continue their participation on the PG 
and EG pending joining the FA. 
 
Any GIF Member requiring a Grace Period must provide a letter to the Chairman of the 
PG indicating the status of the FA approval process within its jurisdiction to join the FA 
and an estimate of the additional time required. 
 
Such additional time, which is expected to be no more than approximately six months, 
may be approved by the Chairman in consultation with the PG. 
 
No Grace Period will be provided for governmental entities that sign the GIF Charter 
subsequent to the date that the FA enters into force. 
 
All GIF Members exercising the Grace Period will continue to support Secretariat and 
relate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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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Non-Active Statu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Grace Period, signatories to the GIF Charter whose States 
(or multi-State GIF Members) have not joined the FA as detailed above will be 
considered as non-active GIF Members. 

Non-active GIF Members may return to active status at any time that their respective 
States (or multi-State GIF Members) join the FA. 

Until taking such an action, non-active GIF Members may request or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GIF activities as observers or advisers.  Such participat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hair of the relevant group or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PG. 

 
II.  Participation in the System Steering Committees  

and Project Management Boards  
 
Continuity Period and Grace Period 
 
During the Continuity Period and the Grace Period, signatories to the GIF Charter that 
exist prior to the date the FA enters into force and whose States (or multi-State GIF 
Members) have not joined the FA may continue to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activities of the System Steering Committees (SSCs) and as members of Project 
Management Boards (PMB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s, with the following provisos: 
 

1. Such participation is permitted with the assumption that States whose GIF 
Members utilizing the Continuity Period provisions of this Policy Statement, and 
multi-State GIF Members utilizing the Continuing Period provisions, fully intend 
to join the FA and those entities’ respective Implementing Agents intend to 
become signatories to the relevant SAs and PAs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2. GIF Members participating under a Continuity Period or Grace Period will 

suppor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membership, any costs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SSC or PMB meetings. 

 
3. The owner(s) of proprietary information have the sole discretion to provide access 

to such information by others, including GIF Members whose States (or multi-
State GIF Members) have not joined the FA. 

 
Further, a GIF Member participating under a Continuity Period or Grace Period during a 
period when that GIF Member’s State (or a multi-State GIF Member) has not joined the 
FA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SSC, sign any PA and participate in the related 
P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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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by Non-Active GIF Members  

Non-active GIF Members may not participate in SSC activities. 

Further, GIF Members in an non-active status whose State (or a multi-State GIF Member) 
has not joined the FA,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SSC, sign any PA and 
participate in the related P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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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POLICY STATEMENT 2005-2 
Approved on 26 January, 200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FORMATION  

EXCHANGES 
 

WHEREAS: Phase 1 of Generation IV resulted in the selection of six next-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Systems”), and the Technology Roadmap identified the R&D pr ograms 
needed to succeed in the deve lopment of, at least, some of these Systems;  

WHEREAS: GIF decided to enter into Phase 2, aiming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se selected Systems, through the implementa tion of collaborative R&D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ach System through a concerted, shared and coordinated ef-
fort focused on the single goal of making this System successful; 

WHEREAS: the Viability and Performance Phases of each System are expected to last 
around 10-15 years , the first aim of these phases being the resolution of some key technologi-
cal issues that affect the viability of the System; 

WHEREAS: GIF members have decided to initiate R&D Projects (approximately 3 to 4 Pro-
jects per System) to which some GIF members will concretely participate, possibly in associa-
tion with outside accepted partners, and to share tasks according to each one’s specific skills 
and means. Thus spreading the whole work over all the Project partners allows them to share 
needed efforts. 

WHEREAS: most or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s defined in § 3.1 hereaf-
ter, created during the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work will be created through these R&D 
Projects; 

The GIF Policy Group issues this Policy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on IPR and infor-
mation exchange, as guidance.  The GIF Members recognize that all parties to a Project are to 
ensure, through contractual or other legal means if necessar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
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furnished under R&D projects. 

1 Collaborative R&D under GIF 

GIF fosters open R&D and scientific publications. However, at the same time, GIF Members 
recognize the advantages of ensuring uniform, adequate and effective allocation and protec-
tion of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patentable or not, created or furnished in their collabora-
tion.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in the course of a Project, by persons employed or sponsored by 
a party, is to be owned by that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jointly is to be jointly 
owned.  Terms of License rights for commercial use may vary, based on considerations such 
as the valuation of a party’s contribution. 

The aims of scientific publication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uccessful devel-
opment of Systems may be achiev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governing principles on: 

♦ Open information versus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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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Mutual Consultation 

♦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 Design of the System 

2 Open information versus confidentiality 

The GIF acknowledges that some information is of a nature that involves the obligation to 
protect its confidentiality. It is so regarding 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sensitive or physi-
cal protection related information. It is also the case when, in the framework of a System or 
Project Arrangement, information is identified as business-confidential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the providing party provides the said information subject to an obligation 
to maintain its confidentiality. Parties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whether business-
confidential or national security sensitive, should identify documents or portions of doc u-
ments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nd stamp or otherwise clearly designate such information 
as business-confidential or national security sensitive, as appropriate.  Furthermor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a party may provide to a Project participant information useful 
for collaborative R&D that is business -confidential, when it is relevant and at the providing  
party’s discretion. Agreement to provide such information should not be unreasonably with-
held. National security sensitive information may only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providing party.  

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s defined as the subject matter set forth in Article 2 of in the Conve n-
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done at Stockholm, July 14, 
1967, and may include other subject matter as agreed by the parties concerned.   

2.  Protection and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arties involved in the collaboration will implement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furnished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Relevant provisions of System Arrangements and Project Arrangements should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applicable,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most recently revised in Stockholm on 14 July 1967 and as amended on 
28 September 1979. 

3.  Patents status 

If, according to § 4.2, parties to a Project that are joint inventors decide to file the applic ation 
for a patent , they should prepare, in good faith, a co-ownership agreement for this pa tent. In 
case one of these parties waives its right for filing patent application, the other applicants 
should have a preemptive right.  

4.  Ownership of IPR including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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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y that has solely generate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urse of a Project is the sole 
owner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jointly is jointly owned by 
the creating pa rties. 

In case more than one party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r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ommercial license terms may take into account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se parties, including the value of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System Arrangement) negotiated according to a valuation process agreed upon by the parties 
concerned. 

5.  Rights of use of the results 

 Except a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each owner or  co-owner of 
the results has a royalty-free and non-restricted right of use of such results.  In case of indus-
trial or commercial, non-governmental use, it is understood that the co-owners should negoti-
ate a fair agreement for the conditions of this use. 

Any party which acquires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under a Project should 
make available to other parties participating in a particular Project, or significantly (as dete r-
mined by the relevant SSC) participating in any Project contributing to the same System, a 
non-exclusive, royalty-free license, to use said intellectual property, if necessary for the pur-
pose of Generation IV R&D. 

Any party which acquires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under a Project should 
make available to other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ject, or significantly (as dete r-
mined by the relevant SSC) participating in any Project contributing to the same System , for 
commercial use, a non-exclusive license, on terms more favorable than the basis upon which 
such party licenses such created intellectual property to third parties. The terms of this non-
exclusive license for commercial use to these other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matters 
such as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se parties, including the value of background pro-
prietary information negotiated according to the valuation process agreed upon by the parties 
concerned. 

Any license granted by a party to third parties foreign to the GIF should be subject to general 
conditions of licensing as unanimously determined by the relevant Project Management 
Board.  In addition, in the event of co-ownership, it is understood that the co-owners should 
negotiate a fair agreement for the terms of such license. 

6.  Withdrawal 

In case of withdrawal of a party in the course of a Project, such party remains the owner or 
co-owner of the results it has generated and entitled to the related rights of use. However, 
such party should award a license on these results to the other parties at their request, under 
fair conditions, and should not be granted any further right to the results which belong to the 
other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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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sultation  

Consultations between Project parties will be necessary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a party identifies information of a scientific nature that is not business-confidential, 
that it deems relevant for publication, a mutual consultation should be organized by the 
Project Management Board in order to assess and agree on this matter. The party whose 
personnel generated the information w ill have the final decision on publication. 

2.  When a party develops information that it considers as having an inventive value which 
could justify the application for a patent, it should describe the invention according to a 
patent format:  That party will have the righ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at its discretion.  If 
that party chooses not to file, other concerned partie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is in-
ventive activity to a Project may file for patent protection with prior consent of the invent-
ing party. 

3.  Free licenses for R&D, and commercial licenses on terms that take into account consid-
erations such as respective contributions based on the valuation method determined by the 
parties concerned, will be available to parties as set forth above.  

5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Ownership of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is not to be affected by the Generation IV 
Framework Agreement or related implementing instruments.  

Parties to a System and/or Project Arrangement will negoti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ill supply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on System design which is needed by the 
other parties to perform R&D on the Projects related to the concerned System. When a party 
owning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provides this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ies 
may use it, in most cases free of charge ,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collaborative R&D 
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Plan. However, the disclosure of such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conveys no right to use it for any industrial or commercial application. It is un-
derstood that no other right than those licensed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 granted under the System Arrangement or Project Arrangement. 

Receiving and disclos ing parties could, however, choose to negotiate specific rights of use for 
other purposes than collaborative R&D 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Research and Project 
Plans, namely,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lated Systems, against a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icense value of the technology as determined by the market. 

6 The design of the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and know-how, patentable or not, generated by joint design efforts will 
arise globally at the Project and System level in the form of Knowledge or Process Books and 
Design Documents. 

In consideration of a future demonstration phase, project arrangements should include appr o-
priate provisions in particular for exchanging information, valuation of contributions and 
rights of use. 

The GIF, however, approves the principle that since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will be ge n-
erated by joint efforts, it would be fair that future benefits born through the industr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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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Project and System results be shared according to considera-
tions such as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each partner.  



부록 5.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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