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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기획사업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제 1주기 원자력연구개발 프로그램

('92∼'06)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그 간 구축된 연구 기반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투입 중심’에서 

향후 ‘성과생산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 운용의 개념을 전환하고, 가시적 

성과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

제수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내용은 물론 방법 측면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

운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원자력환경친

화성 제고 핵심기술 개발, 수출 가능한 선택적 독자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

구목표를 개발하였으며, 연구개발 자원을 선택적으로 배분하여 대형 프로그

램과 기반/공통연구가 적정비율(8~9 : 1~2)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연구

수행의 일몰(Sunset) 개념을 도입하는 등 방법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 새로운 패러다임 하의 과제기획을 통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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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 원자력 기술/제품 개발, 대량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미래 혁

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원자력핵심 안전체계 구축, 원자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고부가 방사선 기술개발, 중성자 과학기술 개발, 원자력 

기반/공통기술 개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

   :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수행하는 원전기술 선진화 사업 대상 과제 발굴

○ 연구개발 자원의 선택적 배분

   : 대형 프로그램(전략과제) : 기반/공통 연구 =8~9:1~2

○ 연구 수행시 일몰(Sunset) 개념 도입

   : 성과목표 단위로 연구과제 도출ㆍ수행

○ 원자력 환경친화성 제고 핵심기술 개발

   :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 주력 에너지공급체계 확립(Clean Korea Plan 

구현)

○ 수출 가능한 선택적 독자기술 개발

   : 국내 기술자립 수준에서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특정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원자력 강소국 구현

○ 미래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노력 강화

   : INTD, Nuclear Hydrogen, GEN IV, AFCI

○ 도출된 성과의 홍보, 부각 : 성과전시회 

○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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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KAERI's intrinsic activities. 

At the end of the first period of nuclear R&D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a new nuclear R&D plan under a new 

paradigm. And this study converted the concept of the project from 

'input' to 'making results' and made big programs expected to produce 

viable outcomes.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The new nuclear R&D plan was devised by the variety trials in 

R&D contents and methods. And This study set up new R&D goals 

such as developing eco-friendly nuclear technology and optional 

independent export technology. Large programs and fundamental study 

were harmonized appropriately by allocating R&D resources 

adequately. Moreover introducing 'Sunset' theory, this study made 

various trials in R&D methods.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Realized 'Selection & concentration system' by R&D planning 

under new paradigm. 

   : Derivation of 8 R&D areas

○ allocating R&D resources adequ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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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ge programs(strategy project) : fundamental study = 8~9 : 

1~2

○ Introducing Sunset theory in R&D

   : R&D project derivation and accomplishment by the unit of result

goals

○ Eco-friendly nuclear technology 

   : Established Clean Korea Plan(national energy supply system 

which  develops continuously)

○ Characteristic technology for export

○ Future innovation nuclear system 

   : INTD, Nuclear Hydrogen, GEN IV, AFCI

○ Publicity and information : results exhibition

○ Nuclear R&D mid&long term plan

 



- v -

목 차

요  약  문 ···················································································································Ⅱ

SUMMARY ·················································································································Ⅳ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1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 1

제 2 장  수출용 원자력 기술/제품 개발 ······························································ 2

제1절  수출형 연구로 설계 핵심개념 검증 ····················································· 2

제2절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 건설 및 기술 실증 ····················· 5

제3절  저온 고출력 핵연료 개발 ······································································· 8

제 3 장  대량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 10

제 4 장  미래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발 ······························································· 13

제1절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상세 개념설계 개발 ······························· 13

제2절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기술개발 ············································ 16

제3절  Pyroprocess 폐기물 처리 및 TRU 소멸처리 기술개발 ·············· 18

제4절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 20

제5절  공학규모(10tHM/yr) Pyroprocess 시설 건설 및 시험 ················ 22

제6절  핵비확산성 평가기술 개발 ··································································· 24

제 5 장   원자력 핵심안전 체계 구축 ······························································· 25

제1절  원전 냉각성능 종합검증실험 및 범용 안전해석코드 개발 ··········· 25

제2절  원자로 핵심 안전 쟁점 해결 및 안전성 향상 신기술 개발 ········· 31

제3절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Module 개발 ······································ 35

제4절  방사선환경 위해도 관리 기술 개발 ··················································· 38

제 6 장   원자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 42



- vi -

제1절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 42

제2절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개발 ························································· 44

제 7 장   고부가 방사선 기술개발 ····································································· 46

제1절  방사선 융합 생물공학기술 개발 ························································· 46

제2절  방사선 융합 유ㆍ무기 신소재 기술 개발 ········································· 48

제3절  방사선 융합 청정 환경 보존기술 개발 ············································· 50

제4절  방사선의약품 이용 진료 신기술 개발 ··············································· 52

제5절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 기술 개발 ······················································· 54

제6절  신규 및 RI 생산기술 개발 ··································································· 56

제7절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 ··························································· 58

제8절  중소형 방사선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 60

제 8 장   중성자 과학기술 개발 ········································································· 63

제1절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 ····························· 63

제2절  중성자 응용기술 개발 ··········································································· 66

제 9 장   원자력 기반/공통기술 개발 ································································ 69

제1절  초임계압수 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 69

제2절  경수로 혼합핵연료 고유기술 개발 ····················································· 71

제3절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 ······························································· 73

제 10 장  원전기술 선진화사업 ··········································································· 75

제1절  가동원전 선진화 기술개발 ··································································· 75

제2절  가동원전 운영 선진화기술 개발 ························································· 92

제3절  원전설비재료/용접개선기술 ······························································· 114

제4절  신규원전 건설 최적화 및 신원전 기술개발 ··································· 118

제5절  플랜트 수출 원천기술 및 경제성 제고 기술개발 ························· 132

제6절  국제 원자력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사업 ······································· 148

<첨부> 원자력 연구개발 종합계획 (2007～2016) (안) ··························· 155



- 1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 1주기 원자력연구개발 프로그램(‘92~’06)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

라 그 간 구축된 연구기반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지금까지의 ‘투입 중심’에서 향후 ‘성과생산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 운

용의 개념을 전환하였으며, 정부의 ‘원자력 평화이용 4원칙’ 천명(‘04.9)에 

따라 원자력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에 

부응한 연구개발 수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 주력 에너지공급체계를 확립하고 Clean 

Korea Plan을 구현하기 위한 원자력 환경친화성 제고 핵심기술 개발, 국내 

기술자립 수준에서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특정 원자력 

기술분야에서의 원자력 강소국 구현을 위한 수출 가능한 선택적 독자기술 

등을 세부목표로 연구기획을 수행하였다.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주요 과제의 기획은 각 분야 전문가로 연구소 내 TFT를 구성하여 분야

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기획 과정에서 전

문기관 및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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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절  수출형 연구로 설계 핵심개념 검증

□ 개요

   ○ 연구용 원자로의 미래 해외 수요, 특히 동남아 개도국에서의 연구로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2009년까지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국

내 고유 연구로 기본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해 수출형 연구로의 설계 핵심개념을 검증하고 평가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캐나다와 공동 연구를 통해 ‘95년 하나로를 설계 완공하여 활발하게 

운영 및 이용 중임. 10년간의 운영 기간 중 파악된 하나로의 설계 취

약점은 가능한 부분 개선 및 보완함.

   ○ 또한 ‘03년부터 하나로의 설계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과 안전

성이 제고된 연구로 개념 개발 연구를 제한적인 범위, 즉 부분적 기술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수행 중임.

   ○ 국내에서는 ‘87년부터 U3Si 분산 봉상 핵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원심 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동 방법으로 제조

한 연구로 용 U-Mo 분말을 미국과 프랑스 등에 공급하고 관련 기술

을 수출함.

   ○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은 자체 연구로 설계, 검증 

시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가 이집트와 호주에 

연구로를 수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주도로 핵비확산성이 강한 연구로용 고밀도 U-Mo 핵연료 개

발 연구를 진행 중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2009년까지 수출형 연구로의 기본 모델 개발과 관련 핵연료, 열수

력, 계통 및 구조, 건물 설계 분야의 핵심 설계 개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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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목표

•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20MW급의 수출형 연구로 기본모델 확보

• 노심 열수력 설계 핵심 설계 개념 검증 완료

• 원자로 구조물, 계통 및 건물 개선 설계 개념 확립

• 수출형 연구로 핵연료(4.0g-U/cc) 개발 및 성능 입증

• 영문 입찰 기본 자료 준비

      

   ○ 연구개발 내용

• 수출형 연구로 기본 노심의 핵설계 및 열수력 개념 설계

• 핵연료 내구성과 열전달 실험 및 자료 평가

• 핵연료 연계 노심 구조물 설계 개념 개발 및 제작 검증

• 2차 정지계통 개념 검증, 디지털 보호계통 시제품 제작 및 검증

• 계통 및 건물의 웹기반 3차원 설계

• 핵연료 시제조 및 노내 조사시험, 조사 후 핵연료 성능 평가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3년(2007 ∼ 2009)/1단계/85억 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핵연료 및 노심 열수력 검증시험 및 평가

 • 원자로 구조물 설계 제작 및 계통 설계 검증

 • 핵연료 심재 및 박판 제조 기술

기반기술
 • 연구로 노심 설계 기술 

 • 원자로 계통 및 구조 3차원 설계 기술

관련기술  •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및 연소 성능 평가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연구로 3분의 2가 운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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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새 연구로 건설 수요가 증가 추세임

• 하나로 경험을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된 국내 고유 연구로 모델 개

발 시 연구로 및 관련 기술의 수출 전망이 매우 밝음 (20MW의 연

구로는 1기는 부대 실험시설 포함 시 약 2500∼3000억원)

• 중•고밀도 핵연료 개발 시 전 세계 연구로에 사용될 전망 높음

   ○ 파급효과 

• 원자로 설계 핵심 기술 수출 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에 획기적 전환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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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 건설 및 기술 실증

□ 개요

   ○ 2010년까지 65MWt급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 건설을 통하

여 전력생산 뿐 아니라 해수담수화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체형원자로(SMART)의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의 종합 기술 실증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러시아 경우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및 활용에 가장 적극적이며 150MWt 

중소형 원자로(KLT-40)를 쇄빙선에 탑재하여 운용 중이며, 또한 

70MW 용량의 중소형원자로 건설과 KLT-40형 원자로를 탑재한 부유

형 원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여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 다국 간 

협력으로 일체형 원자로 IRIS 개발 중임.

  ○ 일본은 중소형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이며 중소형급 원자로인 MRX 개발

을 완료함.

  ○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신개념의 중소형원자로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

하고, 1997년부터 다목적의 중소형원자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

하여 2002년 330MWt 일체형원자로 SMART의 기본설계개발을 완료

하였음.

  <해외 중소형∙일체형 원자로 개발현황>

(MWt)

MRX PWR 100

ABV PWR 38

NHR-5 PWR 5

NHR-200 PWR 200

AST-500 PWR 500

KLT-40 PWR 150

IRIS PWR 1000

※현재 60MWt 이상의 중소형 일체형원자로는 대부분 개념개발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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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일체형원자로 연구로 SMART-P의 건설 운영을 통해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화 기술의 종합적인 실증과 일체

형원자로 운전자료 확보

   ○ 성과목표

 • 2010년까지 65MWt급 SMART-P의 건설 완료 및 초임계 달성

 •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 시운전 시험 수행

 •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 성능 및 안전성 실증용 운전자료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일체형원자로 연구로(SMART-P)의 상세설계 및 건설

• SMART-P 시운전/시험을 통해 SMART 기술 및 성능 실증

  - 계통, 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기술 실증

   - 일체형원자로 SMART의 핵연료 기술과 해수담수화 기술 실증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5년(건설기간 : 2006 ~ 2010, 잠정)/1단계/4,400억원

 (참고)

      ※ 시운전단계(별도) : 성능/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운전 및 운전 Data 

취득

      ※ 총 소요연구비는 시운전, 인허가 및 추후 운영비용 불 포함한 금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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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

 • 

 • MMIS/

 • , 

 • /

 • 

 • 

 • /

 • /

 • 

 • 

 •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

100

125

250

180

<2010년 이후 중소형원자로 시장 전망>

참고자료

1. IAEA TRS-410 : Market Potential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2002)

2. IAEA Reference Data Series No. 1, Energy, Electricity &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July 2003)

3. IAEA NUCLEAR TECHNOLOGY REVIEW - UPDATE 2001: GC945)/INF/5 Annex2

4. 원자력기술의 수출 촉진전략 수립 방안연구, 과학기술부(2003)

   ○ 파급효과

• 우리 고유의 일체형원자로(SMART) 해수담수 플랜트 설계 및 건설 

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 원자력시장 선점

• 원자력에너지 기술의 활용 다변화

• 일체형원자로 SMART 플랜트 건설 및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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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온 고출력 핵연료 개발

□ 

□ ․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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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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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 요

   ○ 원자력을 이용한 상용 수소생산을 위해 2016년까지 초고온가스로 

(VHTR) 및 열화학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완료와 건설 착수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을 전후로 상용 원자력수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통과된 에너지법에 2021년까지 원자

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실증을 완료하도록 명시. 

   ○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요오드-황 열화학 사이클을 수소

생산 공정의 제 1 방안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개발 초기부터 산

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수소경제가 2020년대부터 시장진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2020년대 수소제조원의 한 방법으로서 원자력을 이용한 상용

수소제조기술을 요청하고 있음.  

   ○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4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원자력을 이용

한 상용수소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2007 - 2016)

•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VHTR) 시스템 상세설계 완료 및 건설 

착수 

• 장전용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착수  

•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데모시설 건설 착수 

   ○ 성과목표

• 노심출구 온도 950 ℃의 초고온가스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생

산 및 원자로 건설 (50% 공정율) 

• 최대방출연소도 150,000 MWD/MTU의 피복입자 핵연료를 2-3kg/ 

batch 규모로 제조

• 수소생산 효율 40% 이상의 연속 운전이 가능한 10,000m3/hr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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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화학 공정시설 건설 (50% 공정율) 

   ○ 연구개발 내용

• 초고온가스로 시스템(노심, 유체계통 등) 설계 및 안전해석  

• 헬륨 루프를 이용한 핵심 안전 개념 및 재료 검증 시험  

•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연료 조사시험 및 제조공정 확립 

• 점진적 규모 증가를 통한 요오드-황 열화학 물 분해 공정 최적화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
   

   (*) : 건설비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 내용

핵심 기술

 • 고온 재료/기기 기술 

 •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기술

 • 요오드-황 열화학 물 분해 공정기술 

기반 기술

 • 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 기기 제작 기술 

 • 초고온가스로 규제기술

관련 기술

 • 수소의 운반․저장 및 이용 기술

 • 모듈원자로 MMIS 기술 

 • 방사선 선원평가기술, 내 지진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20년대 중반이후 300만 톤을 원자력수소로 공급하면 연간 약 6

조원의 원자력수소 시장형성 (연간 8,500만 배럴의 석유 수입 대체 

효과)

   

   ○ 파급효과 

• 수소사회 조기 진입으로 연료전지 실용화, 수소자동차 실용화, 청정

한 생활환경 구현

• 연간 약 1천만 톤의 CO2 방출감소로 타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방

출 여지 확보

• 제 4세대 원전개발 기술기반구축 및 원자력 기술의 수출능력 증대  

• 기술이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자립능력 제고

• 탄소재, 특수강 등 고온재료의 기술개발로 로켓, 항공기용 핵심 소

재 개발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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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절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상세 개념설계 개발

□ 개요

   ○ 제4세대 원자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노심 및 계

통 상세 개념설계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EU가 참여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 고

속로 시스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협의가 진행 중임. 

   ○ 프랑스와 러시아는 오랫동안의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

보하고 독자 개념의 소듐냉각 실증로를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

며 일본, 인도 및 중국도 기술개발 노력으로 고유 형태의 실험로 및 

원형로를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임.

   ○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초기술 연구

를 통해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제4세

대 원자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이 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된 

KALIMER-600을 개념설계개발 중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2016년까지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

상된 우리 고유기술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상세 개념설계 완료

   ○ 성과목표

• 2011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핵연료 및 원자로 계통 

기본 개념설계(고유 개념) 확립

• 2016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핵연료 및 원자로 계통 

상세 개념설계 확립

 • 소듐냉각 고속로 현안극복 및 혁신개념 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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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내용

 • 소듐냉각 고속로 현안 극복/혁신개념 기술개발 및 실증

  -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해석 기술, 피동잔열제거 기술, 소듐/물 

반응방지 SG 기술 등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상세 개념설계(고유 노심 및 혁신개념 계

통)

 • 상세 개념설계 고속로의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

 • 고속로 기반기술 개발

  - 고유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소듐 관련 기술, 피복재 관련 기술 

등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07~‘09 ‘10~‘11 ‘12~‘14 ‘15~‘16
합 계

1단계(3년) 2단계(2년) 3단계(3년) 4단계(2년)

연구비(억) 380 300 520 400 1,600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공통현안 극복기술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혁신개념 기술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상세 개념설계 기술

기반기술

 • 설계 및 안전성 평가 고유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 소듐 불순물 측정 및 제어 기술

 • 신 피복재 개발 및 특성평가 기술

관련기술

 • 고속로 인허가체제 및 검증 평가시스템 기술

 • 납 합금 냉각 고속로 기반기술 및 적용 연구 기술

 • 저온 수소생산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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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30년까지 상용화하여 세계시장(약48조원=2B$*10개국*고속로2

기/년 *1200원/$)의 10% 점유를 가정할 경우, 2016년까지 투자

(1600억 원) 대비 약 30배의 매출액 확보

   ○ 파급효과 

• 경수로만을 사용할 때 보다 원자력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 획기적

으로 증대되어 최대 우라늄 이용률 60배까지 가능함. 따라서 원자

력에 의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가능

• 핵변환 특성을 극대화 하면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부담을 획기

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의 환경 친화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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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기술개발

□ 개  요

   본 과제는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과 95 %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금속을 저준위폐기물로 회

수 및 처분, 그리고 장반기 핵종을 포함한 핵연료 물질을 GEN-IV 원자

로시스템에 재순환하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수행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미국과 일본은 국가 프로그램(AFCI, Feasibility Study on FR Cycle 

System)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에 의한 처분효율 극대화 및 

GEN-IV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2016년 까지 공학규모(10 tHM/yr) Pyroprocessing 핵심장치 개발 및 

Active Demonstration 완료

  ○ 성과목표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기술(>20 배)의 실현을 위한 공학규모의 

Electrolytic Reduction 시스템, High-throughput Electrorefiner 개발 

및 Scale-up 설계자료 생산

  ○ 연구개발 내용

     - 전해환원기술을 이용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공정 및 전처

리 공정개발

     - 우라늄 금속과 핵연료물질 회수를 위한 고성능 Electrorefiner 및 

Electrowinner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3단계/842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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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igh-throughput Electrorefining ② Electrowinning 
 ③ Electrolytic Reduction ④ Cathode Processing 

 ① Voloxidation ② Na Bond ③ 
 ④ Pyroprocessing ⑤ 

 ① ② 
 ③ ④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본 기술은 포화상태에 이른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리 문

제해결을 통한 PWR 원자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2040년경에 도

입예정인 GEN-IV 원자로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성

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파급 효과

     본 기술은 PWR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은 물론 GEN-IV 

원자로시스템과의 연계에 의한 국내 핵연료주기 정책 다변화와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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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Pyroprocess 폐기물 처리 및 TRU 소멸처리 기술개발

□ 개요

   본 과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중심과제로서, 

Pyroprocessing 공정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순환시켜 공정폐기물 량을 최

소화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염 및 금속폐기물을 처분장 수용기준에 적합

한 처분체로 제작하는 기술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회수된 TRU를 SFR 원

자로에 재순환/소멸처리시켜 사용후핵연료의 환경 위해도를 저감하고, 궁

극적으로 영구처분장의 공간 및 관리기간을 혁신적으로 감축시키는 전략

임.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외: 미국은 AFCI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Gen IV와 연계될 수 있

는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JNC [JAEA]와 

CRIEPI가 2015년까지 고속로와 관련된 핵연료주기 상세설계를 완

료하기 위해 Pyroprocess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역시 고속로와 연계한 Pyroprocess [oxide-winning process] 기

술을 개발하고 있음.

  -국내: 한국은 ‘97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

리 및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기술개발을 통해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Pyroprocess 공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일부 기술의 기반이 확보되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Pyroprocess 공정 폐기물(염 및 금속) 처리 공학규모 실증 및 TRU 

소멸 처리용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 

   ○ 성과목표

      - 공학규모 pyroprocess 공정폐기물 처리 실증 시스템

      - TRU 금속핵연료물질 시제품 및 성능 평가 자료

   ○ 연구개발 내용

      - 폐용융염 잔류 악티나이드 원소 회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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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ll 잔류 핵연료 물질 회수기술 개발

      - 고방열성핵종(Cs, Sr) 회수기술개발

      - 염폐기물 재생 및 재순환기술 개발

      - 염 및 금속고화체 제조기술개발

      - TRU 금속핵연료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3단계/56,300백만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국내 원전에 점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 감소와 원자력산업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

   ○ 파급효과      

       - 최종 처분대상인 공정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TRU를 소멸처리시키

므로서 처분장 공간 및 환경감시를 위한 관리기간 축소로 향후 사

용후핵연료처리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대 국

민 수용 및 제고에 파급효과가 큼       



- 20 -

제4절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 개요

   ○ 공학규모의 Pyroprocess를 실증하고, 상용규모의 Prototype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기술(원격 운전/보수, 핵물질 계량관리, 

공정 폐기물 수송/저장 기술)을 확보하는 과제임.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원자력 선진국들은 GEN-IV와 INPRO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미래 원

자로 시스템 및 혁신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

히, 미래 원자로 시스템과 핵확산저항성이 증가된 Pyroprocess 기술

의 접목이 가시화되면서 원천기술의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원자로 기술에 비하여 핵연료주기 기술이 낙후된 국내의 경우, 1990

년대 말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현재 핵심공정, 원격취

급기술, 핵물질계량기술 등에서는 기술 격차가 현격하게 좁혀진 상태

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경제성 및 핵투명성을 갖는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한 제반 시스템 엔

지니어링 기술 확보

   ○ 성과 목표

   - 2009년까지 공학규모(10 tHM/yr) Pyroprocess Mockup 시험용 장

치(원격 운전/운반/유지/보수, 핵물질 계량관리/격납/감시, 공정 폐기

물 수송/저장 관련 장치) 개발 

   - 2012년까지 실증용 핫셀장치 개발 및 국내 최적의 핵연료주기 대안 

도출 완료

   - 2016년까지 핫셀 시험 및 상용 Pyroprocess Prototype 시설 건설

을 위한 data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공학규모 핫셀장치(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탈피복, 원격 운전/취

급, 유지보수 등) 개발

   - Pyroprocess의 핵물질 계량관리 및 격납/감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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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방사성 공정폐기물 및 TRU 수송/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 기술 개발 및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Inventory 작성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3단계/632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의 원격취급기술, 핵물질 격납/감시 기술, 공정폐기물 

수송/저장 기술, 핵연료주기 경제성 및 환경영향 평가 기술

기반기술 원격조작성 검증기술, Digital Mockup 기술,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기술

관련기술 원격현실감 증강기술, 방사선 감시/보안 기술, 공정 폐기물 저장안전성 평가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Pyroprocess 핫셀 장치 설계 기술, 고방사성물질의 원격취급 기술 

및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기술에 의한 상용 

Pyro 시설의 설계/건설이 가능함.  

   - Dirty Fuel과 관련된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현재 공인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개발 기술은 공정폐기물 처리 및 TRU 소멸 등 모든 핵연료주기 시

설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원격기술은 일반 산업계로의 기술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의 확보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대외 신임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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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학규모(10tHM/yr) Pyroprocess 시설 건설 및 시험

□ 개  요

   본 과제는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기술, 공정발생 폐기물 처리 및 

TRU 소멸기술,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Mock-up 및 Hot Cell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Pyroprocessing 핵심장치의 Active Demonstration과 Scale-up 설계자

료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미국과 일본은 국가 프로그램(AFCI, Feasibility Study on FR Cycle 

System)을 통해 공학규모의 Multi-purpose Fuel Cycle Facility에 대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2015년 까지 시설 건설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을 종합적으로 Active Demonstration 할 

수 있는 공학규모의 Pyroprocess 시설 확보 및 운영

  ○ 성과 목표

     공학규모(10 tHM/yr)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실증시설 및 Scale-up 

설계자료 생산

  ○ 연구개발 내용

     - 공학규모(10 tHM/yr)의 Pyroprocessing Mock-up 및 Hot Cell 시

설 설계 및 건설

     - 공학규모(10 tHM/yr) Pyroprocessing Mock-up 및 Hot Cell 시설

운영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3단계/3,353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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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 내용
핵심 기술  ① Pyroprocess 시설 설계기술 ② Pyroprocess 공정장치 제작기술 ③ Pyroprocess 시설 운영기술 
기반 기술  ① 핵임계 평가기술 ② 사용후핵연료 취급 및 저장기술 ③ 폐기물       고화체 저장기술 ④ Cell 분위기 제어기술 ⑥ 차폐 및 밀폐기술 
관련 기술  ① Pyroprocess 시설 건설기술 ② 핵연료주기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기술 ③ 품질관리기술 ④ 제어시스템 기술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최종적으로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및 GEN-IV 핵연료주기 기술

의 완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준자립의 목표달성과 함께 핵연료주기 처

리비용 감소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확대 측면에서 시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파급 효과

     본 기술은 기존 습식재처리 시설과 비교하여 핵비확산성 향상 및 환경

위해도 감축으로 인한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이외에도 시

설 투자비 및 처리비용 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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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핵비확산성 평가기술 개발

□ 개요

 -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비교 검토 및 국내외 주요 기관 단체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핵비확산성 

증진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소멸 연구 추진 활성화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해외 각국의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 이와 관련된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시 및 장단점 분석 연구

가 미국, 러시아 및 IAEA 등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재활용 연구 관련 핵

비확산 신뢰성 증진

   ○ 성과목표: 재활용 연구 관련 JD 획득 및 관련 양자간 협정 개정

   ○ 연구개발 내용

- 핵연료주기연구사업 핵비확산성 제고 확보 방안 도출 및 실행 

- 기술 개발 및 향후 상용화에 따른 국내 수용성 증진 

-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양자간 국제 협력 의정서 개정에 대

비한 적극적인 개정 방안 제시 및 여건 조성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10년/3단계/10,600백만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본 연구는 시장성과 관련 없음

   ○ 파급효과: 본 연구의 성공으로 국제적 수용성이 향상되면 향후 본격적

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사업 추진 여건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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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절  원전 냉각성능 종합검증실험 및 범용 안전해석코드 개발

□ 개요

   ○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실험장치(ATLAS) 등 기 구축된 실험체계를 최대

한 활용하여 원전 냉각능력 종합검증 및 안전해석체계 개발․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해석 기

능을 포괄하는 차세대 범용 안전해석코드를 개발․검증하여, 원전 냉각성

능에 대한 종합 검증․평가체제를 확보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원자력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광범위한 열수력 종합/개별효과 실험

과 아울러 독자적인 안전해석코드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고 있음.

- 미국(LOFT-RELAP/TRAC), 프랑스(BETHSY-CATHARE), 독일

(PKL-ATHLET), 캐나다(RD-14/CATHENA)는 대형 열수력 실험과 최적코드 개

발 연계에 성공하고 원전 수출 국가로 발전

- 일본은 ROSA 프로그램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을 수행했으나 코드

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외국 의존 상태 유지

- 최근 미국과 프랑스는 차세대 코드 개발을 통해 세계를 리드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고, 복잡한 열수력 안전문제에 대한 CFD 적용도 

본격화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의 연구를 통해 열수력 실험 및 안전해석코

드 분야가 크게 발전함.

-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아틀라스(ATLAS), 안전주입 개별효과실험

장치 MIDAS 등 세계적 수준의 실증실험체계 및 코드개발능력 보유

- 과기부 및 산자부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원자력산업 추진에 필

요한 안전해석코드 체계 확보: MARS, USNRC 코드, 산업체 설계코

드 

- 특히 중장기사업을 통해 개발된 MARS는 경수로, 중수로, 가스로, 액

금로, SMART, 하나로 등 다양한 원자로 해석에 사용 중이며,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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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코드 개발 능력 확보의 견인차

   ○ 최근 구축된 세계적 실험시설 ATLAS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실험과 파급

효과 극대화가 요구되며, 특히 구축된 실험 인프라와 코드개발능력을 결

합하여 기존안전해석코드체계를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제4세대 원전

에 대한 안전 검증평가 능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 검증․평가 콤플

렉스의 구축이 요구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2016년까지 고정밀 차세대 범용 안전해석코드(기존 원자로 및 제4세

대 원자로 적용, 열수력-중대사고 해석, CFD 등 고정밀 국소해석능력 

연계) 개발

       - 2016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냉각성능 종합 검증․평가체계 

확보

   ○ 성과목표

- 2011년까지 

․ APR1400/OPR1000 핵심 시나리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데이터

베이스 

․ 열수력-중대사고 계통 안전해석 범용코드 체계 구축 및 국내 실

험 데이터(ATLAS 중심)에 의한 종합 검증

․ 고정밀 전산코드 모델 개발․검증을 위한 핵심현상 실험 DB 확보 

및 모델 개발

․ 중대사고 통합 관리 기본 체계 개발

- 2016년까지

․ 제4세대 원자로까지 포괄하는 안전성 검증․평가를 위한 고정밀 차

세대 범용 안전해석코드체계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냉각성능 종합 검증․평가체계 및 중대사고 

안전 통합관리체계 확보

   ○ 연구개발 내용 (1단계)

- ATLAS 이용 APR/OPR 핵심 시나리오 실험: APR1400과 

OPR1000의 DVI관 파단사고,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주증기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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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고, 증기발생기 튜브 파단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등 총 40

여회의 실험을 수행하여 안전특성을 실증하고 코드 종합 검증용 

실험 DB를 구축함. 

- 계통 안전해석 차세대 범용코드 개발: 기 개발된 MARS 코드를 기

반으로 열수력-중대사고 계통코드를 고유화하고, ATLAS 실험데이

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CFD 연계 해석 모듈을 개발

함.

제2차 중장기 성과(MARS3.1) 제3차 중장기 계획(1단계)

․ COBRA/RELAP코드의 기술국산화를 통

한 MARS3코드개발 

․ 격납계통,노심,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연계

해석기술의 개발

․ 다차원, 신형원자로 고유 모델개발

․ MARS코드와 열수력검증 실험데이타베이

스의 국내관리체계구축 

․ MARS 코드 Solver와 입력체계 고

유화

․ 중대사고해석 노심용융모듈의 개발 

및 계통코드 통합

․ CFD코드와의 연계해석모듈의 개발

․ 계면밀도 수송모델의 코드 적용

․ 제4세대 원전을 포함하는 범용 계통

해석 기본체계의 구축

- 고정밀 전산코드 개발을 위한 핵심 현상 실험: 2상유동의 

Interfacial Area Transport, 복잡한 구조물(원자로 상부구조물 

등)에서의 2상유동 다차원 현상 등에 대한 상세 측정 실험을 수

행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함.

- 중대사고 통합 관리체계 개발: 원전 중대사고 위해도정보 DB 및 

운영시스템 구축, 원전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 개발, On-line 

중대사고관리 시스템 등 요소기술의 개발/보완 및 연계를 통해 중

대사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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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계통 안전 해석 검증코드체계 및 정밀 해석 능력

의 확보는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의 선진화, 안전문제 해결능력 확보

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의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

술임.

      - 확보될 열수력 실험 DB 및 코드체계는 국내 원자력 규제 및 산업계 

활용과 국외 수출이 가능하고, 외국의 고부가가치 기술과의 교환이 가능

할 것임.

      - 확보될 범용 안전해석코드와 실험체계 및 관련 기술은 제4세대 원

전 개발 및 안전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임.

      - 본 과제는 산자부 주도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 설계 코

드 개발과제와 연계되어 실험 데이터 및 해석 모델의 상당 부분을 

공유 또는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파급효과 

      - 우리나라의 원자력 열수력/중대사고 안전성 검증 및 평가기술을 미

국, 프랑스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규제 현안 및 안전

관심사에 대한 신속하고 실증적인 규명이 가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경제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함.

      - 구축될 실험 DB는 USNRC 코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KINS 규제

코드의 국내 원전 적용성 종합 검증과 APR1400/OPR1000용 산업

체 개발코드의 종합 평가․검증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전 원자력계에 

걸친 안전해석 기술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열수력 현상 및 기기 모델은 개발 과정에서

도 KINS 규제코드체계에 이전 적용되어 인허가 검증계산 및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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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직접 활용될 것임.

      - 제4세대 원자로 개발, 검증, 평가를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체계를 제공함.

<참고 1> 성과 및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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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아틀라스(ATLAS) 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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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로 핵심 안전 쟁점 해결 및 안전성 향상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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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핵심 안전 쟁점을 총체적으로 평가/해결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기술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발전시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가동 원전, 신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직접 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목표 
   - 노심 열적여유도, 증기 발생기 손상, 수소 연소 규제, 미해결 중대사고 
      쟁점 등 핵심 안전 쟁점 독자 평가 및 해결 기술 개발
    - 가동 안전성 향상 및 사고 대처 능력 향상 신 안전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수소 연소/화염 전파 최적 평가 기술 및 검증 실험 자료 구축
    - 증기 발생기 안전 현안 해소 및 신뢰도 향상 핵심 기술 개발 
    - 출력 증강 대비 노심 안전 여유도 평가 및 향상 기술 개발
    - OECD 증기 폭발 실험 주도 및 노심 용융물 억제 원리 실증 실험 자

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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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기폭발, MCCI, 노내용융물 위해도, 신 방사선원항 평가 방법론 확립  
   -  피동 비상 노심 냉각/잔열제거 계통 성능 평가 핵심 기술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수소연소/화염전파 최적평가기술 개발: 수소연소, 혼합해석방법론( 

GASFLOW, HYCA-3D) 개선, 화염전파/수소폭발 최적 평가 기술 개
발, 수소 연소 대처 방안 실험 등을 통해, 가동 원전 수소 설비 설치 
필요성 및 APR-1400 IRWST DDT 가능성 평가/대처 방안 등의 쟁
점 해결. 애로 기술은 JRC/FZK/국내대학간 협력으로 개발함. VHTGR 
수소 안전에 관한 기반 기술로서 활용성이 큼. 

   - 증기 발생기 안전 현안 해소 및 신뢰도 향상 핵심 기술 개발: OPR 
1000을 비롯한 국내의 다양한 증기발생기 모델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
종 손상 관련 안전현안을 해소하고 장주기 가동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결함과 손상취약부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적용기술과 손상제어 관
련 고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출력 증강 대비 노심 안전여유도 평가 및 향상기술 개발: 설계 기준 
사고 조건에서의 DNB, PCT에 대한 상세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열전
달 증진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노심 열적 여유도를 정량화하는 기술을 
개발함. 이를 통해 원전의 출력증강, 수명연장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심 열적 여유도를 확보함. 기존의 CHF, RCS 실험 장치를 개선․활용
하고, 첨단 계측 방법을 개발하는 중간 진입 전략을 통해 일류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함. 

   - 완전 피동 안전 계통 핵심 기술 개발: 피동 안전 계통의 종합 성능 보
다는 핵심 애로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GEN3.5 원전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특히 저유량․저압에서의 이상 유동 
저항 감소 및 열전달 향상 기술, 밀집 고효율 열교환기 성능 평가 기
술, 피동 계통 척도 해석 기술, 나노 기술 고온 적용 등의 애로 기술
을 개발하고 원리 입증 실험을 수행함. 기존의 실험 장치/계측 기술 
인프라 활용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에 도전함.  

   - 중대사고 미해결 핵심 쟁점 종결 기술 개발: 미해결 핵심 쟁점인 FCI, 
MCCI, 노내 노심 용융물 거동, 신 방사선원항 등을 단계 내에 종결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이 기술은 가동 중 및 APR-1400 등 신규 
원전의 심사 대상인 사고 관리 전략 및 중대사고 대처 방안, PSA 
Level 2 방법론 타당성 평가에 활용함. 실험 연구는 FCI에 국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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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도의 OECD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
한 실증 실험, 이화학 분석, 용융물 억제 방안에 대한 원리 실험을 통
해 국제적인 연구를 선도 유도함), 타 쟁점 해결 기술 개발은  모델 
개선에 치중하며, 국제공동연구(MCCI, CORTRAN, ThAI) 참여로 최
신의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국제화된 기술 개발이 되도록 함.   

단계 (년도)
1단계 (‘07-’11) 2단계 (‘12-’16)

합계 재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핵심 안전 쟁점 종결 및 

안전성 향상 신기술 개발
53 56 58 57 56 280 정부

안전성 향상 신기술 검증 및  

GEN-IV안전평가 기반 구축
35 40 40 40 35 190 정부

연구비 소계(억원)  280  190 470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DNB, PCT 평가 기술, 중대사고 핵심 쟁점 평가 기술, 수소 제어 기술, 

피동 안전 계통 핵심 기술, 손상/구조 정밀진단기술, 재료/환경 제어기술 
기반기술 열수력 중대사고 실험 해석 기술, 재료 부식 비파괴 응력 평가 기술

관련기술 열전달 기술, NT, 구조 안전성 해석

  ○ 시장성
원자로 핵심 안전 쟁점 독자 해결 능력 확보를 통한 기술 도입 비용 
대체. 노심 열적 여유도 향상, 증기 발생기 손상진단 및 제어기술, 완전 
피동 안전 계통 핵심 기술 개발, 수소 연소 설비 설치 평가 등은 직접
적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파급효과      
열전달 기술-초고온 방사성 물질 현상 및 위해도 평가 기술-재료부식
기술이 총체적으로 개발되어 활용성이 높고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 창
출됨. APR-1400 이후 신형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 제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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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축된 실험 및 해석 기술 기반은 재료-열전달-핵연료 물질 특성 
평가가 포함된 기술로 GEN-IV 안전 쟁점 평가 기반 기술로 활용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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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Module 개발

□ 

  현재 국내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접근 

방식(Risk-informed/Performance-based Approach: RIPBA)에 사용

되고 있는 현행 기술의 비일관성, 중복성 등 제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Framework을 구축하

기 위하여 리스크/성능 통합 평가 방법 및 관련 전산 코드 등 핵심 리

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Module을 개발. 

□ ․
   ○ 미국은 RIPBA가 규제/운전 측면에서 이미 정착되어 리스크/성능 정

보를 활용한 안전성 확인 및 개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 중 

   ○ 일본은 2003.11에 RIPBA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성명을 발표, 이후 

정량적 안전 목표 설정 등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 

   ○ 국내에서는 현재 한수원에서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 기술 지

침서 개선 및 정비 규정 등 다양한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사업을 추

진 중

   ○ 국내 규제기관도 국내 고유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규제 제도를 준비 

중 

   ○ 한원(연)에서 지난 10년간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리스크/성

능 정보 평가 및 활용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주요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술 분야를 선도 중 (PSA 코

드, PSA 모델 방법, 인적 수행도 평가 기술, Digital I&C 신뢰도 평

가 기술 등) 

□ 

   ○ 연구개발 목표

- 국내 고유 RIPBA 제도 정착을 위하여 미국 RIPBA 제도의 비일관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성능 정보 통

합 분석 Module 개발

   ○ 성과목표

- 2011년까지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핵심 Module 개발 

․ 세계 최고속 리스크/성능 분석 코드 개발

․ 기기/계통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Module 개발

․ 인적 리스크/성능 평가 Module 개발

․ 계측 제어 계통 신뢰도 평가 Module 개발

․ Level 2 및 3 PSA 불확실성 저감 기술 개발 



- 37 -

- 2016년까지 

․ 전 원자력 설비(가동 중/신형원전/비발전 설비)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분석 Framework 구축. 

․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신형 원전 설계 및 운영 지침 최적화 기

술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향후 예상되는 모든 RIPBA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

성능 평가 모델, 결정론적 안전 해석 방법 및 의사 결정 지원 체제

를 통합하여 일관된 안전성 확인 및 개선을 할 수 있는 리스크/성

능 정보 통합 분석 기술을 개발. 

- 내외부사건, Level 1/2/3 PSA 모델 통합 분석 체제 및 관련 PSA 

코드 개발

- Level 2/3 PSA 불확실성 저감 기술 개발.

- 현재 PSA 분야의 현안인 신형 주제어실 인적 신뢰도 분석 기술, 

Digital I&C 신뢰도 평가 기술 및 주요 계통 성능 평가 기술을 개

발.

- 향후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하여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설계 기술 

등 세계적으로도 시작단계인 리스크 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10년/2(5-5)/406억(40.6억/년)

단계

(년도)

1단계 (‘07-’11) 2단계 (‘12-’16)
합계 재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신개념 리스크/

성능 정보 통합 

분석 Module 개

발 

정부

국내 고유 리스

크/성능 정보 통

합 분석 

Framework 구

축

정부

연구비 소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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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리스크/성능 평가 모델, 결정론적 안전 해석 방법 

및 의사 결정 지원 체제를 통합한 원전 설계 및 운

전 요건 평가 기술 

- PSA 통합 분석 체계 및 관련 코드

기반기술
- 리스크 및 성능 평가 모델

- Level 2/3 PSA 기술 

관련기술
- 인적 신뢰도 평가 기술

- Digital I&C 신뢰도 평가 기술

□ 

   ○ 시장성

- 현재 국내는 RIPBA의 도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기술에 대한 수요는 규제 및 운전 

양 분야에서 매우 큰 상태임. 

-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설계 기술 등은 세계적으로도 시작 단계이

므로 이 분야의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원

자력 기술 수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본 과제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내 고유의 종합적인 RIPBA 기술

을 정립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국내에 RIPBA

의 효과적/효율적 도입이 가능함.

-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규제 검증용 리스크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본 기획에서 결정됨으로써 향후 리스크/성

능 정보 활용의 국내 도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국내 전 원자력 설비의 리스크/성능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

가/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검증 및 개선을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국민의 원자

력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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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과제 기술지도 및 성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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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선환경 위해도 관리 기술 개발

□ 

   ○ 환경방사선 위해도 종합관리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의 사고나 운영 과

정 또는 테러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방사능이 대기나 주변 환경으로 확

산되었을 경우 국민건강 위해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

속한 대응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방사능의 대기 

및 도심 오염 확산평가, 생태계 오염평가, 환경지표방사능 감시, 주민 

및 환경선량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포함된 종합기술임. 

□ ․
   ○ 한원(연)에서 중장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방사능 사고시 방사능 대

기 확산 평가를 위한 원전주변 국지규모 확산평가모델 FADAS를 개

발 완료하여 국가방사능방재체제 CARE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광역모델의 개발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NARAC), 일

본(WSPPEDI), 유럽 공동체(RODOS) 등에서는 국지/광역이 종합적으

로 연계된 독자적인 방재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도시 오염과 테러를 

대비한 확산 연구와 핵종거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주요 농작물에 대한 핵종별 전이계수를 측정하고 IAEA 

Technical Report Handbook 에 반영하거나 육상생태계 이동모델의 

경우 IAEA 주관 EMARS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신뢰성 입증하는 

등 육상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었음. 수문, 산림, 해

양에 대한 방사능 확산 및 오염 평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미함. 최

근 ICRP, IAEA 등 국제기구에서는 인간 및 환경 통합 방호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특히 non-human biota에 대한 방사능 위해도 평

가에 대한 연구가 유럽 및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일부 중성자선원에 대한 선량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

에너지/고선량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다양한 에너지의 중성자장과 

혼합장에서의 선량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해외에서

는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혼합방사선장 평가, 고에너지/고선량 방

사선 평가 및 ICRP 신권고에 기반을 둔 내부피폭선량평가 연구를 시

작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임.

   ○ 영국 등 선진 원자력 국가 등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폐로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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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방사성 지표 핵종(C-14, H-3, Fe-55, Ni-63, Tc-99, Sr-89/90 

등)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다양한 시료에 대한 신속 분

석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 연구개발 목표 
        - 환경방사선/능 위해도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 성과목표

- 2011년까지 
․환경방사선 위해도 평가 기반기술개발 및 실증시스템 개발 (70%)

- 2016년까지
․환경방사선 위해도 종합 관리시스템 완성 (100%) 

   ○ 연구개발 내용
       - 도시 확산 및 핵종거동 평가기술 개발
       - 도시 방사선피해 평가모델 개발
       - 환경 특성을 고려한 방사선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 자료동화를 이용한 방사선 피해예측 신뢰도 향상모델 개발  
       - 인간 및 환경 생태계 통합방호를 위한 non-human biota 선량평

가 기술 개발
       - 부지특성 인자를 반영한 수문모델링 및 산림 및 수생 시스템에서

의 핵종 이동 모델링 및 관련 인자의 실험적 도출
       - 방사선 생태계 영향 평가 통합 모듈개발 
       - 폐로 및 처분장 방사성 지표 핵종 분석 기술 개발
       - 실시간 방사능 신속 분석 기술 기반 구축
       - 지리 정보 동조형 및 이동 방사능 측정/분석 시스템 구축
       - 실용적 외부피폭선량 평가체계 개발 및 현장적용기술 구축
       - ICRP 신권고(21C) 기반 내부피폭선량 평가체계 구축
       - 고에너지/고선량 측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 방사선능 측정표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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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도시확산 핵종거동평가, 방사선피해 평가 및 최소화기술, 

-nonhuman biota 선량평가모델, 수문, 산림, 해양 생태계 오염 평가 

 모델

-혼합방사선장평가 및 리스크관리선량평가

-실시간 방사능 신속 분석 기술, 환경 방사능 원격 송수신 시스템

기반기술

-GIS 활용기술, 자료동화기술

-국가기준방사선장 확립 및 개인선량평가를 위한 선량계 개발기술/체내

선량평가기술 방사능 신속분리 및 측정 기술

-실시간 방사능 측정 자료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방사능 측정표준기술

관련기술

-시스템 운영기술(OS)

-환경자료 통계처리기술

-절대흡수선량 측정 및 평가기술

-시료화학분리 및 정제기술, 분석계측기 설계 및 제작 기술, 통신기술, 

전산처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 

○ 시장성
       - 환경 방사선/능 관리는 국민 건강 및 환경 보존차원에서 국가가 

관리 주체이므로 국가 방재관리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후발 원
자력 개도국에 기술 공여 가능.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감시 및 오염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실시간 원격 환경방사선/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술수입 대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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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큼.

   ○ 파급효과 
      - 원자력 사고나 방사능테러 등 비상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의 효율적인 국토이용

     - 모든 방사선장에서의 정확한 선량평가 기술개발로 대국민 원자력 안
전성 제고

     - 고도화된 실시간 원격 환경방사선/능 모니터링 장비 국산화를 통한 
국내 유관 산업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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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절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와 제4세대 원

전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고준위폐기물(HLW)의 최종관리를 위

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적용기술을 실증.  또한, 전국규모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심부환경에 HLW 장기관리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이고, 

2016년까지 안전성평가체계 구축 및 국가관리 기본계획 확립.

□ ․
○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 실

용화 도입단계;

 - 1980년대 초부터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국의 HLW 특성과 심부

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분개념을 제안하고

 - 1990년대는 기준개념의 주요기술 실증을 위한 지하시험시설 운영 또

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와 국가 관리 체제정비로 HLW 장기안

전관리 사업 추진기틀 마련.

○ 국내에서는 KAERI 주도로 1997년부터 "HLW 처분기술개발"과제가 수

행되고 있으며,  2007년 2월까지 우리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기준 처

분시스템개발이 목표

□ 

 ○ 연구개발 목표

  - 국내 발생 다양한 HLW 국가관리 전략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

  - HLW 장기관리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안전성 평가체계구축 

 ○ 성과목표

  - 국내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HLW의 ‘장기 안전관리 국가 기본계획’ 확

립(2011년)

  -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우선 처분 계획하에 2020년까지 핵심 기술실

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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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내용

  -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천연방벽 특성 현장시험, 지하수 유동로분포 특

성분석

  -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기술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10년/3단계(3-3-4)/1,500억

□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스템 개발 

- 장기관리시스템 성능 평가 및 관련기술 실증
기반기술 -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전략 및 수행프로그램 개발
관련기술 - 물질이동 해석 및 실험적 모사/평가기술

- 전산해석 및 최적화 기술

□ 

 ○ 시장성 : 기술수입 대체 효과 및 환경보존 기술의 타 산업에의 응용이 

가능

 ○ 파급효과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자립으로 원자력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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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개발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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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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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절  방사선 융합 생물공학기술 개발

□ 개요

○ 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농생명, 생물소재 등 관련 핵심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에 기여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국제기구와 선진 보건당국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 마련(세계 50여개국 230여종), 방사선육성 품종은 세계 70여 개국 2,500

여 품종과 유전체 연구용 유전자원이 개발 보급되고 있음

○ 생물소재 유래 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신물질의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방사선 융합기술 이용 생물공학제품 제조 및 응용기술은 세계적으로 아직 태동

기이고 국내 기술의 세계 선점의 가능성이 높음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고분해능/고감도로 검

출․분석이 가능하여 RI이용생체분자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최근 국외에서 일

부 진행 중이나 초기단계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식량/생물자원의 안정 공급 및 생물공학 산업의 고기능

성 제품 개발로 국민보건증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 성과목표 

   - 2009년까지 식품의 전자선조사 사용 KFDA 공전개정 및 식육류 신규허가 

취득, 고품질 식량작물(벼, 콩)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방사선이용 생체퇴행모

델링기술, 기능성 올리고머, 생물정보분석용 RI Biochip

   - 2011년까지 한국형 우주식품/비상식품 개발, 고부가가치 화훼자원(국화, 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생체퇴행(노화) 억제물질, 방사선 변환 생리활성 소재

(다당류, 펩타이드류) 개발, RI 이용 천연 노화억제물질의 생물기작 규명기술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식량자원 안전공급 및 미래형 식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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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유전자원 육종기술개발

   - 방사선 융합기술 이용 생체조절물질 개발

   - 방사선이용 생물소재 구조변환 및 생물대사물질 대량 생산기술 개발 [56]

   - 생물정보분석용 RI kit 및 Biochip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2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 극한환경 대비 고선량 조사 특수식품 개발기술,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 

방사선 구조변환기술, 방사선이용 생체퇴행 모델링기술, 유용 세포대사물질 

및 단백질 생산기술, RI 이용 생체분자의 상호작용 규명기술

기반기술
• 방사선기술(RT), 생명과학기술(BT), 식품공학기술, 유용물질의 생체효능 평

가기술, 유전자 탐색 및 규명기술, 방사성 동위원소 발생장치 개발기술

관련기술
• 유전육종기술, 우주기술(ST),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기술, 유용물질 대량생

산 기술, 바이오센서/바이오칩 개발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10년까지 식품 4,000억원/년, 육종식물 2,000억원/년으로 총 6,000억원의 

수출 등 직접효과 기대

   - 생물소재 이용 고부가가치 생체조절물질, 생물신소재, 복합 기능형 바이오산

업소재/제품 이용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연간 3,000억원 이상 기대

   -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RI kit 및 biochip 개발과 상용화로 수백억 이상

의 직접 경제효과 기대

○ 파급효과

   - 군 급식 및 국가 재난대비 비상식량 체계 구축, 보건위생 향상, 유용 식물자원 

확보로 국가안보와 위상제고에 기여

   - 방사선 융합기술을 통한 생명과학 및 생물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술우위 확

보 및 국가 과학기술의 국제적 선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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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선 융합 유ㆍ무기 신소재 기술 개발

□ 개요

  ○ 국내‧외 방사선 융합 핵심기술동향과 신기술 연구동향에 근거하여 방사

선 이용 신소재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전세계적으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재료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IT, BT, NT 방사선 융합기술 기반 신기능성 소재개발 및 관련

산업 확대중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신기능성 겔 소재 및 차세대 전지막 합성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박막형성 재료 및 초고온 내열성 소재 제조기술 개발 

   -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살균 및 산업화기술 개발

○ 성과목표

   - 2009년까지 신소재 개발 및 제조를 위한 방사선 가공기술, RT 응용

기술 등 개발

   - 2011년까지 의료용 고분자 하이드로겔 개발, 차세대 2차전지, 연료전

지막 합성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박막형성 재료 및 공정기술 개발, 내

열 복합재료 개발, 반도체용 저유전 재료 제조기술 개발, 보건위생 제

품 방사선 살균용 신소재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방사선이용 기능성 고분자재료개발 

   - 방사선이용 유‧무기 복합 신소재개발    

   - 국가 보건위생제품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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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 방사선 가공기술

기반기술 • 방사선 가교기술, 방사선 그라프트기술, 방사선 경화기술, 방사선 살균기술 

관련기술
• 겔 합성기술, 차세대 전지 제조기술, 방사선 이용 박막형성 재료 및 공정기술, 초고

온 내열성 소재 제조기술, 전자재료 제조기술,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 살균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기술개발로 2010년까지 1조 5천억원 시장

규모 확대  

   - 방사선 이용 박막형성 재료 및 공정기술을 이용한 반도체용 저유전 재

료 개발과 상용화로 수백억  이상의  직접 경제효과 기대

   - 방사선 살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대 (2010년 일회용 의료용품 방사

선살균 비율 20%)

○ 파급효과

   - 국내 고분자 산업 발전 및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의한 국

민의 삶의 질 향상

   - 보건산업제품 방사선 살균 확대로 관련제품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확

보 및 국민보건위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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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 보존기술 개발

□ 개요

  ○ 환경오염 처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연계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환경신기술인증을 받음으로써 관련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융합기술을 개발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외

   - 선진국에서는 축산폐수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효율 극대화를 위해 후처리보다는 전처리방법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배연가스처리를 위한 방사선이용기술 적용 증가[중국, 폴랜드, 루마니

아, 일본] : SOx 및 NOx 동시처리

  ○ 국내

   - 국내 축산폐수처리 연구는 생물학적 처리방법 및 질소, 인 등의 영양

염류를 제거하기 위한 SBR, 간헐포기공정, A2O 공정 등의 활성슬러

지 변법이 주요 방법임

   - 핵심 사후처리기술과 사전 오염예방기술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으며, 민간의 경우 원천 및 요소기술의 자체 개발보다는 외국

기술의 도입 내지 단순 응용에 그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오염물질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

   - 연안환경 복원기술 개발

   - 대기정화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2011년까지 축산부산물 고부가 바이오비료 및  총합축산부산물 처리시

스템, 질소함유 유기물 분해 및 유류분해 미생물제재, 축산부산물 악취

저감 보조제 및 축산부산물 유발 대기오염정화 시스템 개발

   - 2016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 슬러지 활용 대량 열원생산 시스템, 오

염갯벌 정화 시스템 및 실내오염정화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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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내용

   - 방사선이용 오염물질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연안환경 생물복원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대기정화 및 유해 평가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100 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

술

• 난분해성 유기물질 처리기술(방사선 및 생물학적 처리), 미생물 멸균기

술,  유해 대기물질 처리기술, 미생물 개발기술, 유해성 평가기술

기반기

술
• 방사선 이용기술(R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과학기술 (BT)

관련기

술

• 상/하수처리기술, 폐수처리기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기술, 대기오염

물질 정화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대용량 고효율 처리기술개발로 제품 생산 프로세스의 생산성 극대화 

유도, 기술의 해외 수출 및 기술수입 대체효과 기대

   - 축산부산물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재 자원화를 통한 화석연료의 절약

효과 기대

   - 3단계 기술 및 장치개발 완료 후 연 1,5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환경산업시장 매출효과 예상

  ○ 파급효과

   - 방사선이용 하수 처리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하수 방류수 염소 살

균시 발생되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대용량의 하수를 효

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방사선을 이용하여 폐기물로부터 고가자원 회수기술(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산악 절개지 녹화, 하수슬러지 재활용)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

감, 근해수산자원 고갈 주범 퇴치, 화학비료 사용절감 및 유기농법 활

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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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선의약품 이용 진료 신기술 개발

□ 개요

  ○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의 선진화

와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암, 뇌질환, 심장질환의 영상진단율을 15% 이상 

상승시킨다. 질환 특이적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여 PET

과 SPECT에 적용하여 뇌질환, 심장, 암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난치병 

치료를 목표로 한다.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1) 종양/난치질환, 뇌/심장 질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와 임상

적용 연구, 2) 종양/난치질환, 뇌/심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성동위

원소를 이용한 핵영상/분자영상과 임상이행연구, 3) 이를 뒷받침하는 방

사성의약품 신물질, 4) 융합 핵/방사선영상처리/정량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PET/SPECT 응용 뇌/심장 질환과 종양/난치성 질환 진단율 향상

   - 종양의 특성 및 대사과정 입증 핵의학기술과 유전자/세포 치료 평가용 

핵영상기술 개발

   - 원자로를 이용한 진단/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유효

성 평가기술 개발

   - 사이클로트론 부대 방사화학기술 개발

   - 방사면역치료제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나노입자를 사용한 핵의학 진단

/치료 기술개발

   - 융합 핵/방사선영상처리기술 및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정량화 

기법 개발

  ○ 성과목표

   - 뇌질환 진단율 30% 상승, 심장/종양 질환 진단율 15% 상승

   - 분자영상기술의 임상응용 및 나노입자 응용 핵의학진단기술 도입

   - 원자로/가속기 이용 동위원소표지 신물질(신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

질) 개발 및 적용기술 향상

   - 핵의학/분자영상 영상처리/정량화 기술의 개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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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내용

   - 방사선뇌과학 및 종양진단 PET/CT 기술의 응용

   - 줄기세포치료평가 및 림프종 방사면역치료제/치료효과 평가/병용치료 

기술

   - 진단/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합성/표지기술과 원자로 및 가속기 

부대 방사화학기술

   - 방사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핵의학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 융합 핵/방사선 영상처리 및 추적자동력학기법 활용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2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 PET/SPECT진단기술, 방사성의약품개발기술, 융합영상처리/정량화 

기술, 원자로/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기술 

기반기술
• 핵의학진단기술, 방사성핵종 치료기술, 방사화학기술, 핵의학물리기

술

관련기술 • 사이클로트론 기술, PET 기기기술, 분자영상기술, 핵영상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방사성의약품 수입대체효과: 시장매출: 진단 성능 향상에 따른 기회

비용 보전=4,000억:1,500억:1,500억 2005년 NuTRM의 2010-2020

년 투자효과 예측 자료를 수정인용)

  ○ 파급효과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의 선진화와 기술우위 

확보

   - 맞춤의학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진단/치료법이 개발

   - 방사성의약품과 분석기술의 수출국으로 도약

   -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

   - 방사성동위원소의 각종 질환 진단 및 치료이용 증대, 방사성치료도구 

개발을 통한 치료효율 극대화 및 신규 방사성 진단제 및 치료제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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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 기술 개발

□ 개요

  ○ 방사선 영상, 제어, 안전 기기의 필수기술로서 상온, 고온, 고방사선 환

경에 적용 가능한 고분해능, 고해상도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 제작 요

소 기술을 개발함.

  ○ 차세대 방사선센서 원천기술인 방사선센서용 단결정 성장 기술, 반도체 

방사선 센서 공정기술, 기체 및 섬광체 계측기 기술, 저잡음 신호처리 

소자 기술을 확보하여 다양한 응용 계측기로 활용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핵의학, 보안검색, 인공위성,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목적으

로, 고효율, 저가격, 소형이며 내방사성이 우수한 새로운 반도체를 이

용하여 방사선 계측기와 센서 공정의 기술개발이 기술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 중.

  ○ 안정성이 개선된 제4세대 신개념 원전을 비롯하여 수소생산 원자로 등

의 노심에서 사용될 고온 중성자 계측기 필요성이 증가하며 새로운 방

사선 계측기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개발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고부가가치의 방사선 센서 및 계측기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고분해능 내방사성 방사선 계측기 기술개발 (시제품, SCI 50편, 특

허:국외 20건, 국내 30건)

   - 화합물 반도체 단결정 및 반도체 센서 공정 기술개발 (SCI 30편, 특

허:국외 10건, 국내 20건)

  ○ 연구개발 내용

   - CZT, TlBr, LaBr3 등 고분해능 방사선 계측기 제작 기술 개발

   - 원자로 노외용 SiC, BN, AlN 등의 중성자 센서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방사선 영상용 다채널 방사선 센서 및 위치 민감형 마이크로 패턴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 화합물 반도체 단결정 성장 가공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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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내용

핵심기

술

• 화합물 반도체 방사선 센서 단결정 성장 기술

• 영상용 어레이/픽셀 계측기 제작 기술   

• 상온/고온 반도체 방사선센서 공정 기술 

• 고방사선 피로도 저감 및 고방사선 환경 노이즈 저감 기술

기반기

술

• 화합물 반도체 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 마이크로 패터닝 기술

• 내방사성 및 고온 금속 전극 제작 기술  • 초소형 저전력 내방사성 회

로 구현 기술

관련기

술

• 고속 방사선 신호 처리/영상 구현 기술  • 계측기 초소형화 시스템 패

키징 기술

• 방사선 신호의 노이즈 필터링과 고속 신호처리 기술

   - 내방사성 저노이즈 신호처리 및 방사선 영상 다채널 신호 처리 회로 

기술 개발

   - 방사선 계측기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16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04년 현재 국내 방사선 계측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3,700억원, 세

계시장은 50억불규모이며, 2010년에는 100억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산업 군임.

   - 주요시장인 핵의학 기기 시장은 연 5%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상온반도체 센서는 점차 기존 방사선 영상 센서를 대체 중이며 2005

년 현재 약 900억 원의 시장을 형성. 이외에도 현재 국내에 연간 

1500억원 규모의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시장이 형성되어있음

  ○ 파급효과

   - RT의 기반이 되는 방사선 계측기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의료, 보안

검색, 산업용 gauge, Digital radiography 등 RT 활용 분야의 방사

선 응용계측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4세대 원전 및 신개념 수소생산 원자로, 

핵물질 안전조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안전 분야의 핵심 기술

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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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신규 및 RI 생산기술 개발

□ 개요

  ○ 원자로 이용 RI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 RI 공급체계 구축과 RI

의 의료 및 산업적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함.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

될 RI 생산 및 관련기술은 순수 연구 분야와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기술임.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내: 상용 RI (Ir-192, I-131, I-125 등)의 대량생산/공급체제 구축하

였고, LEU를 이용한 Mo-99 생산용 우라늄박판 제조기술과 Tl-203 

및 O-18과 같은 농축표적 생산에 필요한 기반기술이 구축됨.

  ○ 국외: 고부가 치료용 핵종(Y-90, Lu-177, Sr-89 등), 베타 및 알파 

방출 핵종 발생기 생산과 이를 이용한 신 치료기술이 활용되고 있으

며, 핵분열생성물로부터의 유용 RI 분리, RI 생산용 농축표적 제조기술

의 고도화, 고분해능 비파괴검사 및 다종의 계측기용 밀봉방사선원 생

산, 고밀도 차폐 운반시스템 등이 확보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원자로 고부가 RI와 고순도 표적물질 생산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의료/산업용 RI 생산기반 구축

  ○ 성과목표

   - 1단계: 치료용 무담체 RI, 포터블 핵종 발생기, 발생기 모핵종 정제기

술, Mo-99 분리/정제 기술, RI 생산용 표적 물질, 저에너지 초소형 

선원 및 치료용 밀봉선원, 박막 계측용 베타선원, 방사능인증 표준물

질, 선원 조사기 및 고밀도 차폐 운반용기, 논문 60편 이상, 특허 (국

내 20, 국외 10)등록

   - 2단계: 고부가 RI 및 선원 실용화기반 구축, 선원 내장장비 및 응용

기술, 맞춤형 동위원소 신소재 생산기술

  ○ 연구개발 내용

   - 고부가 RI 개발 및 제품 생산기반 구축 (Lu-177, Sc-47, 

W-188/Re-188 Sr-90/Y-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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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치료용 고성능 밀봉선원 개발 (Tm-170, Pm-147, Kr-85, 

Fe-55 등)

   - 방사선원 조사기 및 고밀도 차폐 운반관련 장치개발 

   - RI용 농축 표적 생산기술 개발 (Yb-176, Zn-68, Sm-152)

   - Fission Mo-99 분리기술 개발

   - 의료, 산업용 방사능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18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구내용

핵심 

기술

• 무담체 RI 분리기술, 발생기 제조기술, 저에너지 밀봉선원 제조기술, 

RI 생산용 고순도 표적    물질 생산기술, Mo-99 분리/정제 기술, 선

원 조사기 및 운반 관련기술, 표준선원 제작기술

기반 

기술

• 원자로 조사기술, RI 분리 및 고용량/다목적성 흡착제 제조기술, 방사

선원의 밀봉/조립 최적   화 기술, 농축표적 정제기술, Fission Mo-99 

생산용 분리기술, 최상위 방사능 측정기술

관련 

기술
• 방사성 의약품 제조기술, 비파괴검사 및 방사선 치료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의료/산업용 RI와 안정동위원소 시장 규모는 현재 40억 달러로 추산

되며,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Fission Mo나 RI 생산용 농축 표적물질 등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치료용 핵종, 저에너지 밀봉방사선원 등은 수출이 유망함.

  ○ 파급효과

   - RT의 근간인 RI의 국내 자체 생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RT 기

술 육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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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업용 진단 및 측정기술 개발

□ 개요

  ○ 산업설비 효율 극대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자력이용기술 시장

을 창출하며, 미래 환경자원의 효율적 보전기술을 개발함하고, 방사선 

이용 산업용 on-line 측정 시스템을 개발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RI를 이용한 산업설비 공정진단 기술은 제한된 자원의 활용과 설비수

명의 극대화를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

를 포함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수자원의 평가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방사성화합물을 이용한 수

문특성 평가는 수행된 바 없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산업공정의 다중상 유체와 내부 구조물에 대한 가동 중 RI 이용 진단

기술 확보

   - 수문환경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RI 이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

발

   -  밀폐형 복합물질 비파괴검출 기술 및 산업용 on-line 측정기술 개발

  ○ 성과목표

   -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3차원 공정진단 기술 개발 (SCI 3, 특허 2)

   - 다중상 산업공정 유체분포 측정 및 가시화 기술개발 (SCI 5, 특허 2)

   - 오염물질 확산경로와 오염원 예측을 위한 RI 이용 수리탐지 시스템 

개발 (SCI 7, 특허 1)

   - 이동형 중성자/X-선 선원 이용 on-line 측정 시스템 개발 (SCI 12, 

특허 3)

   - RI 화합물 이용 공정유체 거동의 동적변화 실시간 측정기술 개발 (후

반5년)

   - RI 이용 수문특성 평가시스템 개발 (후반5년)

  ○ 연구개발 내용

   - 밀봉 감마선원 이용 가동 중 공정의 grid scan 기법 적용 진단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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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Beam형 투과감마선 계측에 의한 유체분포측정 시간해상도 향상

기술 개발

   - 투과 감마선의 신호처리기술을 이용한 이중상 유체의 유속 측정기술 

개발

   - 수문환경 거동 전산유체역학 모델 검증기술

   - 오염질 방류 확산경로 예측모델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즉발감마선 잡음제거/패턴인식 기술 및 on-line 

측정 시스템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7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 

기술

• 다중 상 유체 거동 측정기술 • 감마선 투과계측 결과의 시간해상도 향

상기술

• RI이용 해양환경 수자원 특성평가기술 • 방사선 잡음 저감화 계측기술

기반 

기술

• 산업용 극한환경의 특수 RI화합물 제조 및 활용기술

• 고해상도의 산업용 감마선 계측기술 • 오염물 거동 특성 및 수문환경 

유동해석 기술

• 주성분 분석법 이용 패턴인식 계측기술 • 핵반응 화학물질 검출 기술

관련 

기술

• 석유화학 공정의 설계 및 장치 운용기술 •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기술

• 해양 수자원 관리기술 • Chemometrics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연 매출 26조원(‘03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함. 기술의 완성단계 시점에 RI이용 진단기술을 중심으로 연

간 500억～1,000억원의 기술수요 추정됨. 연안 항내/항로 유지를 위

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예정이며, 관련산업의 개발과 미래자원보

존에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됨.

  ○ 파급효과

   - 대형 고부가 산업공정의 진단과 최적화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환경자

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기술 제공하여 국가 공업기술

력 향상과 환경보존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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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중소형 방사선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 개요

  ○ 산업용 Radiography장치, 컨테이너 검색장치, 보안검색장치, 전자빔 조사장치 

등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 중소형 방사선발생장치들의 핵심기반

기술인 Compact 10 MeV급 전자가속기 기술을 개발함

  ○ 열외중성자 발생용, 방사선 치료용, RI 생산용 등 미래형 RT 치료 등의 의료

와 물질 분석과 영상 산업에 활용 할 수 있는 범용 고선속 양성자 MeV 급 

원형 가속기 핵심 기술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외

   - S-band 고주파 선형 가속기는 상용화되어  산업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compact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발생장치가 개발, 상용화 시작단

계임. 

   -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의 경우, SODERN, Thermo, Del Mar 

Ventures, ATC (Activation Technology Corporation) 등의 기업에

서 소형 중성자 발생기 상업화, 진단용 RI 생산용 저선속 가속기의 상

업화 활발히 진행 중이나  치료용 RI 생산 가속기의 개발은 현재 시작됨.  

  ○ 국내

   - Compact 전자가속기  기술개발 기반 확보

   - 진단 RI 생산용 13 MeV 30 MeV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실현 (KIRAMS)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Compact 10 MeV급 전자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 의료 및 산업용 고선속 양성자 MeV 급 원형 가속기 핵심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소형 10 MeV급 전자빔 발생 기술/장치, SCI논문 20편, 국외 특허 5건, 

국내 특허 5건

   - 양성자 4 MeV 급 원형 가속기 핵심 기술/장치

  ○ 연구개발 내용

   - 고품질 전자빔 발생 기술 및 소형 10 MeV 전자빔 가속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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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휘도, 고에너지 X선 발생 기술 개발

   - 펄스/에너지가변 방사선 발생 신기술 개발

   - 2mA/cm2 급의 강한 선속을 가진 이온빔을 얻을 수 있는 이온원을 

개발 

   - 10 MeV급의 에너지 가변형 가속단 설계 및 제작

   - 이온빔의 광학적 특성을 고려한 빔 인출 시스템 및 빔 전송 시스템 

개발 

   - 최대 1kW/cm2 급의 빔 전류에 견딜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의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75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구내용

핵심 

기술

• 고주파가속관 기술, 고주파발생장치기술, 고휘도 전자총기술, 방사선 고효

율 발생 기술

• 가속기 시스템 (10 MeV 2 ㎃), 표적장치

기반 

기술

• 자기장 기술, 고진공 기술, 고전압/전원 기술, 빔광학계 기술, 방사선차

폐 기술, 계측기기술

• 고진공 시스템, 이온원 시스템(15 mA) 

관련 

기술

• 고에너지 전자 조사 기술, 방사선 멸균/살균 기술, 방사선 검색기술

• 고주파발생기술, 고진공기술, 고출력 전원부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10년 가속기 및 X선 장비의 세계 시장은 약 10조원 전망 [의료공학기

술로드맵 최종보고서, 산자부]

   - 보안검색, 위생용품멸균, 식품조사, 전력반도체 등에서 현장설치형 

5~10MeV/~kW급 전자빔조사장치 수요 증가

   - 대도시 등에 설치 불가능한 원자로를 대신할 붕소중성자포획요법

(BNCT) 가속기 개발기술은 국내 의료 및 산업 분야에 공급이 절실

한 상황으로 개발 후 국내 각 지역으로 보급이 가능 및 전 세계로 수

출이 1 억불 수요 예상.

  ○ 파급효과

   -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방사선 발생장치의 국산화 및 기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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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확보

   - 현장설치형 전자빔 조사장치 공급확대로 방사선 이용 제품의 고부가가

치화, 경쟁력제고

   - 소형 대전류 가속기와 의료기술의 결합으로 각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이로 인한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

용분야 창출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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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절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

□ 개요

  ○ 냉중성자연구시설은 ‘하나로’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기초 및 응용연구, 

21C 첨단연구개발의 중성자 산란 및 물질특성 연구를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연구기반시설임

  ○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냉중성자 감속기, 시설계통, 냉중성자 유도관 및 

냉중성자 산란장치로 구성됨

  ○ 극저온 냉중성자원은 최적의 핵공학 설계가, 시설계통은 첨단기술의 복

합체이며, 유도관은 냉중성자실험동으로 중성자를 수송하여 냉중성자 

산란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함

  ○ 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냉중성자산란장치를 개발하며 중성자 이용연

구 기반확충, 이용자 육성, 실질적이고 대등한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

에 노력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세계적으로 고성능 연구로에는 대부분 냉중성자연구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냉중성자연구시설 개발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

임

  ○ 고도화된 국내 핵공학기술과 하나로의 경험을 반영하고 국외기술의 자

문을 받아 국외 시설과 비교하여 전혀 손색없는 우수한 시설을 설계함

  ○ 중성자 광학 및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유도관은 기술 특성상 전세계적

으로 극소수만이 가능하나 본 사업에서는 자체개발과 조달부분으로 나

누어 수행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국가 중성자과학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도

약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냉중성자원 및 시설계통, 중성자 유도관 개발, 설치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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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중성자 산란장치 3기 신규 개발, 3기 냉중성자 실험동으로 이설 

   - 이용연구 기반확충과 냉중성자 이용기술 개발

  ○ 성과목표

   - 감속재 선정과 감속재용기, 원자로 수조내기기 상세설계, 제작 및 설

치, 안전해석 및 인허가

   -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상세설계 및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유도관 계통 

1단계 부분 개발, 설치

   - 40M-SANS/Cold-TAS/DC-TOF 개발 및 3기 기운용 장치 이설, 이

용기술개발, 국내연구기반 강화

  ○ 연구개발 내용

   - 감속재 선정 및 용기 기본/상세설계, 수조내기기 설계, 확증시험, 안

전해석 및 인허가

   - 시설 계통 기본/상세설계, 구매/제작/설치/시공/시운전, 인허가지원, 

운영기술지침 및 품질보증

   - 유도관 기본/상세설계, 설치, 시험, 주개폐기/차폐체 구조물 및 제어

계통 설계․설치․시험

   - 개발/이설 냉중성자 산란장치 상세설계, 제작/성능개선, 핵심부품 기

술개발, 설치, 성능시험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09(3년) / 2단계 / 25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 구 내 용

핵심 

기술

• 감속기 설계, 열사이펀 설계, 방사선환경 극저온 소재, 극저온/진공/수

소취급기술, 원자로 연계기술, 중성자 광학기술, 중성자 산란,  응집물

질물성연구

기반 

기술

• 핵공학/차폐 설계, 열수력 설계, 안전성 분석, 구조/내진해석, 공정계통

설계, 중성자 거울 및 초거울 제작기술, 중성자 단색화기술, 핵계측 및 

중성자검출 기술, 산란 데이터 측정 및 해석기술, 시료환경장치 기술, 

중성자 산란장치 설계기술

관련 

기술

• 극저온 공학, 진공공학, 중성자물리, 연소 및 폭발공학, 정밀기계, 광학

기술, 정밀제어계측



- 67 -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이용연구시설의 자력설계, 제작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로 향후 연구로

기술 수출에 크게 기여

   - 냉중성자연구시설은 고도의 연구기반시설이며 기초/응용연구/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증가

  ○ 파급효과

   - 고방사선 환경에서의 극저온시설 기술개발 및 산학연 유기적 연계, 

원자로/핵공학 기술에 활용

   - 유도관 기술은 직접적 이용, 방사광/대면적 거울 취급기술 등 기술자

립 및 수출

   - 중성자산란시설은 기초 및 응용연구, 산업적 활용, 국제적 공동연구 

및 활용 등 ‘거대연구시설’ 특유의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방대

한 파급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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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성자 응용기술 개발

□ 개요

  ○ 국가 핵심 중성자과학 연구거점으로 국가적 위상제고, 원천기술개발과 

신성장 전략산업 창출을 지원

  ○ 중성자산란 특성을 이용하여 원자수준, 나노수준, 거대분자구조 등의 

물질구조와 동역학 연구. 중성자 산란/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

업재료의 극한 환경조건에서의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과학기

술의 경쟁력 강화 

  ○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 및 분석 평가기술의 세계 일류화 추진

  ○ 국제표준(ISO)의 ‘중성자방사화분석 과학 인증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

업화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서는 강력한 중성자원을 사용하여 중성자 산란/영상기술을 이용한 기

초 및 산업적 응용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partnership)을 고안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추

진 

  ○ 국내에서는 유일한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중성자 회절 기

술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또한 기초 원천 요소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극한시료환경에서의 물성평가 기술은 고도의 분광

기술이 요구됨. 그 동안 온도 환경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아

울러 대학을 중심으로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과학 및 응용 연구에 관심

과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 상용원전의 고연소도 핵연료, 고속로, 고온가스로 핵연료/재료 성능검

증, 초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ITER용 재료개발 등 조사시험용 시설/계

측기술들을 개발, 활용하고 있음. 3-pin 핵연료조사시험설비(FTL)가 

2008년부터 정상 운전 예정이며,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캡슐, 크립캡

슐 및 조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시험신뢰성을 높이도록 S/W개발, DB 

개선 등을 포함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수행 중 

  ○ 국제표준 시험절차를 적용한 측정분석, 시험검사 인증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품목의 산업용 분석지원 기술로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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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중성자 회절/산란기술을 이용한 재료의 벌크 물성, 순간 거동 분석기

술 개발

   - 중성자 이용 응집물질 구조 및 동역학 측정, 해석기술 개발

   - 중성자영상기술 개발 및 응용

   - FTL 시운전 완료

   - 중성자 조사기술 개발

   - 연구로 중성자 이용 NAA의 국제표준 분석과학 인증기술 연구개발

  ○ 성과목표

   - 벌크재료 물성 및 순간거동 물성평가센터 구축 및 물성의 DB화

   - 원자, 나노 수준 및 거대분자 수준의 물질구조와 응집물질 동력학 측

정, 분석기술개발

   - 산업국방(연료전지/항공기/농업) 및 의료용 영상기술개발과 산업적 영

상평가지원센터 구축

   - FTL을 활용한 고연소도핵연료 조사시험기술 확립 

   - 중성자 조사기술 확립

   - 통합 핵분석과학 검․인증기술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내용

   - 중성자 산란, 회절 기술을 이용 재료 In-situ 물성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 중성자 산란에 의한 원자수준 및 나노 수준의 물질구조와 물성연구

   - 나노 박막, 생체박막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 동역학 측정 및 해석기술개발, 극한시료환경장치 개발 및 이용기술 

개발

   - 신개념 열 및 냉중성자 분광/산란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 

   - 고분해능 중성자 디지털영상검출기 및 4차원 토모그라피 기술개발

   - FTL 시운전  

   - 중성자 조사기술 개발 및 소재 분석/평가 기술개발

   - 초감도 대체분석기술, 다중 감마선 검출장치 개발과 냉중성자 즉발감마 

방사화분석 이용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2007-2011(5년) / 2단계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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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  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분말/단결정 회절 및 이용기술, 비탄성산란기술, 반사율측정기술 

• 시료 환경 및 In-situ 구현 기술, 중성자 광학, 검출기술, 영상기술

• 루프 활용 조사시험기술 및 노내시험부(IPS) 개발 기술

•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조사자료 분석/평가 및 재조사시험 기술

• NAA 미량시료 측정분석 기술

기반기술

• 중성자 산란/회절기술, 산란장치 개발 기술  

• 중성자 거울, 검출기, 단색기, 유도관, 진공, 극저온/고자장기술

• 고연소도 핵연료 조사시험기술, 고성능 고유 핵연료 조사시험기술

• 고온조건 조사시험 기술, 소재 개발을 위한 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 열/열외/냉중성자 방사화분석(INAA, PGAA)기술

관련기술

• 원자력, 물리, 화학, 생물, 재료과학 전반의 지식과 기술

• 기술적, 공학적, 과학적 분야의 S/W 기술, 전자선/엑스선 회절 기술 

• 핵연료 종합 성능검증 조사시험기술개발,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 중성자 조사 소재의 조사특성 평가기술, 재료 노내성능 평가기술

• NAA용 감마선 분광분석 기술 및 정도관리 인증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중성자이용시설은 강한 기초연구 성격을 갖는 국가적 연구기반시설. 

그러나 산업적 이용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초 및 응용연구, 산업적 활

용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임. 

   - 상용 원전의 안전성/수명연장 및 고연소도 핵연료 연구, 해외에서의 

조사시험 요구 증가 예상

   - 연구개발/산업/무역시장의 시험검사비용은 연구비/제품생산비의 10- 

20%, 2-8%(산자부기표원) 수준

  ○ 파급효과 

   - RT와 첨단 신기술 융합에 의한 미래원천기술 개발 역량 확보, 국가 

R&D 기반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 강력한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의한 연구력 강화와 기초 및 응용연구의 구심

   - 수출용 원전/핵연료, 미래형 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 조사시험기술 확

립,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지원

   - 상용원전 안전성/수명연장 연구 지원, 투자대비 4배 이상(~500억원 

이상) 직‧간접 경제성 효과

   - 대학/산업체/연구소/국가기관의 산업, 환경, 생명과학 분야의 극미량 성

분 비파괴 분석기술로 활용. 국제표준시험절차(ISO/IEC-17025) 적용

으로 산업현장, 수출입에서 인증시험검사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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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초임계압수 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 개요

   ○ 고온 및 고압 (550℃, 25 MPa) 운전으로 44% 정도의 열효율을 갖는 

초임계압수 냉각로 (SCWR) 개발을 위한 기술 및 환경 타당성을 분석

하고 핵심요소기술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3년간 원자력연구소의 기반 연구로 고체 감

속재를 채용한 노심의 개념 설정과 안전 해석 코드 개선과 아울러 경

제성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선진기술확보

사업을 통해 열전달과 재료 연구를 제한적으로 수행하였음.

   ○ 일본 동경대학에서는 비등경수로 설계를 기초로 한 초임계압 경수로

와 고속로 개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Toshiba와 Hitachi가 참여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 중임.

   ○ 미국에서는 INL이 제4세대 원자로 개념의 하나로 SCWR 연구를 총괄

하고 있으며, Michigan 대학, ORNL, MIT에서는 고온 고압 재료 연

구, Wisconsin 대학을 중심으로는 안전 연구를 수행 중임.

   ○ 캐나다는 압력관, Calandria, 피동형 안전 계통, 초임계압 열전달 연구

를 수행 중임.

   ○ 유럽연합은 사각배열 노심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경수로 선행 연구를 

수행 중임.

   ○ 고온 고압 재료에 대한 부식 연구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

럽 등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가 일부 

수행 중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SCWR 시스템 개발 타당성 연구

   ○ 성과목표

   - SCWR 시스템 개발 타당성 여부 제시



- 72 -

   - SCWR 핵심요소기술 평가‧도출 및 개발 방안 제시

   - 고유 SCWR 시스템 모델 개념 설정

   - SCWR 해석도구, 주요기술의 평가 및 특성 자료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SCWR 시스템 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개발환경성 등 측면 

타당성 분석 및 평가

   - SCWR 핵심 요소기술/기술체계도 설정 및 개발방안 연구

   - 타당성 평가 관련 고유 SCWR 개념 모형 설정(용량 포함) 연구

   - 타당성 분석 및 평가 관련 해석/설계 도구 정비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3년(2007 - 2009)/1단계/45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노심 및 핵연료 해석 기술

 • 고온‧고압 내부식성/내방사성 구조 재료 기술

기반기술

 • 노심 열수력 해석 기술 및 계통 안전 해석 기술

 • 초임계압 열유동 실험 기술

 • 노심 소재 평가 및 조사 특성 분석 기술

관련기술
 • 초임계압수 방사 분해 규명 기술

 • 초임계압 터빈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3세대 원전 대비 30% 정도의 열효율 증대가 가능한 원자로이므로 

개발 타당성 확보 시 4세대 대용량 발전용으로 개발 전망

   ○ 파급효과

   - SCWR 핵심 요소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기반 확보

   - 개발 타당성 연구를 통해 평가된 고온‧고압용 내부식성 재료는 유사

한 환경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재료 활용 다변화에 기여

   - SCWR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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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수로 혼합핵연료 고유기술 개발

□ 개요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설계/제조기술은 장차 핵주기를 자립하여 국내에서 

혼합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제 1,2차 

중장기 기간 동안 개발하여 시험 중인 기술을 3차 중장기기간에 검증하

여 국내 고유의 설계/제조기술을 확립해야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외에서는 유럽 국가들(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이 경수로용 혼

합핵연료를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및 일본도 조만간 

사용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제 1,2차 중장기 기간 동안 고유의 설계/제조기술을 개발

하고 현재 Haden 원자로 노내 조사시험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

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고유기술 확보

   ○ 성과목표 : 국내 고유의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설계/제조기술

   ○ 연구개발 내용 : 시험 핵연료봉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 개발한 기술에 반영하여 고유의 설계/

제조기술을 확립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6년/2단계/15870백만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핵연료주기를 자립하여 국내 경수로에서 혼합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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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소에 적용 

   ○ 파급효과 

      핵연료 주기기술의 준자립을 이룩하는 전략적 추진성이 강한 과제로

써 기술의 완성 후 후행 핵주기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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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

□ 개요

 악티나이드와 관련된 핵연료/핵연료주기 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들

의 공통기반(cross-cut) 기술 개발 및 연구로서, 용융염 화학특성 측정/평가, 

처분 관련 악티나이드 지화학 거동 규명, 고연소 핵연료 안전성 화학시험 검

증/평가 및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을 개발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국내 고온 용융염 공정기술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용융염내 악티나이드 

및 란탄족 원소의 화학반응 연구는 일본 CRIEPI, 미국 ORNL, ANL에서 꾸

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음. 처분관련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연구는 독일 INE, 

EC-JRC 산하 ITU, 프랑스 CEA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공동체는 고가/고난이도의 실험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ACTINET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악티나이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ITU, JAEA 

연구소에서는 laser, ion beam 등을 이용한 첨단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핵

연료 고연소 성능시험에 적용하고 있음.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은  

2003년에 LANL에서 처음 제시된 기술개발 개념단계로서 미국 및 일본 등

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연구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용융염 화학반응 규명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악티나이드 지화학 거동 검증/평가기술 및 악티나이드 고정화 응용기

술 개발 

   - 고연소 핵연료 화학특성 검증기술 개발  

   - 악티나이드 처리 hybrid 시스템 개발 

○ 성과목표 (10년 간 : SCI 98편, 특허 30건)

   - 용융염 방사화학 해석 expert 시스템 구축 (SCI 18편, 특허 6건)  

   - 악티나이드 이동 예측/평가 시스템 및 악티나이드 고정화 응용제품 

개발(SCI 20편, 특허 4건)

   - 고연소 핵연료 화학특성 검증시스템 및 국부 연소특성 DB 구축(SCI 

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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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티나이드 저온 산화 및 위해도 저감화 시스템 구축 (SCI 40편, 특

허 20건) 

○ 연구개발 내용

   - 용융염 내 금속산화물 전기화학 및 분광학적 특성 평가  

   -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시스템 개발 및 화학종 규명, 고화체내 악티

나이드 고정화 연구  

   - 고연소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 측정/검증 기술개발 및 핵연료/피복관 

화학결합 규명기술 개발

   - 악티나이드 비산성 저온 산화 용해 기술 및 악티나이드 독성 제거

/pyro 연계 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3단계/6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악티나이드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가 추진하는 핵연료/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가능케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함. 또한 고효율/저비용의 새로운 핵비

확산성 핵연료 저온산화 용해기술의 기술수출과 용액 무해화 전해기술, 친환

경 분해소재 개발 등의 기술이전에 의한 산업화 촉진에 기여함.

○ 파급효과

 용융염 화학자료 구축을 통하여 pyroprocess 기술개발의 기술실증 지원, 

처분 안전성 평가시 대 국민 신뢰도 제고, 조사후 핵연료 화학특성 검증에 

의한 새로운 핵연료 개발 기술지원, 사용후핵연료 처분량 대폭 감용에 따른 

처분부지 이용율 극대화 및 처분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77 -

10 

제1절  가동원전 선진화 기술개발

1. 원자로 계통기기의 종합적 유동유발진동 (FIV) 

영향 평가기술 개발

□ 개요

  ○ 신규 원전의 건설, 가동 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종합적인 FIV 영향 평가 수행(CVAP,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은 국내․외적으로 인․허가상 필수요건

임 (US NRC Reg. Giude 1.20).

  ○ 특히 국내에서 신형 경수로, 스마트, 수소생산 원자로 및 액체금속로가 건설, 가동될 

경우에 위 기술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음. 예로서, 1995년에 영광 3&4 호기

에 대한 CVAP를 CE사에 의뢰한 경우, 제한적인 규모 (약 15% 정도의 부분평가)의 

평가시험 1회에만 약 380 만불이 지출되었음.

  ○ 따라서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 계통에서 FIV (Flow-Induced Vibration; 유동유발

진동)에 의한 종합적인 진동영향 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

축하고자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안전성과 내구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국내 고유의 원자로 계통 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실

증시험을 통하여 유동유발진동 해석기술을 개발, 검증하고, 다양한 형태 및 조건에 대한 

유동유발진동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최적의 열수력-기계구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

수적임.

  ○ 국내의 기기공급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에 대한 고유의 유동유발진동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외국의 연구결과만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함으

로써 안전성을 고려한 보수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이 규제기관에서 지적된 바 있

음.

  ○ 원자로 계통 핵심 구조물의 내진 해석 및 LOCA 사고에 의한 기기건전성 평가시에 유

체-구조물 연성 (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이 필요함.

  ○ 원자로 핵심기기의 진동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의 자립으로 원자력 기술 G4 선진국 

지향. 특히 국내 고유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위 기술이 반드시 자립되어 있

어야 함. 

  ○ 외국사 건설 원전에 대한 설비개선 및 안전성평가 시 관련 기술자립도 미흡.

  ○ 매 공사 수행 시 제작사 기술의존 심화 및 지속적 외화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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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 고압의 유동 상황에서 원자로 계통 내부 기기의 진동 측정 및 평가 기술은 아직 

국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선진국의 기술 보호로 인하여 그 격차가 큼.

  ○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각각의 부분 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능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으므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을 확립할 수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원전 핵심기기 및 주요계통의 유동유발진동 (FIV) 영향 평가기술 개발 

1.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종합적인 FIV 영향 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개발 

2. 원자로 계통의 FIV 실증시험체계 및  FIV 실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고온, 고압 상황에서 유동유발진동 측정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1.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유동하중 해석방법 개발

2.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평가 기술개발

3. 유체의 효과를 고려한 LOCA 사고해석 및 내진 해석 용 구조물 해석모델 구축

4. 고온, 고압 FIV 측정 및 신호 분석 기술 개발

5. 인허가용,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및 주요계통의 FIV 실증 데이터베이스

6. 원자로 계통의 종합적인 FIV 영향 평가 절차서 개발

7. 수출전략형 원자로 및 및 주요계통의 종합적인 FIV 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 개발

8. 국내 고유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열수력-구조 설계 지침서 개발

9. 신규 및 수출 원전에 적용

  ○ 연구개발 내용

1.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FIV 영향 해석 및 평가 기술개발 

   - 원자로 계통에서의 유체-구조물 연성해석 체계 개발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동특성 및 유동응답 해석 기술 개발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수명 예측 기술 개발

   - 원자로 핵심기기의 내진 해석 및 LOCA에 의한 응답 해석 

   -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FIV 영향 평가 코드 (CVAP) 개발

- CVAP 해석, 시험 및 평가 절차서 개발

- 신형 경수로, 수소용 원자로, 액체금속로의 CVAP 절차서 개발

2.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FIV 실증자료 생산

- 원자로 및 주요계통 모델의 FIV 모의시험 장치 구축

- 원전 핵심기기 및 구조물의 동특성 검증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FIV 응답 실증 시험, 해석 결과 검증 및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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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구축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 수명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고온/고압 FIV 측정 기술 개발

- 고온, 고압 유동 상황에서 열수력-구조진동 신호의 동시 측정 및 분석 기술 개

발

- 다채널 동시 샘플링을 위한 Remote Sensing 기술 개발

- 열수력-구조진동 신호의 상관관계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 CVAP 시험을 위한 절차서 개발

   ○ 총연구기간 / 총소요단계 / 총소요연구비 : 10년 (‘07~’16)/3단계/ 380 억원

 -  1단계 (‘07 ~ ’09) : 180 억원

        -  2단계 (‘10 ~ ’13) : 160 억원

       -  3단계 (‘14 ~ ’16) :  40 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진동해석 기술, 열수력 해석 기술, 진동 시험 기술, 열수력 

측정 기술, 신호처리 및 분석 기술, 원격 측정 및 검사 기술

기반기술 진동공학 기술, 열유체공학 기술, 측정 및 신호처리 기술 

관련기술 I&C 기술, 재료공학 기술, 전산공학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국내 고유 원전의 FIV 관련 설계 및 평가 기술 자립 

- 신형 원전 및 수출전략형 원자로의 안전성 제고

- 원전 핵심기기의 구조 건전성에 대한 해석, 시험 및 평가 기술의 자립으로 외화 유출

  방지 및 해외 수출 기반 확보

  ○ 파급효과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 건전성 해석 기술 자립

- 원자로 핵심기기의 FIV 시험 및 평가 기술의 자립

- 원전의 인허가 시 FIV 시험 및 평가 관련 해외 의존 완전 탈피 

- 원전 핵심 기기의 설계변경 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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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원전 

핵심기기의 

유동유발진동 

(FIV) 영향 

평가기술 개발

원자로 계통에서의 

유체-구조물 연성해

석 체계 개발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증기발

생기 전열관의 FIV 해석 및 

수명 예측 기술 개발 

2010       2단계     20132007    1단계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통의 
동특성 및 유동응답 
해석 기술 개발

원자로 모델 및 주요

계통의 FIV 실증시험

고온, 고압 유동상황

에서 열수력-구조진

동 신호의 동시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신 규 원 전 ( 신 형 경 수 로

(APR1400),스마트 원자로 등

에서의 FIV 영향 해석, 시험 

및 평가 코드(CVAP) 개발 및 

적용

열수력-구조진동 신호의 상관

관계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CVAP 시험 절차서 

개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FIV 응

답 실증 시험, 해석 결과 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2016

수소 원자로 적용

액체 금속 원자로 

적용

해외 수출 원전에 

적용

<성과 지도>

원전 

핵심기기의 

유동유발진동 

(FIV) 영향 

평가기술 개발

유동에 의한 하중 

해석 체계 구축

원전 핵심기기의 FIV 영향 종

합 평가 기술

신규 원전(APR1400 및 스마

트)용 CVAP 절차서
유체-구조물 연성 

해석 체계

원자로 및 

주요계통의 고정밀 

FIV 데이터베이스 

원자로 내부 구조물 및 주요계

통의 FIV 건전성 평가모델 및 

평가기준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주요계

통의 수명평가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2010       2단계     20132007    1단계   

열수력-구조진동 

신호 측정용 

Remote Sensing 

기술 및 체계

열수력-구조진동 신호의 동시 

측정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3단계   2016

수소 원자로 용 

CVAP 절차서

액체금속 원자로용 

CVAP 절차서

수출 원전용 

CVAP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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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명 원자력 혁신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개요

○ 상용원자로의 장수명화는 원전 운영의 매우 중요한 당면 목표 중의 하나이나, 원자력 3

대 환경인 고온, 중성자조사, 부식 환경에 따른 구조 소재의 기계적 성질 열화 문제는 

원전의 안전성, 건전성, 장수명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특히 이

러한 3대 가혹 환경 인자들은 인접 구조소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

개 또는 3개의 조합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재료의 열화를 초래하므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원자력 가혹 환경에 내성을 갖는 혁신 소재에 대한 개발 필

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내환경 첨단구조소재의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본 연구

에서는 초내열 특성, 내방사성, 내부식성을 갖는 나노개량 및 나노강화 특수 소재를 개

발하고 개발소재의 성형 및 특수 접합 기술을 확보하여 원전 부품에 실용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본 과제에서 제안한 나노산화물 분산강화주조 기술은 기존의 강화용 미세 산화물 입

자를 금속내 분산시키는 기계적합금화(Mechanical alloying)기술에 비해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현재의 합금 주조기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현장 적용 및 실용화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나, 실제 부품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아직 개념 정립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또한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금속에 미세한 산화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산화

물 표면 활성화 및 activation 기술 개발이 관건이나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전무한 기

술 분야이며 다만 러시아에서 일부 관련 기술, 즉 세라믹 표면 활성화 기술을 확보하

고 있음. 

  ○  산화물분산강화(ODS) 소재는 주로 MA를 이용한 분말야금 공정에 의해 연구 개발되어 

왔으나, 세계적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적 생산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상용/미래형 원자력구조소재의 장수명화 소재기술확립

- 초내열 고강도 나노산화물 분산주조합금개발

- 내부식 내산화 나노희토류개량합금소재개발

- 나노개량내방사성 소재개발

- 입자분산강화합금 특수 정밀 접합기술개발

- Ni-Cr 합금 접합부의 내부 응력 저감화 및 검사 기술 개발

  ○ 성과목표 : 나노혁신 소재기술 개발을 통한 상용/미래형 원자력구조소재의 첨단화 및 

장수명 원자력구조재료 상용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 내용

•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주조 합금 제조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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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산화물(Y2O3, TiO2, Al2O3)제조 및 특성 평가 연구 

- 나노산화물의 활성화금속 코팅 및 표면활성화 기술 연구

- 나노산화물-활성화금속의 젖음성 평가 연구

- 나노산화물의 분산 기구 연구

- 니켈 및 철계 합금 소재의 나노 분산 주조 연구

- 입자간거리(IPS) 및 분산안정성의 산화물 조성 의존성 연구

- 나노ODS 특수 주조 소재의 고온강도 및 크맆 파괴 특성 D/B 구축

- 나노ODS 특수 주조 소재의 고온부식 및 고온산화 특성 D/B 구축

- 나노ODS 특수 합금 주조 설계 방안 및 공정 규격 완성

- 소재 코드화 및 실용화 연구

• 나노희토류개량합금 주조기술 개발 및 내부식,내산화 향상 기술 확립

- 나노 희토류 산화물의 표면활성화/분산기술 연구 

- 나노 Y2O3 ODS 합금 주조 연구 및 공정 최적화

- 나노 희토류금속(Y, La, Ce) 첨가 주조 연구

- 나노 희토류금속(Y, La, Ce) 조성 최적화

- 고온부식/산화 저항성 향상 연구 

- 희토류 금속 첨가에 의한 산화물안정화 연구

- 나노희토류산화물분산주조 소재의 부식/산화 거동 규명

- 나노희토류개량합금 및 산화물분산주조합금 소재 규격 완성 

- ASME 코드화 및 산업화/실용화 연구

• 내방사성 나노특수소재 제조 기술 확립 및 신뢰적 조사특성 D/B 구축

- 저합금강용 나노산화물 표면활성화/분산 기술연구

- ASME SA508의 나노ODS주조 연구

- 가스분무기술을 이용한 SA508의 나노결정질 분말 제조 연구

- 펄스기술을 이용한 SA508의 나노결정질 벌크 제조 연구

- 나노결정소재 및 나노ODS 특수소재의 중성자조사시편 제조 (HANARO이용)

- 중성자조사결함특성 및 고온열화특성 평가 연구

- 나노산화물 및 나노결정립계의 조사결함 흡수 거동 연구

- 나노결정소재 및 나노ODS 특수소재 규격 완성 

• 초내열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의 접합 기술 확립 

- 초내열 Fe계,Ni계 나노ODS특수소재의 용가재 개발 연구

- 나노개량 소재의 특수정밀접합공정 연구

- 고상접합기술의 실증 시험 및 검토

- 접합부 산화물 균질화 및 결정립 조대화 방지 연구

- 나노 ODS특수 접합 공정 최적화

- 접합부의 고온기계적성능/열화특성 연구(접합강도, 잔류응력, 크립파괴)

- 접합부 안전성 및 건전성 검증 연구

- Fe계,Ni계 나노ODS 특수 접합 공정 규격화

- 소재규격화 및 실용화 연구

• Ni-Cr 합금 접합부의 내부 응력 저감화 및 검사 기술 개발

-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잔류응력 측정

- 열화에 따른 손상 예측 및 완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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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부의 비파괴적인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 소성 공정 및 접합공정 모사를 통한 잔류응력 측정, FEM을 이용한 내부 응력 해석

- 열처리 및 소성 변형을 이용한 내부응력 저감화 및 분포 조절 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07~’16)/3단계/ 210억원

     - 1단계 (‘07 ~ ’09) :  65억원

     - 2단계 (‘10 ~ ’13) :  85억원

     - 3단계 (‘14 ~ ’16) :  6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용해주조기술, 분산강화기술, 재료복합화기술, 

표면활성화기술, 나노입자제어기술, 고상접합기술, 

비파괴적잔류응력평가기술, 내부응력저감기술

기반기술  특수접합기술, 나노소재기술, 특성평가기술 

관련기술 분말야금 기술, 나노평가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상용원자로의 장수명화로 건설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압력용기, 

reactor internal, 열교환기 (SG, IHX등), 1차및 2차 냉각계통 및 배관, 구조부품의 이

음부 및 접합부 소재의 원천기술로서 실용화가 가능함.

    - 기계적 합금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ODS 특수 합금을 공정이 단순한 주조 

작업을 통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 부품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생

산단가를 MA ODS 재료에 비해 약 1/10 정도로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음. 세계

적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적 생산에 그쳤던 ODS 소재 생산 분야에 ODS 소재

의 대량 생산화 및 거대한 시장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 잔류응력 및 내부응력은 접합부 손상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

를 줄이게 되면 부품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기의 안전성 저해 요인 해소에 

따른 원자로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Fe기, Ni기, Al기, Cu기, Mg기 합금 등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원자력 

산업으로의 무한 기술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소생산로, 미래형 원자로의 고온, 내조사 및 내부식 부품 재료 개발 시 원천 소재 

기술로서 본 개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함. 

    - 특히 선박, 해양 산업의 screw와 펌프 임펠러,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레이드 분

야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및 수중함정의 해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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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배기계통 자동차, 항공산업의 추진기관, 터빈 등 고기능 부품에 기술 파급이 가능

함. 

    - 접합부의 열화 평가와 관련한 원천적인 기술 확보 및 열화 효과를 고려한 건전성 평

가가 가능하며 보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건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신규원전의 적용은 물론 원전의 보수 기술에 직접적 응용이 가능함.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 그림 편집이 쉽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취합하는 쪽에서 작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있습니다.)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장수명원자

력나노혁신

소재개발

초내열, 고강도 

나노산화물 분산합금 

주조기반기술개발

초내열, 고강도 나노산화물 

분산주조합금특성평가 

기술개발

초내열, 고강도 

나노산화물 분산 

합금주조 상용화 

기술개발

내부식산화 

나노희토류개량 합금 

주조기반기술개발

내부식산화 나노희토류개량 

주조합금 특성평가기술개발

내부식산화 

나노희토류개량 합금주조  

상용화 기술개발

내방사성나노소재 

핵심기술개발

내방사성나노소재기반기술

개발

내방사성나노소재 

특성평가 및 상용화 

기술개발

분산강화합금 특수 정밀 

접합 핵심기술 개발

분산강화합금 특수정밀 

접합 기반기술 개발

분산강화합금 특수정밀 

접합 특성평가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열화 기구 규명 및 

평가/예측 기술 개발

열화 면역성 접합 재료 및 

접합 기술 개발

비파괴적응력측정 실용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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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장수명원자

력나노혁신

소재개발

-나노산화물제조

-나노산화물의 금속코팅 

기술 및 표면 활성화 

기술 확보

-나노산화물-활성화금속

의 젖음성 평가 및 

분산기구 규명

-니켈 및 철계 합금 소재의 

나노 분산 주조 (100Kg 급)

-나노ODS 특수 주조 소재

의 고온강도 및 크맆 파괴 

특성 D/B 구축

-나노ODS 특수 주조 소재

의 고온부식 및 고온산화 특

성 D/B 구축

-니켈 및 철계 합금 소

재의 나노 분산 주조 

(1-5 ton 급)

-나노ODS 특수 합금 

주조 설계 방안 및 공

정 규격 완성

-소재 코드화 및 실용

화 

-나노희토류 산화물의 표

면활성화/분산기술 확보 

-나노 희토류 ODS 합금 

주조 연구 및 공정 최적

화

-나노 희토류금속 첨가 

주조 최적화

-고온부식/산화 저항성 향상 

기술확립

-희토류 금속 첨가에 의한 

산화물안정화 기술 확립

-나노희토류산화물분산주조 

소재의 부식/산화 거동 규명

-나노희토류개량합금 

및 산화물분산주조합금 

소재 규격 완성 

(500kg급)

-ASME 코드화 및 산

업화/실용화 

-저합금강용 나노산화물 

표면활성화/분산기술개발

-ASME SA508의 나노

ODS주조 기술 개발

-가스분무기술을 이용한 

SA508의 나노결정질 분

말 제조

-펄스기술을 이용한 SA508

의 나노결정질 벌크 제조

-내방사화소재주조(30Kg급)

-나노결정소재 및 나노ODS 

특수소재의 중성자조사시편 

제조 (HANARO이용)

-중성자조사결함특성 및 고

온열화특성 D/B

-나노산화물 및 나노결

정립계의 조사결함 흡

수 거동 규명

-내방사화소재 주조 

(500Kg급)

-나노결정소재 및 나노

ODS 특수소재 규격 완

성 

-초내열 Fe계,Ni계 나노

ODS특수소재의 용가재 

개발

-나노개량 소재의 특수정

밀접합공정 개발

-고상접합기술 실증시험

-접합부 산화물 균질화 및 

결정립 조대화 방지 대책

-나노 ODS특수 접합 공정 

최적화

-접합부의 고온기계적열화특

성(접합강도, 잔류응력, 크립

파괴)D/B

-접합부 안전성 및 건

전성 확보

-Fe계,Ni계 나노ODS 

특수 접합 공정 규격화

-소재규격화 및 실용화  

-접합부에 대한 잔류응력 

측정 및 생성 원인 규명

-가동 원전에 대한 응력

저감화 방안 수립

-비파괴적 응력 평가 방

법 확립

-열화 면역성 접합 기술 및 

재료 재료 개발, 

-잔류응력 저감화를 위한 현

장적용기술 개발

-잔류응력 비파괴 평가 

방법 확보

-현장 실용화

*ODS주조소재 특수성형/가공 기술 : 산업체 공동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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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설비재료 개발/고성능 중수로용 지르코늄관 개발

□ 개요

○ 중수로 원전 핵연료채널 부품 중 압력관은 빠른 반경방향 크립 및 지연수소균열의 취약

성으로 열화됨에 따라 감발운전과 더불어 30년 수명이전에 전량 교체를 해야함.  본 연

구의 목적은 상용 압력관보다 반경크립 저항성이 높고 지연수소균열 저항성이 높은 지르

코늄합금 관 개발이며, 기대성과는 중수로 원전의 가동률 향상 및 장수명 운전, 중수로 

핵연료채널 부품의 해외수출 추진.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채널 부품 중 압력관은 Zr-2.5Nb 합금, 캘란드리아 관은 Zircaloy-2 

합금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Zr-2.5Nb 압력관은 상용 원자로에서 예상보다 빠른 반

경방향 크립과 매우 높은 수소지연균열 취약성으로 잦은 압력관 교체 및 감발운전을 초

래 

  ○ 이러한 빠른 열화특성으로 중수로 노심에 설치된 380개의 전 압력관 및 캘란드리아 

관을 30년 수명 이전에 교체해야하고, 이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됨 

  ○ 한원연(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집합도 제어를 통하여 고 크립강도 및 수소지연균열 저

항성의 압력관 3종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특허 출원 중

  ○ 노내검증 시험만 완료되면 압력관 교체시 교체 압력관으로 상용화 기대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30년이상의 수명을 갖는 고 반경크립 및 수소지연균열 저항성 지르코

늄관 개발

  ○ 성과목표 : 국내외에서 가동하는 모든 중수로는 30년 수명 이전에 핵연료채널 교체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성능 지르코늄관을 교체 압력관으

로 상용화 및 압력관 특허권 

  ○ 연구개발 내용

    - 고 반경크립 및 수소지연균열 저항성을 갖는 지르코늄합금 압력관 제조 (한원연 특허

권 기보유)

    - 고성능 지르코늄 합금 압력관의 검증시험 및 조사후 시험

    - 고성능 지르코늄 합금 관의 노내성능 topical report 작성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3년(‘06~’11)/2단계/ 30억원

     - 1단계 (‘07 ~ ’09) : 10억원

     - 2단계 (‘10 ~ ’12)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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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지르코늄관 제조 공정 기술 및 공정 조건에 따른 압력관의 

노외 및 노내 특성 자료 

기반기술 재료 특성 평가 기술 및 열화 특성 이해 

관련기술 원자력 공학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상용 Zr-2.5Nb 압력관보다 반경방향 크립저항성이 우수하고, 수소지연균열 저항성이 

10배 이상 개선된 압력관/칼란드리아 관 개발을 통한 중수로 압력관 원천 기술 확보

    - 국내외에서 가동되는 모든 중수로에서 시행 예정인 핵연료채널교체시 고성능 지르코

늄합금관을 교체압력관으로 상용

    - 고성능 압력관은 낮은 반경방향 크립 및 길이성장으로 과도한 크립으로 인한 감발운

전 요인 완전 제거 및 높은 수소지연균열 저항성으로 결함 압력관의 교체 필요성을 

제거시켜 가동률 향상에 기여

    - 기술종주국인 캐나다에 역수출

  ○ 파급효과 

    - 중수로 원전의 가동률 향상 및 안전성 향상 

    - 중수로 원전의 핵심기술인 핵연료채널부품 설계 기술 확보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 그림 편집이 쉽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취합하는 쪽에서 작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있습니다.)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2 3단계   2016

고성능 

중수로용 

지르코늄관 

개발

고성능압력관 제조
고성능 압력관의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성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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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단계 2010      2단계       2012 3단계   2016

고성능 

중수로용 

지르코늄관 

개발

-압력관 제조절차서

-3종의 고성능 지르코

늄 압력관 

-시험절차서

-압력관 노내외 특성시험보고서

-고성능 지르코늄압력관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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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 성능 및 노심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 개요

○ 경수로 원전 운영비용 절감 및 가동수명 극대화를 위한 노심운영 전략 기술을 개발하

는 것으로 표준형 발전소 노내계측기 건전성 평가 및 수명 연장 기술, 압력용기 중성

자 조사량 감축기술, 핵연료 손상 징후 분석ㆍ예측ㆍ대처 기술을 포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한국표준형원전에 사용되는 노내계측기는 우진(주)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

준임. 노내계측기 이상 신호에 의한 운전여유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명 연장 기술은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아직 이루이지지 않고 있음.

- 위 기술의 개발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심추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을 때만 가

능하지만 국외의 경우 발전소 노심운전 자료의 취득이 매우 제한적이나 국내의 경우는 

산ㆍ학ㆍ연간 정보 공유가 용이하고 현 시점에서도 상당 수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 고리1호기와 같이 오래된 발전소는 압력용기 재료의 저인성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한 PTS 

제한치 도달이 임박하여 계속운전 및 추가 수명연장에 매우 큰 장애가 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중성자 조사량을 감축할 수 있는 노심설계전략 및 기술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

음. 미국의 경우 10CFR50.61 (b)(3)항의 요건에 따라 중성자 조사량 감축을 위한 설계전

략을 수립하여 노심 외곽에 위치한 핵연료집합체에 중성자 흡수체를 장입하여 중성자 조

사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시도하고 있으나 (예 Point Beach) 이 경우 주기길이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음.

- 주기길이가 짧아지지 않고도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

임. 그리고 설계단계부터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을 미리 예측하여 원전 수명기간동안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후 최적의 노심운영 전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이 기

술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임.

○ 경수로 운전 중에 핵연료의 손상이 발생될 경우 손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어떤 연료가 어느 정도의 손상이 발생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함으로써 노심운영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음.

- 핵연료 손상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핵연료 손상 시 온라인으로 감시하면서 손

상 거동 예측 및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소에 제공하는 기술로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경수로 원전 운영비용 절감 및 가동수명 극대화를 위한 노심운영 전략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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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목표

    - 표준형원전 노내계측기 건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 기술을 개발한 후 노내계측기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소에 제공함으로써 운영 편의성 제공 및 운전 여유도를 

극대화하고 계측기 교체비용을 절감 (8개호기 기준 주기 당 8억원 절감)

    -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압력용기 조사취화 현황

을 예측하여 가장 경제적인 노심 운영 전략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ㆍ

활용함으로써 원전 가동수명의 극대화 (속중성자 조사량 20% 감축하고 주기비 절감)

    - 가동원전 핵연료 손상 징후 분석 및 거동 예측을 위한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

여 발전소에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노심운영 전략을 제공하고 손상연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핵연료 검사 및 비상설계 시간을 단축하는데 활용 

  ○ 연구개발 내용

    - 노내계측기 건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 기술 개발

      • 표준형발전소 노심운전 이력 평가 및 계측기 거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내계측기 연소에 따른 민감도 변화 예측 신규 모델 개발

      • 제조공차에 따른 민감도 및 출력측정 불확도 계산 모델 개발

      • 계측기 손상원인 분석 및 손상 방지 대책 기술 개발

      • 계측기 수명진단 및 수명 연장 기술 개발

      • 노내계측기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소 제공

    - 가동수명 극대화를 위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감축 기술 개발

      • 고리1호기 전체 주기 노심운영 전략 분석

      • 감시자 측정 결과를 이용한 정밀 중성자 조사 이력 평가

      • 중성자 조사이력에 따른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해석

      • 노심설계 단계에서 중성자 조사량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노심중성자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설계전략 개발

      • 중성자 조사량 극소화를 위한 노심운영 전략 개발

      • 최적 노심운영 전략 제공 시스템 구축

    - 가동원전 핵연료 손상 예측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 국내․외 가동원전 핵연료 손상 사례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핵연료 손상 시 냉각수내로의 핵분열 핵종 방출 모델 개발

      • 손상 예측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분석 프로그램 개발

      • 핵연료 손상 시 운전 가능성 여부 분석 기술 개발

      • 핵연료 손상분석,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8년(‘07~’14)/3단계/ 180억원

     - 1단계 (‘07 ~ ’08) : 45억원

     - 2단계 (‘09 ~ ’11) : 67.5억원

     - 3단계 (‘12 ~ ’14) : 6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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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계측기건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 기술, 

원전수명 극대화 기술,

손상핵연료 진단 및 예측기술

기반기술
노심 핵설계 기술, 중성자 조사량 측정 기술,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해석 기술

관련기술 노심관리 기술, 원전수명관리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표준형 발전소 매주기 평균 15~20개의 노내계측기 교체로 8개호기 기준 교체비용 

약 100억원, 수명연장 기술 개발로 주기 당 8억원 절감 가능 및 기술 수출 가능

    -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감축기술 개발은 원전의 가동 수명 연장을 의미하며 부수적

으로 주기비 절감등의 경제성 제고의 효과가 있음

    - 핵연료 손상진단, 예측 시스템은 국내 모든 경수로에 제공 및 정보의 공유체계를 수

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본 시스템의 수출가능성이 큼

  ○ 파급효과 

    - 노심관리의 편의성을 제공 및 운전여유도 증가  

    - 노내계측기 관련 원천기술 확보

    - 노심운영 및 관리 최적화 기술 파급 효과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08 2009    2단계      2011 2012        3단계   2014

노심운영 

최적화 

기술

노심운전이력 및 

계측기 거동 추적

민감도 예측, 건전성 평가 

및 수명연장 기술 개발

노내계측기 종합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기술

중성자 조사이력 

평가 및 PTS 해석 

중성자 조사량 예측 및 

조사량 감축 기술 개발

최적 노심 운영전략 제공 

시스템 구축

국내외 가동원전 

핵연료 손상 사례 

분석

핵연료 손상 예측모델 및 

온라인 감시시스템 개발

핵연료 손상 진단, 예측 및 

최적 노심 운전 조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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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도>

2007  1단계 2008 2009    2단계      2011 2012     3단계     2014

노심운영 

최적화 

기술

노심 및 계측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전 여유도 극대화 및 

1단계 수명연장

2단계 수명연장 및 계측기 

종합관리 시스템 현장 제공

중성자 조사량 및 

압력용기 수명 DB

조사량 감축기술 개발 및 

중성자 조사량 10% 감축

조사량 20% 감축 및 

노심운영 전략 제공 시스템 

활용 

핵연료 손상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연료 검사 및 비상노심 

설계에 적용

핵연료 손상, 진단, 예측 

종합 시스템 발전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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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동원전 운영 선진화기술 개발

1.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최적화 기술

□ 개요

   ○ 기존의 콘크리트 건식저장방식의 대안 개념으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로 인한 추가 저장용량과 유효 원전부지이용/활용

성 증가와 보다 안정한 저장개념의 원천기술 확보

     - 원전수명연장 및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합의 불발 및 공론화 지

연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장기 저장방안 확보

     - 건식 동굴저장방식으로 외부 침입/충격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제한된 원전 부지이용 및 활용성 증가 (평면부지 원전설비 건설에 이용)

     - 콘크리트로 보강된 동굴저장으로 지진 등으로 인한 구조안정성 보장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해외 동향 : 산악지형이 많은 스위스(Zwilag시설), 스웨덴 (CLAB) 같은 국가에서 

동굴 저장 방식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911이후 홀텍사에서 건식지

하저장방식을 개발하여 NRC인허가신청 중

  ○ 국내현황

    - 90년 초 콘크리트 사일로 저장방식을 카나다 AECL로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

    - 2002년부터 카나다로부터 저장밀도가 증가된 맥스터 방식을 도입하여 개발 중

에 있으며 2008년부터 상용화 예정.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CANDU 사용후핵연료의 동굴 건식저장시스템 개발

   ○ 성과목표

   - 동굴건식저장시스템 개념설계완료(2009년)

   - 건식저장 주요 시스템 및 장비성능 시험완료(2011년), 

   - 상용화준비 및 KINS로부터 동굴저장기술 Topical Report 승인(2012)

   ○ 연구개발 내용 

- CANDU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및 동굴 건식저장 개념정립

- 동굴 건식저장시설 예비개념 설계 : 시설/공정설계 및 주요 장비설계

- 동굴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분석 및 상용화 타당성 분석

  . 저장시설의 공학적 타당성 및 운영 안전성 분석, 

  . 상용화 타당성 분석: 투자비 분석, 지자체와의 협의 범위, PA영향도 분석 등

- KAERI 지하연구시설 활용하여 열-역학적, 기계적 주요시스템 성능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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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기관에 동굴건식저장시스템의 Topical Report 제출 및 승인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6년/2단계/12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기술수입 대체 효과 및 환경보존 기술의 타 산업에의 응용이 가능

  ○ 파급효과

    - 우리나라 특유의 지형과 여건에 맞는 저장방식 개발하여 월성 건식저장시설로 

활용

   - 국내 건식저장기술 독자 개발로 관련 기술 원천기술 확보 및 외화유출 방지, 일

본, 중국 등 원전주변 여건이 유사한 국가 기술수출

   - 동굴 저장방식 개발로 향후 처분기술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주요기술 확보

동굴 저장터널(예) 

                       그림) KAERI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동굴 건식저장시스템 개발 및 성능실증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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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스위스 Zwilag에 건설된 중앙집중식 건식저장 (Central Inrerim Storage 

Facility) 시설은  원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동굴형태의 저장방식인데,

위탁 재처리 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함께 저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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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04년 미국 홀텍사 기존의 건식저장시스템 Hi-Storm 100을 

기준으로 지하건식저장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NRC 인허가 신청중

관련기사 from NuclearFuel (19-Dec-05) 

NRC, Holtec meet on underground Hi-Storm 

NRC staff met with Holtec International Dec. 15 to clarify several questions in 

the Nov. 30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RAI) on the vendor's 

application for amendment 3 to the Hi-Storm 100 spent fuel storage system. 

NRC Spent Fuel Project Office (SFPO) licensing section chief Bob Nelson 

called the meeting "productive." He said Holtec had "a very comprehensive 

response or proposal for selected RAIs" and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NRC staff on several others. In some cases, Nelson said, "we did 

suggest some areas where they need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an they 

were planning on, and they were very receptive to that. Both organizations 

benefited from that exchange."

NRC project manager Christopher Regan said Holtec asked for clarification on 

several specific questions, particularly in the thermal and materials areas. NRC 

staff offered the opportunity for a follow-on meeting in mid- to late-January, 

he said, so the vendor could obtain NRC feedback on proposed approaches 

to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Holtec submitted amendment 3 for NRC review in December 2004,then revised 

it in May to address issues staff identified during an acceptance review. The 

application proposes an underground spent fuel storage system based on the 

current Hi-Storm 100 design, changing only the overpack, which would have 

a 3-foot-high profile, compared to the 20-foot height of the standard 

Hi-Storm. The system would use the same inner canister, cask transfer 

system and ancillaries, but is designed to have a dose rate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e above-ground system.

The application also revives Holtec's bid for a higher heat limit, which had 

been included in amendment 2 but was withdrawn in2004 after NRC was 

unable to confirm Holtec's thermal analyses. Holtec is seeking a 38-kilowatt 

(KW) limit for PWR fuel and a 35.5-KW limit for BWR fuel.

The Nov. 30 RAI includes 17 pages of questions. The structural, thermal and 

shielding chapters generated the greatest number of NRC questions. Holtec 

has until Feb. 28 to respond but has said it will beat that deadline by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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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및 재해방호 평가 기술 

□ 개요

  ○ 국내 원전의 높은 가동율과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은 필수적

임. 국내 및 국제적인 원자력의 안전 기준의 발전과 함께 환경단체 등 주변의 안전 요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 및 재해 방호를 필요로 함. 

  ○ 국내 가동중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연장 운전, 출력증강에 따라 새로운 안전 

현안들이 대두. 기존의 보수적인 안전해석 방법을 최적 평가 체계로 확대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의 필요성이 부상함. 

  ○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안) (2001년 8월)”을 발표하여 신규 원전 뿐 아니라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의 수행과 함께 중대사고 대처 능력

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음.  가동 원전의 비상운전, 사고관리, 비상대책 등 광범위한 사고 

영역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대책을 필요로 함.  

  ○ 재해 방호 평가 기술도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서 발전소 과도 사고시 

배관 및 기기 영향 평가, 화재시 위험도 및 성능 기준 화재 분석, 가동 중 원전 부지의 

지진 재 평가 및 9.11 테러와 같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 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원전기술 고도화 사업을 수행. 2005년 현재 15개 분야 64개 과제가 수행중임. 15개 분야 

중, 방사선 방호, 발전소 운영, 사고해석, 중대사고 및 PSA 분야가 안전과 관련됨. 고도

화 과제를 위하여 선정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보장”과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제고”

의 각각 23개와 21개 추진 대상 기술 중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보장” : 계측제어 안전성향상, 화재방호 및 안전관리, 

                              중대사고 해석 및 관리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제고” : 방사선원항 평가, 사고해석 모델링 검증 및 분석, 

                              방사선 방호 및 선량평가, 비상절차서, 원전 시뮬레이터, 

 

  ○ 전력기술 로드맵(eTRM) 원자력 분야 작성. 안전 관련하여 

     안전평가 분야(D.4)에서 세부적으로 분류 기술 개발 동향 및 핵심기술을 정의하였음. 

     D.4.1 사고해석 

     D.4.2 중대사고 해석 및 사고관리

     D.4.3 안전실증 실험 

     D.4.4 위험도 정보 활용 

     D.4.5 재해 방호 평가    

     D.4.6 중수로 안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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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일부 항목은 다른 전략기술에서 개발될 예정으로 중복된 항목은 본 전략기술에서는 

제외함. 그러나 중복 분야 중 일부 연구들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 현 전

력기술과 위 로드맵의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핵심 전산코드 국산화 ( D.4.1사고 해석 코드 & D.4.3 안전실증 실험 )

- 위험도정보 활용 원전적용 기술(  D.4.4 위험도 정보 활용)

      - 기기 건전성 평가 개선 기술 ( D.4.3 안전실증 실험 )  

- 부지 환경 구조물 성능 및 재해방호 평가 최적화 기술 (D.4.5 재해 방호 평가 )

      - 원전기술혁신 분야 중수로 원전 운영기술 ( D.4.6 중수로 안전 평가) 

     따라서 본 전략기술에서는 D.4.2 와 D.4.5를 중심으로 요소 기술을 개발하며, D.4.1, 

D.4.3와 D.4.6는 다른 전략 기술과의 중복성을 고려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G4 수준의 원전 운영기준 선진화를 위하여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 방호 능력을 확보.

  ○ 성과목표:  •  국내 가동중 원전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의 확보 

                •  원전 재해 사고에 대한 평가 방법  확립 

  ○ 연구개발 내용 (: 요소 기술의 선정) 

    -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의 개발 및 훈련 시스템의 개발 

      • 방사선 결말 분석 기술의 개발 

      • 중대사고 온라인 감시 및 대응 정보 시스템 개발 

      • 중대사고 훈련도구 및 실시간 모의 시스템 개발 

      • 노형별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  

    - 중대사고 대처 능력 개발 및 사고관리를 위한 기기 생존성 평가

      • 중대사고시 예방 및 완화에 중요한 기기 선별/취약 기기 선별

      •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현상분석 및 격납건물 거동 분석

      • 주요 설비 및 계측기 생존성 평가 

      • 중대사고 전략 재 평가  

    - 가동중 원전의 배관 및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한 방재 능력 

      • 과도사건시 배관 및 기기 영향 평가 기술 개발 

      • 화재 안전성 확보 및 방법론 개발  

      • 침수분석 방법론 개발 및 영향 평가   

      • 가동 중 원전 부지의 내진안전성 평가 자료 구축 

    - 중수로 원전의 사고유형별 노심손상율 예측 방법론 개발  

    

      • 중수로 안전 성능 향상 기술 

      • 중수로 방사선원 항 및 방재대책 기술 개발 

      • 중수로 사고 상태 진단 평가 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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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해석을 위한 안전 해석 코드 및 방법론 개발 및 안전 실증 실험은 “해외수출 

핵심기술” 및 “신규원전 및 미래원자로기술”에서 다루어 짐. 아울러 과기부 주관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됨.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07~’16)/3단계/ 360억원

     - 1단계 (‘07 ~ ’09) : 140억원

     - 2단계 (‘10 ~ ’13) : 120억원

     - 3단계 (‘14 ~ ’16) : 1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중대사고 실시간 모의 시스템 개발, 비상대응 

화재 등 방재 평가 방법 개발.

기반기술
중대사고 분석코드, 중대사고 실험자료, 사고관리지침서,

화재 및 지진 자료의 분석, 과도사고시 배관의 거동 분석

관련기술 원자력 공학 기술, Plant 계측 기기, 핵분열생성물 거동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원전의 안전성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규제 및 안전지침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으로 원전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함.   원전의 중대사고 및 재해 등 가상 사고에 대

한 충분한 대비책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함. 

    -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OPR1000 중심의 가동중 원전에 대한 높은 

가동율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국제적인 수준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파급효과 

    - OPR1000의 지속적인 운전과 APR1400 건설 및 수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

    - 가동 중 원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며 충분한 방호 재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및 신뢰도 향상.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 그림 편집이 쉽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취합하는 쪽에서 작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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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안전 및 

재해방호 

평가 기술

방사선 결말 분석, 

중대사고 모의 시스템 개발 

중대사고 온라인 감시 및 대응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구현,

노형별 사고관리 지침서 분석 

중요 기기  선별,

중대사고 분석

취약기기 선별,

생존성 평가

중대사고 전략 재 평가,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 개정 

과도사건시 배관 및 기기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화재 안전성 확보 및 침수 분석 방법론 정립, 

가동 원전 부지의 내진안전성 자료 수집

재해 방호 평가 방법론 

정립 및 적용. 

중수로 노심손상 안전해석 코드 개발, 

중수로 사고 경위 해석 

중수로 안전 해석 코드 검증,

방사선원 항 및 방재 대책 평가 

<성과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안전 및 

재해방호 

평가 기술

국내 원전 방사선원 항 결정, 

중대사고 모의 시스템 코드  

중대사고 온라인 감시 및 대응정보 

시스템 개발,

노형별 사고관리 지침서 개정 

사고관리를 위한 중요 

기기  결정.

취약기기 

생존성 평가

중대사고 전략 재 평가,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 개정 

과도사건시 배관 및 기기 영향 평가 방법론 확정,

화재 안전성  및 침수 분석 모델 개발, 

가동 원전 부지의 내진안전성 평가 

재해 방호 평가 방법론 

확정

중수로 노심손상 안전해석 코드. 방사선원 항 및 방재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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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고유 리스크/성능 기반  원전 운영 기술 개발

□ 개요

  ○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방식(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Approach: RIPBA)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및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원전의 정량적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 대처방안을 도출하여, 원전의 안전

성을 비용/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접근 방법임. 따라서 국내 고유의 RIPBA 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미국은 현재 RIPBA를 통하여 미국 원전 운영상 역대 최고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성취하고 

있음. 

  ○ 일본도 정부주도로 RIPBA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현재 우리나라도 한수원을 중심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중 검사 및 정비 규정 등 

다양한 RIPBA의 도입을 추진 중임. 또한 국내 규제 기관도 이에 대응하여 국내의 

RIPBA 규제 제도를 준비 중임.

  ○ 그러나 현재 국내의 RIPBA 도입 방식은 미국 제도를 산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에 따

라 미국 제도가 갖고 있는 비일관성/불합리성과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리스크/성능 기반 통합 원전 운영(RIPB Operation: RIPBO)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원

전의 리스크와 성능 정보 활용을 일관되게 연계/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국 제도

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RIPBA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

  ○ 성과목표

    - 국내고유 RIPBO 체제구축 및 관련 리스크/성능 정보 평가기술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국내 고유 통합 기기 신뢰도 DB 구축

    - 표준 리스크/성능 평가 방법 개발 및 노형별 기준 모델 구축

      • PSA 품질 기준 설정 및 수행 절차 표준화

      • 노형별 PSA 품질 향상

    - 일관된 리스크 정보 종합 활용 체제 구축 

      •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중 검사(RI-ISI) 기술 개선

      • 리스크 정보 활용 기술지침서(RI-TS) 최적화 (AOT/STI/운전모드) 기술 개선

      •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중정비(OLM)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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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크 정보 활용 기기 등급 재분류(GQA/Option 2) 기술 개발

    - 성능 평가 체제 구축

      • 정비 규정(MR) 개선

      • Risk-based Inspection(RBI) 대처 방안 개발

    - RIPBA 관리 전산 체제 구축

      • Engineering 제도, Equipment Reliability Process, ERP 등 사업자 자체 프로그램 등과 

연계 방안 도출

      • 통합 RIPBA 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9년(‘07~’15)/2단계/315억원

    - 1단계(2007-2011) 175억원; 기반확립단계

    - 2단계(2012-2015) 140억원; 실용화단계

      합 계 :      315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종합 리스크 평가 기술, 기기 성능 감시 및 평가 기술,

 종합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의사 결정 기술

기반기술  PSA 기술, PSA 품질 향상, 국내 고유 기기 신뢰도 DB

관련기술  열수력 안전 해석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현재 국내 도입 추진 중인 RI-ISI, RI-TS, RI-ILRT 및 향후 도입 될 가동 중 정비, 

Option 2 등에 활용 가능함으로 향후 국내 적용 분야가 방대함.

    - 가동중정비 등의 도입을 통한 예방정비기간 단축 및 불시정지 예방 등 경제성 향상 

효과가 매우 큼.

  ○ 파급효과 

    - 기존 미국 제도의 비일관성, 불합리성 제거를 통한 국내 고유 RIPBO 정착을 통하여 

RIPBA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함.

    - 일관된 국내 고유 RIPBA 체제 정립을 통하여 개발된 독자 기술을 이용하여 향후 관

련 기술의 수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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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단계      2015  

국내 고유 

리 스 크 / 성

능 기반  통

합  원전운

영  체제  

구축

국내 고유 통합 기기 신뢰도 DB 구축
신뢰도 DB 운영 체제 구축 및 

DB Update

국내 PSA 품질 향상 PSA 품질 유지 체제 구축

정비 규정 시범 

적용
정비 규정 개선 통합 성능 감시 체제 구축

RI-ISI 기술 개

선
RI-ISI 확대 적용

리스크 정보 활용 기기 등급 

재분류 기술 적용 

RI-TS 기술 개선 RI-TS 확대 적용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

중정비 적용 

RIPBA 통합 체제 구축

RIPBA 통합 지

원 시범 시스템 

구축 

RIPBA 통합 지원 시스템 확장 

및 개선

<성과 지도>

2007           1단계 2단계      2015  

국내 고유 

리 스 크 / 성

능 기반  통

합  원전운

영  체제  

구축

국내 고유 통합 기기 신뢰도 DB 기기 신뢰도 DB 운영 절차서

국내 PSA 품질 기준 PSA 품질 유지 절차서

정비 규정 개선안 통합 성능 감시 절차서

RI-ISI 개선안
리스크 정보 활용 기기 등급 

분류 절차서

RI-TS 개선안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

중정비 절차서

RIPBA 통합 체제 RIPBA 통합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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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증강 확장 및 계속운전평가 및 관리기술

□ 개요

○ 가동원전의 출력증강 확장 및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지능형 계측제어기기 및 터빈 로

터의 수명관리체계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미국 NRC는 계측제어기기 설치 환경에서의 전.자기적 잡음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음.  

미국 EPRI와 ORNL 등은 계측제어기기에 유입되는 전.자기적 잡음의 정도를 계측제어

기기의 고장 이력과 보수유지 이력과 연계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계측제어기기의 수

명평가 및 보수 유지 및 교체 주기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국내의 경우 전.자기적 

잡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화 등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

하고 있음. 최근 계측제어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불시정지 증가와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등으로 계측제어기기의 체계적 관리에 관심이 고조됨.

  ○ 1995년 EPRI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동되는 총 109기의 원전 중 41기(38%)의 저

압 터빈 로터의 디스크 림(Disk Rim) 부위(주로 L2, L3)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견됨. 

이에따라 원전 노후화에 따른 터빈 로터의 응력부식균열은 원전 및 화력 터빈의 신뢰

성,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D.A. 

Rosario, EPRI, 2001) 이에 따라 EPRI 주관으로 터빈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97년 고리 1,2,3,4호기의 터빈 로터 디스크 림 부

위에 균열이 발견되어 호기 당 1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로터를 모두 교체한 바 있음. 

이처럼 원전 터빈 로터의 응력부식균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터

빈에서 일정 크기의 균열 발견 시 계속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술 및 출력 감

소에 대한 국내 대처 기술이 미흡한 실정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가동원전의 출력증강 확장 및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지능형 계측제어

기기 및 터빈 로터의 수명관리체계 개발  

  ○ 성과목표 : 지능형 계측제어기기 수명관리체계 및 터빈 로터 형식별 부식균열 진단 및 

손상평가 프로그램

  ○ 연구개발 내용

- 지능형 계측제어기기 수명평가 및 관리체계 개발

• 센서, 구동기 및 프로세서 등 계측제어기기 설치 주변의 환경 Noise 측정 및 데

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개발

• 센서, 구동기 및 프로세서 등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이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개발

•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관리 체계 개발

- 원전 터빈 로터(Disc Rim)의 부식수명 평가 및 수명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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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 로터 부식환경 평가 및 터빈 증기화학 해석

• 터빈 로터 불안정 파괴 임계 균열길이 평가

• 고온, 고압 원전 모의환경에서의 응력부식/피로부식 균열 진전속도 시험 및 진전 

모델 수립

• 터빈 로터 부식균열의 결정론적/확률론적 손상평가 기술 개발

• 터빈 로터 형식별 부식균열 진단 및 손상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및 검증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6년(‘07~’12)/2단계/ 50억원

     - 1단계 (‘07 ~ ’09) : 20억원

     - 2단계 (‘10 ~ ’12) : 3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I&C 기술, 부식균열평가기술, 정보처리기술 

기반기술 계측제어기술, 재료공학기술, 파괴역학기술 

관련기술 시스템공학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원전의 불시정지를 감소시켜 불시정지 1일당 5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 획득

- 주요 계측제어기기의 수명예측으로 정비계획을 확립하여 정비비용 최적화

- 원전 터빈 로터 균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손상평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터빈 

교체 및 수리 비용을 절감(200만불~600만불/1호기)

- 원전 터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발전소 운전 정지기간과 직접 

관련있는 균열평가 소요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운전정지기간 1일 단축시 약 10억

원의 손실 감소)

- 국내 원전 터빈 노후화에 따른 균열발생가능성의 증대로 시장성 확대 

  ○ 파급효과 

- 계측제어기기 설치 주변의 환경 Noise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확립

- 주요 계측제어기기의 수명평가 및 정비/관리체계 확립

- 출력증강운전시 가동응력변화에 따른 터빈 건전성 평가 및 잔여수명예측 가능, 또한 

터빈 운전, 유지, 보수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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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2

출력증강 

확장 및 

계속운전평

가 및 

관리기술 

개발

주요계측제어

기기 고장DB 

구축

설 치 환 경 의 

전.자기적 잡

음 DB 구축

통합 고장 및 

잡음 DB 체

계 구축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관리 체계 개발

로터 부식균열진단 및 손상평가 기술개발
로터 형식별 부식균열/피
로균열 진전 시험 및 해
석 결과의 DB화

로터수명관리
프로그램개발

<성과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2

출력증강 

확장 및 

계속운전평

가 및 

관리기술 

개발

계측제어기기 

고장 DB

전.자기적 잡

음 DB

통합고장 및 

잡음DB 체계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예측 및 관리 최적화

로터 부식균열진단 및 
손상평가 시스템 구축

로터 형식별 수명관리를 
위한 시험/해석 결과의 
DB

로터수명관리
프로그램



- 107 -

5. 핵연료 성능 및 노심운영 최적화 기술

□ 개요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습식 재처리공정 없이 중수로 핵연료로 직

접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규모 듀픽 핵연료 원천 기술을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계획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고, 누적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기준으로 듀픽 핵연료 

시범제조 및 연구로에서 소결체 단위 조사시험을 수행함.

○ 경수로 핵연료의 방출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듀픽 핵연료 제조사양 및 중수로 운전특

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듀픽 핵연

료기술 및 원전 운전도 핵연료물질에 따라 개선되어야 함. 또한 핵연료의 중수로 내 성

능 평가 및 원자로 운전기술이 재평가되어야 함.

○ 따라서 중수로 가동원전을 이용한 핵비확산성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하여 핵연료 물질에 따른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고 노심운영 기술을 개발함.

○ 듀픽 핵연료의 중수로 가동원전 이용 현장 적용시 경제성이 향상된 중수로 원전 운전최

적화를 위하여 핵연료 교체 최적화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듀픽 기술과 관련된 타당성 연구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 캐나다, 미국의 3국 

국제 공동 연구로 수행하였음. 듀픽 핵연료를 제조하는 7개의 후보 방안을 선정하여 각 

방안별로 기술 타당성 및 난이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제조 기술 관점에서 제조 공

정 흐름도, 제조 및 품질 관리 공정도를 개발하고, 제조 공정 및 기술의 난이도, 운전/보

수의 난이도, 제조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음. 이와 같은 기술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듀

픽 핵연료 최적 제조 방안으로 OREOX (Oxidation/ Reduction of Oxide Fuel) 공정을 

선정하였음.

○ 1999년 5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연구에 

착수하여 핵연료 원격 해체, 분말 처리, 소결체 원격 가공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들 기

술을 기반으로 500 개의 소결체 제조에 성공하였고 현재 소결체 특성 개량을 위한 제조 

기술 개선을 수행 중임. 2001년도에는 조사시험용으로 사용될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

한 자격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핵연료 원격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 및 보증 시스

템을 구축하고 정밀도 및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원격 제조 공정 및 장비 개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에 있음.

○ 조사시험을 통한 건식 산화물 소결체 및 연료봉 성능 평가를 위해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

장 리그 설계 및 제작하고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원격 천공 장치, 원격 리그 조립기 및 

리그 원격 취급 장치 설계 및 제작함. 하나로 조사시험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계장 리그

의 열수력적 건전성 전산모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음.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

한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3 ~ 5차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사된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을 통한 조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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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도부터 수행된 듀픽 핵연료 양립성평가 1단계에서는 듀픽 핵연료 원자로의 운전 

타당성, 원자로 계통의 양립성 평가, 설계 방법 평가, 핵연료 조성 비균질도 해석, 그리

고 듀픽 핵연료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었음. 동 기간 동안에 듀픽 핵연료의 비균질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핵분열 물질의 양을 조절하여 기준 조성을 선정하고 비교 평가를 위해 

반응도를 조절하는 비균질도 조절 방안을 제시하였음. 원자로 양립성 평가는 원자로 제

어 계통, 정지 계통, 수송 방안, 핵연료 장전 기술, 핵연료 취급 기술, 저장 계통, 그리고 

원자로 구조물에 대해 수행하여 원자로 노내/외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완료하였

음. 또한 듀픽 핵연료 주기비용을 직접처분과 비교한 결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

과적으로 듀픽 핵연료 원자로에 대한 양립성 평가는 듀픽 핵연료가 기존 중수로에 큰 문

제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 핵물질 안전조치 연구를 위하여 실험실 규모의 듀픽공정에 대해 IAEA 안전조치 이행을 

만족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이 한.미간 국제공동연구로 국내에서 개발되어 왔으며, 듀픽 

시설의 계량관리라는 주목적 이외에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요소기술개발을 위한 안전조

치 기술개발과 안전조치성 검증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성자 검출법에 의한 핵물질 측정 시스템 개발, 격납/감시 시스템 

개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안전조치성 분석 및 핵확산 저항성 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

되고 있음. 국외에서는 기존의 재처리 시설이나 핵연료 제조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은 

IAEA 기준이 설정되어 그에 따른 장비와 시스템들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듀픽공정

과 유사한 시설의 안전조치 기준이 아직까지 설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에서 한미간 공

동연구로 개발되고 있는 안전조치 장비와 시스템이 향후에 IAEA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

성이 높음.

○ 듀픽 핵연료의 월성 원전 장전과 관련한 기초 연구 결과는 월성 원전까지 수송된 듀픽 핵연

료는 저장(사용전), 장전 및 방출, 그리고 사용후 듀픽 핵연료의 저장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

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 월성 원전 시설물의 개보수 및 변경을 통해 월성 원자로에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음. 한편,  Scientec 사 분석에 의하면 듀픽 연료 다발 수송 시 실용화 시설

의 차폐구역에서 원격으로 바스켓에 적재하여 이를 다시 전용 수송용기에 다단으로 적재한 

후 이를 육로로 중수로 발전소로 수송하여 발전소의 저장수조에서 핵연료 다발을 하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듀픽 실용화시설로부터 중수로 발전소까지의 운반 시스템도 향후 종합적

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수로 운전 최적화 (듀픽 핵연료 장전 노심 포함) 기술은 카나다에서 일부 개발되었으나 

현장 적용은 미미한 상태이고,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도 당일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있음. 

핵연료 교체 최적화는 원자로의 운전 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듀픽 핵연료 연구는 기존에 초기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생산되는 사

용후 핵연료와 비교하면 연소도가 약간 떨어지므로, 향후 실질적인 듀픽 핵연료 이용을 위

해서는 핵연료의 기준조성이 재평가되어야 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듀픽 핵연료의 중수로 운전조건에서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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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픽 핵연료장전 중수로 운전방안 개발

○ 성과목표 :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핵확산저항성 듀픽 핵연료 원천기술 확보로 국제적인 

위상 제고

 ○ 연구개발 내용

- 듀픽 핵연료 성능 평가 모델 개발

• 듀픽 연료봉 제조, 고온/고압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 중수로 조건에서의 듀픽 핵연료 성능 평가 모델 개발 및 성능 해석

- 듀픽 핵연료장전 원자로 운전 방안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기준조성 설정

• 듀픽 핵연료장전 노심 운전특성 평가

• 듀픽 핵연료장전 노심 안전성 평가

• 중수로 핵연료 교체방안 평가

• 핵연료교체 최적화모델 개발

- 듀픽 핵연료장전 원자로 하드웨어 적합성 평가

• 안전조치기술

• 수송/저장 기술

• 핵연료 장전 기술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8년 (‘07~’14)/2단계/ 200억원

     - 1단계 (‘07 ~ ’09) : 80억원

     - 2단계 (‘10 ~ ’14) : 12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원자로 해석 기술

안전조치 기술, 시설 운영 기술

기반기술 재료공학, 원자력공학, 전기전자

관련기술 원격제어기술, 수치해석기술, 핵물질통제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듀픽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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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활용이 가능함.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함으로써 중수로용 천연우라늄 핵연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신개념의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정책 수립 시 기술보유국으로 발언권 강화와 국제 위

상 제고가 가능함.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핵연료주기 구축 가능

    - 신개념 중수로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확보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 그림 편집이 쉽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취합하는 쪽에서 작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있습니다.)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4

핵연료성능 

개선 및 

노심운영 

기술 개발

연구로 연료봉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모델링

및 성능 해석

듀픽 기준 

조성 설정
전산체계 개선 노심 운전 특성 평가 노심 안전성 평가

듀픽연료 안전조치성 평가 수송/저장 기술 핵연료 장전 기술

<성과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4

핵연료성능 

개선 및 

노심운영 

기술 개발

듀픽연료 조사이력 및 건전성
조사후시험 자료 및 성능해석 

보고서

듀픽연료 

기준 조성

최적화 전산 코드 

체계

노심 운전 특성

평가 보고서

노심 안전성

평가 보고서

대용량 안전조치 기술

및 장치

수송 체계 및

관련 장비/시설

핵연료 장전 기술 및 

관련 장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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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동원전 운영/정비 최적화 기술

□ 개요

○ 국내 가동원전의 운영/정비 기술을 최적화하여 경제성 및 운전 유지보수성 제고하고, 이 

최적화된 운영/정비 기술의 해외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추가 정리 필요

  ○ 울진 증기발생기 Tube 절단사고, 일본 미하마 원전의 배관 파단사고 및 미국의 CEDM 

Header 부식 등으로 국내외 원전 피동기기의 이상상태 조기 감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

음.

  ○ 또한 운영/정비 비용 절감 및 작업자 피폭량 저감을 위해 In-service Inspection 도입등 

운영/정비 최적화 및 절차서 개선과 안전관련 펌프, 밸브 등 능동기기 등의 이상상태 감

시/진단 기술이 한전기공(주), KEPRI, KAERI 및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에 적용됨.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경보원인추적시스템과 2 차계통 정밀 성능평가 시스템 및 다중 경

보 억제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바 있음.

     - 이들 감시/진단 및 운전지원시스템을 통합한 통합 경보/진단/운전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경보/진단/운전 지원 기술개발은 ORNL의 Prolog와 Halden CASH, PEANO 등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미국 Sandia National Lab. 과 공동으로 I-NERI Project에 의해 역

지밸브 및 Piping Elbow 상태감시 시스템을 개발 

  ○ 선진국 상태감시/진단 장비 기술 개발은 주로 기기 공급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국내 가동원전의 운영/정비 기술을 선진화하고, 운영/정비 기술의 해

외수출 기반 확보

  ○ 성과목표 : 가동 원전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운영/정비 최적화 기술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정리 필요 : 원전기술혁신분야 중복성, 핵심기술 분야별로 특히 “Plant 상태 감시진

단 및 운전지원 기술”과 “기기 상태 감시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은 원전기술혁신분

야와 중복됨, 따라서 제목을 일부 수정하여 기술지도 작성 

- 운영/정비 최적화 및 절차서 개선

� 운영/정비 핵심 Issue 추적/관리 기술개발

� 운영/정비 절차서 개선/관리 추적 기술 개발

� 계획예방정비 계획/요건/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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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원전 운영/정비/절차서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 가동원전 정보 통합 Web 기반 운영/정비 지원 시스템 개발

� 온라인 리스크 감시 체계 구축

� 가동원전 불시정지 및 출력감발 예측기술 개발

� 열적성능 평가를 통한 2 차측 열교환기 상태진단 기술 개발

� 가동원전 정보 통합 Web 기반 운영/정비 지원 시스템 개발

- 핵심 안전관련 기기 상태 감시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 원전 계통 감시 및 고장분석/진단 기술

� 공정 감시정보 통합형 역지밸브 성능평가진단기법 및 성능평가진단장비 개발

� 기기 운전 성능 검증 기술

� 핵심 안전관련 기기 상태 감시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 보수 정비기술 및 장비 개발

� 원전 자동시험장치 개발

� 진동 감시기술 개발

� 원전별 터빈정비를 위한 3차원 측정기술 개발

� 원전별 조속기 정비기술 및 진단기법 개발

� 2 차측 열교환기 와전류검사 기량검증 기법개발

� 방사능오염 설비/부품표면 레이저 제염기술 개발

� 한국형 S/G 2차측 초음파 세정 기술 개발

� 증기발생기 세정 기술 개발

� 레이저를 이용한 잔류 응력 개선 기술 개발

� S/G 전열관 정비기술 Qualification 및 Field Equipment 개발

� 보호 도장재 및 실링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 원전 계측제어기기 수명예측 및 관리 체계 개발

� 원전 계측제어기기 잡음 및 고장 이력 관리 체계 개발

� 원전 계측제어기기 수명평가/예측 기술 개발

� 원전 계측제어기기 종합 수명예측 및 관리 체계 개발

- 기타

� 가동원전 최적 고유기술배경서 개발

� 가동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 기술

� 가동원전의 인적요소 관리 기술 개발

� 원전별 터빈정비를 위한 3차원 측정기술 개발

� 계측제어시스템 성능향상 기술개발

� 터빈-발전기 총합제어 시스템 개발

� 원자력발전소 제어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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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복합 모듈화, 핵심 설비 성능개선 및 국산화 등은 원전기술고도화사업으로 추

진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7년(‘07~’13)/3단계/ 200억원

     - 1단계 (‘07 ~ ’09) : 70억원

     - 2단계 (‘10 ~ ’11) : 70억원

     - 3단계 (‘12 ~ ’13) : 6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성능평가/해석/진단 기술

기반기술 측정 기술, 요건 작성, 절차서 작성

관련기술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3 단계       2013

기타 가동원전 

운영/정비 

최적화 기술

운영/정비 핵심 

Issue 및 절차서 

개선 추적/관리 

기술개발

계획예방정비 계획/요건/

관리 기술 개발

통합 원전 예방정비 

운영/정비/계획/절차서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리스크 감시, 불시정지 및 

출력감발 예측기술 개발

가동원전 정보 통합 Web 기반 운영/정비 지원 

시스템 개발

핵심안전 기기  

상태감시 Issue 

추적/관리 기술개발

증기발생기 및 역지밸브 상태감시 시

스템 개발

증기발생기 세정기술 /장비개발 열교환기 정비 기술/장비개발

원전 계측제어기기 잡음/고장이력 

관리 및 수명 평가 체계 개발

원전 계측제어기기 종합 수명평가/예측/관리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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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도>

2007   1단계 2010    2,3 단계       2013

기타 가동원전 

운영/정비 

최적화 기술

운영/정비 핵심 

Issue 및 절차서 

개선 이력 DB 및 

관리 체계/절차서

계획예방정비 계획/요건

서 및 관리 체계/절차서

통합 원전 예방정비 

운영/정비/계획/절차서 추적관리 

시스템

리스크 감시, 불시정지 및 

출력감발 예측 시스템

가동원전 정보 통합 Web 기반 운영/정비 지원 

시스템

핵심안전 기기  

상태감시 Issue DB 

및 관리 체계/절차서

증기발생기 상태감시 시스템

역지밸브 상태감시 시스템

증기발생기 세정 장비 열교환기 정비 장비

계측제어기기 잡음/고장이력 DB 

및 수명평가 체계
계측제어기기 종합 수명평가/예측/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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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전설비재료/용접개선기술

1.  원전 핵심 부품재료 용접부/접합부/코팅층 

특성향상기술 개발

□ 개요

○ 원전 운전년수 증가에 따른 핵심부품/설비재료의 열화손상에 의한 파손으로 원전의 건전

성 및 가동율을 저하시켜 안전성 위협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성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출력증강이나 장주기 가동에 따른 가동환

경 열악화로 부품재료의 가속된 열화손상은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파손된 원자로 압력용기나 내부 구조물 및 핵연료 손상 피복관의 용접을 위한 수중

용접 및 절단, 복수기 슈퍼스테인레스 강 전열관이나 급수배관의 용접, CRDM 및 각종

노즐부위의 이종금속 용접이나 접합, 1차측 펌프나 밸브 등의 표면손상에 대한 클래딩

(코팅)에 요구되고 있는 용접부의 특성향상을 위한 재료물성 제어 및 평가기술, 잔류응

력 최소화 및 미세조직 최적화 기술을 개발/확보함으로써 용접기술의 개선을 통한 원전 

부품/설비재료의 열화손상을 방지/예방하고 파손된 부위에 대한 건전성을 향상시켜 원전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G4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세계적으로 원전의 신규건설 보다는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이나 출력증강 또는 장주기 가동

을 통한 전력에너지 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핵심 부

품/설비 및 기기의 노후화에 동반한 파손부위 재료의 용접부/접합부 및 코팅층의 특성향

상을 통한에 용접기술의 개발/개선기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 웨스팅하우스나 GE를 비롯한 FRAMATOME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의 손상된 

클래딩 부위에 대한 수중용접기술을 개발/개량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첨단기술인 레

이저를 이용한 용접기술 개발이 일본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클래딩 및 peening기술, 노내 부품

재료의 수중 용접 및 이종금속 용접/고상접합기술이 일부 유관기관에서 기초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접부/클래딩(코팅)층의 특성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용접부의 재

료물성 제어/응력저감 등의 용접기술 개선/개량 연구가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는 이

러한 용접부/크래딩층의 재료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밀도 에너

지를 가진 레이저 빔을 이용한 용접/클래딩기술이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용접기술 연구개발은 재료적 측면보다 주로 시스템적인 장치기술에 많은 연구

가 집중되어 왔음. 따라서 수중용접이나 원격제어를 통한 극한조건하에서의 용접에 의하

여 수행된 용접부위의 재료물성 제어 및 평가에 의한 용접조건 제시나 수명평가 연구 미

비로 용접부의 건전성 및 내구성 저하에 따른 수명단축을 초래하여 부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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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설비 재료의 열화손상에 의한 파손을 예방/방지하고 용접부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접부위에 대한 재료물성 제어를 통한 파손원인 인자를 제거 또는 최소

화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외국 원전 선진국에서는 용접부위의 응력제어에 의한 응력분포 조절 및 최소화, 이종재

료 용접의 경우 filer 재료의 적절한 선정이나 개발에 따른 접합경계 제어, 용접 dilution 

최소화를 위한 고밀도 에너지원을 사용한 용접, 즉 레이저 빔 또는 전자빔 용접 등, 원

전 해체 시 시간과 방사능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레이저 절단 기술 등, 용접개선 기술개

선/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용되

고 있음.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차측 부품재료의 내구성 향상이나 방사선량 저하를 위하

여 표면 코팅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레이저 빔을 이용한 클래딩 및 하드코팅 기술을 개

발하고 있음.

    - 특히 2차측 펌프, 밸브 등의 핵심 부품재료에 침부식성이 우수한 Co 합금인 Stellite 

합금을 대체할 수 있는 Co가 함유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코팅기술 개발이 활발히 추

진되고 있음.

    - 1차측 냉각수 배관내부 스테인레스 강 클래딩을 열피로나 내침부식성이 우수한 레이저 

빔 클래딩 기술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는 높은 방사선 구역, 특히 수중 방사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품/설비 재료의 

열화손상부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거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품질이 낮은 임기응변

의 보수용접 또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가동원전 부품/설비 재료의 열화손상 방지/예방으로 원전의 건전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접/접합/코팅공정의 재료물성 제어를 통한 용접부/접합부/코팅

층의 특성향상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기술 개발 

  ○ 성과목표 : 신뢰성과 경쟁력을 갖춘 개선된 용접기술 개발에 의한 용접부/접합부/코팅

층 품질/성능 극대화를 위한 국내 원천기술 및 현장적용기술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용접부위 및 용접재료의 특성평가에 의한 품질저하 요인도출/평가 및 용접재 선정

    - 용접부/접합부/클래딩(코팅)층 특성향상을 위한 용접/접합/클래딩(코팅) 공정기술 개

선 및 개발

      • 레이저 수중 및 공기 중 절단 및 수중용접 공정 최적화기술 

      • 수중 및 공기 중 마찰교반 용접공정 최적화기술

      • 이종금속 용접/고상접합 공정 최적화기술

      • 개선된 하드 클래딩(코팅)공정 최적화기술

    - 용접부/접합부/코팅층의 재료특성 제어 및 평가기술 개발

      • 용접부/접합부/코팅층의 재료물성 및 잔류응력 제어기술

      • 용접부/접합부/코팅층의 금속학적 미세조직 최적화 기술

      • 용접부/접합부/코팅층 건전성 비파괴검사 및 평가기술

      • 후열처리 대체기술 

      • 품질/성능특성(기계적, 침부식성 등) 평가시험 기술

      • 용접부/코팅층의 품질/성능 최적화 및 수명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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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제어기술 개발

      • 수중 및 공기 중 용접 원격제어기술

      • 수중 및 공기 중 검사 및 건전성 평가기술

      • 각 요소공정 시스템 통합/자동화 및 성능평가 시험

    - 현장적용 기술개발

      • 각 용접공정의 최적화

      • 설계 최적화

      • 시제품에 대한 각종 특성(미세조직, 잔류응력, 기계적, 부식성 등) 평가 및 검증

      • 현장적용 시스템 설계/제작 및 성능/특성평가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07~’16)/3단계/ 450억원

     - 1단계 (‘07 ~ ’09) : 165억원

     - 2단계 (‘10 ~ ’13) : 150억원

     - 3단계 (‘14 ~ ’16) : 135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용접부 재료물성/응력 제어기술, 수중용접기술, 원격 

제어기술, 레이저 빔 전송 및 제어기술, 레이저 용접/클래딩 

기술, 이종재료 접합기술

기반기술 용융체 유동 기술, 레이저-재료반응공학, 용접해석

관련기술 금속재료공학, 자동시스템 공학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핵심 부품/설비재료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로 원전의 가동율 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경제성 향상

    - 해외 기술 의존 탈피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외화절감 및 외화획득

    - 향후 원전 수출 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된 용접보수기술 제공

  ○ 파급효과 

    - 가동원전의 핵심 부품/설비 재료의 효과적인 신뢰성 확보로 가동 안전성 향상 및 이

에 따른 국민 원자력 반감정 순화

    - 설계 가동수명 연장이나 출력증강에 따른 가동원전의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

    - 핵심 부품/설비 재료의 열화손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내 원전 사

후관리기술 수준 향상 및 보수기술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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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용접기술 

개선에 

의한 원전 

부품재료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선정된 재료 사양서 및

특성자료 

용접부위 최적 성능 평가서 및 

사양서

시제품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

현장 적용기술 및 

시스템 설비

용접부위 물성제어 인자 및 영향 

평가서 용접/코팅 장치 및 최적공정 

절차서용접부/접합부/코팅부 특성 향상 

요소공정기술 

제어 시스템 통합 시스템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용접기술 

개선에 

의한 원전 

부품재료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우수 용접/코팅재료 

선정 평가시험 및 선정

용접부위 품질/성능특성 실증 

평가 시험 및 성능 최적화 현장 적용 시스템 

설계/제작, 시작품 

제작 및 

성능/특성평가,

현장적용 실증시험

용접부의 재료물성 

제어기반 기술 확보 용접/코팅공정 최적화 

및 장치개선/개량개선된 용접/코팅 요소기술  

공정 확립

원격제어기술 개발
 원격제어 설비 자동화 및 

시스템 통합

<성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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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규원전 건설 최적화 및 신원전 기술개발

1. 미래형 경수로 안전계통 신개념 개발 및 실증

□ 개요

  ○ 고유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3.5세대 경수로용 안전계통 신개념 개발 및 실증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기술을 근간으로 대용량의 신형원전인 APR1400 개발

    -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과기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

를 취득

  ○ 국내 개발 원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

  ○ 원자력선진국에서는 APR1400과 동급의 신형원자로인 ABWR, System 80+, EPR, 

APWR 등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600 MWe의 피동형원자로인 AP600을 개량한 AP1000 원자로를 개발중에 

있음 

     - 일본은 기개발된 ABWR, APWR을 개량한 원자로인 ABWR II, APWR+ 등을 개발중에 있

음. 

     - 유럽의 EPR은 종래의 NSSS를 채택하되 1600 MW의 대용량으로 격상하면서 얻어진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중격납건물, 4 Train 공학적안전설비를 채용하였으며, 특히 중대사

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한 바 있음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Ⅳ)가 2030년 이후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이 착수된 것을 살펴보

면, 현재부터 앞으로 최소한 20여년의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경수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제3.5세대형 미래형 경수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고유의 원천기술 기반의 미래형경수로(제3.5세대) 안전계통 개념 개발 및 실증

  ○ 성과목표 : 

     독자적인 기술소유권을 갖는 선진 안전계통의 기본설계 개발 및 성능 실증 

  ○ 연구개발 내용

    (1) 신형 안전주입계통(OASIS) 기본설계 개발 및 실증 

      • 신형 안전주입계통 성능요건 및 기본 설계개념 개발

      • 실험 및 해석을 통한 안전주입계통 기본설계 특성 및 열유동 성능의 평가․검증

      • 신형 안전주입계통 기본설계 방안의 원전 적용성 평가

      • 신형 안전주입계통 기본설계 확정 및 제작성 최적화

    (2) 노심용융물 억류방안(IVR) 설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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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R을 위한 원자로 캐비티 냉각수 공급의 피동설계 

      • 원자로 노심손상 후기 냉각수 주입을 위한 계통의 신뢰도 개선

      •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향상을 위한 In-vessel core catcher 개발

    (3) 격납건물 손상배제 신안전계통 개발

      • 격납건물내 DDT 제어/기기 보호개념 개발 및 검증 

      • 격납건물 내 수소 연소/화염 전파 평가 방법론 구축

      • 신개념 격납건물 피동 냉각방안 도출 및 검증

      • 격납건물 피동냉각 성능평가 기술 구축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6년(‘07~’12) / 2단계 / 500억원

       - 1단계 (‘07 ~ ’09) : 300억원

       - 2단계 (‘10 ~ ’12) : 2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계통설계기술, 안전해석 기술, 

실증적 평가기술

기반기술 열유체 기술, 기계설계 기술, 구조설계 기술

관련기술 원자력 공학 기술, Plant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제3.5세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핵심 원천기술로 활용

    - 고유 브랜드로 수출선도형 원전에 적용: 선진형 안전성 향상기술의 직접적 수출

    - 원전 안전성 획기적 향상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 파급효과 

    - 원자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인인 신안전계통의 원천기술 확보

      . 최적 선진 고유 모델 개발 및 독자적 설계․검증 기술 확보

    - 고유의 신형 안전계통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의 고유성, 우월성 및 시장독점성 확보 

    - 신형 안전계통 설계기술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기술Copy국 이미지 탈피

    - 원자로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한 설계/해석/검증의 독자적 기술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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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설계, 제작 건설 최적화기술

□ 개요

 ○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경수형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을 기존의 개량형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설비(ALTS) 보다 처리 성능이 우수하고, 처리수를 발전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공

정 개발

 ○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의 공급원인 원전 및 타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조화를 위

해서 에너지원별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정량적 평가 방법 

개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막분리기술에 의한 방사성액체폐기물처리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

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폐액의 특성에 따라 역삼투막과 한외여과막 기술에 의해서 원전의 바닥배수 및 세탁

폐액, 재처리폐액, 화학폐액 등에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막분리 공정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폐액 농축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증발농축 공정의 전처리 또는 예비농축공정으로만 적용되었음.

  - 1990년대 중반이후 증발농축기의 대체 공정으로 역삼투막 공정을 도입하여 역삼투막설

비와 이온교환설비를 조합한 개량형액체방사성폐기물설비(ALTS)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Chem-Nuclear System사의 Thermex 설비와 DTS사의 ZERO 설비가 대표적임.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처리계통의 성능을 좌우하는 역삼투막(RO)설비는 조업과 더불어 

폐액내 여러종류의 유․무기 화학종에 의한 막오염(fouling)이 야기되어 처리성능이 저

하되며, 또한 농축한계는 염농도(최대 12～15%)에 의해서 결정되어 RO설비 자체로는 

농축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Cs-137과 같은 1가 이온성 핵종의 제거효율이 낮기 

때문에 RO설비의 성능보전을 위한 전처리설비와 역삼투막 단위공정에 대한 개발을 

진행중에 있음

 ○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민의 친환경성 선호 추세,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의 고갈 우려, 온실가스 효과의 통

제, 에너지 공급 안보의 확보 등을 위해서 원전이외에 청정 석탄발전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원자력-기반 수소의 활용, 에너지 효율 관리 등이 고려되고 있음.

  -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제시가 발전부문,  수송부문 및 가정, 

상업, 공업용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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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 경수형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성능과 운전 안전성이 우수하고, 처

리수를 발전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공정 개발

    - 원자력을 포함한 전기에너지, 수송용 에너지, 가정, 상업, 공업용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원별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과목표 : 

    - 해외 경쟁력을 갖춘 원전 방사성폐액처리 신공정 개발 및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원

천기술 확보

    - 주요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개발 내용

   -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방사성액체폐기물 전처리계통 단위기술 시험 및 평가

     • 역삼투막기술 적용성(핵종제거,붕산분리) 시험 및 농축액 처리방안 연구

     •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단위공정 단위공정 시험 및 적용성 평가

     • 투과수 정화기술 및 용수 재활용 공정기술 

     •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실증규모 설비 개발 및 기술성능 시험

     • 역삼투막 농축액 및 투과수 재활용 기술 개발

   -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에너지 개발 및 사용단계에서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개발 및 사용단계에서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

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정, 상업, 공업용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단계에서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술 개

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5년/2단계/75억원

       - 1단계 (‘07 ~ ’09) : 30억원

       - 2단계 (‘10 ~ ’11) : 45억원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8년/3단계/360억원

       - 1단계 (‘07 ~ ’09) : 135억원

       - 2단계 (‘10 ~ ’12) : 135억원

       - 3단계 (‘13 ~ ’14) :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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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붕산분리 기술, 핵종분리 기술, 용수 재활용 기술

기반기술 막분리 기술, 흡착 기술, 폐액농축 기술

관련기술 화학공정 기술, 공정설계 및 제어 기술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환경 평가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기반기술 산업공학 기술,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 전산공학 기술

관련기술 에너지원 최적화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건설예정인 신고리 및 신규 경수형원전의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계통 적용 기술

로 활용

      - 기존 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의 성능개선을 위한 대체공정으로 활용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요 에너지원별 에너지조화(energy mix) 최적화

      - 신규원전 및 수소생산 설비의 대중수용성, 친환경성, 에너지 공급 안보 최적화

      -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촉진

      -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형성

  ○ 파급효과 

     [신규원전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신공정 개발]

      - 고체 방사성폐기물 생성량이 적고, 처리성능이 우수하며, 처리수의 발전용수 재활

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 신기술 확보

      - 막분리공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fouling 저감을 위한 전처리기술 확보

     [에너지원별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수소생산 설비의 전과정 환경 평가-기반한 원자력의 장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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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정 환경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과정 외부비용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중수용성(PA) 평가 및 PA 향상 방안 도출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1  2012 2013    단계   2014

부지, 환경, 

구조물 

성능 및 

재해방호 

평가 

최적화 

기술

방사성폐액처리 계통 

설정 및 단위기술 개발

실증규모 폐액처리 공

정 개발 및 기술 실증

전력에너지 개발 및 사

용단계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술 개발

수송에너지 개발 및 사용단계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술 개발

가정, 상업, 공업용 에

너지 개발 및 사용단계 

전과정 환경성 평가 기

술 개발

<성과 지도>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1  2012 2013    단계   2014

부지, 환경, 

구조물 

성능 및 

재해방호 

평가 

최적화 

기술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 

단위기술 및 공정

실증규모 폐액처리 공

정 및 상세설계/절차서

전력에너지 전과정 환

경성 평가 기술 및 DB

수송에너지 전과정 환경성 평

가 기술 및 DB

가정, 상업, 공업용 에

너지 전과정 환경성 평

가 기술 및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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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설계, 제작, 건설 최적화 기술

□ 개요

○ OPR1000과 APR1400 설계기술 최적화를 통해 안전성/경제성/운전보수성이 뛰어난 수출

주도형 1000 Mwe 급 및 1400MWe급 선진형 원전 설계,제작 건설 최적화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OPR1000 등에 대한 출력증강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동 원전기술선진화 사업에서도 출

력증강 확장, 계속운전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이 계획되고 있음 

  ○ APR1400 건설공기 단축을 통한 경제성 제고를 위한“원자력발전소 구조물과 계통설비의 

모듈화공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원전 구조물 모듈화 공법 및 복

합모듈화 기술개발, 피동형안전계통 기술 개발이 계획중에 있음

  ○ 일본은 ABWR을 운전중에 있으며 ABWR II, APWR+ 등을 개발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AP600을 개량한 AP1000 원자로를 중국에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유럽의 EPR은 1600 MW의 대용량으로 격상하면서 이중격납건물, 4 Train 공학적 안전설

비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중대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

한 바 있으며, 핀랜드 오킬루토에 건설중에 있다.

  ○ 한편, 산자부과제를 통하여 APR1400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저감방안 연구등이 진행되어 

방법론이 제시된바 있으며, IRWST Sparger 증기응축 하중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POSRV Air Vent Load등에 대한 연구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원전설계, 제작 및 건설기술 최적화 원천 기술 개발

  ○ 성과    목표 : 해외 경쟁력을 갖춘 원천적 소유권이 확보된 설계 최적화, 제작 및 건

설최적화 기술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원전설계 최적화 원천기술 개발

      • 수출주도 혁신형 OPR1000 설계 최적화 기술 개발

      • APR1400 안전여유도 및 운전여유도 최적화 기술 개발

      • 위험도 정보 기반 원전 설계 방법론 최적화 기술 개발

      • 원전 디지털 표준화 및 보호계통 최적화 기술 개발

    - 원전 안전계통 및 성능향상 최적화 기술 개발

      • APR1400 안전계통 최적화 기술 개발 

      • 피동형 이차측 냉각 응축 장치 기술 개발 

      • APR1400 SG Secondary Feed/Bleed 기술 개발 

      • 피동형 노심냉각장치 기술 개발

    - 원전 제작 및 건설기술 최적화 기술 개발

      • APR1400 폴라크레인 최적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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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1400 방사선 차폐벽체 최적화 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총 소요단계/총 소요연구비 : 10년(‘07~’16)/3단계/ 700억원

     - 1단계 (‘07 ~ ’09) : 300억원

     - 2단계 (‘10 ~ ’13) : 200억원

     - 3단계 (‘14 ~ ’16) : 20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계통설계최적화기술, 안전계통 성능 평가 기술

I&C 및 MMI 기술

기반기술 NSSS계통설계기술, 공학적 안전계통 기술 

관련기술 출력증강기술, 운영/정비 최적화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될 원천 기술은 국산화된 최적기술로써 지적소유권을 갖으며, 향

후 국내 원전설계에 적용될 최적기술이 되므로, 국내 원전설계 기술을 한 단계 

Upgrade 시킴과 동시에 수출형 원전설계기술을 보유하게 됨.

    - 원전의 해외수출시 주력 원자로인 APR1400 또는 OPR1000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

적으로 향상시켜 APWR 국제 시장에서 기술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OPR1000 및 APR1400의 최적화를 통한 APWR+의 원전 설계기술 확립함.

    - OPR1000 및 APR1400의 해외 수출시, 최적설계 기술을 수입국에 제공할 수 있어 

최적화된 PWR H/W와 이를 구현하는 설계 S/W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 원전 수출기

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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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 기술지도

  ○ 성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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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R 1000, APR 1400 증기발생기 내부구조 

개량 최적화 기술개발

□ 개요

  ○ OPR 1000 증기발생기

     - 재질/구조설계/제작 취약성으로 전열관 파단사고, 원주균열, 마모 등의 각종 손상과  

안전현안이 유발되고 있으며, 손상발생은 전열관 지지구조(확관부, 지지구조물)에 

집중되고 있음. 

     - 매주기 가동중 전열관검사 및 보수비용만으로 호기당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안전성확보 및 손상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APR 1400 증기발생기

     대용량화와 OPR 1000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OPR 

1000에서 경험한 각종 안전성 위해요소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음. 

  ○ 이러한 점들은 운영, 보수, 관리 및 검사 기술력의 향상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들이며,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증기발생기 내부구조(전열관, 지지구조물, 확관부위 등)

에 대한 개량 및 최적화 기술개발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를 통하여 실질적인 신뢰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방법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재료/열수력/기계구조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통합하여 i) 관

련 핵심기술 개발, ii) 개량 및 제어인자 종합도출, iii) 개량 및 제어효과 평가/검증, iv) 

안전성 종합검증으로 진행되는 단계 발전계획으로 OPR 1000, APR 1400 증기발생기

의 내부구조 최적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증기발생기 건전성확보 기술개발 효과와 한계점

       국내외적으로 원전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은 부단히 이루

어져 왔다. 국내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i) 전열관 부식억제를 위한 재료연구, 수화학기

술개발(KAERI, KEPRI), ii) 마모 등의 각종 기계적 손상결함 방지 기술개발(KAERI, 두

산중), iii) 관막음/재생, sludge 제거 등과 관련한 보수기술의 고도화, 국산화(KPS), 

iv) 가동중 비파괴검사 기술요건 강화(KINS, 검사기관), 그리고 v) 운영관리의 최적화

를 위해 2005년부터 국내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관리프로그램개발(KEPRI) 등과 같은 

기술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요소기술들이 한수원, 발전소 현장

에 적용되어 증기발생기의 가동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동중 증기발생기에서는 원인이 잘 알려진 각종 

손상은 물론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크고 작은 새로운 유형의 손상들이 지속적

으로 발생되어 여전히 안전성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 129 -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상기한 기술들이 증기발생기

의 가동 안전성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증기발생기 자체의 신뢰도를 획

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성, 안전성, 건전성 모두를 근본적으로 upgrade 시키는데 직접

적으로 응용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한국 표준형원전 증기발생기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 표준원전 OPR 1000 증기발생기의 경우, 대표적인 손상현안으로서 반진동구조

물 위치에서의 전열관 마모와 관판(tubesheet) 상단에서의 원주균열 손상을 들 수 있

는데 이들 손상은 모두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다른 증기발생기 모

델에 비해서 손상 발생 개수가 많고 발생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특징을 나타낸

다. 한편 이러한 손상들이 원천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보수

관리 방법 외에 손상억제 및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처기술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손상은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OPR 1000의 

mother plant에 해당하는 CE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지지구조물의 피로 절단사고, 전열

관 지지판의 부식손실, 과도확관 부위에서의 결함 등이 최근 현안으로서 이러한 신규 

손상유형에 대한 원인규명 및 안전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PR 1400의 경우, Alloy 690 전열관 재질의 채택으로 각종 부식손상의 발생이 현

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OPR 1000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대용량 설계구조이기 때문에 OPR 1000에서 경험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PR 1000, APR 1400 증기발생기의 내부구조 최적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의 기술 확립으로부터 OPR 1000 증기발생기의 교체, APR 1400 및 

신규 원전건설에 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해외 수출전략형 증기발생기의 원천기

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구개발 여건 분석

       KAERI는 지난 5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손상에 대한 재료/환경/구조적 측면에서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

는 혁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현안인 FIV조건에서의 마모손상에 대한 

열수력적 검증실험을 수행하여,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많은 연구결과들이 안전규제, 

제작, 운영, 검사분야에 feedback되어 실제로 활용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여건의 성숙도와 더불어 다양한 증기발생기 모델(W, Framatome, 

CE, CANDU)의 운전 가동경험과 제작 기술력의 축적 등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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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OPR 1000, APR 1400 증기발생기 내부구조 개량 및 최적화 기술개발 확립

  

  ○ 성과목표

     ∙신뢰도 4배 이상 향상, 내부구조 최적화 고유모델 확보

     ∙수출전략형 고신뢰도 증기발생기 모델 원천기술 확보

  ○ 연구개발 내용

     ∙손상/구조 정밀진단 핵심기술개발

        - 손상-구조요인 정밀진단 및 해석기술 개발

        - 내부구조 개량인자 종합 도출

     ∙재질/구조/환경 제어 종합기술개발

        - 구조/손상 취약부 재질/구조/환경적 제어인자 종합 도출

        - 개량 및 제어에 의한 신뢰성 향상효과 평가

        - 전열관-지지구조물-확관부위 개량요소 제어효과 검증 및 최적화

     ∙열수력/기계구조 핵심 안전성 실증

        - 열수력/기계구조 FIV 실증실험 체계 구축

        - 열수력/구조 안전성 해석모델, 평가기준 개발

        - 구조개량요소 열수력/동적거동 평가

        - 내부구조 최적화를 위한 실증 설계입력자료 생산

     ∙내부구조 최적화 고유모델 원천기술 확보

        - 전열관-구조물 설계개선 사항 종합

        - 내부구조 개량모델 구조/열수력/재료 안전성 종합평가, 검증

        - 내부구조 최적화 모델 설계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0년(‘07~’16)/3단계/ 390억원

      - 1단계 (‘07 ~ ’09) : 90억원

      - 2단계 (‘10 ~ ’13) : 180억원

      - 3단계 (‘14 ~ ’16) : 12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 구 내 용

핵심기술 손상/구조 정밀진단기술, 재료/환경 제어기술, 열수력 실증기술

기반기술 열수력/구조 안전성 해석기술, 기계구조 건전성평가 기술

관련기술  기계 설계기술, 설비 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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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증기발생기 1대 제작가격(약 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향후 이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매출효과와 해외수출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예상됨.

      - 2016년 이후 10년간 20개 호기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 예상시(국내 및 해외)

        매출효과 : 약 400억원/SG X 2대/호기 X 20호기 = 약 1조6,000억원

        해외수출시 경제적 이익 예상규모 : 약 1,500억원 이상

  ○ 파급효과 

    ∙원전 안전 신뢰도 제고

      기존 원전 증기발생기의 취약점이 설계/구조/제작 전반에 걸쳐서 개선됨에 따라 장기  

      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개량모델 원천기술 및 수출 경쟁력 동시 확보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개발, 안전성 종합검증을 통한 고유 원천기술의 확보, 수출기술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증기발생기 

내부구조  

최적화 

기술개발

손상/구조결함 

정밀진단 핵심기술

손상/구조결함 원인대응

내부구조 개량 핵심기술 개량모델 안전성 

종합검증 기술구조/재료/환경

제어 종합기술
제어/개량 효과 평가기술

열수력/기계구조 

안전성 실증기술

개량요소 열수력

안전성 평가기술
구조 설계기술

<성과 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증기발생기 

내부구조 

최적화 

기술개발

손상 제어인자 및 내부 

구조 개량인자 종합

제어효과 검증 및

구조개량 최적화

-내부구조 개량모델

 안전성 종합검증 자료

-내부구조 개량모델

 확립

-수출전략형 고신뢰도

 SG 원천기술 확보

진단/제어/열수력 

종합기술 구축

개량요소 최적화 및

설계 입력자료

개량요소 열수력/구조 

안전성 실증

개량요소 열수력/기계구조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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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플랜트 수출 원천기술 및 경제성 제고 기술개발

1. 수출형 연구로 설계 핵심기술 검증 

□ 개요

    ○ 연구용 원자로의 미래 해외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성능

이 우수한 국내 고유의 연구로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원

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출형연구로 기본 모델의 설계 분야별 핵심개념에 대

한 설계 검증 및 평가 수행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내 

     o 카나다와 공동연구를 통해 ‘95년 하나로를 설계 완공하여 활발하게 운영 

및 이용 중임. 10년간의 하나로 운영 동안 파악된 하나로의 설계 취약점은 

가능한 부분은 개선 및 보완함. 

     o ‘03년부터 하나로의 설계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과 안전성이 제고

된 연구로 개념 개발 연구를 제한적인 범위[부분적 기술 및 software 측면]

내에서 수행중임.

     o 1987년부터 U3Si 분산 봉상 핵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동 방법으로 제조한 연구로용 U-Mo 분말을 

미국과 프랑스 등에 공급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함

   ○ 국외 

     o 프랑스, 일본, 카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이 자체적인 연구로 설계 및 검

증시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가 이집트와 호주에 연

구로를 수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음

     o 미국 주도의 RERTR 프로그램에서 핵저항성이 강한 연구로용 고밀도 U-Mo 핵

연료 개발 연구를 진행중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2009년까지 수출형연구로의 기본모델 개발과 관련 핵연료, 열수력, 계통 및  

      구조, 건물 설계 분야의 핵심 설계개념을 검증하여 입찰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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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목표

-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수출형연구로 기본모델 확보 

- 노심 열수력 설계 핵심 설계개념 검증 완료 

- 원자로구조물, 계통 및 건물의 개선된 설계 개념 확립

- 수출형연구로 핵연료(4.0g-U/cc)의 개발 및 성능 입증

- 영문 입찰 기본자료 준비

      

   ○ 연구개발 내용

- 수출형연구로 기본노심의 핵설계 및 열수력 개념설계

- 핵연료 내구성과 열전달 실험 및 자료 평가

- 핵연료 연계 노심 구조물 설계개념 개발 및 제작 검증 

- 2차 정지계통 개념 검증, 디지털 보호계통 시제품 제작 및 검증

- 계통 및 건물의 웹기반 3차원 설계

- 핵연료 시제조 및 노내조사시험, 조사후 핵연료 성능평가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3년(‘07∼’09)/1단계/85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핵연료 및 노심 열수력 검증시험 및 평가 

원자로 구조물 설계제작 및 계통 설계 검증시험 및 평가

조대립 입자 핵연료 심재 및 박판 제조기술

기반기술

연구로 노심 설계 기술 

원자로 계통 및 구조 3차원 설계 기술

핵연료 심재 제조기술

관련기술
연구로 노심 및 계통 설계 기술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및 연소 성능 평가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2020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연구로의 2/3가 운전 정지가 예상되고 이에 따

라 새 연구로 건설 수요가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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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경험을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된 국내 고유 연구로 모델 개발시 연

구로 및 관련 기술의 수출 전망이 매우 맑음. (20MW의 연구로는 1기는 

부대 실험시설 포함시 약 2500∼3000억원)

- 중/고밀도 핵연료 개발시 전 세계 연구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파급효과 

- 원자로 설계 핵심기술 수출에 따른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에 획기

적 전환점 제공

- 연구로 설계 핵심기술 확보 아울러 국제적으로 기술력 입증으로 

연구로 및 관련 기술 수출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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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단기                 중기                         장기

2007           2009           2011            2014            2016

수출형 

연구로 

핵심기술 

검증연구

수출형 

연구로 

핵연료개발

핵연료 및 노심 
개념 개발 연구

핵심개념 검증시험

기준노심 개념설계
계통/건물3차원 설계

영문 입찰 서류

개념 및 기본설계 상세 설계 건설 및 시운전

 검증시험

U3Si2 고밀도 핵연료 
조사시험 및 실용화

U-Mo 핵연료
제조 및 공정개발

U-Mo 핵연료
조사시험 및 실용화

연구로 수출

수출 확정 시 후속 개발 수행

<성과 지도>

           단기                 중기                         장기

2007           2009           2011            2014            2016

수출형  

연구로 

핵심기술 

검증연구

수출형 

연구로 

핵연료개발

고성능 노심 
모델

핵심개념 검증결과

수출연구로 기준모델 
및 3차원 설계 자료 

영문입찰 
기본서류

개념/기본설계 문서 상세설계 문서 수출연구로 
건설 완공

 성능 평가서

U3Si2 고밀도 핵연료 
실용화 보고서

U-Mo 핵연료시제품 
및 조사거동 평가서

U-Mo 핵연료
조사시험 및 실용화 평가자료

연구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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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설계 핵심코드 개발

□ 개요

   ○ APR1400 등 국내기술로 개발된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추

진하기 위해 원천 소유권이 확보되는 원전 설계 핵심코드를 개

발하고자 함.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부터 LA계약 만료시 제3자 제한 코드의 

사용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고유 방법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

음.

    - 안전해석 코드의 경우 Non-LOCA 해석을 위해 RETRAN을 기

준으로 한 UniCoRn-TM 코드체계를 개발하였고, LOCA 해석을 

위해서는 RELAP 코드가 기반이 되는 KREM 방법론을 개발하여 

인허가 중에 있음.

    - 핵설계 코드의 경우 WH 코드체계인 Paragon/ANC를 CE형 원전

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인허가 중에 있음.

    - 하지만, 두 체계 모두 국내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해외 수

출시 원천적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됨.

  ○ 이와 병행하여 원자력중장기 과제를 통해 범용 안전해석 코드인 

MARS 코드가 개발이 완료되어 검증해석과 발전소 교육훈련용으로 

활용 중에 있음.

    - MARS는 개발 시 코드구조체계개선, 다차원해석모델과 고유열수

력모델 개발 등을 통해 국산코드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APR1400 및 OPR1000용 열수력 종합실증실험장치인 

ATLAS가 구축되는 등 국산 코드 개발의 원천이 되는 인프라는 갖

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체적인 산업계 Vendor고유의 코

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해석코드 개발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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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미국의 경우 NRC를 중심으로 통합 안전해석 코드인 TRACE가 

개발중이며, 각 Vendor들은 기존의 EM 코드체계에서 벗어나 최

적해석 코드를 자체 개발 및 활용 중임.

    - 프랑스는 1979년부터 CATHARE 코드 개발을 착수하여 국제적

으로 수행된 다양한 실험 평가 및 자체 실증실험 설비인 

BETHSY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현재 3차원 모듈이 구비된 코드

체계를 활용 중임.

    - 독일은 규제기관인 GRS가 주관이 되어 ATHLET 코드를 개발하

였으며, 현재 중대사고 해석 등과 연계할 수 있는 ATHLET-CD

를 개발하였음.

    - 캐나다에서는 AECL이 CATHENA 안전해석코드를 개발하여 산

업계에 활용하고 있고 현재 최적평가방법론을 개발 중임.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원천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원전 설계 핵심코드 

개발

  ○ 성과목표 : 원천적인 소유권이 확보된 계통 안전해석 코드와 핵

설계 코드의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계통안전해석 코드 개발

      • 계통안전해석 코드 기본 및 세부 개발요건 수립

      • 원시코드 원형 개발

      • 설계코드 개발 및 검증

      • 불확실도 평가 및 발전소 적용

    - 핵설계 코드 개발

      • 핵설계 코드 기본 및 세부 개발요건 수립

      • 원시코드 원형 개발

      • 설계코드 개발 및 검증

      • 불확실도 평가 및 발전소 적용

    - 계통안전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 수행

      • 실증실험 Test-Matrix 확정

      • 코드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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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결과 분석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9년(‘07~’15)/3단계/ 280억원

      - 1단계 (‘07 ~ ’09) : 110억원

      - 2단계 (‘10 ~ ’12) : 110억원

      - 3단계 (‘13 ~ ’15) :  60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될 설계코드는 이후 발전소의 설계 및 운

영에 활용하며, 이에 따라 코드 도입에 따른 비용 대체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원전 설계의 기본 코드로 활

용이 가능함.

    -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시 수입국에 대한 원천 기술의 전

수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 원전의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음

  ○ 파급효과 

    - 계통안전해석 코드 및 핵설계 코드의 개발은 열수력 실험, 안전

해석, 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되는 과제로 국내 원

자력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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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중기                                 장기

2007                  2009               2011               2013                       2016

원전 설계
핵심코드

개발

개발요건 
수립

통합 안전해석
원시코드 원형 개발

코드 검증
인허가 및 적

용

핵설계 원시코
드 원형 개발

코드검증, 인허가 
및 적용

검증실험 
요건 수립

코드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

□ 

단기                                중기                                 장기

2007                  2009               2011               2013                       2016

원전 설계
핵심코드

개발

코드개발 
요건서

통합 안전해석 코드 
원형

통합 안전해석 
코드

평가보고서

핵설계 코드 
원형

핵설계 코드 및 
평가보고서

Test Matrix 실험 자료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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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기 국산화 (국산 RCP 설계기술 개발)

□ 개요

○ 국산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 RCP) 설계기술, 제작기술, 성

능시험 기술개발 

□ 국내ㆍ외 기술개발 동향

○ 상용 원전 가동 이후 30년 넘도록 turn-key 방식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RCP의 

독자적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며 현재 중소형 원자로 냉각재펌프 설계, 제작, 성

능 시험과 관련된 기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 국내 기계연구원(KIMM)은 원자로 운전조건(310℃, 15 MPa)에서 중형 펌프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루프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자로급 펌프의 성능

시험 경험이 있음

○ 한국표준형원전(KSNP)에 사용되는 RCP 전량을 WEC 사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 RCP를 공급하는 회사는 WEC(미국) 사외에 KSB(독일), ANDRITZ(오

스트리아) 등과 같이 다수가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국내에서 형성된 원전용 펌프와 관련된 설계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산 

RCP 설계기술 개발

○ 성과목표

-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RCP를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RCP로 대체할 수 있으

며, 원전 수출 시 원전용 주기기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

○ 연구개발 내용

- RCP 설계 관련 규정(KEPIC, ASME, NEMA, SRP)과 특허에 대한 기술 현황 

분석 

- 원자로 계통 연계기술 개발 

ㆍ원자로 계통과 RCP와의 연계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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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자로 안전해석용 RCP 특성곡선, coastdown, homologous curve 해석기

술 개발

- 국산 RCP 설계기술 개발 

ㆍ대형 임펠러, 디퓨저 수력학 특성 해석기술 개발

ㆍ대형 모터 설계기술 개발

ㆍMechanical seal, 냉각기, 회전축, 베어링, 플라이휠 설계기술 개발

ㆍ설계규정에 따른 지구조물 및 주요 부품 설계/해석기술 개발

ㆍ국산 RCP 설계 사양서(DDS 3, DDS 2, DDS 1) 작성

- 국산 RCP 제작기술 개발 

ㆍRCP 핵심 부품 제작 및 성능평가 분석

ㆍ국산 RCP 원형 제작기술 개발 

- 국산 RCP 성능시험 기술개발 

ㆍ원전용 일차냉각재 펌프의 성능시험 요건서 개발

ㆍ국산 RCP 특성 시험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1 단계 (‘07 ~ ’09): 45억원

- 2 단계 (‘10 ~ ’13): 100억원

- 3 단계 (‘14 ~ ’16):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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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원전용 펌프(모터 포함) 설계기술

기반기술
수력학 설계기술, 구조설계기술, 전자기 설계기술, 

회전동역학 해석기술

관련기술 대형 펌프(모터 포함)제작/성능시험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국산 RCP 개발로 현재 수입되고 있는 RCP의 막대한 비용(약 300억원/호기)

을 저감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국산 RCP의 설계, 제작, 성능시험 기술개발로 국내 대형 펌프사는 독자적으

로 원전용 대형 펌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음

- 원전용 주기기(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함께 핵증

기 공급계통(NSSS)의 완전 기술 자립으로 원전의 해외 수출 시 기술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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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핵 심 기 기 

국산화 (국

산 RCP 

설 계 기 술 

개발)

<성과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3      3단계     2016

핵 심 기 기 

국산화 (국

산 RCP 

설 계 기 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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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기 국산화

□ 개요

○ 상용 원전 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계통 개발

□ 국내ㆍ외 기술개발 동향

○ 국내 표준원전 가압경수로용 제어봉구동계통은 70년대 초에 개발된 기기로서 전

체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제어봉구동장치에 장착된 자석 및 위치지시기는 기기 자체가 구형임은 물

론이거니와 위치지시기의 경우,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의 크기 제약으로 인해 

안전등급의 4 channel을 구현하지 못하고 2 channel로 장착되어 있음.

○ 2 channel 위치지시기로 인하여 노심보호용 제어봉위치지시 신호는 signal 

multiplexing을 필요로 하는 등 안전신호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

며, 위치지시 신호를 사용하는 계통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는 등 계통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위치지시기에 사용되는 소자들(리드 스위치, 영구자석 등)은 그동안 놀랄 만큼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이런 소자들을 사용할 경우 획기적인 성능향상으로 오작

동 예방 및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 

○ 상용 원전 가동 이후 30년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는 제어봉구동장치의 독자적 기

술개발은 필연적이며 현재 표준원전 설계 및 운전경험,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시

의 CEDM 성능시험, 일체형원자로(SMART) CEDM 개발 경험 등으로 제어봉구

동계통 설계, 제작, 성능 시험과 관련된 기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 제어봉구동계통에 대한 기술자립은 노심보호 및 감시계통과도 연관이 있어 노심

보호 및 감시계통의 궁극적인 기술 고유화는 제어봉구동계통의 하드웨어적인 

개발부터 시발되어야 함.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계통 개발 및 성능검증 

○ 성과 목표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계통 개발 및 해외 수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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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확보 

○ 연구개발 내용

- 원전 제어봉구동계통 개량인자 종합 분석

ㆍ제어봉 구동장치 형식 및 구동 mechanism 분석

ㆍ특허 등 지적재산권 현황 분석

ㆍ표준원전 제어봉구동장치 성능개량 및 기술자립 인자 종합 분석

- 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계통 모델 및 기술개발

ㆍ제어봉구동장치 모델 개발

ㆍ구동장치 작동 기구 및 건전성 해석

ㆍ기계구조 건전성 및 전자기장 해석

ㆍ4채널 개량형 제어봉위치지시기 개발 및 검증

ㆍ제어봉구동장치 제어 logic 개발

ㆍ제어봉집합체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제어봉구동계통 설계 및 제작

ㆍ설계/제작 요건서, 설계사양서, 제작절차서 및 구매사양서 개발

ㆍ 핵심부품 제작 및 성능 평가

ㆍ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장치 원형 제작

- 제어봉구동계통 설계 및 성능 종합 검증

ㆍ시험장치 설계, 검증시험 요건 및 절차서 개발

ㆍ성능검증 고온고압 열수력 시험

ㆍEQ 검증시험 - 내방사선, EMI/EMC 검증

○ 총 연구기간/총 소요단계/총 소요연구비 : 8년(‘07~’14)/3단계/185억원 

- 1 단계 (‘07 ~ ’09) :  65억원

- 2 단계 (‘10 ~ ’12) :  98억원

- 3 단계 (‘13 ~ ’14) :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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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계통설계 기술, 구조설계 기술, 원자력공학 기술, 

전자기장 해석기술, I&C 기술

기반기술 재료공학 기술

관련기술 제작 기술, 성능/검증시험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시장성 

- 기술자립형 제어봉구동장치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

- 개발 기술의 기존원전 적용으로 성능 및 신뢰도 향상

- 상용원전 기기교체 적용시 수입대체 효과로 경제성 제고

○ 파급효과

- 제어봉구동계통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

- 노심보호/감시계통 기술 고유화

- 안전등급 4채널 제어봉위치지시 구현에 따른 계통 단순화 및 신뢰도 증진

- 개발 기술을 기존 상용로에 적용시 성능 및 신뢰도 향상

- 측정용 센서 제작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및 관련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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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2      3단계   2014

핵심

기기 

국산화

제어봉구동장치 

개량인자 분석 

및 모델 개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원형제작

고온고압 

성능검증시험 및 

종합 평가

기계적 건전성, 구동기구 및 

전자기장 해석

핵심부품 mock-up 제작 

및 성능 검증

실증시험 반영 설계 

최적화

4채널 위치지시기 설계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위치지시기 시제품 

성능 및 EQ 검증
설계최적화

제어봉집합체 개량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개량형 제어봉집합체 제작 

및 성능 평가
설계최적화

<성과지도>

2007      1단계 2010      2단계     2012      3단계   2014

핵심

기기 

국산화

설계요건서, 기본설계보고서 설계시방서, 상세설계보고서 최종 보고서

제어봉구동장치 핵심 부품 

mock up

제어봉구동장치 원형,

성능검증 시험시설

고온고압 성능시험 

보고서

위치지시기 설계사양서 및 

핵심 부품 mock up
4채널 위치지시기 원형 최종보고서

제어봉집합체 설계사양서 및

핵심부품 mock-up 
제어봉집합체 원형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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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제 원자력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사업

1. 국제원자력공동연구

□ 개요

  과제명: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는 2006년부터 재료 시험용 연구로인 JHR(Jules Horowitz Reactor, 100 MW

급, 2013년 가동목표)를 국제공동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음

  ○ 프랑스 측은 지난 2005년 3월 과학기술부총리/CEA 청장 간 면담시 한국의 참여를 요

청한 바 있으며, 이어 원자력국장/CEA국제협력국장 간 면담(‘05. 4), 주한프랑스대사/

원자력연구소장(’05.5 및 05. 11) 간 간담회 등에서도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Gen IV를 미래 혁신형 원자로로 고려를 하고 적극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핵연료나 재료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 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국제 협력 다변화 및 외교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

여는 매우 바람직 하다고 판단

  ○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본 JHR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다방

면의 연구 기대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과제명: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 기존 원전의 60GWD/MTU 이상 고연소 적용 및 SMART-P나 HTGR를 비롯한 특수 

목적의 원자로 개발로 인해  국내 가동 및 건설 예상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도록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모델 개선 및 특수 목적 원전 

건설을 대비한 모델 개발과 선원항 DB를 구축하는 것임

  과제명: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 Gen IV, IAEA INPRO 국제공동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핵

심기술을 확보하고 시나리오 연구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전

략 방안 도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과제명: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적으로 연구로는 점점 노후화 되고 연구로를 건설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en IV 원자로 시스템이나 INPRO 개발 등은 관

련 재료 및 핵연료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로 개발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임

  ○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연구로를 건설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건설 이용하는 것이 경

제적 활용적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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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 현재 가동 원전은 약 40 GWD/MTU 연소후, 사용 후 핵 연료로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60 

GWD/MTU 이상 고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전환 하는 것은, 핵연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

과  저장 및 영구 처리에  고비용이 요구되는,  사용후  핵연료양을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적용이 예상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원전에 대해  약 100 GWD/MTU  적용을 목표로 관련 핵연료와  피복관 개발 

연구를 설계 기준 사고에 대비, 진행중임

  ○ 그러나 중대사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선원항 평가코드들은 단지 약40 GWD/MTU 연소  

준위를  예상한 실험 자료와 현상관련 모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연소 핵연료 (약  

40  GWD/MTU 이상) 특성으로 인한  노심 손상과  핵분열 생성물 방출관련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현실임

  ○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 적용 원전의 중대 사고시  선원항 평가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 자료 확보가 필수적임. 국내경우 빈약한 실험시설과 시설 구축시  예상될  막대

한 비용과 핵물질 사용시 제한점을 고려할 때, IRSN에서 수행 예정인 고연소및 특수  

핵연료 선원항 평가 연구관련 ‘ST 실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는 고연소  선원항 평가  

연구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예상 참여비 총 약6억3000만원/6년). 

  과제명: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 2004년 기준 국내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로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96%를 해

외에서 수입중임

  ○ 총 전력생산 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38%로 에너지 자립도는 18%임

  ○ 국내 에너지 자립도 증가를 위해 원자력발전은 필수임

  ○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

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소듐냉각 고속로는 Gen IV 고속로 노형 중 가장 기술개발이 앞선 상용화 직전에 다다

른 노형으로 기존 경수로에 비해 천연우라늄 이용률이 60배 이상 높고 또한 핵변환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감소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음

  ○ 프랑스는 2006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선정하고 2040년경에 상용 고속로를 도

입할 계획임

  ○ 미국은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를 통해 유카마운틴 처분장 외에 추가 처

분장 건설을 배제하고자 함. 이를 위해 Gen IV 원자로를 도입하여 핵변환을 통해 고

준위폐기물 양을 줄여줌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리비를 낮추고자 함

  ○ IAEA는 INPRO 프로젝트를 통해 Gen IV 원자로와 같은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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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 중인 JHR 연구로 건설 계획의 진단.

   • 전체 소요 비용

   • 건설 일정

   • 재원 조달 방법

- 아국의 참여 방법 연구

   • 연구로의 활용성

   • 재원 조달 방법

- 협력 협약서 검토

   • 참여 조건

   • 비용 분담 및 협상

   • 참여 시 법적 문제

- 사업 관리

□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 

  

과제명 연구개발 목표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 건설 

사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의 참여 방안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보 연구로 건설 사

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고연소 적용 원전 및 특수 핵연료 (예 MOX, 

SMART-P 및 HTGR)로 

     부터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하

에서 선원항 평가 모델 개발 및 선원항 관련 

data base 구축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2011년까지 소듐냉각 고속로 연계 국내 사

용후핵연료 관리전략안 제시

  ○ 성과목표 : 

과제명 성과목표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형 원자로 시

스템의 재료 개발 및 연료 개발에 적극 활용

하고, 나아가 기존의 운영 중인 원전에도 필

요시 활용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고연소 적용 원전 선원항 평가 모델 개발 및 

특수 핵연료 선원항 DB 구축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핵심기술 개발 및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경제성 평가

  ○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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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국 측면에서의 사업 진도 관리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 적용 원전의 선원항 평가 모델 개발

   • 고연소 조건에서 기존 중대사고 코드 선원항관련 모델 중 

변경이 필요한 현상규명

   • 고연소시 변경 필요 현상들에 대한 개별 모듈 개발 및 검

증

   • 개발한 고연소 개별 모듈들을 기존 중대 사고 코드내 반

영시켜, 반영된 종합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고연소 모의 

능력 평가와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개별 모델 

지침서 발간

   • 고연소 및 특수 원자로 선원항 평가 국내 및 국제 워크숍 

개최

- MOX를 비롯한 특수 핵연료 선원항 관련 실험 자료 Data 

Base 구축

   • 관심 특수 핵연료 대상 결정 및 관련 실험 및 계산 자료 

수집

   • 구축할 Data Base의 기본 구조 개발

   • Data Base 구축 

- 독자 선원항 종합 실험 연구 시설 체제 구축 

   • IRSN의 중대사고 조건하에서의 선원항 관련 실험 시설 

평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국내 가용 시설을 활용한 중대사고시 선원항 관련 보조 

실험 자료 생산 

   • 독자적인 국내 종합 선원항 평가 실험 연구 시설 개념 설

계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 고유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노심모형 개발

   • 용량 선정

   • 노심 장전모형 선정

-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특성 최적화 기술 개발

   • 핵변환율 최적화

   • 소듐기화계수 최적화

- 소듐냉각 고속로 시나리오 옵션 연구

   • 시나리오 설정

   •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분석

- 예비 경제성 평가

   • 경제성 평가 DB 구축

   • 예비 경제성 평가

-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개념 개발

   • 기계구조/유체계통/BOP 시스템 개념 구성

   • 핵연료주기 시스템 개념 구성

-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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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시장성 파급효과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향후 미래형 원전 건설에 

대비한 재료 개발 및 연료 

개발에 본 연구로의 

적극적인 활용

- 현재 수행 중에 있는 ITER 

프로그램과 본 과제를 

연계할 경우 많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또는 

참여국가들과의 원자력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 국제적인 고연소 적용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원전 

수출시 반드시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될 고연소 관련 

- 기존 SA 해석 코드에는 

없는 고연소 해석 능력 

보완으로 코드 국산화 

개발에 기여

   ○ 총연구기간/총소요단계/총소요연구비 :

프랑스 JHR(Jules Horowitz Reactor) 연구로의 건설 

및 이용 사업의 효율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10년(‘07~’13)/1단계/ 200억원

     - 1단계 (‘07 ~ ’13) : 200억원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6년(‘06~’11)/3단계/ 12억원

     - 1단계 (‘06 ~ ’08) : 6억원

     - 2단계 (‘09 ~ ’10) : 4억원

     - 3단계 (‘10 ~ ’11) : 2억원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5년(2007~2011) / 2단계 / 50억원

     - 1단계 (‘07 ~ ’09) : 28억원

     - 2단계 (‘10 ~ ’11) : 22억원

계 262억원

 

 

□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구분 연구내용

핵심기술

- 중대사고를 포함 원전사고에 대한 고연소 영향 평가 기술

- 다양한 핵연료로 부터의 선원항 평가 기술

- 독자적인 종합 선원항 평가 연구 실험 시설 구축 기술

- 핵변환특성 최적화 기술

기반기술

- 열유체 기술, 에어로졸 동역학 기술, 재료 공학 기술, 물질내 

기체확산 기술, 수조내 이온 평형화 기술, 비선형 수치 해석 

모의 기술소듐냉각 

- 고속로 노심설계 기술, 시나리오 분석 기술

관련기술

- 원자력공학 기술, 화학공학 기술, 재료공학 기술, 기계공학 

기술, 전산공학기술

- 경제성 평가 기술

□ 시장성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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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독자 개발을 통한 

국산 코드내 보완은 시장성 

우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됨

- 국내 건설 예정인 SMART-P 

및 HTGR 선원항 평가 능력 

확보

- 추후 중대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조건에서 국내 

독자적으로 선원항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실험 시설 구축 능력 개발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 처분장의 소요면적 1/100로 

감소, 천연우라늄의 활용도 

60배 이상 증가, 처분장 

관리기간 1/100로 단축이 

가능한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핵심기술 확보

- 경수로만을 사용할 때 보다 

원자력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우라늄 이용률 

60배 이상이 가능함. 따라서 

원자력에 의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가능

- 핵변환 특성을 극대화 하면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의 환경 

친화성 확보 가능

□ 단계별 기술 및 성과 지도

<기술 지도>

2006   1단계   2008 2009      2단계       2010 2010   3단계   2011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

구

고연소, 특수핵연료 가 

중대사고시 선원항 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 

고연소 관련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타당하고, 수치 

해석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된 개별 모듈들을 

기존 종합코드에 연관 

시킬 수 있는 기술

고연소, 특수 핵연료 

선원항 관련 논문, 

보고서들을 신속하게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고연소, 특수 핵연료로 

인한 선원항 관련 자료 

를 체계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data base전산프로그램화 

기술

IRSN 선원항 연구 

실험 시설을 

기술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IRSN 실험 시설 중 국내 SA 

실험 시설 여건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술 

독자 선원항 평가 연구 

종합 실험 시설 구축 

기술

국내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 

선원항 관련 연구 정보 수집

국제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 선원항 관련 

연구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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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1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노심구성 
기술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특성 최적화 기술

시나리오 설정 및 핵연료 
물질흐름 분석 기술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구성 
기술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경제성평가 DB 
구축 기술

소듐냉각 고속로 경제성 평가 
기술

<성과 지도>

2006   1단계   2008 2009      2단계       2010 2010   3단계   2011

신원전 및 

고연소 

핵연료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

구

고연소, 특수핵연료가 

선원항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술 보고서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 선원항 

모의 개별 모듈 개발 및 각 

모듈의 사용 지침서 발간

고연소, 특수 핵연료 

선원항 모의 종합 코드 

개발 (MELCOR/HB) 및 

평가, 검증 보고서 발간

고연소 선원항 관련 

수집 data book 작성

고연소, 특수 핵연료 

선원항 DB 개발 및 

지침서 발간

IRSN 선원항 연구 

실험 시설의 평가 기술 

보고서

국내 중대사고 실험 시설을 

통한 보완 자료 생산

독자 선원항 평가 연구 

종합 실험 시설 제안

고연소, 특수 핵연료 선원항 

워크숍 국내 개최

고연소, 특수 핵연료 

선원항 국제 워크숍 

개최

2007           1단계            2009 2010      2단계       2011

지속가능 

제4세대 원자로 

시나리오 연구

고유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노심모형 

소듐냉각 고속로 핵변환 
특성 최적화   보고서

소듐냉각 고속로 시나리오 
옵션 분석 보고서

고유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경제성평가 DB 
구축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경제성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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