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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미래원자력기술 국제공동연구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을 심으로 추진 인 원자력선진기술에 한 국

제공동연구인 GIF의 Gen IV 공동 개발과 IAEA의 INPRO 로그램에 참여 이

며, 미국과는 미래 원자력기술분야에서 I-NERI 로젝트를 수행 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기 하여, 지 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한 국제 동향

의 악과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련 국제 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

과 정립  공동연구 추진을 한 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한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PRO 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한 제반 사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한 방안 개발과 I-NERI  INPRO 추진을 한 략의 탐색  이들 로그램

에서의 국제 력을 주 목 으로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는 연구 목 의 달성을 하여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 원자력선진기술에 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한 방안 개발  국제 력

○ I-NERI 추진 지원  국제 력

○ INPRO 추진을 한 국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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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1) 원자력선진기술에 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기술 공동연구개발 로그램인 GIF, I-NERI, 

INPRO의 추진 동향  망을 분석하 고, GIF  INPRO 진행에 따른 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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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발계획( 안)과 Gen IV 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을 한 문서  INPRO의 

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 기 과 지침(기술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한 방안 개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추진을 한 GIF 회원국간 의에 참여하 으며, 력 기반 

조성을 한 국제 력활동을 수행하 다. GIF 정책그룹  문가그룹 표로 

활동하여 공동연구 정 등의 안  공동연구계획 검토에 참여하 으며, 시스템

평가를 한 방법론그룹에 참여하 다.

Gen IV 공동연구추진을 한 정의 검토  국내 의견을 작성하고, GIF 

정책그룹의 국내 개최  지원, Gen IV 워크 의 개최 등을 수행하 다.

(3) I-NERI  INPRO 추진 지원  국제 력

한‧미 BINERIC 참여와 지원을 통한 국제 력  I-NERI 추진 력기반을 

구축하 고, INPRO 추진을 한 국제 력  지원을 수행하여 INPRO Steering 

Committee(SC)에 문가로 참석, 우리나라 입장의 반 을 한 회의 응  

력에 참여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Gen IV 공동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수행 인 미래형 원자력시

스템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에 반 하여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국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략의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 원자력 G-7 진입을 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선진국과의 

력과 원자력 수출을 한 개도국과의 효과 인 력 기반 구축과 력의 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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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conduc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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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연구 배경  필요성

2007년부터 격히 상승한 국제 원유 가격이 2008년 사상 최 치를 경신하

며,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반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재의 고유가는 

투기자본에 의한 상승원인 이외에도, 국 등 개발도상국의 에 지수요 증가와 

원유생산국의 생산 능력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러한 원유 가격 상승과 맞물러 세계 에 지 수요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국

제에 지기구(IEA)는 2030년  세계 1차 에 지 소비량이 2005년에 비해 1.5배 

증가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산업 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 기상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각종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작 면  감소, 사막화의 

확 , 산림의 축소 등 생태계의 괴가 발생하고 있다. 지 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의 실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유가 지속, 에 지 자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한 에 지 공 원의 다변화  에 지 안보 제고 등을 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 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은 안정 이고 환경친화 인 원

의 이용 확 와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험 등을 기술 으로 해결할 새

로운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 이다.

그 표  로그램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 IV)와 IAEA 신원자력기술 로그램인 INPRO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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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선진국들과 양자 간 원자력 공동연구 로그램인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추진 이다.

우리나라는 GIF의 창설 회원국으로 Gen IV 공동 개발 추진에의 참여  

IAEA INPRO 로그램에 참여 이며, 미국과는 미래 원자력 기술분야에서 

I-NERI 로젝트를 수행 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원

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지 까지의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한 국제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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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며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련 우리나라 입장의 분석과 정립  공동연구 

추진을 한 력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한 향후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PRO 로그램의 원

활한 추진 참여를 한 련사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2  연구 목표  내용

본 연구는 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를 한 방안 개발, I-NERI  INPRO 추진을 한 략 수립  국제 력을 

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1) 원자력선진기술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 동

향을 분석하고 (2)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평가방법론 개발 황을 개 으로 

기술하 다.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재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07년 GIF의 가장 큰 진 사

항인 Gen IV 로젝트약정에 해 기술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별 추진 황을 정

리하 다. 한 평가방법론그룹의 활동 황과 2007년 GIF 정책그룹회의  문

가그룹회의의 의제별 주요결과를 정리하 다. 더불어 한미원자력 공동연구를 

한 I-NERI, IAEA 회원국을 심으로 진행 인 INPRO의 최근 기술 력동향과 

향후 개 방향에 해 기술하 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 황에서는 안 성, 경제성,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등 GIF 각 분야에서 평가방법론 그룹의 평가 도구 개발 

련 황을 정리하 으며 IAEA INPRO 방법론 개발 황을 기술하 다.

제3  연구 추진방법

본 연구의 효과  추진을 하여 3가지 형태의 추진방안을 강구하 다. 첫 

번째는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련된 국제동향의 모니터링과 련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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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와 진행상황에 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의 일환

으로 GIF 정책  문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된 

문가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 계자들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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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처로 보고되게 하 고, 출장보고서로 작성하여 지속 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는 국내의 계 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의 운 으로서, 이

를 통하여 요 정책  결정사항에 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 다. 이와 

련하여 선진원자력기술분야 련 산·학·연 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선진기술확

보사업 기획 원회,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정검토 소 원회가 운

되었다. 이들 자문그룹을 통하여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추진과 련된 우

리나라의 입장에 한 심의, 국내 추진체계 구축을 한 방안 심의, 분야별 련 

문가의 선정 등과 함께 주요 정책사항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이 이루

어졌다. 

세 번째는 ․산․학․연의 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된 국내․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계자들에게 지속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한 원자력학회 등을 통하여 세

미나와 워크 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 다. 특히, 련 

분야의 문가와의 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한 추진경

과를 설명하고, 주요 안사항에 해 의견을 수렴하 으며, 그 결과는 계 부

처에 보고되어 정책 으로 반 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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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원자력기술의 공동 개발 노력

제1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공동연구 추진  

1. 제4세  원자력시스템

Gen IV로 불리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 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하여 미국을 심으

로 한 원자력선진국이 개발을 추진 인 차세  원자력시스템이다.  

원자력시스템의 세  구분은 1950년  창기에 원자력으로부터 력을 생

산하기 시작했던 제1세 , 이후 1960년  후반 이후 1970년 까지 건설되어 재 

 세계 으로 운  인 부분의 원 으로 우리나라의 기 원 에 해당하는 

제2세 , 그리고 1980년  이후 시작되어 1990년  건설된 성능 향상과 표 화를 

이룬 한국형 표  원  등의 3세 로 구분된다. 3세  원 에서 신안  개념의 

도입과 용량의 격상으로 경제성이 향상된 개량형 원 을 제3세  러스(Gen 

III+)라 하며 최근 주요 원  국가에서 건설 이거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표되는 재의 3세  원자로와 비교하

여 신 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 지자원을 최 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

력 있는 가격으로 에 지를 공 할 수 있으며, 안 성과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은 원자력

시스템의 세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원자력시스템의 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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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은 새로운 개념의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하여 조직된 국제 력체로, 2000

년 1월, 미국을 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 원자력시스

템 개발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결성하 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을 한 국제 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당  한국, 미국, 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 남아 리

카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년 스 스가, 2003년 유럽연합(EU)이 

가입하 으며, 2006년 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재 13개 회원국으로 운 되고 

있다.

<그림 2-2>는 GIF의 운   R&D 추진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여기

을 나타내고 있다. Gen IV 개발에 한 정책의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술 인 분야는 문가그룹(Expert Group)이 책임을 지도록 하

고 있다. 두 그룹을 보좌하는 GIF 정책사무국(Policy Secretariat)은 재 GIF를 

주도한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

(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정책사무국의 기술국장은 GIF의 기술  사항을 

종합하며, 문가그룹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 개발의 실질 인 연구개발 수행과 리는 시스템운 원

회(System Steering Committee; SSC)와 로젝트 리 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하며, 

OECD/NEA는 오랫동안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리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사

무국으로서 운 원회와 로젝트 리 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향후 Gen IV 도입 과정에서 산업  의 고려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제원자력산업계와의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계 자문 패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을 구성하여 Gen 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비한 조언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그룹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문가그룹에 한국과학재

단의 원자력단장이 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

가 각 1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실제  기술개발을 수행할 시스템운 원회와 

로젝트 리 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연구 의에 참

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GIF의 추진체제에 변화가 있었다. GIF의 출범시부터 의장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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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온 미국에 이어서 랑스가 제2기 의장국이 되었으며, 이후 회원국의 순

환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7월 정책그룹회의에서 2기 의장으로 의장

국인 미국의 추천을 받아 랑스의 J. Bouchard(CEA)가 선출되었으며, 2006년 11

월 랑스 정책그룹회의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의장국은 일본과 미국이 

수행하고 있으며, GIF는 부의장국 수와 역할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GIF 체제  국내 참여기

2. GIF 추진 황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2002년 7월,  세계 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

래형 원자로 후보 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 성과 핵확산

항성을 선정기 으로 하여 6개의 가장 유망한 Gen IV 개념을 선정하 다. 선정

된 Gen IV 시스템은 아래의 <표 2-1>과 같다.

한 2002년 12월, 회원국의 문가들이 참여하여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

동연구개발을 한 Gen IV 기술로드맵(Gen IV Technology Roadmap)을 완성하

다. 기술지도는 6개 Gen IV 시스템별로 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의 추진 내용/일정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재는 Gen IV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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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까지의 진행상

황을 반 하여 기술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정이다. 

System
Neutrons 
pectrum

Coolant Temp. °C Fuelcycle
Size 

(MWe)

VHTR(Very high 
temperaturegas reactor)

thermal helium
900 to 
1000

open 250-300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fast sodium 550 closed
30-150,

300-1500, 
1000-2000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thermal/
fast

water 510-625
Open/
closed

300-700
1000-1500

GFR (Gas-cooled fast 
reactor)

fast helium 850 closed 1200

LFR (Lead-cooled fast 
reactor)

fast lead 480-800 closed
20-180,

300-1200, 
600

MSR (Molten salt reactor) epithermal
fluoride 

salts
700-800 closed 1000

표 2-1. GIF 선정 제4세  원자력시스템 

GIF는 Gen IV 국제공동연구의 책임 있고 효과 인 추진을 하여 3단계의 

연구개발 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재 정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 

정은 정부가 서명 추체가 되는 기본 정(Framework Agreement), 기본 정의 

이행기 이 맺는 시스템약정(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  연구

주 기 이 맺는 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으로 구분된다.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기본 정은 2005년 2월

28일,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국의 정부간 정으로 발효되었다. 미국, 

국1), 랑스, 일본, 캐나다는 기본 정 서명식 참여하 고, 이어 스 스(‘05. 8), 우

리나라(’05. 11)와 EU('06.5)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추후 발효되었다. 재 남아공과 

2006년에 GIF에 신규회원국으로 참여한 국과 러시아 기본 정 승인서 기탁을 

한 국내 차를 진행 으로 국은 2006년 11월 국내 차가 완료되었음을 

1) 국은 국내의 사정으로 기본 정의 가입을 철회하 음.



- 9 -

GIF 회원국에 공지하 다.

Gen IV 6개 시스템 별로 참여 회원국의 이행기 이 서명하게 되는 시스템

약정은 2005년 정 문안에 한 의에 착수하여, 2006년 2월에 SFR 시스템약

정이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VHTR, SCWR, GFR 3개 시스템약정이 발효되

었다. 

각 시스템은 수개의 로젝트로 구성되며 로젝트별로 체결하는 로젝트

약정은 2005년 말 의에 착수하여 로젝트약정 내용과 문안에 한 의를 진

행하 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2개 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2007년 

기  VHTR 시스템은 로젝트약정의 문안 의를 완료하여 회원국의 서명 차

를 진행하고 있고, SCWR 시스템은 로젝트약정에 한 의를 진행 으로 

2008년  발효가 될 것으로 상된다. 

각 회원국의 참여 시스템은 2007년 12월 기  <표 2-2>와 같다.

 

회원국 GFR LFR MSR SCWR SFR VHTR
참여

시스템 수

캐나다 ○ ○ 2

EU ○ ○ ○ ○ ○ ○ 6

랑스 ○ ○ ○ ○ 4

일본 ○ ○ ○ ○ ○ 5

한국 ○ ○ 2

스 스 ○ ○ 2

미국 ○ ○ 2

참여국 수 4 2 2 4 5 7

표 2-2. 회원국별 Gen IV 시스템 참여(시스템약정 서명 의사 표명 기 )

 

이후에 2007년의 주요한 GIF 추진 황과 활동을 정리하 다.

가. Gen IV 국제공동개발을 한 로젝트약정의 발효

2007년의 GIF의 가장 큰 진 사항은 Gen IV 로젝트약정의 발효이다. 연

구개발 정의 최상  정인 기본 정은 2004년부터의 의를 거쳐 2005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 표의 서명식을 거행하여 발효된 바 있다. 그 하

부의 시스템약정은 Gen IV 시스템의 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능을 최 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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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로젝트 약정의 목

제2조. 로젝트 계획

제3조. 로젝트 운 원회

제4조. 로젝트 운 원회 의장

제5조. 로젝트 기여

제6조. 콘소시아(Consortia)

시스템의 실증을 진하는 데 필요한 R&D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약정서

명자들 간에 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6개의 시스템 별로 참여

국들이 체결을 하 다. SFR 시스템약정이 2006년 2월 발효된 이후 VHTR, 

SCWR, GFR의 3개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다. 

 시스템약정 하부의 로젝트 약정(Project Arrangement)은 시스템별로 개

별 로젝트로 체결하게 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로젝트 수행을 한 참

여기  간 계약 인 성격이 포함되는 력 약정이다. 2005년 4월의 벨기에 뤼

셀 정책그룹회의에서 우선 의 상으로 SFR 핵연료(Advanced Fuel) 로젝트 

 VHTR 재료(Materials) 로젝트를 선정 후 의를 진행하 다. 

제일 먼  의에 착수한 SFR 로젝트약정은 핵연료 로젝트약정을 

상으로 참여 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랑스, 국, EU의 6개국이 2005년 10

월부터 의에 착수하여 6차에 걸쳐 Negotiator 의를 진행하여 2006년 6월에 

약정 문안에 한 합의를 완료하여, 2007년 2월 서명 발효되었다. VHTR 시스템

의 재료 로젝트약정은 2006년 10월에 참여국간 상에 착수하여 의를 진행

하 으며, 회원국이 서명 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젝트 약정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로젝트 수행을 한 참여기  

간 계약  력 약정으로 법률  기속력이 있는 로젝트 참여 수행국 간의 약

정이다. 회원국은 실제  연구수행기 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

자력연구개발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정의 서명자로 참여하 다.

약정은 총 22개의 조항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정은 공동연구

개발의 범 , 비용, 일정  리방안과 생산정보의 활용, 지 재산권, 소유권, 분

쟁조정, 계약, 서명자의 자격 등 연구개발 이행  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아래에 로젝트약정의 조항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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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력 견

제8조. 장비  재료 교환

제9조. 계약

제10조. 배경자산정보의 사용  공개

제11조. 생산정보의 양도  사용

제12조. 비   비공개

제13조. 보안 의무

제14조. 지 재산권

제15조. 분쟁조정

제16조. 서명자 가입, 탈퇴, 정지  배제

제17조. 불가항력

제18조. 책임

제19조. 서명자간의 계

제20조. 용법

제21조. 통지

제22조. 일반 규정

부속서 1. 로젝트 계획

부속서 2. 로젝트 운 원회 운  규정

로젝트약정은 공동연구의 진행에 한 회원국간의 법 인 약속으로 

GEN IV 공동연구의 공식화를 의미하며, 로젝트약정 체결은 재 진행 인 

회원국간의 력이 실제 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회원국은 약정에 의한 연구의 

진행과 결과물의 산출에 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나. 시스템 추진 황

SFR 시스템의 로젝트약정 체결로 공동연구가 공식화 된 2007년의 시스

템별 추진 황을 정리하 다.

(1) 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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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R 시스템에서 2006년 시스템약정에 서명 의향을 표명한 일본과 EU 2개

국 , EU는 시스템에 참여할 정이나 일본의 시스템약정 참여는 불확실한 것

으로 악되었다. 일본은 로젝트 수 의 참여는 확정되었으나 시스템약정의 서

명은 내부 의 이며, 2007년 11월 스 스가 LFR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 다. 

LFR은 연구계획(System Research Plan; SRP) 안에 한 EG의 검토가 진

행 이며, EG의 검토의견, ELSY(European Lead-cooled System)의 비 설계 

결과 등을 반 하여 2008년 4월 SRP 1차 안을 발간할 정이다. LFR 시스템은 

소형(20MWe)과 형(600MWe)의 두가지 트랙에 해 연구개발을 추진 에 있

으며, 냉각재인 납(Lead) 련 기술의 ADS(Accelerator Driven System)와 복

성, SFR과의 공통연구 등이 주요 심사이다.

LFR에 한 재 우리나라의 참여 활동은 학계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 참여가 아닌 개인 문가 참  자격의 활동으로 시스템 

 로젝트에 공식참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 다.

LFR은 운 경험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참여를 표명하기 

않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체 노형으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회원국의 력

이 본격화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 MSR

MSR 시스템은 랑스와 EU가 향후 공식 으로 참여할 정이며, 러시아

의 참여를 기 하고 있다. 미국이 observer로 참여하고 있고 재 SRP 안 작성

이 진행 에 있으며 액체염의 화학  특성, 구조재료, 평가코드 등이 주요 사항

으로 VHTR, SFR과 연 성이 있다. MSR은 재 시스템 연구개발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

(3) SCWR

SCWR은 캐나다, EU, 일본이 시스템약정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으며, 랑스

가 서명 차를 진행 에 있으나 시스템 수 의 참여는 어려울 망이다. 국은 

재 비활성 회원국이나 SSC의 승인에 따라 observer로 참석하고 있으며, 기부

터 참여하 던 우리나라는 시스템 연구 수 이 아닌 로젝트 수 에서 참여를 

결정하여 시스템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재 2개의 로젝트 약정 서명이 추진 이고 참여국  일본이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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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 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할 정이나 내부 콘소시움 약정의 의 

계로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재 시스템 수 의 종합 인 연구보다는 기술의 

실증을 한 연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 등이 참여하는 경우 품질

리체제(QMS) 용 등과 형규모 설비 등의 공동제작 등이 주요 안이다.

(4) VHTR

VHTR은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스 스, EU가 시스템에 참여하

고 있으며, 기본 정의 가입을 추진 인 남아공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로

젝트약정은 법률  문안이 확정되어 2007년 내에 서명 정이며, 3개 로젝트 계

획도 완성되었다. 

Fuel & Fuel Cycle 로젝트와 Hydrogen Production 로젝트는 기술사무

국인 OECD/NEA가 2007년 9월말 회원국에게 요청하여 로젝트 약정에 한 

서명이 진행 에 있으며,  Material 로젝트는 남아공의 참여를 기 하여 2007

년말 재 약정 추진 차를 기 이다. VHTR SSC는 남아공의 PBMR이 

Material 특성의 평가  선정에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로젝트계

획 의에 지속 참여하고 있어 남아공의 로젝트약정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

고 있다.

VHTR은 재 회원국 로젝트로 진행 인 Mid-term 로젝트인 남아공

의 PBMR과 미국의 NGNP 등 로젝트의 진행지연으로 Gen IV 기본개념 구성

지연이 안으로 제기되었으며, 로젝트의 추진에서 지 재산(Intellectual 

Property), DB(Database) 등의 리가 주요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각 로젝트약정에 서명 정이다.

(5) GFR

GFR은 EU, 일본, 스 스, 랑스가 참여하고 있으나, 시스템 약정 발효 후 

회원국의 참여활동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재 VHTR의 시스템공통기술 분야

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시스템 개발에 학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연구의 추진 시에 SSC에 특별 참 의 자격으로 외부 문가를 참

여시킬 정으로 2008년 2월 경 국제 Workshop을 계획하고 있다.

(6) SFR

SFR은 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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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약정이 발효되어 실질  공동연구 개발이 진행 에 있다. 최 로 2007

년 3월에 Advanced Fuel 로젝트가, 9월에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로젝트가, 11월에 Component Design and BOP 

로젝트가 발효되었다. 재 시스템종합 로젝트(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가 2008년 3월 로젝트계획 안 완성을 목표로 진행 이며 로

젝트약정 서명 후의 활동을 반 하여 시스템연구계획(SRP)을 Update할 정으로 

특히 참조노형을 형(Loop), 형(Pool), 소형(Modular)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정이다. 

국은 차기 SCC부터 공식 으로 SFR에 참석할 것으로 상되며, 시스템

종합  CD/BOP 로젝트에 참여 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 평가방법론그룹 추진 황

(1) RSWG

안 성 방법론그룹(RSWG)은 안 /품질 목표 정의, 평가방법론 정립, 안

성 기본의 주요 안 규명, 안 철학, 바람직한 안 성 Level 정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자에게 유용한 Guidanc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의 안 성 확보는 Add-On 개념이 아닌 Built-In 개

념으로 개발되어 경제성의 하를 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 다.

재 RSWG와 각 시스템의 설계 련 로젝트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

며, 한 각 시스템의 SSC를 지원하고 EG  PG에 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RSWG 보고서(Ver 1.0, ‘07. 5)를 발간하여 Gen-IV 시스템 개발에 

고려할 것을 권고하 으며, 향후 효과 이며 기술 립 인 인허가  규제와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과의 력 교류에 을 두어 

활동할 정이다.

(2) EMWG

 경제성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EMWG는 비용추정 지침, 소 트웨어

(G4-ECONS)  사용자매뉴얼 개발, 제계산 수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부문에서 핵연료주기(Open Cycle, Partly Closed Cycle, Fully Closed Cycle 

상)를 포함하여 력생산  타분야(수소생산, 담수화 등) 비용 평가를 수행하

고 있으며, 재 SYSTEM80+, GTR(GA), AFCI, JSFR 등을 상으로 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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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계산을 수행 이다.

경제성 분석 소 트웨어는 OECD/NEA를 통하여 배포하고 문가들의 사

용결과 등을 반 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3) PRPP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부문의 PRPP 방법론 그룹은 시스템개발에 

PRPP의 원칙을 반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단계부터 SSC와 교류 추진 에 

있다. 17차 PRPP WG회의(2008.1.30∼31, 랑스 마르쿨)에 SSC 표가 참여하여 

조를 한 실제  방안과 근법을 의할 정으로 2008년 5월, 미국 BNL에

서 PRPP 워크 을 개최할 정이다. 

Gen IV의 개발에 있어서 PRPP는 시스템에 규제의 형태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이 Gen IV 기술목표를 충족하기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GIF 정책그룹회의  문가그룹회의 개최

2001년 GIF의 결성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정책그룹회의는 GIF

공동연구추진을 한 정책  사항과 운 련 사항을 의하여 왔다. 제22차 

GIF 정책그룹회의  문가그룹회의는 '07년 11월27일에서 11월30일간 우리나

라의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정책그룹회의는 11월29일에서 30일 양일간 산업계자

문패 (SIAP)  문가그룹과의 합동회의로 개최되었고, 정책그룹회의  2일간 

문가그룹회의가 개최되었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스

스, 국, EU의 8개국 정책그룹 표, 문가그룹 표, 산업계자문패 이 참여하

으며, 방법론실무그룹 의장  시스템운 원회 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개최

되었다. 한국 표단은 정책그룹 표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원자력연구원 장

문희 본부장이, 문가그룹 표로 과학재단 원자력단장과 원자력연구원 김  

부장이 참석하 으며, 산업계자문그룹 표로 한국 력 장 진 처장과 두산 공업 

박정용 상무가 참석하 다.

의제별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신규회원국 기본 정 비  황으로 국은 

기본 정의 승인을 한 내부 차를 완료하 으며, 기본 정 가입서를 외교채

을 통해 사무국(OECD/NEA)에 송부 정임을 밝혔다. 한 남아공은 내각 의, 

의회비  동의를 마치고 통령의 비 차를 진행 임 사무국에 공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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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활동(시스템 련 사항포함)과 련정보를 포함하는 GIF 연차보고서 

안을 검토하 으며, 정책그룹의 검토를 거쳐 2008년 3~4월경 보고서를 발간 

정임. 

○ SIAP가 권고한 Design Convergence에 해서는 VHTR  SFR과 연계하여 

차기 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할 것임. 

○ 시스템종합 로젝트명을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SIA)"로 하

고 R&D 요건제시, 결과종합, Gen IV 기술목표에의 부합성 평가 등을 역무

범 로 하며 재 약정의 기술  사항을 근거로 정책 /법률  검토를 추

진할 정임.

○ LFR시스템연구계획(SRP)을 검토하고 몇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하 으며(기술

 안 규명 요구 등) SFR 핵연료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방

안의 필요성을 제시토록 함.

○ Gen IV 로드맵의 보완은 비용과 일정의 상세보완 신 2002년 이후의 상황

을 반 하여 개선에 을 둔 별도보고서(Stand- alone)로 하도록 하며 

Update에 약 1년 정도 소요 상됨.

○ 안 성실무그룹(RSWG)의 보고서는 EG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2007년 12월

까지 작성하며, ‘08년 1월 EG 회람 검토 후 정책그룹의 검토와 승인 차를 

추진할 것임.

○ 경제성실무그룹(EMWG)은 SSC, PMB와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고 향후 역할

에서 자문(Consultation)의 비 을 높이도록 하고, EMWG에서 개발한 

“G4ECONS" 소 트웨어의 배포에 해 정책그룹의 승인을 권고함.

○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실무그룹(PRPP)은 시스템기술개발에 PRPP 원

칙이 반 될 수 있도록 SSC  SIA 로젝트와 교류  자문활동 강화 필

요성을 권고함. 

○ 방법론실무그룹의 TOR(Terms of Reference)에 공동의장의 변경 시 EG의 검

토와 PG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국과 함께 가입한 러시아는 기본 정 비   기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 정

책그룹회의에 불참하 다.

문가그룹회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책그룹에서 연차보고서는 GIF 출범이후 활동에 한 최 의 공식보고서

로서 그 주요내용이 회원국의 정책결정자, 기술계, 산업계 등에 큰 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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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Gen IV 투자자의 심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 시 인

허가, 경제성, 정책 인 험도(Risk)를 고려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설계의 단계에 따라 인허가기 과의 계, 설계주체 등의 

고려방안을 권고함.

있으므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RSWG는 SSC 등 GIF 내부조직뿐 아니라 다

국간설계평가 로그램(MDEP)과 기 단계부터 지속 인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

라는 권고가 제시되었다.

한 GIF/INPRO 워크 이 2008년 2월28일에서 29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에서 GIF 활동 소개  정보제공, 방법론에 한 상호 력 User Country의 

Criteria  필요성 등에 한 악 등을 목 으로 하여 개최될 정이다. 주요내

용으로 GIF는 시스템 개발 황(SFR, VHTR, GHR), 시스템 평가 방법론(경제성, 

안 성, PRPP), 산업계와의 연결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할 정이며 INPRO는 

INPRO 황, 공통사용자요건, 력 로젝트 구조, 기타  IAEA의 련 공동연구

활동 등의 발표를 정하고 있다.

GIF 기술사무국 (DECD/NEA)은 회원국이 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07년 비용은 20차(2007.03, 오타와) 회의에서 승인하 으며, 총액 1백만 유로로 

7개국(EU,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한국, 스 스)이 분담하 다. 비용은 동일

부담(20%)-보유원 수(40%)-GIF참여시스템(40%)을 가 치 기 으로 배분하며 

문가(CFE) 견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해당비용의 60%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총액 112,000유로를 분담하며 CFE 견을 반 하여 실제  분담

은 67,400유로이다. 2007년 비용의 결산은 차기정책그룹회의에서 보고할 정이

다. 2008년 비용은 2007년과 동일기 을 용하고 분담회원국에 국, 러시아, 남

아공을 추가로 포함하면 200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망이다.

한 GIF는 의 인지도와 수용성의 증진을 해 Communication 자료

를 작성 으로 FAQ(20개), GIF 활동 슬라이드, GIF 소개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

하고 있다. 자료는 일반 을 상으로 하되, 연구자들도 기술 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그룹이 검토하여 수정할 정이다.

정책그룹회의와 병행하여 진행한 SIAP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Gen 

IV 공동연구 추진시의 고려사항을 논의하 으며 주요 결과인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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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주체(Design Authority)는 설계와 종합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연구개발  설계개발 기단계부터 규제기 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함.

○ 신기술에 용할 기술기 (Codes)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평가되며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시장으로 사용자의 요건, 국가의 특정 환경, 국제 으로 표 화한 설계

의 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업화와 련하여 가장 요한 은 공개경쟁 사실과 IPR 련사항임.

○ 상업화는 산업  실 가능성과, 인허가성, 건설가능성  핵연료주기 기술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3. Gen IV 추진 주요 안  망

재 부분의 시스템은 SRP 명시되어 있지만 산의 부족으로 로젝트

에서 다루지 못하는 연구내용 문제, IPR 효율성에 한 우려, 재정  문제로 인

한 로젝트 내 력의 미흡, 로젝트 약정체결 지연, 산업계와 학의 력 부

족, 시스템간 력 부족 등이 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면 

이에 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 연구개발결과  가까운 미래에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등은  

OECD/NEA가 리할 정이며, NEA가 소유  이용에 한 법률  사항을 검

토할 정이다. 

한 오스트 일리아와 이탈리아가 GIF 회원국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공식  서명의사의 내용확인이 필요함이 제기되었으며, 회원국들은 GIF 

참여를 한 기본요건으로 아래의 4가지를 원칙 으로 동의하 다.

   (1) 국가원자력개발 로젝트 추진

   (2) 원자력연구개발 기술  역량

   (3) GIF 참여시 실질  연구개발 참여기여

   (4) 국가원자력이용정책 등

GIF가 INPRO 등의 력체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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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의 력체라는 이다. 미래 원자력시장에서의 기

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2008년에는 VHTR, SCWR 등의 로젝트약정 서명이 추진될 망으로 이

후 Gen IV 시스템의 공동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이 될 정이다. GIF는 회원국 

 기본 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참여여부 등과 회원국의 연구개발 

성과물 제공이 향후 진행에 요한 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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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I-NERI를 통한 한미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1. 추진 경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로그램을 국제 으로 추진하기 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수행

되고 있다. 미국은 당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 간 I-NERI 정체결을 추진할 

정으로, 재 한국, 랑스, 캐나다, 라질, 일본과 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EU  OECD/NEA와도 로그램을 추진 이다. 아래의 표는 미국이 추진 인 

I-NERI 과제의 추진 황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장 활

발한 력을 진행 이다.

Collaborator FY 
2001

FY 
2002

FY 
2003

FY 
2004

FY 
2005

FY 
2006

FY 
2007 Total

France 4 1  11  2  18

Korea  6 5 6 4 4 7 32

OECD-NEA  1      1

Euratom    8 2 1  11

Canada    7   2 9

Brazil     1 1  2

Japan     1 1  2

Total 4 8 5 32 8 9 9 75

표 2-3. 미국의 I-NERI 추진 황 

I-NERI 추진 경 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로

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한 정

인 원자력 력 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

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IF)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다자간 공동연구 력 체제로 다양화될 것이다. 한 미국이 역 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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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GNEP 로그램이 요한 추진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1999년 6월)에

서 미국 측이 한국에 자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로그램

에 극 참여해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

최된 한∙미 과학장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로그램에 한국이 참여

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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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 으로 확 한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 간 정에 기 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

진을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워싱턴 GIF 문가그룹 회의 시, 한국 

표가 미국 DOE 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해 실무 인 의에 들어

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한 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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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I-NERI 정과 이 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간 I-NERI 원회

(Bilateral I-NERI Committee ; BINERIC)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양국은 본 로그램을 장할 BINERIC을 양국 동

수의 표로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 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로그램을 평가할 문가 그룹으로 

평가 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가 주 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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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RI를 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리 분야에 해서는 

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의 Technical manager가 맡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표

가 Coordinator가 되어 력을 추진하고 있다.

당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하반기 회의에서 진행과제의 평가회를 함께 진행하고 신규과제의 선정 차를 

논의하 던 I-NERI 연례 차는 양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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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
미국측

수행기

2002

핵 , 열수력 , 열기계  상의 고신뢰도 
통합 모의를 한 수치 원자로 개발

KAERI ANL

ALWR 신안  기술개발을 한 용융물 - 
냉각수 경계면 달 상의 원리 연구

해양
Wisconsin大/A

NL

첨단 산열유체물리해석  경수로와 
임계로에 한 용성 평가 

서울 INEEL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용 

서울 /
KEPRI

UCSB/
INEEL

원 용 계측센서  운 략개선기술 
개발 

조선 ORNL

첨단 센서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KAERI SNL

표 2-4.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황 

2. 추진 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행과제로서 경수로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 이후 2003년에는 

Gen IV 련 5개의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

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

하여 17개 과제는 3차년도의 공동연구기간을 마치고 종료되었고, 2005년 선정된 

5개 과제와 2006년 선정된 4개 과제가 진행 이다. 

당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양국의 공동 심분야를 기

으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진행하 던 I-NERI 연구분야는 2003년 상반기

의 BINERIC 회의 이후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

발의 심 3개 분야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선진핵연료주기

(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Nuclear Hydrogen)를 심으로 과제를 선

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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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
미국측

수행기

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동 안 성 최 화 
연구

KAERI ANL 

Li 용융염 해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속 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

KAERI ANL

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를 한 
안 분석코드 개발  실험  검증

KAIST INEEL

고연소도  제4세  원자로용 
부식 항성 Zr 합

KAERI Penn State大 
Gen IV 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평가

KAERI
ANL/
INEEL

2004

가스로의 열수력/안 해석 체계 검증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KAERI ANL

Generation IV에의 용을 한 임계압 
유체 내의 열 달에 한 연구

KAERI INEEL

고온원자로 노물리해석을 한 결정론  
고등 코드체계 개발

KAERI ANL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KAERI ANL

핵변환로의 납합  련 피복  재료 
기술개발

KAERI LANL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KAERI ANL

2005

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 지 
변환 계통 연구

KAERI ANL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로그램 개발 KAERI INL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

KAERI ANL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KAERI INL

2006

TRU 핵변환을 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

KAERI ANL

속연료 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 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

KAERI INL

고온용융염 해환원장치의 산화 항성 
구조재료 개발

KAERI ANL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KAERI O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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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BINERIC은 5월에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와 함께 미국

의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 11월 한국의 에서 연차평가회의와 하반

기 BINERIC 회의가 개최되었다.

가. 상반기 BINERIC

2007년 5월 17일, Washington D.C의 에 지부(DOE)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원, 한구과학재단의 계자와 미국 DOE 계자가 

참석하여 2002년도부터 한∙미간 국제 력공동연구로 추진 해온 I-NERI과제에 

해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방안(  력분야, 과제 수, 선정 차  일정 등) 

의  하반기 연차평가 등 양국 간의 향후 력방안 의회의를 가졌다. 

먼  I-NERI 과제 선정방안 의에서 신규과제  력 분야로 양국은 

아래의 분야를 각각 제안하여 양측의 심분야가 공통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고, 사업의 추진 시 세부분야에 한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 다. 

한국 측 미국 측 비 고

▪ ABR  Fuel 개발/제조

         노심 설계

         시스템 분석

▪ Pyro-Processing

▪ Waste Treatment

   (Metal & Salt)

▪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ncy

▪ Voloxidation of LWR Fuel

▪ Gen IV(VHTR), NHI

▪ ABR  Reactor

              Fuel

              Materials

▪ Pyro-Processing

▪ Safeguards Technology

▪ Voloxidation of LWR Fuel

▪ VHTR and NHI

▪ SC-CO2 Brayton Cycle

 세부 실무 조정을 

통해 양측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표 2-5. 양국의 I-NERI 심분야 

주요 특기 사항을 정리하면 I-NERI 과제는 그 성격 상 양자 력(Bilateral 

Collaboration) 가치가 높은 내용을 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Gen IV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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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항은 GIF에서 다자간 력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 다. 그 로 

Pyro-Processing은 민감한 기술이므로 다자간 력체인 GIF체제에서 수행하기 어

렵고, 이 의 연구  VHTR 재료 련 기술은 Gen IV에서 추진 인 사항으로 

양자간 력보다는 다자간 력인 GIF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양

국이 의견을 같이 하 다.

미국은 VHTR 분야와 련하여 재 산업계와의 력과 실질 인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 으로, 진행 인 과제  수소생산 효율계산 로그램인 

HyPEP 코드 련 연구과제는 2차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시스템코드인  

GAMMA 코드 업무와 통합 정이며, 2006년 산문제로 지원되지 못한 열수력/

노심 Transient 해석코드에 한 과제는 그 내용을 GAMMA 코드개발과 Air 

Ingress Model 개발로 분리하여 별개의 과제로 하여 2007년 신규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하 으며,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 련 기술은 2007년에 다시 고려하기로 한 2006년 하반기 BINERIC 회의 

결과를 반 하여 2007년 신규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하 다.

2007년도 신규과제는 산의 허용범  내에서 4∼6개 정도 선정하도록 하

여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 2007. 5말 :  신규과제 공모

○ 2007. 6말 :  과제제안서 (Mini Proposal) 수

○ 2007. 7 :  1차 선정 평가

○ 2007. 8 :  1차 선정과제 최종제안서 (Full Proposal) 수

○ 2007. 9 :  최종선정 평가

○ 2007. 10 :  최종선정 (BINERIC 회의)

○ 2007. 11 :  과제 착수

나. 2006년 연차 평가회  하반기 BINERIC

2007년 10월 15일에서 16일간  드호텔에서 개최된 하반기 

BINERIC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과학재단  원자력연구원 

계자가 참석하여 양국 연구개발 결과에 한 연차평가결과 심의  진행과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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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원여부를 확정하고,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  2008년도 우선 력분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 다.

양국의 연구개발 황 발표에서 미국 표(Mr. Savage)는 OPR1000, 사용

후연료를 포함한 고 폐기물정책, GNEP 로그램 참여에 한 입장을 질의하

여 한국은 정책  사안의 검토가 진행 임을 밝혔으며, 미국은 GNEP 로그램

의 추진 방향으로 GNEP의 7개 주요 추진 내용을 국제 력과 국내 진행 로그램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으며, 국제 력으로는 원자력이용확 , 핵연료공 보장, 

수출 가능한 소형원자로를 으로 진행하며, 미국 내에서는 핵연료재활용, 

폐기물 감, 신형소각로를 심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 다. 안 조치분야

는 양쪽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GNEP의 국제 력 추진 황으로 2006년 9월, 미국과 주요 7개국이 Reliable 

Fuel Supply Initiative 착수한 이래 2007년 5월 21일, 제1차 GNEP 장 회담을 

개최하 고 2007년 9월 16일, 제2차 장 회담 개최(16개국 참석), GNEP State 

of Principle(SoP)에 서명하 음을 밝혔다.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

이 참여한 바 있다. 미국 내 사업 추진 황으로 2006년 9월 30일까지 산업계의 

설계제안을 수하여 2007년 10월  Consortia Meeting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콘소시움은 Energy Solution(GE 등), AREVA, GE-Hitachi, GA 등 4개 주요 

vendor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측은 사용후핵연료 련 Fuel Cycle 연구개발 

추진을 한 DOE 측의 지원을 요청하 다.  

연차평가결과 심의  진행과제 계속지원여부 심의∙확정을 한 상반기 회

의에서 미국 측이 연구비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힌 2개 과제는 2차년도까지만 연

구비를 지원하고 력을 종료하기로 하고 8개 과제  6개 과제는 계속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 하 다.(<표 2-6> 참조)

2007년 신규과제 선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심을 표명한 7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 으며, 2개 과제(No. 5, No. 7)는 양국이 공동으로 심을 두는 

Gen IV 시스템(SFR, VHTR)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SFR 시스템 기술에 활용가

능하게 조정(REDIRECTION)하도록 하 다. (<표 2-7> 참조)

2008년 신규과제 추진 분야는 2007년도 력분야와 동일하게, AFC와 ABR 

분야를 추진하며, Gen IV(공통 재료기술개발 포함), NHI 등 기존 력분야도 

I-NERI를 통한 한∙미 양자간 공동연구의 가능성은 열어 두기로 하 다. 2008 신

규과제 선정 일정은 한국 측이 회계 연도를 고려하여 재 11월로 되어있는 연

구과제의 착수시 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 고, 미국 측이 과제의 조기착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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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기로 하 다.

양국 연구 결과인 지 재산권의 사용 문제는 공동연구 결과물 사용의 가이

드라인 공동작성에 하여 양국이 검토 후 진행여부에 하여 추후 연락을 하기

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 다.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 비고

2005년

선정

(3년 

2차년도) 

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 지 변환 

계통 연구  (2005-001-K)
KAERI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로그램 

개발(2005-002-K)
KAERI

2차년도까지

만 지원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2005-003-K)
KAERI

2차년도까지

만 지원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05-004-K)
KAERI

2006년 

선정

(3년 

1차년도) 

TRU 핵변환을 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2006-001-K)
KAERI

속연료 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 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2006-002-K)
KAERI

고온용융염 해환원장치의 산화 항성 

구조재료 개발(2006-003-K)
KAERI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2006-006-K)
KAERI

표 2-6. 2007년 진행 인 I-NERI 공동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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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ject Title
Lead Organization

R&D Field
당해연도
연구비
(억원)ROK US

1

Experimental Validation of 
Stratified Flow Phenomena, 
Graphite Oxid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of Air 
Ingress Accidents

KAIST INL Gen IV
(NGNP) 3.5

2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KAERI INL GNEP/AFCR&D
(Voloxidation) 2.8

3
Performance Evaluation of 
TRU-Bearing Metal Fuel for SFR 
to Achieve High Burnup Goal

KAERI INL
GNEP/AFCR&D
(Transmutation 

Fuels)
3.0

4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New High-Level Waste Forms 
for Achieving Waste Minimization 
from Pyroprocessing

KAERI INL GNEP/AFCR&D
(Pyroprocessing) 3.0

5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Viable Deployment of Small 
Liquid Metal-Cooled Fast 
Reactors for International 
Deployment

SNU ANL

Gen IV
(SFR System 

Design & 
Evaluation and 
Components)

2.3

6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Models for Pyrochemical 
Electrorefiners of Nuclear Waste 
Transmutation Systems

KAERI INL GNEP/AFCR&D
(Pyroprocessing) 2.4

7

Liquid Metal Fast Reactor 
Structural Design for High 
Temperatures and Long Core 
Lifetimes/Refueling Intervals

KAERI ANL
Gen IV

(SFR including 
ABR)

3.0

표 2-7. 2008년 신규 I-NERI 공동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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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안  망

한∙미 I-NERI는 기본 으로 본 I-NERI 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가 주 력분야로 유지될 망이나 이 분야  GNEP와 연 성이 

은 시스템 기술은 요도를 여 양국간의 연구보다는 다자간 공동연구의 형식

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Gen IV 시스템  SFR은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GNEP와 한 분야임에 따라, 궁극 으로는 I-NERI는 Gen IV 시스템

의 SFR 기술  신형소각로(ABR)과 연 된 시스템 기술분야와 핵연료주기기술

(AFCI 등) 등 GNEP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심으로 추진될 망이다. 

공동연구의 안과 련하여 미국 측은 I-NERI 공동연구개발 결과물( : 

산코드 등)의 소유권(Ownership)에 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여 

양국 정부 간의 력 연구개발 결과물을 산업계가 사용 희망할 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 다. 즉, 결과물의 연구개발 목 (정부)에의 사용과 상업

(산업계) 목 에의 사용에 한 권리 는 합의된 지침(Guideline)이 필요하고 이

것은 I-NERI를 통하여 개발된 코드(한국 측이 모델개발)를 미국 산업체가 사용 

을 희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측은 제기된 사안에 한 명확한 권리 

는 Guideline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에 해 내부 인 검토 후 (안)을 작성하여 

미국 측과 의하도록 하 다. 

 하나의 문제는 양국간 I-NERI 연구결과물인 Database(DB)의 GIF 공동

연구에로의 제공에 한 사항으로 미국은 I-NERI 연구결과를 GIF 회원국과 공유

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나 자동 인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와 지 재산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NERI와 GIF는 양국간  다

자간 력이라는 차이 이 있지만 하게 연 이 되어있어 련사항은 양국 

계자의 의 후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상을 높이는 계기로 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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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INPRO에서의 IAEA 회원국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1. 추진체제

IAEA INPRO는 원자력과 지속 인 발 (發展)에 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원자력발 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

에 따라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로써, 주요 목 은 21세기 세계 에 지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안

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 이고 핵확산 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

원하는 것이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에서 “핵연료주기, 특히 신 이고 핵확산 항

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한 기술 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심 있는 회원

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청한다

(GC(44)/RES/21).”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 원자력국

(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여 신 인 원자로  핵연료주기 기

술개발 국제 로젝트인 INPRO가 추진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 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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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IAEA 총회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았고, 2007년 12월 기

 30개 회원국2)  국제기구로 운 되고 있다.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 원회(Steering 

Committee; SC),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과 행정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 원회(SC)는 IAEA 회원국  Cost Free Expert를 포함하여 INPRO에 

특별 공여 을 제공하거나 INPRO 련 연구개발 활동(Work Package)을 수행하

는 국가의 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한 INPRO에 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  국제기구가 참 할 수 있다. 운

2)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 , 국, 체코, 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모

로코, 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스 스,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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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INPRO 추진에 한 반 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업무 추진방법 

등에 한 조언과 결과에 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로젝트 리자들이 배석한다. 운 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평가 등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견된 문가(Cos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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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환경,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인 라의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

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 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

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계 문가로부터 활동  업무 등에 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

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최 에 참여국의 기여 만으로 운 되어오던 INPRO는 2004년부터 IAEA 

정규 로그램으로 편성되어 국제 력의 추진에 한 IAEA 지원 을 받아 수행

되고 있다.

2.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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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

로 2개의 세부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1)의 제1세부단계

(Track A)는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근 방안을 비교하기 한 기 을 선정하고 

한 이를 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 이

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 과 요건

에 따라 도입 가능한 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신개념의 시스템에 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사용자요건, 기 ,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 으로 한

다. 한 신 원자력시스템에 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 필요한 연구

개발항목에 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에서는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

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재 제1단계(Phase I)가 

완료되었으며, 제2단계(Phase II)를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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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단계별로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와 제1단계 제2세부단계

(Phase 1B)가 완료되면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2001년 5월 제1차 운 원

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2회 정도의 운 원회와 수회의 분야별 기술 문가 자

문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2007년 말까지 12차의 운 원회를 개최하 다. 

2006년 6월에 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방법론 개발  검증을 수행한 1단

계(Phase 1)를 종료하 고, 2006년 7월  2단계(Phase 2)에 착수하여 재까지 진

행되어 오고 있다. 주요회의로 2007년 7월 2일에서 4일까지 11차 운 원회가, 

2007년 12월 3일에서 5일까지 12차 운 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가. 제11차 운 원회

제11차 운 원회는 미래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방법론 개발 

 응용, 공동연구과제(CP : Collaborative Project)의 추진, 2006/2007 INPRO 활

동실 의 검, 2008/2009 INPRO 활동계획 의  공통사용자고려사항(CUC : 

Common User Considerations) 활동방향 등을 주요의제로 2007년 7월 비엔나에

서 개최되었다. 

방법론 개발  응용 부문은 INPRO 사용자메뉴얼 작성 황으로 재 9

권으로 출 3)이 완료되었다.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Case Study를 우리나라는 

완료하 으며 타 회원국의 7개 과제는 년  완료 정이다. 

공동연구과제(CP)에서 과제별 제안자 발표  참여 희망국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도 1개 과제4)를 제안하 고 과제에는 캐나다와 국이 참여하기로 하

으며, 미국과 EU도 참여 의향을 표명하 다. 14개 CPP(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s)에 해 이번에 승인할 정이었으나 다시 검토하여 12월 운 원회

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하 으며, 이를 해 가능한 한 빨리 각 CP별 참여국들이 

모여 운 규정(TOR)을 재검토하기로 하 다. 

특히, 러시아가 제안한 GAINS5)은 2007년 5월 ad hoc 회의에서 11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었다. 이번 운 원회에서는 참여국이 17개국으로 증가하 고 

GAINS에 한 국가들의 심이 매우 높았으며,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3) Overview, Economic, Infrastructure, Waste management, Proliferation 

resistance, Physical protection, Environment, Safety, Fuel cycle

4) "Acquisition/diversion pathways analysis for the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misuse and possible concealment strategies " 

5) “Global Architecture of INS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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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 CPP와 별도로 GAINS의 Kick-off 회의는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개최하

기로 하 다.

2006/2007 활동실 으로 INPRO회원국이 27개국이며, 3개국이 가입추진 

이고, 이탈리아도 참여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 TECDOC-1434  User Manual 작성 황 (task 1) 

○ INPRO 방법론의 개선 (task 2)

○ 형규모의 원자력에 지 개발의 도 과 기회에 한 망 (task 3)

○ 신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한 infrastructure의 필요 (task 4)

○ 신원자로와 핵연료주기 기술의 기술 인 연구의 필요 (task 5)

○ 력 로젝트를 한 포럼 (task 6)

○ 국제 력의 개선 (task 7)

2008/2009 활동은 아래를 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INPRO 평가 방법론 개선

○ Support GAINS 로젝트

○ Common user criteria 개발

○ Collaborative project 수행

INRPO의 인력은 CFE(Cost-Free Expert)가 2명 증가하 고, 정규직원도 2

명이 증가하 다. 비정규기여 (Extra Budget) 기여 황은 2006/2007년 연간 약 

40만불 수 이다.

각국이 제안한 공동연구 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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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estigation of options for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a country with small territory (ARM1)

2. Safety operation of INS in the power system of limited capacity 

(ARM2)

3. Meeting energy needs in the period of raw materials insufficiency 

during the 21st century (CZE1)

4. 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U233/Th fuel cycle (EC1)

5. Performance assessment of passive gaseous provisions (FRA1)

6. Environmental impact benchmarking relative to an INS component 

(FRA2)

7. Investigation of safety issues for advanced high temperature reactors 

and their combined operation with hydrogen producing plants (IND1)

8. Investigation of technological challenges related to removal of heat 

from reactor cores operating at temperatures between 600-1000C with 

focus on liquid metals and molten salts for use in high temperature 

reactors, accelerator driven systems, molten salt reactors and advanced 

fast reactors (IND2)

9. 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 related to advanced water cooled 

reactors (IND3)

10. Integrated approach for the design of safety grade heat removal 

system for LMR (IND5)

11.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the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ROK1)

12. A global architecture of INS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nuclear fuel cycle (GAINS)

13. Assessment using INPRO methodology on the ba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put/output parameters of advanced and 

innovative nuclear fuel cycle within large scal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based on closed nuclear fuel cycle concept to satisfy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in the 21st century (RUS2)

14.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issues of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non-stationary movable SMRs in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INPRO methodology (RU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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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2차 운 원회

 2007년 12월 3일에서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12차 운

원회는 각국의 수행 공동과제(CP : Collaborative Project)에 한 TOR 등의 발표

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1개 공동연구(Joint Study)  6개의 평가연구(Assessment Study)의 수행 

결과  향후 계획의 발표가 있었으며, Phase 2의 Task 7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14개 CP  6개 TOR 결과를 발표하 으며 우리나라도 발표를 수행하 다. 이번 

12차 회의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CPP(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s)들의 KOM 

(kick-off meeting) 요구에 해 KOM을 수행한 과제는 6개로 CP들의 진행 황

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으며 당  14개를 계획하던 CP는 11개 CP로 

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들  신규 원 희망국들을 상으로 원  도입 시 필요한 공통사용

자 고려사항을 개발하고 있는 INPRO CUC(Common User Consideration) 에

서 1년간 수행한 CUC 수행 결과를 발표하 으며, 2008/9년에 수행할 CUC 수행 

계획에 하여 발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0차 운 원회에서 요구하

던 CUC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극 으로 참여하여 개

도국이 원  도입 시 선두 기술보유국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안  망

 INPRO는 회원국의 비정규기여 이 주된 재원으로 사업범 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기여  등 산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제11차 운 원회에

서는 2008/2009년 산을 동결하기로 하 고, 모든 CPP는 Joint funding 혹은 

in-kind contribution으로 수행되며, 회의  련 연구 모임 참석 시 자국의 비

용으로 참가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개발연구 분야를 주도 으

로 추진하여 왔으며, 본 Phase 2 에서도 한 개의 CP(ROK1)에 해 향후 3년간

의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개의 CPP(ROK1)을 주도하면서 

러시아(GAINS), 인도(DHRS) 개발 등 두 개의 CPP에 참여 정이다. 비정규 기

여  련해서는 재 CUC(common user criteria) 개발을 해 4만불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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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며 2007년 내로 제공하기로 하 다. 

재 INPRO의 인력 황은 우리나라 견 문가를 포함한 CEF가 7명, 정

규인력이 1명이며,6) 년  CEF가 2명, 정규직원이 2명 증가되어 향후 INPRO

의 련 활동 리 등이 강화될 망이다.

당  INPRO는 Phase 2에서 구체 인 기술개발 항목을 도출하여 공동연구

로 진행할 정이었으나 Phase 2에서도 방법론, 제도와 조직 등에 련된 활동이 

주가 될 것이며, CPP를 통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망이다. 

IAEA INPRO에서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수요를 확인하

고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기 한 안내로 평가방법론을 제공하 다. 앞으로 IAEA

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사무국의 특별기여  는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INPRO는 회원국들이 재의 INS 평가를 통하여 최종 으로 INS의 필요성

에 한 확인, 필수 인 R&D 주제의 선정, 제도/인 라의 개발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은 기술로 원자력시스템에 근하는 Gen IV에 비하여 개도국으

로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러시아(3), 스페인(1), 한국(1), 일본(1), 캐나다(1), 랑스), 2007년 후반기에 인

도네시아  일본이 1명씩 추가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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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평가방법론 개발 황

제1  안 성 평가방법론

1. 개요

재 가동 인 기존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은 그 동안의 운 이력을 살펴

볼 때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세  원자력시

스템은 기존 원자력시스템에 비해 더욱 향상된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개

발 목표로 하고 있다. 

재 GIF에서는 SFR(Sodium Fast Reactor),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SCWR(Supercritical Water Reactor) 등 다양한 제4세  원

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노형별로 별개의 안  

원칙, 기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인 근 방법일 것이

다. 따라서 GIF에서는 의 다양한 노형에 해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는 안

성 분야의 원칙과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GIF는 정책그룹(Policy Group) 산하에 RSWG(Risk & Safety Working 

Group)라는 문가 조직을 두고 있다. RWSG의 기본 목 은 제4세  원자력시

스템 개발과 련된 안   규제 련 안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의 안 성 평가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Unified) 안 성 평가 

방법을 찾는 것이다. 

RSWG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련 안을 정리하여 최근 "Basis 

for the Safety Approach for Design & Assess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GIF/RSWG/2007/002/Rev 1]를 보고서로 출간할 정이다. 

가. RSWG의 구성과 임무 

RSWG는 GIF의 주요 참여국(한국, 미국, 랑스, 일본, 국 등)  주요 

국제기구(IAEA, EU JRC 등)의 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NEA의 참석

자가 비서(Technical Secretary)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IF는 RSWG의 임무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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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안 에 해 공통되며, 일 성 있는 

리스크 정보 활용 근 방식을 악하고, 이의 활용을 진한다.

○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목표(Safety Goal)  연구 개발

(Research & Developement: R&D) 계획에 따른 안 원칙(Safety 

Principles), 목 (Objectives)  요소(Attributes)들을 제안한다.

○ 기술  안  기 (Technical Safety Criteria)  평가 방법에 한 일반

인 기술 립체제(Technical Neutral Framework: TNF)를 제안한다. 

○ 제안된 체제  평가 방법의 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입증한다.

○ 이와 련하여 요구되는 다분야(Crosscutting) 안  연구 R&D를 제안한다. 

 (2) 개별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는 GIF 참여자에게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3)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련 DB의 구축을 진한다. 

 (4) 핵확산 항/물리  방호 문가 그룹(PR/PP Working Group)과 연계하여 

그룹 간 상호 이해  평가 방법의 상호 활용을 진한다.

나. 안  안 

RSWG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먼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에 한 국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 모든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 용 가능한 안  철학

○ 잠재  안 성 향상을 해 추구되어야 하는 목표  방법 

○ 신  시스템의 설계  안 성 평가 방법(심층방호 개념의 용 

성 평가 방법  시스템의 심각한 운  조건의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본 안  원칙

○ 피동 계통의 역할

○ 재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 확률론  안 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등의 한 역할  새로운 안  지표/도

구의 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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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SWG는 기술 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우선 으로 해결되

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 각 노형별로 상이한 비정상 종결 조건( 를 들어 경수로의 노심손상과 

같은)에 한 공통의 이해

○ 물리  방호와 련된 안을 안  분야와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한 합의

○ 결정론  안 성 평가 방법과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의 상보  활

용에 한 합의

○ 사고 조건(Severe Plant Conditions)과 같은 설계 확장 조건에 

한 설계  련 평가를 한 특정 규칙의 악

○ OPT(Objective provision tree) 활용을 한 상세한 설명서의 비

○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 표 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한 

방법의 악

2.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철학 

가. 안  목표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4가지 기본 목표(지속성, 경제성, 안 성  신뢰

성,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에서도 안 성의 향상  높은 신뢰성의 확

보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운 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즉,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정상운   상과도사건 동안에도 안

여유도가 항상 정 수 으로 유지되어 사고를 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정상 상황이 한 사고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안  계통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한 동시에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정상 운  에도 매우 높은 수 의 

신뢰성과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되고 있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로드맵에는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안

성과 신뢰성에 하여 다음과 같은 안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첫째,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운  안 성  신뢰성에 있어 탁월하여야 

한다. 이 목표는 핵연료주기에 여하는 모든 시설의 정상 운 과 연 된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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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에 련된다. 따라서 이 목표는 강제 불시 정지를 유발하거나, 작업자

의 안 성을 해하거나, 혹은 작업자나 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일상  

방사선 출과 련된 운   사건 등에 용된다.  

둘째,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노심 손상과 같은 상태의 발생 가능성이 매

우 낮아야 한다. 이 목표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의 노심 손상과 같은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에 해 에게 신뢰성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표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이 

기 사건 발생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기 사건도 성공 으로 

조 하고 완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설계 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서는 소외 비상 응이 불필요하여야 한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도 사고 조건을 완화/ 리하는 안  계통을 가질 것이

다. 이 목표는 이들 계통의 응 능력이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짐을 입증함으로

써 방사능의 유출이 의 안 에 매우 미비한 향 밖에 없음을 보일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의 목표들에 해서 한 가지 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목표들이 의무 사

항은 아니라는 이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진하기 한 것이다. 즉, 이들 목표는 과거의 경험  설계를 통하여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해서는 단지 Hardware와 련된 기술의 개선만

이 아니라, 원 의 이용성, 신뢰성, 검사성, 보수성 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인

 수행도(Human Performance)도 체계 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발 , 수소 생산, 폐기물 감축 등  확 되어 가는 원자력시스템의 역할

에서 안 성  신뢰성과 더불어 핵확산 항성과 물리  방호도 필수 으로 고

려해야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테러 공격에 한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에 해 이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이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필수 인 

요건  하나이다. 이를 해서는 테러에 항하기 한 물리  방호가 설계 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나. 안  철학 

우리는 진보된 지식  기술을 활용하고, 기 설계 단계부터 안 성 철학

을 긴 하게 용함으로써 제4세  원자력시스템을 매우 안 하고 깨끗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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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만한 에 지원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은 새로운 사고방식  새

로운 설계/안  평가 방법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고와 방법은 이미 입

증된 단계  근 방법에 따라 도출되어야만 한다. 

RSWG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

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운  양쪽에 용될 수 있는 안  철학을  

정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안  철학은 단순히 미리 규정된 설계 요건의 집합이 아니라 그 이

상의 무엇이어야만 한다. 즉, 안  철학이란 성격상 규정 인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제4세  원자력시스템 설계의 안 성을 달성하기 해 요구되는 목 과 원칙

을 기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IAEA나 각국 규제기  등의 안  철

학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철학 개발에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기본 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설계자가 제4세  원자

력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범 한 운 상의  요인을 미리 악하고, 악

된  요인에 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개발되고, 

용되어져야 한다. 

이와 연 하여 RSWG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한 개념의 하나가 "Built-in, 

not added-on" 개념이다. 즉,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설계는 기 단계에서부터 

PSA나 다른 형식의 안 성 평가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식견(Insight)에 의해서 설

계가 주도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4세  원자력

시스템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해 취약 이 없으며, 안 과 련된 안  계

통의 "Add-on"이 불필요한 탄탄한 설계(Robust Design)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를 하여서는 기본 인 안  기능과 연 된  요인은 사 에 철 하

게 악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미리 한정된 사고 시나리오(Bounding Accident 

Scenario)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서는 추천할 만

한 근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설계 기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더 나은 근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설계  안  구조물의 능력, 크기 등에 의존하는 이들 시나리오의 

확인은 가능한 한 철 하게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양한 

시나리오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측하지 못한 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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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비하여 심층방어 원칙의 철 한 이행을 

통하여 도출된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완결성/불확실성을 보완해야

만 한다.

다. 안 성 개선 요소 

"How safe is safe enough"라는 질문은 안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이 주제와 련된 RSWG의 논의 결과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정량  안  목표를 충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량  안  목표의 결정은 

기본 으로 GIF에 참여하는 각국의 규제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RSWG

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 하여 특정한 정량  안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언 했듯이 RSWG가 제시하는 기본 인 안  설계 원칙은 안 성이

란 어떤 기본 설계 에 추가(Add-on)되는 것 보다는 설계 자체에 녹아들어

(Built-in)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원 에 비하여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을 더욱 개선하기 하여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1) 최  리스크 감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리스크 수 은 이용 가능한 기술, 비용/이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 로 감할 수 있는 수 까지 여야 한다. 설계 과정  수행되는 

PSA에서 도출되는 종합  식견(Insight)은 이를 효과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유용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높은 수 의 안  목표 

안 성 개선을 한 안  목표의 추구는 비록 안  목표가 정성 인 것일

지라도, 기존 원 의 안 성보다 더욱 높은 수 의 안 성을 달성하기 한 연구

들을 수행할 때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3) 신  기술의 활용

앞서 언 했듯이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리

스크 수 을 격하게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진보된 기술과 지

식의 이 을 극 화하는 것은 ALARP 원칙에 부합되며, 반드시 제4세  원자력

시스템의 주요한 목표  하나로 천명되어야만 한다. 즉,  세계의 가동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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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스템 수가 늘어나도 세계 체에 지워지는 원자력 설비에 의한 리스크 수

은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제시 될 수도 있다.

기존 원 의 안 성 수 은 기본 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진보를 이용하여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안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신  시스템의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여야할 한 가지 요건은 이와 같

은 신  시스템이 실제 이고 입증 가능한 효과를 가져 올 경우에만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완화가 아닌 방의 강조 

안 성의 개선을 해서는 선택된 몇 개의 기본 리스크 척도(Core Damage 

Frequency 등)를 격하게 감시키기 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반 인 안 성 

원칙의 수에 집 하여야 한다. 를 들어 격납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격납건물의 건 성을 하는 사고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요하다. 

(5) 견고한 안 성 구조의 모색

견고한 안 성 련 구조는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건설  운 을 해 사

용되는 다양한 안  특성/기술  옵션  조직 특성 등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견고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설계, 건설  운  등에 심층 

방어의 원리를 완 하게 용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하여서는 내부 기사건, 외부 사건의 해성, 물리

 방호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만 하며, 이들 요소가 어떤 통일된 방법에 의해 다

루어져야만 한다. 

(6) 높은 신뢰도를 갖는 발 소 (Plant) 계통 

발 소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즉, 신 

재료의 사용, 정비/보수 례의 개선, 온라인 조건 감시  진단 체제의 도입 등

이 발 소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신뢰성 개선의 핵심은 피동 설비나 기타 고유 안  특성( 력, 

류 도, 부반응도, 열 성의 사용 등) 이용 설비 등 자연  물리 상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 설계의 궁극 인 안 성 철학은 시스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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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Fail safe behavior"를 보이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동  고유 안  특성 이용 설비의 유효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만일 피동  고유 안  특성 이용 설비의 유효성을 효

율성, 신뢰성, 이용성  비용/생산간 균형 등 여러 에서 성공 으로 입증한

다면 피동  고유 안  특성 이용 설비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향상

을 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7) 운 원 조치에 한 의존 경감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설계는 운 원 실수의 허용(Error Tolerant), 운

원 업무의 단순화  오류 향의 감(특히 비정상 운  시)을 달성하기 한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재의 가동  원 보다 더욱 진보된 계측  제

어 기술을 용해야만 한다. 이 진보된 계측  제어 기술의 도입은 제4세  원

자력시스템의 성공에 매우 요하다. 즉, 이는 운 비용  건설비용 감소와 더

불어 반 인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진보된 계측  제어 기술의 이 은 사고 시 운 원에게 좀 더 

개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  간섭에의 의존성을 크게 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원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이 을 

유지하면서도 인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8) 안 성 향상 입증 요건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범 한 가상  들에 하여 방사선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험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입증은 

기본 으로 자연 상에 기반한 안  설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

서 분석자는 사고 시나리오와 연 하여 충분한 안 여유도의 확보, 인  요소의 

향 최소화를 통하여 안 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시나리오와 련된 

불확실성은 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라. 안 성 확보를 한 새로운 근 방식 

앞서 기술한 안 성 개선 요소들의 검토와 더불어 재의 안 성 확보 방

식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과 같은 신  시스템의 설

계, 건설  규제와 련된 안 성 확보 방식은 다음의 몇 가지 기 을 만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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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방법은 상보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이해성, 추 성  재 생산성: 새로운 안 성 확보 방법에서 제시되는 

기   지침은 그 기반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각 과정의 단계가 명

확히 밝 지고, 기술되어야 한다. 

○ 입증성: 기술  기반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알려진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술  기반에 사용된 가정  그 향 등이 알

려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 유연성: 새로운 정보, 지식, 연구 결과 등이 안 성 확보 방안, 기술  

기반  안  요건 등에 효과 /효율 인 방식으로 반 되어야만 한

다.

○ 성능 기반: 실제 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한에서는 기술  기반  안

 요건 등에 한 성능 기반 근 방식(목표 설정 등)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신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운  경험  련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안 성 확보 방법은 세부 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 에도 부합되게 

정의되어야 한다.

 

○ 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상 가능한 규제와의 일치

○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입증

 - 다  방호

 - 비정상 상태의 방, 감지  제어

 - 사고의 통제

 -  상태의 리  외부 결말 완화

○ 설계/분석에 있어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방법의 동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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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외부 재해 처리의 일 성을 가질 수 있는 내부사건 분석 방법

○ 재 기술  괴리가 존재하는 분야에 있어 안 성의 입증 방안 

○ 재 원자력시스템과 동일하거나, 보다 나은 안 성 수 의 입증

이상에서 기술한 안 성 확보 방법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인허가를 

해 논의되고 있는 기술 립안  요건과의 일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마. 주요 안  원칙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효과 인 안 기 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안  원

칙은 재 가동  원 의 경험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개념/특징 등에 기

하여야 한다. RSWG의 심층방어(Defense-in-Depth: DID)와 PSA를 제4세  원

자력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안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심층방어 

심층방어 개념은 원 이나 다른 원자력 시설의 안 성을 보장하는 매우 효

과 인 방법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기본 인 개념은 시스템의 안

설계는 하나의 안  계통이 실패하면 다른 별도의 안  계통이 동작하여 원자

력시스템을 안 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다층 안   다  장벽을 포함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심층방어의 아이디어는 설계의 다 성과 복성, 안  여유도, 

다  방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 에 용되어 왔다.

기본 으로 심층방어는 원 의 설계, 건설  운 과 련한 불확실성에 

응하기 한 근 방법이다. 실제 으로 오랫동안 운 된 원 조차도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를 갖고 있다. 를 들어 기사고 발생 빈도, 안 계통의 신뢰도, 

인  요인, 사고 상, 다양한 조건하의 격납건물 성능 등과 련된 다양한 불확

실성 요소가 존재한다. 즉 원  사고는 극도로 희귀한 사건이므로, 실제 사건 발

생 시에 원   그 안  구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해 실제 인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층방어의 아이디어는 안  에서 비정상 상태(만약 히 탐색, 제어 

 완화되지 않았다면 허용할 수 없는 결과를 래하는 사건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는)의 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원 의 다양한 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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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들은 " 방 수 (Prevention Level)"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방이 모든 발생 가능한 기사건을 제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는 인식하에, 원자력시스템은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경 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어/ 리/완화(Control, Management and Mitigation Levels)" 설계/설비를 갖

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제어/ 리/완화 설비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사고의 진

행을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신  설계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불확실성은 

설계자와 규제자 양측 모두에게 이 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심층방어 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냉각재, 연료  재료, 제어 체제, 노물리 등 각 노형별로 

상이한 설계 특성은 노형별로 다른 심층방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설계는 기본 인 심층방어의 원칙은 유지/반 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심층방어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심층방어 평가 방법은 (1) 가동  원 에 용되어온 

성공 인 실례와 일치해야 하고, (2) 새로운 안 성 평가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

며, (3) 비용/효과 측면에서 심층방어의 이행을 최 화할 수 있고, (4) 체계 인 

평가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개발된 심층방어 방법의 용을 통하여 안 성과 건설비용을 최 화시킴으

로써 안 하지만 과 한 설계를 배제하는 최  설계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심층

방어 평가 방법 개발의 최종 목표이다. 

심층방어의 성공  이행을 해서는 결정론 /확률론  고려가 포 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결정론  성공기 과 확률론  성공기 의 제공은 각 심층방어 

수 에서 요구된 임무를 완성하기 한 방안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한 항목들로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의 성능은 물리  성능  요구된 

신뢰도의 항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체 안  련 구

조를 성능, 신뢰도  비용의 에서 최 화하는 것이다. RSWG는 심층방어 

평가를 한 결정론  방법으로서 OPT(Objective Provision Tree)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이 새로운 심층방어 평가 방법은 다음 에서 설명될 리스크정보활용 

설계 개념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 으로 심층방어 개념은 새로운 설계 개념이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원칙에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원칙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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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정보활용 설계

PSA는 원자력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잠재 인 사고 시나리오를 

찾아, 각 사고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정량 으로 평가함으로써 사고의 주요 원

인  요순 를 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 PSA는  세계 으로 통

인 결정론  안 성 평가 방법과 함께, 원 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한 가장 기

본 인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까지 PSA는 기본 으로 설계가 완성된 후 혹은 발 소 건설 후에 수

행되었다. 이러한 근 방식이 용되었던 것은 주로 PSA가 운  인 설비와 

련된 리스크 수 을 계량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의 

제3세  원 의 개발과 함께, PSA가 설계과정에서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 리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4세  원자력시스템과 같은 신  시스템의 설

계 에 PSA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뢰도/설계 자료의 결여  성능 하/기능

실패 등에 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제약 요소를 감안해야만 한

다.

그러나 일반 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구조를 정의할 목표  

기 을 체 으로 만족하는지를 검토하기 해 설계 과정  PSA를 사용하는 

것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 설계의 안 성  경제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상 으로는 이와 같은 리스크정보활용 설계 기술은 제4세  원자력시스

템 설계의 기 단계에서부터 용되어야 한다. 비록 개념 설계 단계 동안 구성

되는 PSA 모델은 단순하고 개념 일 수 있으나, 이러한 PSA 모델은 설계의 방

향성에 향을  수 있는 주요 입력 정보로써 사용될 수 있다. 

한 설계의 진 과 더불어 PSA 모델의 완결성을 차 높아질 것이며, 이 

과정  설계와 리스크 평가 간의 반복 인 상호 입력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

의 설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특히 발 소 안 성의 안 설비에 집 된 

건설비용의 최 화에 PSA는 많은 입력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3. 안 성 평가 방법  도구

RSWG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을 한 안 성 평가 방법

은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방식이다. 심층방어 안

 철학의 이행은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수행의 성과는 후자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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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f Protection (LOP) : Set of provision
that achieve jointly the required mission.

그림 3-1. OPT 개념

성 , 정량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RSWG는 심층방어 평가를 한 결

정론  방법으로서 OPT를 제안하고 있으며, 확률론 인 평가 방법으로 PSA를 

제안하고 있다. 

가. OPT

OPT 방법은 IAEA TECDOC-1366, "Considerations in the development of 

safety requirements for innovative reactors: Application to 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의 보고서에서 원 의 안  구조- 심층방어 철학

의 이행을 평가할 목 으로 제안되었다.

OPT 방법은 심층방어 련 정보를 복수의 수목(Tree)으로 표 되는 방법으

로 기본 구성은 기본 구조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OPT의 개념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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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 도시하 다. OPT는 일반 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다음과 같은 3 단

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 기본 구조: 수목의 가장 하  요소로 특정 도 /방식에 응하는 상 

가능한 심층방어 방안(Provision)을 보여 다.

○ 수목의 계층 구조: 계층 구조는 수목 형태로 최상 의 심층방어 수 이

나 안  원칙과 하 의 기본 구조와의 연계 계를 보여 다.

○ OPT에 의해 평가되는 심층방어 수   안 원칙의 리스트: 심층방어 

철학의 용은 모든 심층방어 수   련 안  원칙에 해 평가가 

포함 되어져야한다. 이 리스트는 각 심층방어 수 과 련된 모든 안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리스트는 특정 문제와 연

된 OPT의 숫자를 의미한다.

 

RSWG에서는 OPT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 일본에서 개발 인 JSFR 설

계의 심층방어 평가에 OPT 방법을 용하 다. 이 시범 용을 통하여 OPT 방

법이 심층방어 평가에 있어 상당히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RSWG는 향후 

OPT의 체계  용을 한 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나. 비개념 설계 단계에서 PSA 활용

제4세  원자력시스템 로드맵은 실행 가능 단계(Viability Phase)의 종료 시

에서 단순화된 PSA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SA 방법을 신 인 제4

세  원자력시스템에 용하면, 결과의 불확실성이 기존 원  PSA 결과에 비해

서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PSA 결과의 수치 값을 다른 노형 PSA 결과나 정량

 안  목표와 비교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같은 노형  같은 조건하

에서 도출된 PSA 결과의 상  비교는 일반 으로 타당한 식견(Insight)을  

수 있다. 비록 PSA를 수행하는 동안 설계 자료의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망

되지만, RSWG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PSA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설계자에게 

극 권고하고 있다. 즉, RSWG는 설계자가 PSA 방법을 설계 과정 자체를 보조하

는 도구로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PSA 방법은 설계 옵션의 비교/선택, 비정상 사건/사고  그에 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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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방법의 한 안배를 한 사고결말의 분류, 비정상 조건  사고 리를 

한 운  차의 고려  리스크/불확실성 감소를 한 R&D 항목의 도출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업무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결론

본 원고에서는 RSWG의 활동을 심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련 황을 살펴보았다. 본 에서 기술하 듯이 기본 으로 RSWG는 결정론

인 방법과 확률론 인 안 성 평가 방법의 결합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론 인 방법은 단지 기존의 열수력 인 안 성 분석만이 아니

라 심층방어의 평가 등을 포함하며, 확률론 인 방법(PSA)도 기존과 같이 단지 

설계의 취약성 평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설계 기  사고의 분류  구조, 시스

템  계통(Structure, System & Component)의 등  분류 등 기존에 비해 훨씬 

넓은 범 에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 원고에 포함하지 않은 한 가지 주요한 개념은 기술 립체제에 한 것

이다. 재 미국, IAEA 등에서 이미 노형과 무 한 규제 체제 연구의 일환으로 

기술 립체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 립체제란 모든 노형에 용할 

수 있는 기술 립(Tech. Neutral) 상  안  요건과 노형별로 용하는 특정 기

술(Tech. Specific) 하  안  요건으로 구성된다. 

RSWG에서도 향후 기술 립체제가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 용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재 제4세  원자력시스템을 한 기술 립체제 개발 비 작

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 인 체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 

에서 기술한 안  목표, 철학 등은 기술 립체제의 상  기술 립 안  요건

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상된다.  

향후 RSWG는 기술 립체제의 개발과 더불어 에서 제안된 개념/방법의 

실례를 보여주기 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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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제성 평가방법론 

2003년 3월에 미국 DOE의 원자력에 지 연구 자문 원회(Nuclear 

Research Advisory Committee)와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은 “A 

Technology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을 발간하 다. 

이 기술 지도는 새로운 안 성, 경제성, 신뢰성을 확보한 원자력에 지시스템의 

개발을 2030년 이 에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이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는 을 강조하 다. 이들 선진화된 원자력에 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모형과 

방법론 개발이 연구개발 분야 에 하나로 인식되었다.

경제성모델작업그룹(EMWG; 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은 2004

년 GIF에 의해 출범되었는데, 동 그룹은 경제성 평가 모형  지침서 개발을 통

하여 GEN IV 원자력에 지 시스템이 GIF의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GIF 참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EMWG 참여

자들을 지정하 으며 동 Working Group은 GIF의 Experts Group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오고 있다.

EMWG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GIF가 채택한 다음과 같은 GEN IV 원자로 

시스템의 경제  목표(goal)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다른 에 지원에 비하여 life cycle cost가 우월할 것(즉, 평 화 발

단가가 다른 발 원에 비하여 더 낮을 것)

○ 다른 에 지원과 비슷한 수 의 financial risk 수 을 유지할 것(즉, 

총자본투자비와 건설비가 다른 에 지원과 비슷한 수 을 유지할 것)

1. EMWG의 경제성 평가 모형

Gen IV 원자력에 지 시스템은 력뿐만 아니라 수소, 해수담수, 공정열

(process heat) 등 비 력 산출물의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EMWG에서는 

력 생산과 더불어 이들 비 력 생산물의 경제성 평가를 고려한 원자력에 지 

경제성 통합모형(Integrated Nucelar Energy Economics Model)의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동 통합모형에서는 모듈화 된 발 소 건설 방식이 향후 활발하게 이용

될 것을 상하여 랜트 규모 모듈의 개발도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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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G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모형의 체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EMWG 경제성 평가 모형의 구조

<그림 3-2>에서 Capital and Production Cost Model은 력생산 비용을 

추정하는 모듈이다. 동 모델에서는 원자력에 지 시스템의 자본투자비, 운 유지

비를 산출한다. Nuclear Fuel Cycle Cost Model은 핵연료주기를 open cycle, 

partial closed cycle, closed cycle 등 3가지로 구성함으로써 핵연료주기의 표

인(representative) 기술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Gen IV 시스템에서 채택할 fuel 

cycle이 구체화되면 EMWG 모형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Fuel cycle cost는 균

형 상태에서의 비용을 산출하고 있어서 실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자본투자비와 

비교할 때 연료비의 비 이 매우 다는 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정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nergy Products Model은 수소, 해수담수, 공정열

(process heat) 등 비 력 산출물의 비용을 추정하기 하여 개발된 모델이다. 그

리고 Plant Size Model에서는 하나의 용량 원자로를 건설하는 신에 이를 소

형 규모로 모듈화하여 다수기를 건설할 경우의 비용을 추정한다. 동 모델은 아직 

개발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EMWG에서는 이들 각 모델을 통합한 Integrated 

Nuclear Energy Economics Model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EMWG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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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G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요 산출물은 Gen IV 원자력에 지 시스템의 

비용추정 지침서(Cost Estimating Guidelines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와 이 지침서의 실행을 한 비용추정 산모형(G4-ECONS)이다.

Gen IV 원자력에 지 시스템의 비용추정 지침서는 2007년 말 재 Rev. 4.2가 

완료되어 GIF에 제출된 상태이며 엑셀로 작성되어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업이 가

능 하도록 하 다. 한 동 산모형의 활용을 하여 사용자 설명서와 이를 단

순화한 이용자 안내서를 별도로 발간하 다.

비용추정 지침서는 GIF 시스템의 비용 평가를 한 지침  일반  규칙을 

포 으로 정리한 문서로써 2004년과 2006년 동안 3차례에 걸친 개정 을 발간

하 다.

<그림 3-3>은 EMWG가 개발한 모형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RD&D Decommissioning
Operations
Pricing Low Level Waste

Operations
Pricing

Operations
Pricing or Costs Waste

G4-ECONS-FCF

ECONOMICS

Fuel Cycle Model

G4-ECONS

LUEC or LUPC (non-electricity products)  
G4-ECONS

Guidelines - COA

Technical Scope

CAPITAL AT RISK

Annual O & M

그림 3-3.  GIF 모형의 비용추정 구조

EMWG가 개발하고 있는 비용추정 지침서는 원자력에 지 시스템 평가를 

해 COA(Code of Account; 비용 계정) 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COA는 2

단 로 설정하 는데 이는 단 를 더욱 세분하게 되면 GIF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포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MWG에

서 개발한 경제성 평가 모형은 semi cost engineering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이용자들의 자료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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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Top Down 방식을 도입한 것은 

GIF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Bottom Up 방식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세부 인 비용자료의 생산이 아직은 어렵다고 단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추정 지침서의 내용을 반 하여 실제로 GEN IV 시스템에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EMWG에서는 산모형인 G4-ECONS를 개

발하여 G4-ECONS 1.0을 2006년에 GIF 회원국에 배포하 다. 동 소 트웨어 

Version 1의 주된 기능은 GEN IV 시스템의 발 단가 추정이다. EMWG는 이미 

알려진 다수의 원자력 시스템에 한 비용추정을 시도함으로써 동 소 트웨어의 

비용추정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표 3-1>은 Generation III 원자력 발 소인 

System 80+에 한 비용추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G4-ECONS 1.0
Case: Sys80+ PWR using LEUO2 (repository disp of spent fuel) BASE

Strategy 1
Worksheet name: LUEC Summary

Total Reactor and Fuel Cycle System
Summary of Model Results

Discount Rate = 5.00%
Annualized Cost in 

$M/Year
Mills/kWh 

$/MWh
Capital 158.52 17.40

Operations Cost 78.47 8.61
Fuel Cycle - Front End 29.07 3.19
Fuel Cycle - Back End 9.90 1.09

D&D Sinking Fund 2.48 0.27
TOTAL LUEC 278.44 30.56

표 3-1. Generation III 시스템에 한 비용추정결과(G4-ECONS 1.0 활용)

Gen IV 시스템에 한 시산은 JSFR(Japanese Sodium Fast Reactor)을 상

으로 수행하 으며 그 시산 결과는 <표 3-2>와 같다. 동 시산에 사용된 입력 자

료는 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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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JSFR Sample Calculation/ April 14,2006 (Closed cycle)

Worksheet name : LUEC SUMMARY
TOTAL REACTOR & FUEL CYCLE SYSTEM

Summary of Model Results
case:    JSFR Sample Calculation/April 14, 2006 (Closed Cycle)

Discount rate= 2.00%
Annualized 

Cost in $M/yr
Mills/kwh or 

$/MWh

Capital Cost incl 
Financing

$77.40 6.51

Totals $249.00 20.95

표 3-2. Generation IV 시스템에 한 비용추정 결과( 시용)

이 두 개의 시산은 EMWG가 개발하고 있는 비용추정 소 트웨어를 검증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 시산 결과를 보다 정교한 다른 모형의 분

석 결과와 비교하 는데, 비용추정 결과가 서로 비슷한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G4-ECONS의 비용추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

2007년에 동 소 트웨어의 version 2인 G4-ECONS 2.0이 완성되었다. 

Version 2.0에서는 비 력 산출물의 경제성 평가 모듈이 추가되었다. 비 력 산

출물에는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력  비 력의 결합생산 등이 있다. 한 핵

연료설비 비용 추정 모듈이 version 2.0에 추가되었다. 이는 GIF에서 개발 인 

핵연료주기 서비스 에서 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존재

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의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version 2.0에서

는 핵연료주기 설비의 투자비와 운 유지비의 분석이 가능한 G4ECONS-FCF 모

듈을 개발하 다.

2007년 6월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American Nuclear Society의 annual 

meeting에서 EMWG는 동 그룹이 개발한 주요 결과의 발표를 한 별도의 

session을 가졌다. 여기서는 총 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들 논문은 주로 비

용추정 지침서의 내용에 한 설명과 G4-ECONS의 활용에 한 것이었다. 

EMWG에서는 G4-ECONS의 활용을 하여 이용자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

다. 이외에도 숙련된 사용자 혹은 일시 인 사용자를 하여 보다 단순한 이용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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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 모형의 신뢰성과 경제성 평가 지침서, 이용자 지침서 사이에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는 단 하에 동 Working Group에서는 각각의 산

출물의 산출과정과 설명 등을 면 히 살펴서 이들 사이의 일 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비용추정 방법론

원자로 시스템에 한 비용추정의 결과는 “mills/kWh” 혹은 “$/MWh”의 

단  비용으로 표 된다. 이를 해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에 하여 연

가화  평 화 방법을 용한다. 여기서 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단 비용 = 연간발전설비×평균이용률
연간자본비 연간운전유지비 연간철거비

단 비용을 산출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자본비, 운 유지비, 철거비의 

산출이 요구된다. 이들 비용은 COA(Code of Account)를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G4-ECONS는 COA에 의하여 모든 비용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Code"는 숫자로 표 된 indicator로써 특정한 code는 이에 상응하는 정의된 

category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용을 체계화하는 기본 인 방법으로써 설계의 

안들에 한 비용비교를 용이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COA의 주된 

기능으로는 비용 추정을 포 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의 항목에 

하여 추정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COA의 첫 번째 숫자(digit)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 10 -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 20 - Capitalized Direct Costs

○ 30 - Capitalized Indirect Services Costs

○ 40 - Capitalized Owner's Costs

○ 50 -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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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Capitalized Financial Costs

○ 70 - Annualized O&M Cost

○ 80 - Annualized Fuel Cost

○ 90 - Annualized Financial Cost

COA의 두 번째 숫자(digit)는 첫 번째 숫자(digit) 각각에 하여 한 단계 

더 자세한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COA의 두 번째 숫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 것이다.

○ 10 -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 11 - Land and Land Rights 

       ․ 12 - Site Permits

       ․ 13 - Plant Licensing

       ․ 14 - Plant Permits

       ․ 15 - Plant Studies

       ․ 16 - Plant Reports

       ․ 17 - Other Pre-Construction Costs

       ․ 19 - Contingency on Pre-Construction Costs

○ 20 - Direct Capital Costs

       ․ 21 - Structures and Improvements

       ․ 22 - Reactor Equipment

       ․ 23 - Turbine Generator Equipment

       ․ 24 - Electrical Equipment

       ․ 25 - Heat Rejection System

       ․ 26 - Miscellaneous Equipment

       ․ 27 - Special Materials

       ․ 28 - Simulator

       ․ 29 - Contingency on Direct Costs



- 59 -

이상의 COA 10과 20을 합하면 직 비(Direct Costs)가 산출된다.

○ 30 - Indirect Capital Costs 

       ․ 31 - Field Indirect Costs

       ․ 32 - Construction Supervision

       ․ 33 - Commissioning and Startup Costs

       ․ 34 - Demonstration Test Run

       ․ 35 - Design Services Offsite

       ․ 36 - PM/CM Services Offsite

       ․ 37 - Design Services Onsite

       ․ 38 - PM/CM Services Onsite

       ․ 39 - Contingency on Indirect Services Cost

이상의 COA 10, 20, 30을 합하면 기본건설비(Base Construction Cost)가 

산출된다.

○ 40 - Capitalized Owner's Cost (COC)

       ․ 41 - Staff Recruitment and Training

       ․ 42 - Staff Housing 

       ․ 43 - Staff Salary-Related Costs

       ․ 44 - Other Owner's Costs

       ․ 49 - Contingency on Owner's Costs

○ 50 -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CSC)

       ․ 51 - Shipping and Transportation Costs

       ․ 52 - Spare Parts

       ․ 53 - Taxes

       ․ 54 - Insurance

       ․ 55 - Initial Fuel Core Load ( option to capitalize )

       ․ 58 - Decommissioning Costs (treated elsewhere)

       ․ 59 - Contingency on Supplementar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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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COA 10, 20, 30, 40, 50을 합하면 Overnight Constructuion Cost(순

건설비)가 산출된다. 이 순건설비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건설  이자)

을 더하면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총자본투자비)가 산출된다. 운 유지비

와 연료비의 세부 인 항목에도 이에 상응하는 COA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 이

들 COA 두 자리 숫자가 가리키는 항목에 하여는 비용추정지침서에서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이들 COA 두 번째 숫자 항목에 하여 한 단계 더 세부 인 항목을 나타

내는 것이 COA 세 번째 숫자이다. EMWG에서는 COA 두 번째 숫자 항목을 기

본으로 비용추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COA 세 번째 숫자 항목은 재 

개발 인 Gen IV 시스템에 모두 공통 으로 용하기 어렵다고 단하 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구체 인 설계가 이루어진 원자로 시스템에 하여는 COA 세 

번째 숫자 항목  그 보다 더 세부 인 항목의 비용을 추정하여 COA 두 번째 

숫자 항목의 비용을 도출한 후에 EMWG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Bottom Up 방

식). 그리고 기 설계 단계에 있는 Gen IV 시스템에 하여는 기존의 상용로의 

비용을 참조로 하여 scaling factor를 용함으로써 COA 두 번째 숫자 항목을 

도출하여 EMWG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Top Down 방식).

4. 향후 주요 업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EMWG 비용추정 모형의 활용 확 를 하여 

EMWG는 training package를 개발하고 있다. Training package 개발은 EMWG

의 주어진 임무는 아니지만 Gen IV 시스템의 SSC(System Steering Committee)

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효과 인 수단이므로 EMWG에서 주력하기로 하 다. 

Training package는 비용추정 지침서를 내용으로 하고 산모형인 G4-ECONS를 

사례분석으로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하 다.

그리고 G4-ECONS의 사용자 활용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모형 활용 경험을 

반 한 모형 개선  비용추정 지침서 개선에도 주력할 정이다. 한, SSC와의 

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분석(top down 방식의 비용 추정 사례분석 포함)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MWG 모형이 비용추정의 실질 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정이다.

이외에도, 모듈화된 발 소 건설방식의 비용추정, 학습효과를 반 한 비용

추정, actinide burning의 비용추정 등에 하여도 동 작업반은 노력을 기울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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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평가방법론

Gen IV Nuclear Energy System의 기술  목표로서 핵확산 항성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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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PR & PP 에서 원자력시스템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평가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Gen IV 로드맵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 주요 목표는 Gen IV 원

자력에 지 시스템을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에서 체계 으로 평가

하기 한 정량 인 방법론 개발을 하여 핵확산  안보 (Threat)의 특성

분석, 시스템의 PR  PP 특성 악, 측정 방안 개발, PR  PP 특성 평가방법

론 개발  Implementation Guide (software-based evaluation tool) 개발이다. 

2002년 12월, 첫 번째 련 문가 회의가 미국 Washington DC의 PNL에서 개

최된 이래 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황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2002. 12 ～ 2003.12 (1년)

 - PR  PP 련 평가요건(Metrics)  평가방법 개론(Framework) 보고

서 개발

○ 제 2 단계 : 2004. 1 ～ 2004.12 (1 년)

 - PR  PP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hodology) 보고서( 안) 개발 

○ 제 3 단계 : 2005. 1. ～ 2006. 12. (2 년)

 - 평가방법론  보고서  발간 (Rev. 5,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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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하여 시범 용 (Demonstr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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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하여 시범 용 

○ 제 4 단계 : 2007.  ～ 2009. (3 년)

 - GEN-IV System에 한 PR  PP 평가 ( 가칭, Sponsorship Program)

 - 평가방법론 개선  원자력시스템 설계 개선사항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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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방법

핵비확산 련 국제 인 평가 기술개발은 1970년  IAEA 주도의 INFC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xamination)과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주 의 NASAP(Non-proliferation alternative systems assessment 

program) 로그램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핵비확산 상은 주로 핵확산을 최소로 하는 핵연료 개발에만 을 두고 있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핵비확산 연구의 결론은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려는 국가에

서 핵확산에 한 기술 인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1980년  이후부터는 핵비확산 평가 련 분야가 민간 시설과 더불어 개인 

시설  핵연료 순환 체로 범 가 확 되었고 핵물질 용의 확률론 인 분석

을 수행하기 시작하 다. 한 1990년에는 DOE의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분야와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NERAC)에서 상

용원자로에 한 핵확산 항성을 증 시키기 한 장기 노력과 연구개발을 

하여 특별 문 원회를 구성하기도 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부터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핵비확산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fault tree 방법을 이용한 확

률론 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핵연료주기에 하여 핵물질 용 경로의 분석을 

(pathway analysis)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핵연료주기에 

(PUREX/MOX, UREX, DUPIC and Inert Matrix Fuel) 해서 핵비확산성 평가 

분석이 이 지고 있다. 한 핵비확산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는 안 조치

(safeguards) 수행의 평가와 탐지 확률에 해서 국제 인 안 조치의 효율성에 

한 평가도 수행되고 있다. 

Gen IV에서는 차기 개발할 원자력 에 지 시스템 (nuclear energy 

systems, NESs)으로 Sodium Fast Reactor (SF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 Liquid Metal Fast Reactor (LMFR), Gas Cooled Fast Reactor 

(GFR), Molten Salt Reactor (MSR), Super Critical Water Reactor (SCWR)을 선

정하 고 이러한 원자로에 하여 시스템 설계  개발단계에서부터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PR&PP),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 성 (Safety), 신뢰성 (Reliability) 그리고 경제성 

(Economics)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므로 GEN IV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에 한 핵비확산의 

만족 여부가 요 목표 의 하나로써 시스템 설계부터 반드시 만족시켜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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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으로 핵비확산 평가를 정량  는 정성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인 

평가 방법론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Gen IV 개발을 한 로드

맵에서는 핵비확산 련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된 평가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핵비확산의 평가는 시스템 설계의 기

단계부터 용이 이 져야 하고 기본 설계  상세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스템에 해 꾸 히 핵비확산 평가 결과가 반 되어야 한다. 핵비확산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해당 련자들, 즉 시스템 설계자, 

정책 수반자, 외부투자자에게 제공될 것이며, 핵비확산 평가 결과들은 차세  원

자력 에 지 시스템 개발에 하여 핵비확산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2. 평가방법론 개발

원자력 시스템에 한 일반 인 핵확산 은 핵물질의 용 는 강탈, 

물질의 오용, 시설 장비 기술의 오용, 원자력 기술의 수 등을 포함한다. 일반

으로 핵무기용 핵물질은 루토늄의 모든 동 원소, U233, U235, Np237, Pa231, 

Am241, Am243, Cm244, Cm245, Cm246, Bk247, Cf251이 해당된다. 한 핵무기

용 핵물질을 생산하기 한 재료 물질로는 U238, Th232이 해당된다. <표 3-3>은 

핵물질 용에서 기 량이 되는 즉, 핵무기를 만들기 한 최소 양으로, 직 사

용 핵물질과 간 사용 핵물질 별로 요약되어 있다. 

표 3-3. 핵물질 요량 (SQ)

물 질 SQ*

직 사용핵물질

Pu(containing less than 80% Pu238) 8kg

U233 8kg

HEU 25kg

Np237 25kg

Am241 25kg

간 사용핵물질

Depleted, natural and low enriched U
75kg U235

(or 10 t natural U, or 20 t depleted U)

Thorium 20 t

 (*SQ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가장 은 최소 단 의 크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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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에서는 핵확산의 가능한 모든 략(Strategies)을 concealed 

diversion, overt diversion, concealed facility misuse, overt facility misuse, 

independent clandestine facility use로 분류하고 있다.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의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에서는 핵확산에 한 잠재력을 3단계

에 걸쳐서 분류를 하고 있다. 

○ 획득단계: 핵물질의 획득을 한 모든 행

○ 처리단계: 획득한 핵물질을 핵무기 물질로 사용하기 한 처리행

○ 제조단계: 핵무기로의 제조

<그림 3-4>은 Gen IV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에 한 평가체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분석 방법론은 크게 challenge, system response 그리고 

결과들(outcomes)로 나 어 구분하고 있다. 우선 challenge에서는 핵비확산 

인자를 정의하고, system response에서는 시스템 구성요소  용 핵물질을 결

정하고, 핵물질 용 방법론을 분석하고, 핵비확산 척도를 평가한다. 최종 으로 

각각의 핵물질 용방법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에 한 핵비

확성 결과를 결정한다.

 

 

그림 3-4. Gen IV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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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Gen IV의 평가에서는 시스템에서 핵물질 용 방법론에 한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핵비확산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용 방법론에 따른 

핵비확산성 평가는 Gen IV 방법론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핵물질 용을 한 모든 방법론을 포함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이 매우 요

하고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을 하여 많은 련 문가들의 자문과 력  도

움이 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주요 목표지 에서의 핵물질 획득 혹은 용이 상되는 

용경로를 선정하며, 이들 용경로들의 강건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Gen IV 

PR&PP 평가에서는 핵확산 항성 강건성 평가 척도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 Proliferation Technical Difficulty (TD) : 이 척도는 핵물질의 획득/생

산, 처리  제조, 기술 인 정교함에 해 핵확산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물질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나타냄. 그러므로 핵확

산에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해 요구되는 기술들의 필요로부터 

발생되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Proliferation Cost (PC) : 핵확산에 한 다양한 기술  장벽들을 극복

하기 한 경제  투자를 나타냄.

○ Proliferation Time (PT) : 다양한 장벽들을 극복하기 한 최소의 시간

을 나타냄. 즉 핵물질의 변환  완료까지 핵확산에 요구되는 시간을 

나타냄.

○ Fissile Material Type (MT) : 핵폭발 사용에 향을 주는 정도에 근거

한 핵물질의 구분. 핵무기로의 환을 한 화학  동 원소별 처리에 

따른 핵분열 핵물질의 상태를 나타냄.

○ Detection Probability (DP) : 핵물질 용 경로에서 묘사된 행 를 탐

지하는 확률

○ Detection resource Efficiency (DE) : 핵확산에 수반되는 노력과 행 들

로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국제 안 조치 용을 해 요구되는 자본, 

장비, 직원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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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각각의 평가 척도에 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내어진 평가 척도들의 세부항목들은 2000년도 기의 TOPS 보

고서(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Global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s)의 핵물질 고유장벽 (material barrier), 

기술 인 장벽 (technical barrier), 외  고유장벽(extrinsic barrier)으로 분리, 요

약된 내용들에 근거하고 있다.

 

표 3-4. 평가 척도 특성 요약

평가항목 주요내용

TD

criticality hazards
radioactivity levels
availability of open information
access to specialized export controlled components or materials

PC
minimum cost for setting up the minimum needed 
infrastructure to complete the segment 
cost from misuse of civilian infrastructure/personnel

PT
maximum diversion or production rate 
storage duration
extent of required equipment modifications

MT

spontaneous neutron emission rate
Heat generation rate( ; Pu238)
gamma radiation activity
mare-sphere critical mass

DP
DIV
Nuclear material accounting
c/s

DE see DP

이러한 평가 척도들은 항목의 특성상 정량 인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등의 4단계로 핵비확산의 정성

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에 한 평가를 도출하기 해서는 우선 각각의 

핵물질 용 경로를 설정하고 용 경로별로 평가척도를 평가한다. 한 모든 

용 경로에 한 결과를 비교 종합화함으로써 시스템에 한 핵비확성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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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Gen IV의 PR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Pacific Northwestern National 

Laboratory (PNNL)에서는 Example Sodium Fast Reactor (ESFR)를 핵비확산 평

가를 한 원자력 에 지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핵비확산 평가를 시범 용 수행

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 다. ESFR은 개념 인 원자력 에 지 시스템으로 간 

사이즈 (300MWe)의 sodium fast reactor (AFR-300)를 4개 소유하고 있다. 한 

같은 시설 내에 핵연료 장시설, 핵연료 서비스 시설, 폐기물 장시설, 

pyrochemical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3-5>는 ESFR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 ESFR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개념도 

우선 시스템에 하여 핵물질 용을 한 목표 핵물질을 설정한다. 이러

한 목표 핵물질엔 25kg의 U235가 될 수도 있고 8kg의 Pu가 될 수도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원자로를 포함하는 체 시스템에 하여 기능별로 물질 수지 구역 

(Material Balance Area,  MBA)을 설정하고 각각의 물질 수지 구역별로 설치되

어 있는 국제 인 안 조치 (IAEA safeguards) 장비  구성 시스템의 역할을 

악한다. 각각의 목표 핵물질을 용하기 하여 앞에서 설명된 핵물질 략을 

악하고 각각의 략별로 목표 물질수지 구역 내에서 핵물질을 용하기 한 

방법론을 기술한다. 즉 각각의 물질수지 구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물질 수지 구역별로 목표 핵물질들의 특성

을 기술하고 핵물질을 용하기 한 방법론을 기술한다. 핵물질 확산을 한 

용 경로 분석에서는 핵물질 용을 행하는 행 자들이 핵물질 용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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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략들을 시나리오 방법론을 통하여 개발한다. 즉 핵물질을 물질수지 구

역으로부터 빼낼 수 있는 물리 인 모든 방법론들을 기술한다. 한 이러한 물리

인 방법론에 항하는 물리  는 시스템 설계상 장벽들과 안 조치 장벽들

을 분석하고 안 조치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설한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각각의 목표 핵물질을 용하기 한 용경로를 상세히 계획한다. 각

각의 용 경로에 하여 에서 요약된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정성 인 핵비확

산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는 물질수지구역, 용 목표 핵물질, 용 

략, 용 행 자의 행 , 용 경로,  구체 인 용 기술방법들의 내용을 포

함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평가척도를 이용하는 최종 인 평가에서는 정성 인 결

과를 도출하게 되므로 결과의 객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문가 집단의 정

확한 단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평가 용  결과 도출의 한 로써 <표 

3-5>은 핵물질 용 행 자가 폐기물 컨테이 에 TRU 물질을 넣고 폐기물 장

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5. 핵물질 용에 한 척도 평가

평가 항목 평가결과 용방법 처리방법

TD low TRU metal in container
in hot cell with chemical 

process

PC very low
little or no special 

equipment required
smaller facility for processing 

TRU

PT medium
dependent on amount 

and frequency

DP medium
may be able to be 
moved undetected

MT medium in TRU

DE high
have extensive 

safeguards

이러한 핵물질 용 경로 분석에 한 결과는 분석 시스템이 용 행 자

에게 얼마나 매력 인가, 용을 해서 핵물질 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스템

의 설계  운 에서 얼마나 내 지표들과 안 조치 척도에 의해서 가능한 용 

경로들이 차단되는지, 핵물질 획득이나 시설들의 오용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

고 기에 오용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한 정성 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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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은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하여 핵확산 항성  

안 성 련한 내용들을 나타낸다. 특히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설계 기 단계

부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핵확산 에 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

고 핵비확산이 반 되고 강화된 원자력 시스템 설계  개발을 구 할 수 있다. 

Gen IV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은 Gen IV에서 선택한 미래 원자력 에 지 시스템

에 하여 핵비확산 평가를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핵비확산에 

한 만족여부를 나타내는 평가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Gen IV 평가 방법론의 평가 결과는 핵물질 용을 한 재 시스템 상태

를 포함하는 평가 척도들의 결과들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므로 시스템에 하여 

이러한 평가 결과들로부터 핵물질 용 결로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이나 시스템

에서 핵물질 용에 좀 더 우호 일 경로가 발견된다면 설계자는 핵물질 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하여 각각의 용 경로별로 다양한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핵

물질 용에 따른 핵비확산성을 증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핵물질 용 경로 

분석을 통한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은 핵무기 사용을 한 핵물질 용에 있어서 

가장 비 매력 이고 가장 낮은 확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Gen IV PR&PP 문가 그룹에서는 핵비확산 평가 방법론 개발을 하여 

시범 인 용 사례를 연구 분석하므로써 평가 방법론의 지속 인 개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인 용을 통하여 시스템별 핵물질 용 경로에 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핵물질 용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취약한 곳에 한 핵비확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시나리오에 한 6가지의 평가척도를 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는 정성

인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핵물질 용의 정량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미국 내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확률론 인 평가 방법인 Probabilistic Risk Analysis (PRA) 방법론의 도입은 핵

확산의 취약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데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도 핵물질 용 행 들을 수치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핵비확산 평가 련 문제 을 개선하고 객 성과 신뢰성을 갖는 

평가 방법론 개발 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꾸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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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IAEA INPRO 방법론 개발 황

1. INPRO 개요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는 2000년 9월에 개최된 제44차 IAEA 총회의 결의, 즉 “핵연료주기, 특히 

신 이고 핵확산 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한 기술 안을 고려함에 있어

서 모든 심 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청한다.”에 따라 착수되었다. INPRO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이 지속 으로 21세기의 세계의 에 지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술보유국과 기술 활용국이 함께 모여 원자로  핵연료 주기에서 의

도되는 신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국제  활동과 국가  활동들을 

공동으로 고려함.

   

INPRO는 상기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 신원자로 시스템 개발과 련하여 선진구과 개도국의 정책결정자와 

문가들 간의 토론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

○ 신원자로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신원자로 시스템 개발과 련하여 회원국들 간의 력을 추진

○ 개도국의 신원자로 개발에 한 심에 특별히 유의

○ 신원자로개발에 있어서 국제 력을 조성
 

INPRO는 재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

하고 있으며, 운 원회(SC: Steering Committee), 국제조정그룹(ICG: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과 IAEA의 행정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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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운 원회(SC)는 IAEA 회원국  INPRO에 특별공여 을 제공하는 국가

의 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한 

INPRO에 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 할 수 있다. 운 원회

는 INPRO 추진에 한 반 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업무 추진방법 등에 

한 조언과 결과에 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로

젝트 리자들이 배석한다. 운 원회는 활동 계획, 활동 결과 검토  평가 등

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견된 문가(Cost free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 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계 문가로부터 활

동  업무 등에 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INPRO 회원국은 2001년 출범당시에 7개국에서 차 으로 확 되어, 2007

년 1월 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랑스, 국 등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3-6. INPRO 회원국

IAEA가 주도하고 있는 INPR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Gen IV와도 력

하고 있는데, 2005년 9월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간의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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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Meeting)를 통하여 앞으로 력할 사항들을 정의하 다. 여기에는 핵

확산 항성  물리  방호, 안 성  경제성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 INPRO 추진 경과  추진 실

2001년 5월 제1차 운 원회를 시발로 공식 출범한 INPRO는 <그림 3-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단계(Phase)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2개의 세부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nitiation in response to GC Res. 2000

Phase 1A

Methodology
Validation

Phase 1B
(1st part)

Phase 1B
(2nd part)

Methodology 
Application &
Improv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Phase 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nitiation in response to GC Res. 2000

Phase 1A

Methodology
Validation

Phase 1B
(1st part)

Phase 1B
(2nd part)

Methodology 
Application &
Improv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Phase 2

그림 3-7. INPRO 추진 경과

가. Phase 1A (2001.5〜2003. 6) ; INPRO 평가 방법론 개발

6개 분야7)에 하여 기본원칙(Basic Principle (BP)),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UR)), 평가기 (Criteria)을 마련하 으며, INPRO 평가 방법론 개발

을 한 Case study도 병행 추진되었다. 여기서 개발된 평가 방법론은 IAEA 기

술보고서(IAEA-TECDOC-1362) 형태로 발간된 바 있다.

나. Phase-1B의 제 1단계 (2003.7〜2004.12) : 평가방법론 검증

Phase 1A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실제로 용하고 개선하기 해 14개의 사

7) 경제성, 환경,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인 라(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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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 다. 한국은 핵확산 항성분야의 방법론을 DUPIC 

핵연료주기에 용하는 연구에 참여하 다. Phase 1A에서 도출된 개선된 평가 

방법론은 기술보고서(IAEA-TECDOC-1434)로 발간되었다.

다. Phase-1B의 제 2단계 (2002.12〜2006.6) : 방법론의 용  개선

회원국들의 INPRO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용자 메

뉴얼을 작성하 다. 사용자 메뉴얼은 “An Assessment Methodology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IAEA-TECDOC-1575)"라는 이름으로 편찬

되었는데, 총 9개의 독립된 권(volume)으로 되어있다. 사용자 매뉴얼의 작성은 

신원자로시스템에 한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의 용을 표

화화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보고서 구성은 각 분야별로 1) 개요 (매뉴얼의 

목표, 용어 정리), 2) INPRO 평가를 해 필요한 input  시나리오의 역할, 기

본원칙(BP), 사용자요건(UR), 기 (Criteria), 지표(Indicator), 허용범 (Acceptance 

Limits) 등의 정의, 3) 기타 정량 인 분석의 사례 등을 실고 있다. 

한편, INPRO는 2006년 말 8차 INPRO 운 원회의 결과에 따라 물리  

방호분야(Physical Protection) 분야가 추가되면서 <그림 3-8>와 같이 총 7개 분

야로 확 되었다. 

Infrastructure Economics

Proliferation
Resistance Safety

Waste
Management

Environment

Physical Protection

Infrastructure Economics

Proliferation
Resistance Safety

Waste
Management

Environment

Physical Protection

그림 3-8. INPRO 세부 분야

라. Phase-2 (2006〜 ) : 공동연구 수행  국제 력

2006년도부터 시작된 Phase 2에서는 여러 형태의 공동연구가 수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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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4개의 CRP 형태의 공동연구가 2007년 운 원회의에서 확정되어 수행

이다. 과제별 성격에 다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개발 련 과제

 ∙ 열 성자로에서 고속로로 환해나가는 지구  architecture 개발(11

개국 참여)

 ∙ 연료부족에 응한 시나리오 개발 (9개국 참여)

○ 안 성 련

 ∙ 수동  가스 로비젼(3개국 참여)

 ∙ 첨단 HTRs, 수소 생산시설의 안 성 (2개국 참여)

 ∙ Small grid INS의 안  운 (1개국)

○ 핵확산 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

 ∙ PR 평가를 한 경로 분석 (4개국 참여) ⇒ 한국이 주도

○ 원자로 기술해결

 ∙ 선진 HTR의 기술  도  (3개국 참여)

 ∙ 선진 경수로 (3개국 참여)

 ∙ 액 로에서 decay heat 제거 (5개국 참여) ⇒ 한국 참여

○ 환경  폐기물 리

 ∙ Source term으로부터 INS의 환경 향 계산 (4개국 참여)

 ∙ 소국가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리(2개국 참여)

○ 기타

 ∙ 부유형 SMR의 법 , 제도  기술  이슈

 ∙ U-233/Th연료의 핵주기 기술연구

 ∙ 선진 핵주기 기술 공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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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RO 방법론

가. 근방법

INPRO에서는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평가하기 하여 독특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3-9>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먼  평가 기 을 도출하기 하여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평가

에 있어서 가장 요한 기본 원리(principle)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건(User Requirement)을 도출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 기 을 도출

하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 평가 기 은 다시 평가 지표

(indicator)와 평가용인수 (acceptance limit)으로 나 어 기술하고 있다. 

Basic Principle

User Requirement

Criteria
(Indicator and Acceptance Limit)

Basic Principle

User Requirement

Criteria
(Indicator and Acceptance Limit)

그림 3-9. INPRO 방법론

한편, 평가 기 이 도출되면, 이를 이용한 미래 원자력  핵연료주기 시스

템 평가는 bottom-up 방법을 용하고 있다. 먼  각각의 평가 기 (평가 지표에 

한 평가 용인수 )을 평가한 다음, 이의 만족여부를 정하여 해당되는 사용자 

요건의 만족여부를 정하고, 다시 이를 토 로 기본원리의 만족여부를 정하여 

최종 으로 해당 시스템이 신원자로  핵연료주기인지를 단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INPRO에서는 상기 그림에 나타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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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리 (Principle) :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 개발을 하여 필

요한 가장 범 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 인 법칙이다. 모든 기본 

원리는 모든 평가 요소 (안 성, 경제성, 환경, 핵확산 항성, 폐기물) 

별로 유도되어야 한다. 가령 안 성과 련하여 심층방어(depend in 

Depth)개념이 기본 원리 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 : 사용자 요건은 주어진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여기

서 사용자란 원자력 기술의 잠재  응용에 심 있는 모든 기구

(body)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집단이 사용자가 될 

것이다.

 ∙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투자자, 설계자, 생산자,  인허가 기 , 해당 

주의 련 기구, 정부, 법  기구, 주주, 비정부기구(NGO)  원자력 

련 정책 결정자

 ∙ 심 있는 언론, 원자력에 지 최종 사용자 (일반주민, 산업체), 부지 

 인허가와 련된 기구

 ∙ 련된 국제기구 ( , IAEA, IEA, OECD, NEA, 등)

○ 평가 기  (Criteria) : 평가 기 은 사용자 요건이 어떻게 잘 만족 시

키는지를 결정하는 기 으로써, 평가 지표와 각 평가 지표에 한 용

인기 으로 구분된다. 지표는 단일 라메터 혹은 집합  개념이나 상

황 설명일 수도 있다. 용인 기 은 해당 지표에 한 목표로서 정량

인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정성 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INPRO의 평가 방법론은 에서 언 한 사용자 매뉴얼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은 평가구조로 되어 있다. 제 2단계에서도 계

속해서 방법론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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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INPRO 방법론의 구조

분야 BP UR Criteria/IN&IC

경제성 1 4 3

안 성 4 14 38

환경 2 4 9

폐기물 4 7 18

핵확산 항성 1 5 7

물리  방호 1 12 27

인 라 1 4 14

계 14 50 121

나.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2003년 6월까지 진행된 INPRO IA에서는 각 평가분야에 해서 기본 원리, 

사용자 요건  평가 기 들이 도출하 다. 핵확산 항성 평가 분야에서는 모두 

5개의 기본 원리와 5개의 사용자 요건을 도출하 으며, Phase 1B에서 최종 으

로 1개의 PR과 5개의 UR로 통합되었다.

○ 기본 원리 (PR) : 핵확산 항성의 고유특징과 외부수단들은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INS)의 수명주기에 용되어야 하며, INS가 핵무기 로그램을 

한 핵물질 확보에 비매력 인 수단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고유특징과 외

부수단 모두는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하나 그 충분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

다. 

○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 

 ∙ UR 1. 국가는 핵비확산 련 정책과 그 의무를 다해야하며, 그 이행을 함에 

있어서 핵비확산 련 국제체제의 표 에 만족하여야 한다. 

 ∙ UR 2. INS에서 확보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은 핵무기 로그램에 비매력 이

어야 한다. 여기에는 INS에서 생산하거나 처리 가능한 미신고핵물질의 매력

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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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 3. 핵물질의 용은 충분히 어렵고 발각될 수 있어야 한다. 용에는 미

신고 핵물질의 생산 혹은 처리를 한 INS 시설의 사용을 포함한다. 

 ∙ UR 4. INS는 다 의 핵확산 방벽과 수단이 용되어야 한다.

 ∙ UR 5. 고유특징과 외부수단들의 조합이 다른 설계고려 요소들과 함께 최

화 되어야 한다. 즉, 설계  공학 단계에서 비용-효과 인 측면을 거려한 핵

확산 항성 개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용자 요건에 한 평가기 과 련 평가지표(indicator)  용인수

(Acceptance limit)을 아래 <표 3-7∼11>에 기술하 다.

표 3-7. 사용자 요건 1 (UR 1)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Acceptance Limit)

UR 1. 국가는 핵비확
산 련 정책과 그 의
무를 다해야하며, 그 
이행을 함에 있어서 
핵비확산 련 국제체
제의 표 에 만족하
여야 한다. 

CR 1.1 법 인 framework

IN 1.1 : 핵비확산 련 정책과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혹은 아니오

CR 1.2 제도  구조

IN 1.2 : PR를 지원하는 제도
 장치가 고려되어 왔는가?

 혹은 아니오

외부 핵확산 항성 수단의 로서, NPT에 따른 핵물질 안 조치 합의, 수

출통제 정책, 련 국제 약, 핵물질  원자력에 지 시스템에 근을 통제하

는 법 , 제도  시스템, 핵물질 공   반환에 한 양국간 합의, 원자력 에

지 시스템 부품의 재수출에 한 양국간 합의,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한 다

국간 소유, 리 혹은 통제, 핵물질 안 조치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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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용자 요건 2 (UR 2)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2. INS에서 확보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
은 핵무기 로그램에 
비매력 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INS에서 생
산하거나 처리 가능한 
미신고핵물질의 매력
성을 포함한다.

CR 2.1 핵물질의 질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1 : 핵물질의 질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2 핵물질 양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2 : 핵물질의 양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3 핵물질 형태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3 : 핵물질의 형태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4 핵기술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4 : 핵기술
핵기술의 매력성은 문가
가 용인하는 수 까지 낮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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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사용자 요건 3 (UR 3)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3. 핵물질의 용
은 충분히 어렵고 발
각될 수 있어야 한다. 

용에는 미신고 핵물
질의 생산 혹은 처리
를 한 INS 시설의 
사용을 포함한다.

CR 3.1 핵물질 측정의 질

IN 3.1 : 핵물질 계량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2 격납감시

IN 3.2 : 격납감시 수단에의
         순송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3 핵물질의 탐지성

IN 3.3 : 핵물질의 탐지성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시설의 것보다 높거
나 같아야 한다. 

CR 3.4 시설 공정

IN 3.4 : 공정 개조의 어려움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5 시설 설계

IN 3.5 : 시설설계 개조의 어려
움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6 시설의 오용

IN 3.6 : 기술과 시설의 오용의 
탐지성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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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사용자 요건 4 (UR 4)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4. INS는 다 의 
핵확산 방벽과 수단
이 용되어야 한다.

CR 4.1 depend in depth

IN 4.1 : INS가 고유 항성  
외부 수단에 의해 보호되는 정
도

모든 가능한 plausible 
path가 국가수   시설
수 에서의 외부수단  
고유 항성에 보호되어야 
한다.

CR 4.2 PR 방벽의 강건성

IN 4.2 : 용경로를 보호하는
방벽의 강건성

문가 단에 의해 강건
성이 충분해야 한다. 

표 3-11. 사용자 요건 5 (UR 5)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5. 고유특징과 외
부수단들의 조합이 
다른 설계고려 요소
들과 함께 최 화 되
어야 한다. 즉, 설계 

 공학 단계에서 비
용-효과 인 측면을 
거려한 핵확산 항성 
개념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CR 5.1 PR의 설계에 반

IN 5.1 : PR은 설계 기단계
에서부터 반 되어야 한다. 

CR 5.2 PR 방벽의 비용

IN 5.2 : 방벽의 비용 최소비용

CR 5.3 검증방법

IN 5.3 : IAEA와 국가간에 합
의한 검증방법



- 82 -

4. 우리나라의 INPRO 공동연구 참여

우리나라는 INPRO 기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하여고 있다. 제2차 운

원회 이후 한국도 문가(CFE: Cost Free Expert)를 한명 견하여 정식 INPRO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후 INPRO 운 원회와 자문회의에 참석

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확산 항성 분야에 두 번에 걸쳐서 DUPIC 핵연

료주기의 INPRO Case Study를 수행한바 있다.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통해 INPRO 방법론의 개선 과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

론을 제안하기로 하 으며, INPRO 방법론 확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 다. 

2007년 말부터는 CP(Collaborative Project) 형태로 핵확산 항성 분야에 주

도 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08년 5월 “PRADA(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핵무기물질 용경로의 확인  분석 방법 개발, 논리수목  기타 정성  방법

에 의한 용경로에 한 핵확산방벽의 multiplicity  robustness (INPRO PR 

방법론의 UR4) 평가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핵확산방벽의 multiplicity  

robustness 에 한 평가방법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 에 있다.   

PRADA는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DUPIC 시설에 한 기술 인 정보 제

공), 미국, 국  EC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3년간의 로그램(2007년 11월 - 

2010년 11월)으로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2007년 11월~2008년 11월) : 용경로 선정(연구 상 : DUPIC fuel cycle) 

 1) 핵확산 내용/목 :

  - 핵물질의 질  양, 핵확산용 핵물질 획득에 필요한 시간,  잠재  핵확산 추

진국가의 능력 등 분석

 2) 핵확산 략:

  - 핵주기시설로부터의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 용

  - 핵무기제조를 한 용 핵물질의 처리 

 3) 잠재 용경로에 한 체계  근방안:

  - 체 핵주기 시스템에서의 핵연료물질의 용에 한 용경로에 한 체계

인 분석연구  체계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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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2008.11 - 2009.11) : 용경로 분석(연구 상: DUPIC fuel cycle 의 신연

료 장시설 에서의 핵물질 용)

 1) 시설에 한 자세한 설계 특성  공정 정보

 2) 제1단계에서 개발된 잠재 용경로에 한 논리수목 (혹은 확률론  근) 개발 

 3) 가능 용경로의 각 segment 에 해 INPRO PR 방법론의 UR1, UR2  UR3에 

정의 되어 있는 물질특성, 기술  가능성, 안 조치성, 핵물질의 질  양에 련

하여 평가 

○ 제3단계 (1009.11 - 2010.11) : Multiplicity & robustness 분석

 1) 선정된 핵확산방벽에 한 multiplicity & robustiness 평가

 2) multiplicity & robustiness 평가방법론  평가지표의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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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건의 사항

과거의 독자  는 우방국가간의 제한 , 배타 으로 수행되었던 원자력

연구개발은 재 국제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형 연구개발의  세계 인 추세이기도 하고, 자율화된 에 지 시장에서의 원자

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원

자력선진국을 심으로 추진 인 원자력선진기술에 한 국제공동연구인 GIF의 

Gen IV 공동 개발과 IAEA의 INPRO 로그램에 참여 이며, 미래 원자력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I-NERI 사업을 수행 이다.

앞서 기술한 GIF, I-NERI와 INPRO는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

발이라는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출발하 으나 이의 성격과 개에서 차별화되는 

이 있다. GIF는 원자력기술선진국의 모임으로 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

술력을 바탕으로 차세 원자력시스템의 완성을 한 공동연구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INPRO는 기술 심의 Gen IV와는 달리 신원자력시스템의 모

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인 라에 한 을 

포 하고 있다. 한 I-NERI는 력 상인 양국간의 공통 심사를 바탕으로 제

한되고 특수한 분야를 우선 으로 추구하고 있다.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재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일부 시스템의 로젝트 약정

이 체결되어 조만간 공동연구가 착수될 정이다. 재 부분의 시스템은 연구

계획(SRP)에 명시되어 있지만 산의 부족으로 로젝트에서 다루지 못하는 연

구내용 문제, IPR 효율성에 한 우려, 재정  문제로 인한 로젝트 내 력의 

미흡, 일부 로젝트 약정체결 지연, 산업계와 학의 력 부족, 시스템간 력 

부족 등은 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면 이에 한 논의

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GIF가 INPRO 등의 력체와 차별성을 갖

는 것은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의 력체라는 

이므로 선진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서 다자간의 연구개발분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GIF를 통해 시스템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한편 INPRO는 개도국의 원  도입을 한 요건과 지침의 개발, 제도  

인 라 구축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Gen IV의 시스템평가방법론 

분야에 INPRO 결과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력을 추진하고 있다. 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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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회원국이 INPRO에 참여하고 있고, INPRO는 IAEA 회원국을 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INPRO를 통하여 선진기술 분야의 세부기

술개발에 치 하기 보다는 미래 신형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을 한 제도  근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한 이것을 개도국으로의 원자력 수출을 

한 국제 력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 I-NERI는 기본 으로 본 I-NERI 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가 주 력분야로 유지될 망이나 GNEP와 련된 SFR시스템과 건

식공정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가 당분가 주요 분야로 유지될 망이며 양국보다

는 다자간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한미 I-NERI에

서는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에 한 명확한 근건 마련의 필요성, 

Database(DB)의 GIF 공동연구에로의 제공 등이 안문제로 제기되었다. 향후 양

국 정부 간의 력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  사용을 해 명확한 권리 는 

Guideline에 한 구체 인 상이 이루어질 망이며 I-NERI 연구결과를 GIF 

회원국과 공유하나 자동 인 공개는 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와 지 재산을 구

분하여 리할 정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

과 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상을 높이는 계기로 요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NERI의 참여시에 양국간 력을 통해 극 화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나 향후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인 방향이 될 

것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을 해 안 성, 경제성, 핵확산 항

성  물리  방호 등 GIF 각 분야에서 평가방법론 그룹의 평가 도구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안 성 평가와 련하여 안 성 문가 그룹(RSWG)은 결정론 인 

방법과 확률론 인 안 성 평가 방법의 결합을 제안하고 있다. 한 향후 기술

립체제가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 용될 것으로 상하고 제4세  원자력시스

템을 한 기술 립체제 개발 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 인 체제

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향후 RSWG는 기술 립체제의 개발과 더불어 에

서 제안된 개념/방법의 실례를 보여주기 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EMWG 비용추정 모형의 활용 확 를 하여 경제

성 문가 그룹(EMWG)은 training package를 개발하고 있다. Training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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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추정 지침서를 내용으로 하고 산모형인 G4-ECONS를 사례분석으로 이

용하여 작성하기로 하 다. 그리고 G4-ECONS의 사용자 활용을 도모하고, 사용

자의 모형 활용 경험을 반 한 모형 개선  비용추정 지침서 개선에도 주력할 

정이다. 한, SSC와의 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분석(top down 방식의 비용 

추정 사례분석 포함)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MWG 모형이 비용추정의 실

질 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정이다. 

Gen IV PR&PP(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문가 그룹에서는 핵비확

산 평가 방법론 개발을 하여 시범 인 용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평가 방법

론의 지속 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인 용을 통하여 시스템별 

핵물질 용 경로에 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핵물질 

용 취약성을 나타내어 취약한 곳에 한 핵비확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INPRO 방법론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는 핵확산 항성 분야에 두 번에 걸

쳐서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를 수행한바 있다.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통해 INPRO 방법론의 개선 과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등 INPRO 방법론 확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 다. 2007년 말부터는 CP(Collaborative Project) 형태로 핵확산 항성 분야에 

주도 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물질 용경로의 확인  분석 방

법 개발, 논리수목  기타 정성  방법에 의한 용경로에 한 핵확산방벽의 

multiplicity  robustness 평가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핵확산방벽의 

multiplicity  robustness 에 한 평가방법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 

에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기 하여, 지 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한 국제 동향

의 악과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련 국제 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

과 정립  공동연구 추진을 한 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한 향후의 

연구개발 추진 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을 고려한 장기  안목의 노형 

략 측면과 상 으로 은 연구비용에서의 최  효과를 거두기 한 효율  

공동연구 추진과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략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PRO 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한 

제반 사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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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약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주체로서,

  2006년 2월 15일자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력시스템 국제 R&D를 한 시스템약

정(이하 “시스템약정"이라 한다)가, 제4세  원자력국제포럼(GIF) 소듐냉각 고속

로(SFR) 원자력시스템의 실 가능성을 확증하고 성능을 최 화하며, (확약하는 

것은 아니나) SFR의 궁극  실증을 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를 계획하

고 수행하는 기본 체제를 구축하 고,

  시스템약정의 서명자가, SFR의 실 가능성을 확증하고 그 성능을 최 화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특정 R&D과제(System Specific R&D Project), 공통기반연구과

제(Common R&D Project)  시스템통합 작업을 구체화하는 포 인 시스템연

구계획 (System Research Plan; 이하 “SRP"라 한다)을 승인하 으며, 

  이 약정의 서명자가 SFR 시스템을 한 시스템특정 R&D과제의 하나로, 신형

핵연료 연구과제를 도출하 음을 감안하고,

  2005년 1월 26일 승인한 GIF 정책서 2005-2, 지 재산권  정보교환에 유념

하며,

  신형핵연료 과제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리하는 공동작업을 하여 이 로젝

트약정으로 계약 계를 수립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로젝트약정의 목

1.1  이 로젝트약정의 목 은 이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과 과제계획(제2조)에 

따라 신형핵연료 연구과제 (이하 “과제”라 한다)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R&D 작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며 리하기 하여 약정서명자 간에 계약

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1.2  과제의 목표는 과제계획에 따라 SFR 시스템용 신형핵연료(MA 함유 고연

소도 연료 포함)의 력  R&D를 수행하는 것이다.  과제는 안 성, 경제

성, 지속성, 핵비확산성,  물리 방호에 한 GIF의 기 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료 한다.  이 과제 하에서 수행할 활동은 제조과정, 핵연료의 성

능  안  련 조사(irridation) 거동을 실험   해석 으로 평가하고, 

궁극 으로는 목 한 바 로 이용하기 한 기술의 타당성을 실증하는 것

이다.  과제 수행상 구체  활동은 해석  모델링, 실험실에서의 실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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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로내 조사시험, 핫셀 시설  유  시설에서의 시험 후 특성평가를 포함

한다.  과제수행상의 활동은 부분 으로 SFR 핵연료에 한 이 의 범

한 R&D 경험을 근거로 한다.

1.3  이 로젝트약정은 시스템약정에 기속되며, 시스템약정은 2005년 2월 28일

자 GEN-IV 원자력시스템 R&D 국제 력을 한 기본 정에 기속된다.  

이 로젝트약정과 시스템약정 는 기본 정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는 시스템약정 는 기본 정이 우선한다.

제2조  과제계획

2.1  약정서명자는 포  과제계획을 수립하고 합의하 다. 과제계획은 과제의 

완수에 필요한 구체 인 업무 범 , 약정서명자간의 업무 분장, 이 업무 범

의 이행에 필요한 상 비용  자원, 당해 소요 비용 는 자원에 한 

각 약정서명자의 추정 기여분, 업무범 에 한 정 완료일정, 각 약정서

명자의 R&D 뿐만 아니라 공동 R&D의 결과물을 상세하게 정한다.  과제

계획은 이 로젝트약정에 부속서 1로 첨부하며, 부속서는 이 약정의 일부

를 구성한다.

2.2  과제계획은 과제운 원회(이 약정 제3조: 이하 "PMB"라 한다)에서 매년 

검토한다. PMB는 로젝트약정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과제계획은 약

정서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FR의 시스템연구계획(SRP)의 일

성을 유지함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수정할 수 있다.  과제계획의 수정에 

하여는 PMB가 동의하고 각 약정서명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2.3  과제계획의 수정은　SFR 시스템약정 제4.1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스템운

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과제는 과제계획과 일 성을 유지하여 Work Package와 Tasks로 구성된다.  

과제계획은 서명자가 차기 연도에 이행하기로 확약한, 특히 다음의 사항들

을 상세하게 기술한 연간 업무계획(Annual Work Plan)을 통하여 이행한다.

     • 과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하여 이행하여야 할 Work Package  Task

의 내용

     • 약정서명자간의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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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약정서명자가 이행하기로 확약한 업무의 범 (결과물 포함)  그 비

용

     • 각 약정서명자가 업무에 할당할   비  기여

2.5  GIF 기술사무국은 최 의 과제계획  그 모든 개정본을 유지한다.

제3조  과제운 원회

3.1  이 약정에 따라, 각 약정서명자가 지명하는 1인의 표자로 구성하는 과제

운 원회(이하 “PMB"라 한다)를 둔다. 다만, 2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약정서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 주체는 PMB에 하여 1인

의 표자만 지명한다.  각 약정서명자는  자신이 지명한 표자가 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신할 교체 표자를 지명한다.

3.2  PMB는 과제의 이행과 운 에 한 총  책임을 진다. 

3.3  과제운 원회는 

    3.3.1  매년 업무계획(제2.4조)을 수립하여 채택하고, 특히 업무계획의 완수에 

필요한 개별 task를 하나 는 그 이상의 약정서명자가 수행할 것을 

확약하게 할 것과, 아울러 타 약정서명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불

필요하게 복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확실히 한다. 

    3.3.2  각 약정서명자가 연간 업무계획(Annual Work Plan)을 히 이행할 

것을 확실히 하고, 매년 년도 연간 업무계획의 이행을 평가한다.

    3.3.3  과제가 SFR 시스템의 SRP와 일 성을 유지함을 확실히 하기 하여 

과제계획을 어도 1년에 1번 이상 검토한다.

    3.3.4  매 연간 업무계획에 하여, 추정 산과 각 약정서명자가 제공할 기여

분이 과제의 업무 범   약정서명자의 과제 련 기여와 일 성을 

유지함을 확실히 한다.

    3.3.5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PMB 의장이) 약정서명자  시스템운

원회에 배포하도록 매년 기술보고서를 작성하되, 이 보고서는 년

도에 달성한 과제계획 이행 실   다음 연도의 상 추진실 을 

기술하여야 한다.

    3.3.6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PMB 의장이) 약정서명자  시스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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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배포하도록 매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되, 이 보고서는 년

도의 과제비용과 거기에 하여 각 약정서명자가 제공한 기여분  

다음 연도의 추정 과제비용과 거기에 하여 각 약정서명자가 제공

할 기여분을 개략 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3.7  시스템약정 2.1조에서 규정한 R&D 목  달성에 필요한 정보  연구

결과가 시스템약정하의 과제간에 시에 교환됨을 확실히 하고, 특

히, 시스템통합 작업을 한 과제에 정보와 연구결과가 시에 이

될 것을 확실히 한다. 

    3.3.8  이 로젝트약정 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해 

기술자문그룹/검토그룹 등 필요한 소그룹을 둔다.

    3.3.9  이 로젝트약정 하에서 사용하기 해 제공된 모든 배경자산정보

(BPI; 제10조)  이 로젝트약정의 력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모

든 생산정보(GI)에 한 최신의 List를 항상 유지한다.

    3.3.10  이 로젝트약정의 R&D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품질 리요건의 

이행을 확실히 한다.

    3.3.11  이 약정 5.3조(과제에 한 기여)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각 약정서명

자의 비  기여의 가치를 각 연간 업무계획과 련 하에서 평

가한다.

    3.3.12  각 연간 업무계획에 한 각 약정서명자의 기여를 리하고, 이 약정 

제5.4조 (과제에 한 기여)  제17조 (곤경)에서 정한 필요한 결

정을 한다.

    3.3.13  약정서명자의 가입, 탈퇴, 는 배제에 따라 과제계획의 수정을 

의․제안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수정한다.

    3.3.14  과제  SFR 시스템 하의 다른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을 해 생산정보를 다른 서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 경우 이와 련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3.3.15  이 약정 제10조 (BPI의 사용  공개), 제11조 (GI의 이   사용), 

제12조 (비   비공개)  제14조 (지 재산권) 규정의 제한 하에

서, 과제에 제공되거나 는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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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상에 한 공개를 진한다.

           • 다른 GIF 원자력시스템  그 시스템운 원회의 는 과제운

원회와 계약 계에 있는 과제

           • 일반 

    3.3.16  과제의 부 는 일부의 지, 는 로젝트약정의 종료를 약정서

명자  시스템운 원회에 제안한다.

    3.3.17  신규 약정서명자(기본 정 부속서 A에서 지정된 이행기 이 아닌 

자)의 로젝트약정 가입에 해 시스템운 원회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제안한다.

    3.3.18  이 약정 제16.4조  16.4.1조에 따라 어느 약정서명자를 로젝트약

정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어느 약정서명자의 과제 참여를 정

지한다(16.4.2.조).

    3.3.19  기타 약정 제3.2조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인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4  PMB의  운 은 이 로젝트약정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2

에 규정된 차를 따라야 한다.

제4조 과제운 원회 의장

   PMB 의장 ( 는 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동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1  과제계획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별 Work Packages  임무를 포함하여 과

제계획 하에서 수행되는 업무 범 를 효과 으로 조정하고, 효율 으로 계

획･이행･  리하며, 그 조정 업무의 최 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2  PMB 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새로운 는 수정된 개별임무(안)의 작성(이

를 한 추정 산안의 수립  그 산의 확보에 필요한   비

 기여안의 작성을 포함한다)을 지원한다.

4.3  시스템운 원회의 승인을 얻기 하여 최 의 과제계획  그 모든 후속 

개정본을 송부한다.

4.4  매년 각 약정서명자가 작성해야 하는 다음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PMB에 제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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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련 약정서명자의 과제계획 이행에 있어 년도의 수행 진도  다

음 연도의 상 수행진도에 한 기술보고서

    4.4.2  련 약정서명자의 과제계획 이행에 있어 년도의 기여  익년도의 

상 기여(제5조)를 약술한 재정보고서

4.5  매년, 각 서명자가 이행한 기여  익년도 상기여를 약술한 재정보고서(제

3.3.6조)를 시스템운 원회에 제출한다.

4.6  매년, 시스템운 원회가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과

제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한 기술보고서(제3.3.5조)를 시스템운 원회에 

제출한다.

    4.6.1  연구개발 결과를   지속 으로 시스템연구계획(SRP)에 종합

하는 일

    4.6.2  연구결과가 시스템연구계획과 일치하는지에 한 평가, 특히 경제성, 

안 성, 환경 향성, 지속성, 물리  방호  핵비확산성 분야에서 

SFR 시스템의 목표  기 과 일치하는지에 하여 확인하는 일

    4.6.3  기능, 안 성, 신뢰성, 확보가능성, 배치설계, 인허가  기타 안 성 

련 사항의 에서 SFR 시스템의 성능  가치를 평가하는 일

    4.6.4.  잠재  경쟁 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에 지생산 시스템에 비하여 

SFR 시스템의 성능  가치를 평가하는 일

    4.6.5  과제계획이 SFR 시스템의 SRP 요구와 일 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련하여 시스템운 원회와 의할 때 PMB를 표하는 일

    4.6.6  기타 PMB 가 수시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

제5조  과제에 한 기여

5.1  련 약정서명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과제 이행과 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약정서명자가 부담한다.

5.2  시스템약정 5.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하에서, 2 이상의 약정서명자는  이 

약정에서 규정하는 과제의 업무 수행을 하여 이 약정 제10.2.2조에 따라 

공통기 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 은 련 약정서명자에게 용되는 법 

 제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기 의 리와 



- 8 -

운용은 련 약정서명자간의 별도의 서면 합의에 따른다.

5.3  약정서명자의 과제에 한 기여는 체 는 부분 으로  는 비

 기여로 할 수 있다. 비  기여의 가치는 아래에서 규정하는 원칙

에 따라 PMB가 결정한다.

     5.3.1  제안한 비  기여의 가치를 주장하는 약정서명자는 (a) 비  

기여가 과제 목표의 달성에 필요하다는 사실과, (b) 주장하는 가치

를 (i) 약정서명자 는 다른 약정서명자가 정규 인 업무 과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록, / 는 (ii) 비  기여의 정한 최신 시

장 가치에 한 합리  추정에 한 문서(독립  감정서 등)에 의해 

PMB가 만장일치로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할 부담을 진다.

     5.3.2  약정서명자의 사  연구개발비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과제비용에 

한 비  기여의 가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5.4  이 약정 제17조 (곤경) 규정의 효력에 향을 주지 아니하고, 약정서명자가 

과제계획  련 연간 업무계획에 명시된 특정의 기여를 한 시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여를 이행할 새로운 시간계획을 PMB 

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PMB 는, 기여의 지체에 있는 약정서명자를 

표하는 원을 제외한  원의 동의를 받아, 기여의 지연이 과제계획 

 련 연간 업무계획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에서, 이 제안을 

수용하거나 별도의 기여제공 시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PMB 는 과제의 목

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해당 약정서명자의 요청을 수용하기 해 합리

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기여의 지체에 있는 약정서명자가 연장된 시한 

내에 해당 기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약정

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약정 제16.3조의 규정을 용한다.

제6조 공동참여(Consortia)

6.1  2 이상의 주체는 다음에 기술하는 조건에 따라 이 로젝트 약정 하에서 과

제 수행 업무에 하나의 약정서명자로 공동참여할 수 있다.

     6.1.1  공동참여하는 각 기 의 실체를 PMB  시스템운 원회에 명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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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과제 수행업무의 공동참여에 하여는 이 약정서명자와 시스템운

원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1.3  공동참여하는 각 주체는 이 약정 제5조 ( 로젝트 기여)의 규정에 따

라  / 는 비  기여를 하여야 하며, 제2.4조에서 규정

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한다.

     6.1.4  공동참여하는 주체  한 주체는 지정 서명자로서 로젝트약정에 서

명 는 가입하여야 하며(이하 “지정서명자”라 한다), 이 지정서명

자는 공동참여 주체  지정서명자가 아닌 주체(이하 “비지정서명

자”라 한다)가 각각 이 로젝트약정의 모든 규정 을 수하는 데 

하여 책임을 진다.

6.2  지정서명자는 공동참여의 구성에 한 모든 변경에 하여 PMB  시스템

운 원회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6.1.2조 의 승인에 

한 규정을 용한다.

제7조  인력의 견

7.1  인력을 견하고자 하는 경우, 견측 약정서명자(sending Signatory; 이하 

“ 견측”이라 한다)은 이 로젝트약정에 의하여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갖춘 합한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인

력 견에 하여는 련 약정서명자 간에 이 로젝트약정을 언 하여, 

한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7.2  각 약정서명자는 자신의 인력에 하여 임 , 보험료,  수당을 지 한다.

7.3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약정서명자는 수측 약정서명자(host Signatory; 

이하 “ 수측”이라 한다)의 시설에 체류하는 자신의 인력의 여행경비와 생

활비용을 지불한다.

7.4  수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의 토  에서 견측의 인력 

(그 가족을 포함한다)에게 한 작업 환경과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그

가 한 거처를 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7.5  수측은 여행 비에 하여 조력하는 등 견측 인력의 행정 인 공식 

차와 련된 모든 한 조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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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약정서명자는 견측 인력이 수측의 시설에서 용되고 있는 업무 일반 

규칙이나 안 에 한 규칙을 당연히 수할 것으로 상한다.

제8조  장비  자재의 교환

8.1.  약정서명자는 상호 의된 바에 따라 과제 련 활동에 활용할 장비  자

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측 약정서명자(sending Signatory; 이

하 “제공측”이라 한다)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하고자 하는 

장비  자재의 상세 목록을 그 장비  자재의 사용, 정비  수리 련 

사양서  한 기술문서와 함께 제공한다.

8.2  과제 련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필요 부품  자재에 한 소유권은 제공

측에게 유보되며, 이들 재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동작업 완료 후 제

공측에 반환한다.

8.3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장비는 오로지 련 약정서명자 간에 별

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 시설(host establishment)에서 운

한다. 

8.4  수 시설에서는 제공된 장비  자재에 필요한 건물 공간을 제공하고, 

력, 물, 개스 등 필요한 공익설비를 제공하며, 합의된 기술요건에 따라 시험

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정상 으로 제공한다. 수 시설에서는 이러한 장비

(필요한 경우 자재 포함)의 설치, 사용  정비에 하여 용되는 지의 

규제에 따를 책임을 진다. 

8.5  제공측 국가에 소재한 장비의 원소재지로부터 수령측 약정서명자(host 

Party; 이하 “수령측”이라 한다) 국가의 세 에 도달할 때까지 장비를 운송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 책임, 보험은 제공측이 부담한다. 제공측이 

장비를 반환받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측 국가 세 의 원소재지로부터 

제공측 국가의 최종 목 지까지 장비를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

책임, 보험은 제공측이 부담한다.

8.6  수령측 국가의 세 으로부터 수령측 국가의 최종 목 지까지 장비  자재

를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 책임, 보험은 수령측이 부담한다. 제

공측이 장비  자재를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령측의 최종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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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수령측 국가 세 의 원소재지까지 장비  자재를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 책임, 보험은 수령측이 부담한다.

8.7  달리 서면으로 정함이 없는 한, 장비  자재가 수령측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 책임, 보험은 수령측이 부담한다.

8.8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과제 련 활동에 사용하기 하여 제공되는 장비 

 자재는 학술 인 목 을 가진 것으로서 상업  성격을 띠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각 약정서명자는 무 세 통 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인다.

제9조  계약

9.1  어느 약정서명자가 이 로젝트약정의 이행을 해 건설을 포함한 물품  

서비스 취득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은 련 약정서명자가 따라야 하는 법

과 제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9.2  약정서명자가 이 로젝트약정 하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개별 으

로 계약할 경우, 그 약정서명자는 해당 계약에 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다른 약정서명자는 사 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으로부

터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9.3  각 약정서명자는 상되는 계약에 이 로젝트 약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약조건을 반 하여야 한다(하도 계약에도 동일 조건을 반 하도록 

하수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배경자산정보의 사용  공개

10.1  배경자산정보(BPI)의 보호, 사용과 공개와 이 로젝트약정을 이행하기 

하여 어느 약정서명자가 다른 약정서명자에 제공하는 배경지 재산(BPI)

의 이용에 하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약정서명자가 명시 으로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10.2  이 로젝트약정에서 “배경자산정보”(이하 “BPI”)라 함은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10.2.1  어느 약정서명자가 이 로젝트약정 이  는 약정 유효기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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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에, 어느 경우에도 이 로젝트약정의 범

와 무 하게 획득, 개발 는 생산되었었거나, 획득, 개발 는 

생산된 정보로서,

      10.2.2  어느 약정서명자가(이하 “제공측”이라 한다)가 1 는 그 이상의 

다른 약정서명자(이하 “수령측”이라 한다)에게 이 로젝트약정

을 이행하기 하여 제공한 정보이며

      10.2.3  공개할 때 제공측이 서면으로 업 비 로 취 함을 표시하 거나, 

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개한 날로부터 40일 이

내에 제공측이 수령측에게 서면으로 업 비 의 성격을 확인한 

정보로서

             10.2.3.1  일반인 으로 리 알려진 것이거나 공공이 구득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10.2.3.2  제공측이 이 에 기 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

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며

             10.2.3.3  이 에 기 성과 련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이미 수령

측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

10.3  BPI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0.3.1  설계의 차․방법, 생산 공식, 재료의 화학  구성, 제조의 방법․

과정･처리, 컴퓨터 로그램, 편집 데이터(data compilation)이나 

피용자의 업무상 비  (employee know-how; 특별한 기능이나 

경험을 포함한다) 등 과학․기술 정보   

      10.3.2  략계획 는 마켓 계획, 재정정보  신용 는 가격 정책 등 

과학․기술 정보

      10.3.3  고객 명단, 고객의 선호 는 계약 등 고객 련 정보․ 

      으로서 당해 정보가 존재하는 형식을 불문하되, 다만 이들 정보는 경제  

가치가 있고 기 로 유지되어 온 것에 한한다. 

10.4  제공측이 수령측에 제공하는 모든 BPI 와 기타 배경지 재산(BIP), 제공측

이 서면으로 달리 언명하지 아니하는 한, 여 히 제공측 자산으로 유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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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공측은 BPI 와 배경지 재산(BIP)이 과제에 기여할 수 있고 제5.3.1조에 

따라 과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이러한 정보와 재산을 

사용료 없는 조건으로 수령측에 제공한다.

10.6  제공측이 수령측에 BPI 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로젝트약정 하의 과제계

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나 제14.4조  제14.5조(지 재산권)의 규정

에 합치하는 추가  사용권 이외의 목 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제공측과 수령측이 서면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측은 어느 약정서명자 는 그 약정서명자를 신하여 과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에게 이들 정보를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10.7  제공측이 수령측의 BPI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이 사용권은 과제계획의 이

행을 한 사용과 이 약정 제14.4조  제14.5조에 합치하는 추가 인 사

용권의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10.8  제공측이 서면으로 달리 언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제10조에 따라 제공측

과 수령측에 부과된 의무는 어느 약정서명자가 이 로제트약정에서 탈퇴

하거나 이 약정이 종료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10.9  모든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약정 하에서 제공된 BPI가 승인 없이 사용

되거나 공개되지 하니하도록 보호하기 하여 이 제10조에 따른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10.10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제10조에 따라 수령측에 부과된 의무사항은 더 이상 

용되지 아니한다.  이 약정에 따라 수령측에 제공된 BPI 가

       10.10.1  이 로젝트약정과 무 하게 합법  행 에 의하여, 그리고 이 

로젝트약정 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 이 

구득할 수 있게 된 경우

       10.6.2  제공측이 기 성 유지에 한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달하

거나, 붙 던 제한을 사후에 면제한 경우, 는

       10.6.3  합법 으로 BPI를 보유하고 있는 제삼자로부터, 제공측에 하여 

기 성 유지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합법 으로 수령

한 경우

10.11  이 로젝트약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측은 이 로젝트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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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공하는 BPI 는 기타 배경지 재산(BIP)이 특정한 목 에서 보

아 정확하고, 완 하며 유용하다는 에 하여 보증하지 아니한다.

10.12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제공된 BPI 와 기타 배경지 재산은, PMB가 제

3.3.9조에 따라 유지하는 목록을 통하여,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기록되어

야 하며, 이 목록은 모든 약정서명자가 과제 목 의 사용을 하여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록은 련 BPI 는 기타 배경지 재산 소유

자가 사 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약정서명자 이외의 자에게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12.1  이 목록을 작성하기 하여, BPI 는 기타 지 재산을 이 약정

에 한 기여(의 일부 는 체)로 제공하고자 하는 약정서명

자는 ( 업 비 정보를 제외하고) BPI 는 기타 지 재산에 

한 서면 개요를 PMB 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의 소유자를 

명시한다.

       10.12.2  과제에 한 제안 기여(제5조의)로서 어느 약정서명자의 BPI 

는 기타 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하여, PMB 가 추가

인 업 비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약정서

명자는, 한 비공개 제한을 붙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이 추가 인 업 비 정보는 제3.3.9조에 따라 

PMB 가 유지하는 BPI 는 기타 배경지 재산 목록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정보의 이   사용

11.1  제14조(지 재산권)의 규정에 의한 제한 하에서,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

약정에 의한 력행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련 정보 (Generated 

Information; 이하 “GI”라 한다)를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제공하고, SFR 시

스템의 다른 과제 참여자에게 달하게 하기 하여 PMB 에 제공하여야 

한다.

11.2  약정서명자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지 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본인 는 본인의 계약자가 생산하는 GI 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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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거나 는 출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1.2.1  약정서명자가 동 GI를 에 한 공개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약정서명자는 동 GI 에 “ 업 비 ”로 표시하여야 한다.

      11.2.2  수령측은 (수령측에 용되는 법이나 제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 비  GI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과제의 목  / 는 SFR 시스템의 시스템 종합작업 / 는 

수령측 는 수령측에 신한 자가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사용  공개는 제14조(지 재산권)에서 규정한 수령측의 

사용 권한에 따라야 한다. 공개를 하는 수령측은 공개에 앞서 서

면으로 제공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는 제규정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11.2.3  어느 약정서명자가 다른 약정서명자가 기여 제공한 BPI를 업 비

 GI 생산에 포함시킬 때에는, 포함되는 BPI 에 하여 이 제

11.2조에 따라 승인 없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3  어느 GI 를 소유한 자가 소유 정보로부터 경제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비소유자와 비교하여 경쟁 으로 우 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 으로 알

려져 있지 않거나 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공 이 구득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이 에 비 유지 의무를 한 시기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

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서명자는 자신에게 용되는 법에 따라, 그 GI 를 

업 비 로 할 수 있다.

11.4  달하는 약정서명자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비추어, 한 약정서명자가 다

른 약정서명자에게 달한 GI 는 제삼자의 권리의 상이 아니며, 정확하

고 완 하여야 하나, 달측 약정서명자가 수령측 약정서명자 는 제3자

가 제공받은 GI를 특정 목 으로 사용하거나 용하는 데 있어 유용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상의 약정서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GI 는, 

개발자들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비추어, 제3자의 권리의 상이 아니며, 

정확하고 완 하여야 한다.  약정서명자의 구라도 공동으로 개발한 GI 

의 정확성 는 완 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령측 약정서명자 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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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특정 목 으로 사용하거나 용하는 데 있어 그 유용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   비공개

12.1  제10조(BPI의 사용  공개), 제11조(생산정보의 이   사용)  제13조

(지 재산권) 규정의 효력에 향을 주지 아니하고, 각 약정서명자는 정보

를 공개하는 약정서명자(이하 “공개측”이라 한다)가 “ 업 비 ”로 지정하

여 약정서명자 간에 교환한 모든 정보를 비 로 유지하여야 한다.

12.2  공개측은 모든 업비  정보에 하여 스탬 , 범례 는 기타 서면통지 

등으로 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업비  정보를 구두로 공개할 경우, 

공개측은 즉시 (어떠한 경우에도 구두 공개로부터 40일 이내) 정보를 수

령하는 약정서명자(이하 “수령측”이라 한다)에게 업비  정보의 비 성

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3  각 약정서명자는 다음의 자에게 하게 지정된 업비  정보의 비 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 동 업비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약정서명자의 표 / 는 고용인

     • 계약자  하도 자를 포함한 제삼자

12.4  이 조에서 규정한 비 성에 한 의무는 해당 업비  정보가 수령측 의 

불법행  는 태만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안 의무

13.1  약정서명자의 자국 는,  2 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약정서명자 경우에는, 

그 약정서명자들의 토에 하여 국방 는 외교 계의 에서 보호하

여야 하는 어떠한 정보, 재료 는 장비도, 그리고 용되는 국내법과 제

규정에 의하여 비 로 분류된 어떠한 정보, 재료  장비도 이 로젝트약

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로젝트약정에 따른 력활동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거나 믿게 된 정보, 재료 는 장비

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정부당국의 한 주의를 구하고 련 약정서

명자는 그러한 정보, 재료 는 장비의 한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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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하여야 한다.

13.2  이 로젝트약정에 의거하여 약정서명자 간에 수출통제 상인 정보, 재료 

는 장비의 이 은,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생산된 정보, 재

료 는 장비의 비승인 이   재이 을 방지하기 하여, 그 약정서명

자에게 용되는 련 법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약정서명자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러한 정보, 재료 는 장비의 비승인 이  는 

재이  방지를 한 상세한 규정을 이 로젝트 약정 하의 계약에 포함하

여야 한다. 

제14조  지 재산권

14.1  이 로젝트약정에서 “지 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

서 채택된 “세계 지 재산권 기구를 창설하는 조약(WIPO)” 제2조에서 정

하는 것을 말하며, 업 비  정보가 (a) 일반인 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공공이 구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b) 소유자가 이 에 기 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것 (c) 기 성

과 련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이 에 이미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보유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4.1.1  생산 지 재산(Generated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GIP”라 한

다)은 이 로젝트약정의 업무 수행 과정 는 결과로 생산된 지

재산(IP)을 말한다.

      14.1.2  각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 약정에 따른 약정서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배정한 는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 는 기타의 자

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 로젝트약정에 의거하여 사용권을 허

여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약정서명자는 사용권 허여와 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

는 제한사항을 한 때에 서면으로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4.2  각 약정서명자가 이 로젝트약정에서 정한 업무 범 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는 그 수행한 결과로 생산한 GIP 에 한 보호를 획득하거나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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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모든 약정서명자에게 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획득하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보호의 상세 내용을 제공한다.

14.3  어느 약정서명자가 고용하거나 후원한 자가 이 과제 하에서 GIP 를 생산

한 경우, 그 약정서명자는 자신에게 용되는 법률과 제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그 GIP 에 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

진다.  2 이상의 약정서명자가 고용하거나 후원한 자가 지 재산을 생산

한 경우에는 이들 약정서명자가 모든 국가에서 공동으로 모든 권리, 소유

권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상의 약정서명자가 지 재산을 생산하고, 그 용이나 련 지 재산

권의 취득 / 는 유지의 에서 보아 이 지 재산이 불가분인 경우

에, 그 지 재산은 공동소유로 한다.  이 경우, 련 약정서명자는 지 재

산에 한 소유권의 분배와 그 행사의 조건에 하여, 이 로젝트의 규

정에 합치하도록, 공동소유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4  GIP 에 한 소유권을 취득한 약정서명자는, 자신에게 용되는 수출통제

에 한 법률  제규정의 제한 내에서, 연구개발 목 을 하여:

      14.4.1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그리고 제14.1.1.1의 제한 하에서, SFR 시스

템의 다른 로젝트약정의 서명자에게, GIP  그 GIP 를 사용하

기 하여 필요한 기여 배경자산정보(BIP)에 하여 비독 , 무

실시료 조건의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이 사용권은 이 과제 

 SFR 시스템 하의 다른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약정

서명자가 수행하거나 는 그를 신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여한다.  GIP  기여 BIP의 사용 필요

성에 하여 약정서명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PMB 에서 원 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한다.

             14.4.1.1  SFR 시스템의 다른 과제의 약정서명자로부터 사용권의 

허여를 요청받은 경우, 약정서명자는 요청하는 약정서

명자가 허여받은 사용권에 근거하여 해당 로젝트 약

정 하에서 도출한 기술개선 는 생작업 결과에 하

여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개발 목 의 사용권을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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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용권을 허여할 의무

를 진다.

      14.4.2  다른 약정서명자 는 그를 신한 자가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

발 목 을 해, 업 비  정보가 아닌 GIP에 하여, 재실시권

(Sublicense)이 붙은 세계 , 비독 , 무사용료 조건의 사용권

을 허여하여야 한다.  상술한 사용권 기간 동안, 실사용을 허여받

은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사용권자 는 재실시권자로서, 자신 

는 그를 신하여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체계 내에서 허여

받은 GIP에 근거하여 도출한 기술개선(특허 유무 불구) 는 

생 업무결과가 있을 경우, 그 수령측 약정서명자는 사용권 설정

자 (GIP 소유자)인 약정서명자에게, 서면 기술(記述)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술개선  생 업무결과에 

하여, 시의 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권을 허여

받은 약정서명자 는 재실시권자는 그러한 기술개선 는 생 

업무결과에 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특허를 출원할지 는 비

로 유지할지 여부에 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자인 사

용권자 는 재실시권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당  사용권을 허

여한 약정서명자가 수행하거나 는 그를 신한 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목 으로 그 기술개선  생 업무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 의 사용권 허여 약정서명자에게 세계 , 비독 , 

무사용료의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이 제14.4.2조에 의하여 

허여된 사용권은 사용권자 는 재실시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제16조에 따라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련 약정서명자는 사용권권 허

여에 하여 추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14.4.3  기여 BPI를 포함하거나 공개하거나 는 기여 BPI의 생 업무결

과인 업 비  GIP 의 경우, 약정서명자 는 그 약정서명자를 

신하는 자가 수행하는 SFR 시스템 범  외의 원자력 연구개발 

목 으로 그러한 GIP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GIP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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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I 에 하여 상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비독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 약정 서명자는 제공측 약정

서명자로부터 그러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이해 계가 있을 수 

있는 토 내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단 통지한 경우, 제

공측 약정서명자와 그 이해 계가 있을 수 있는 자 간에 이 제

14.4.3조에 따라 사용권 계약에 하여 상하여야 한다.

      14.4.4  기여 업 비  BPI를 포함 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기여 업 

비  BPI의 생 업무결과가 아닌 업 비  GIP 의 경우, 약정

서명자 는 그를 신한 자가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사용

하게 할 목 으로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그 업 비  GIP에 

하여 비독 , 무사용료 조건의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상

술한 사용권 기간 동안,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사용권자로서, 자신

이 수행하거나 는 자신을 신하여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의 체계 내에서 허여받은 GIP에 근거하여 도출한 기술개선(특허 

유무 불구) 는 생 업무결과가 있을 경우, 그 수령측 약정서명

자는 사용권 설정자인 (GIP 소유) 약정서명자에게, 서면 기술(記

述)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술개선  생 

업무결과에 하여, 시의 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권자는 그러한 기술개선 는 생 업무결과에 한 소유권

을 보유하며, 특허를 출원할지 는 비 로 유지할지 여부에 

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자인 사용권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당  사용권을 허여한 약정서명자가 수행하거나 는 그를 

신한 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목 으로 그 기술개선  생 

업무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 의 사용권 허여 약정서명자에

게, 동일한 범 와 조건으로,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수령측 

약정서명자는 동일한 범 의 같은 조건으로 (비 리 사업자의 경

우에는) 역 내의 주체에게, 리사업자일 경우에는 소재 지역에 

계없이 그 모회사  자회사에게 재실시권(Sublicense)을 허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14.4.4조에 따라 허여된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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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권자 는 재실시권자의 하나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제16조에 따라 탈퇴할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련 약정서명자는 사용권 허여에 하

여 추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14.5  GIP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약정서명자는 자신에게 용되는 수출통제에 

한 법과 제규정의 제한 하에서, 다른 약정서명자가 상업  / 는 산

업 으로 활용하게 하기 해, 그 약정서명자의 과제에 한 기여(제5.3

조)를 고려하되 그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

건으로, 그 GIP  그 사용에 필요한 기여 BIP에 해 세계 , 비독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수령측 약정서명자는 추가  재실시권을 

제외하는 같은 범 의 재실시권을 허여할 권리를 가진다.  허여된 사용

권은 사용권자 는 그 재실시권자의 하나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14.6  특허권  작권 보호, 업비  정보의 보호와 련하여 약정서명자에게 

용되는 법에 의한 제한 하에서, 약정서명자는 과제 계획에 따른 범 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는 수행 결과로 개발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된 과학기술지의 논문  공개된 보고서의 번역, 재생, 배포에 하여 

비독 이고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료 지 의무가 없는 권리  사용권

을 가진다. 작권이 있는 결과물에 한 모든 복제에는 자가 명확하게 

거 하지 아니하는 한 결과물의 자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14.7  이 로젝트약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명자 구도 과제 계획

에서 요구되는 범 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발 는 생산한 정보나 결과

물이 특정 목 의 사용 에서 그 정확성, 완 성, 유용성을 보증 는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4.8  이 로젝트약정이 만료 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 재산에 한 약정서명자의 권리와 의무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5.1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약정의 이행과 련하여 약정서명자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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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쟁을 우호 으로 해결하기 하여 합리 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동의한다.

15.2  이 로젝트약정의 해석 는 용과 련하여 둘 이상 약정서명자 간의 

분쟁은 상의, 재, 조정, 는 소송  어느 하나의 차에 따라 해결한

다.

15.3  련 약정서명자를 표하는 자는, 회동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한 의견을 지참하여, 상의하기 하 회동하여야 

한다.  련 약정서명자가 45일 이내 상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자인 약정서명자는 PMB 의장( 는, 의장이 분쟁 당사자의 

일방을 표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약정서명자를 표하는 

PMB 원)에게 분쟁해결을 한 조정자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한 첫 회의는 조정을 요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그

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정자는 그 직후 분쟁 련 당

사자가 아닌 약정서명자와 의한 후 분쟁해결에 한 권고안을 포함한 

조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련 약정서명자가 6개월 이내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a) (분쟁당사자인 약정서명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구속력 있는 재

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는 (b) 분쟁당사자인 약정서명자의 일방은 할

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5  분쟁당사자인 약정서명자가 구속력 있는 재를 선택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UN 국제거래법 원회(UNCITRAL)

의 화해  재 규정에 따라 3인의 재인이 최종으로 해결한다.

      15.5.1  재인 지명기 은 스 스 제네바에 소재한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CI)로 한다.

      15.5.2  재는 스 스 제네바에서 어로 한다.

      15.5.3  이 로젝트약정의 해석과 련하여 재인은 문리(文理) 해석에 

따르며, 불명확한 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불명확한 사항의 범  

내에서는 스 스의 실체법을 용한다.

      15.5.4  재인은 형평법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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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최종 이고 구속력 있으며, 어느 법정에 재 정을 재심, 

번복, 수정하는 항소 기타의 차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5.6  련 약정서명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로젝트 약정을 이

행하는 약정서명자 간의 계약에는 합의된 분쟁 해결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입, 탈퇴, 정지  배제

16.1  이 로젝트약정이 발효한 후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기본 정 부속서 

A에서 지정한 이행기 이 아닌 자)는 이 로젝트약정 서명자와 시스템운

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로 그리할 수 있다.

16.2  약정서명자는 탈퇴 6월 에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로젝트약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약정서명자를 포함한 모

든 약정서명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로젝트약정 제16.3조 규정에 따르나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탈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합의서가 작

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퇴 즉시 16.3조의 규정을 탈퇴 약정서명자에

게 용한다.

16.3  탈퇴하는 약정서명자는,

     16.3.1  이 로젝트약정 제10조(BPI의 사용  공개), 제11조(GI 의 이  

 사용), 제12조(비   비공개),  제14조(지 재산권) 규정을 

수하여야 한다.

     16.3.2  탈퇴하는 약정서명자의 행  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

개되거나 는 공개될 때까지는, (명시 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

우) 이 로젝트약정 참여  취득한 다른 약정서명자의 지 재산, 

BPI, 업비  GI / 는 ( 하게 표시된) 기타 비 정보를 승

인받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16.3.3  탈퇴 약정서명자의 기여 BPI(제5.3.1조 (a)), BIP, GI  GIP에 하

여 이 과제와 SFR 시스템약정 하의 다른 과제의 완료를 한 계

속 사용과 이 약정 제13.4조에 부합하는 R&D 목 의 추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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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6.3.4  탈퇴 까지 약정서명자로서 수행해 온 업무를 완료하고 PMB에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3.5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이 약정 제8조(장비  자재의 교환)에 따라 

제공한 장비  자재를 탈퇴 약정서명자의 비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6.3.6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시설, 장비  자재에 해 

사용자와 상한 바에 따라 합리  조건으로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16.3.7  로젝트약정 탈퇴 에 자신이 생산한 GIP와 기여 BPI  이들 

GIP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 재산에 하여 다른 약정서명자가 

이 약정 제14.5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상업  / 는 산업  활

용할 수 있도록 정한 조건으로 사용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16.3.8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로젝트약정에 의거한 업

무의 수행이 해, 제한, 는 방해됨을 이유로 약정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 까지 생산된 GI에 해, 상에 의한 조건으로, 과제 

기간  상업  사용권을 가진다.

     16.3.9  자신의 계약자, 하도  계약자 / 는 재실시권자가 이 제16.3조의 

규정을 수하도록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4  이 약정 제15조에 따라 어느 약정서명자가 제10.9조(BPI의 사용  공개), 

는 제11.2.2조(GI의 이   사용), 는 제12.1조 는 제12.3조(비   

비공개), 는 제13.2조(보안 의무), 는 제14조(지 재산권)의 규정을 

배하 다는 것이 최종 으로 확정되고, 한  PMB (해당 약정서명자의 

표 배제)와 다른 약정서명자(당해 약정서명자를 제외한다)가 그 배 행

가 과제의 목표 달성을 태롭게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PMB 

(해당 약정서명자의 표 배제)가, 스스로 개시하든 어느 약정서명자의 요

청에 따른 것이든 불문하고, 만장일치로 권고하고  (b) 모든 약정서명자

(해당 약정서명자는 제외)의 만장일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약정

서명자를 로젝트약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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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1  제16.4조 (a)에 따른 권고는 약정서명자 배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4조 (b)에 따른 결정은  제16.4조 

(a)에 따라 해당 약정서명자의 배제를 만장일치로 권고한 때로부

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4.2  해당 약정서명자는 제16.4조 (b)에서 규정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PMB ( 로젝트약정에서 배제하기로 제안되어 있는 약정서명자의 

표는 제외)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에 따라, 로젝트 참여를 

정지할 수 있다.

16.5  제16.4조에 따라 로젝트약정에서 배제된 약정서명자에 하여는 (제

16.3.8조를 제외하고) 제16.3조의 규정을 용한다.

제17조  곤경

17.1  로젝트약정 기간  어느 약정서명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 로젝트약정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받거나 지되

고, 그 약정서명자가 수정된 조건으로 이 로젝트약정에 계속하여 참여하

기룰 원할 때에는, 그 약정서명자(이하 “통지서명자”라 한다)는 이러한 곤

경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나 사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등기서면으로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그 곤경에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7.2   제17.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서명자는 통지당사

자가 변경된 조건으로 이 로젝트약정 상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데 

한 조건의 합의를 한 입장을 정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다른 약정서명자

와 의하여야 한다.  PMB 는 그러한 계속 참여의 조건을 구체  사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18.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하에서, 련 약정서명자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로젝트약정에 따라 정보, 장비 는 자재를 

다른 약정서명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서명자(제공측 약정서명자)는, 직 손

해나 간 손해를 불문하고, 정보, 장비, 는 자재를 수령하는 약정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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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측 약정서명자) 가 이들 정보, 장비 는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

하는, 수령측 약정서명자가 입거나 는 제삼자가 입은 어떠한 성질의 인

 는 물 인 손해에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2  어느 약정서명자가 다른 약정서명자의 원자력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약

정서명자에게 핵물질 기타 방사성물질을 이 할 경우, 련 약정서명자 간

에 서면으로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원자력손해에 한 책임

소재의 이 에 하여 규정하는 데 필요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약정서명자 간의 계  

이 로젝트약정의 목 은 단지 합의된 과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약

정서명자 간의 계약  계의 조건을 설정하는 데에 있다.  이 로젝트약정은 

어떠한 용법 하에서도 어떤 종류의 합작회사(joint venture), 조합(partnership), 

기업(corporation) 기타 업주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용법

20.1  각 약정서명자는 자신에게 용되는 법  제규정에 따라 이 로젝트약정 

상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  제규정은 그 업무가 수행되

는 지역이 속한 국가의 법  제규정이다.

20.2  이 로젝트약정 하에서 약정서명자의 특정한 권리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기 한 계약에서 련 약정서명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할 

법과 제규정을 선택한다.

제21조  통지

이 로젝트약정에서 어느 약정서명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 인편으

로 달하거나 약정서명자의 다음 주소로 ( 는 유사한 인편 는 우편에 의한 

통지로 지정되는 변경된 주소) 우편에 의하여 달한 때에는 정식으로 통지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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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 로젝트약정에 따른 약정서명자의 활동은 재원, 인력  기타 자원의 

구득 가능성을 제로 한다. 재원의 부족으로 6개월 이상 이 로젝트약

정 하의 담당 업무 수행을 지하거나 축소하여 수행하고,  동기간 내에 

본 약정 제5.4조 는 제17조(곤경) 규정의 용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

당 약정서명자는 이 로젝트약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약정 

제16.3조의 규정을 용한다.

22.2  시스템약정의 제4.5.5조  제5.2조를 제한 하에서, 이 로젝트약정은 서명

자 ABC, DEF, GHI,  JKL의 최종 서명일에 발효한다.

22.3  이 로젝트약정은, 이 약정 제22.4조에 따라 이 로젝트약정이 조기에 종

료하지 아니하는 한, 시스템약정이 유효한 한도 내에서, 발효일로 부터 10

년간 효력이 있다.  이 로젝트약정의 기간은, 시스템 약정이 유효한 한, 

모든 약정서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추가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22.4  이 로젝트약정은 모든 약정서명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할 수 있다. 수정 문서에는 수정의 발효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2.5  이 로젝트약정은 모든 약정서명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2.6  이 로젝트약정의 만료 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명자가 서면합의

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10조(BPI 사용  공개), 제11조(GI의 이   

사용), 제12조(비   비공개), 제14조 (지 재산권), 제16.3.7조(가입, 탈

퇴, 정지,  배제)  제18조(책임)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 로젝트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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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형핵연료 과제계획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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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과제운 원회(PMB) 운 차

( 로젝트약정 제3조)

1.  PMB 에 견된 약정서명자 표는 매년 자신들 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의장 는 부의장이 그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하여 새로운 의장 는 부의장을 선출한다.

2.  PMB 회의는 의장이 기술사무국과 의한 후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 PMB 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조력할 조언자를 

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언자의 참석에 하여 회의 2주일 에 의

장과 기술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PMB 는 다른 권 자나 문가가 특

정 회의에 찰자(observer)로 참석하도록 청할 수 있다.  의장은 PMB 회

의의 일시, 장소  의제에 하여 각 PMB 원, 기타 회의에 참석할 권한

을 가진 자에게 회의 30일 에, 외 인 경우에는 15일 에,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3.  의장은 기술사무국의 의한 후, 각 PMB 회의의 의제안을 작성한다.  각 

PMB 원은 늦어도 회의 개최 15일 에 의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특정 항목

을 의제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의제안에는 PMB 가 결정할 사

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의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PMB 원이 채택한다.

4.  회의, 통신, 보고, 의사록 기타 PMB에 제출하거나 PMB가 발행 는 그 명

의로 발행할 문서를 포함하여 PMB 의 사용 언어는 어로 한다.

5.  의장은 PMB 회의에서의 사무를 처리할 책임을 지며, 동회의에서 제기되는 

차에 한 의문 에 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PMB 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구두 는 서면 통신, 보고, 의사록, 기타 특정 회의에서 

공개될 문서는 오직 약정서명자  PMB 원에게만 달하며,  회의의 모

든 참석자는 하나 는 그 이상의 한 비 수 서약을 요청받을 수 있

음을 양해한다.

6.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PMB 는 합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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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MB 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사무국이 PMB 회의의 의사록 조

안을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2월 내에 PMB 원의 승인을 받아 비 로 유

지하여야 한다.

8.  필요한 경우, PMB 의 결정은 정규 우편, 자우편, 송 기타 서면 통신 방

식으로 한다.  PMB 의장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반드시 

원 원에게 달되도록 한다.



부록 2.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PROJECT ARRANGEMENT ON ADVANCED 

FUEL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 NUCLEAR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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