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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래원자력기술 국제공동연구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공

통의 명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목재에서 석탄으로 바 었고, 그 다음은 석유로, 

다시 천연가스로 바 어 왔으나 이는 유한한 자원을 써 없애버리는 자원의존 소비형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문명의 그늘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에 지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화석연료 소비의 감축이나 이를 체할 연료로서 온실가스 방출이 

고 지속 이며 신뢰성 있는 규모 력공 원으로, 재 실증된 유일한 규모 에

지공 원 안은 바로 원자력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은  세

계 으로 기 부하용 력원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산업공정열, 지역난방, 

장기 으로는 수소 생산과 같은 비 력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이용 확 가 추진될 것으

로 망된다. 한 사용후핵연료를 에 지 자원으로 재순환/이용하게 된다면 에 지 

공 에서 그 기여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인 수요에 부응하며 원자력의 이용 확 를 해서는 증하는 사용

후핵연료를 환경 친화 으로 리하고 궁극 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에 따

른 문제 을 기술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화석연

료를 체할 미래의 청정에 지인 수소를 본격 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시 에 조기

진입하기 해서는 수소를 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안  하나인 원자력 

기술개발을 극 이며 지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을 심으로 추진 인 Gen IV 공동개발과 미국과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I-NERI 로젝트를 수행 이며 국내 으로는 4세  원자

력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를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해, 지 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한 국제 동향의 악과 원자력 

선진 기술 확보 련 국제 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과 정립  공동연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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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한 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한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ERI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한 제반 사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사/

분석,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  참여 지원,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지원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연구 목 의 달성을 해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사∙분석

○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지원

○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  참여 지원

  - GIF 회의에서의 기술 /법률  검토를 통한 회의 참여 지원

  - SFR SIA 로젝트 상회의 참여  진행상황 보고

○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추진지원

  - I-NERI 련 기술/법률 사안에 한 지원

  - BINERIC 회의 참가  련 활동 지원

 

Ⅳ.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제 원자력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공동

연구개발 로그램인 GIF, I-NERI의 추진동향을 분석하 다. 한 4세  원자력시스템

의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를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 다.

(1) 2010년 국제 원자력 동향 분석

국제에 지기구가 발간한 “세계에 지 망 2010”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조사하 다. 한 2009년 국제 원자력 발  황  국제 핵연료주기 산업 황을 조

사하 다. 끝으로 미국, 일본, 랑스 등 주요국의 최근 원자력 동향을 분석하 다.

(2) Gen-IV  I-NERI 추진지원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추진을 한 GIF 회원국간 의에 참여하 으며, 력 기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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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력활동을 수행하 다. GIF 정책그룹  문가그룹 표로 활동하여 공동

연구 정 등의 안  공동연구계획 검토에 참여하 으며 SFR 시스템종합/평가 로

젝트 상회의에 참석하 다. 한 한미 BINERIC 참여와 지원을 통한 국제 력  

I-NERI 추진 력기반을 구축하 다.

(3)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동향 분석

2008년 12월 수립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시스템별 연구개발 황을 분석하 다.

Ⅴ. 활용 건의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동향 조사∙분석  국내추진체제 운  지원을 통

해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율  개발  국제공동연구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고 원자

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증진

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 된다. 

한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있어 기술/법률  지원을 통해 Gen-IV 공동연구의 효율

 성과 리에 기여하고 GIF, BINERIC 회의 참여  지원으로 우리나라와 선진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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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intensifying efficienc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energy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world is facing the probl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both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Humanity has 

shifted its choice of energy source from wood to coal, to oil, and to natural gas, 

but all there fuels constitute a paradigm that depends on limited resources, which 

will lead to their eventual depletion. Now is the time for the world to seek a new 

energy paradigm and overcome our shadowy reliance on oil, which produces 

greenhouse gases. 

At this time,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nd people are recognizing that 

nuclear energy is the only proven alternative energy source that can reduce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or replace them, generate minimal greenhouse gases, 

and provide massive volumes of reliable electricity. As such,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tinue to serve as the source of base load electricity around the wrold, 

while countries in the long term will likely expand the use of nuclear energy for 

purposes other than electric power sources, including heat for industrial processing, 

district heating, and means of hydrogen production.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corresponding international 

demand, it should be prerequisite to seek for the solutions to the unavoidable 

problems following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or exampl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afe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clear hydrogen system actively as one of 

potent candidates for mass production of hydrogen, for the early entrance into the 

age of hydrogen economy when hydrogen is used as a substitute for fossil fuel.

Recently,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driven by the countries hold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s the Gen IV of the GIF and Korea and U.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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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d in the I-NERI. Also, Korea has launched long-term R&D plan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s in home.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concerning acquisition of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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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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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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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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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i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en IV expected to initiate 

earnestly in the near future,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I-NERI program.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domestic 

trends in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develop the participation strategy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Gen-IV technology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alyze the domestic long-term R&D program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 and assist its implementation.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For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carried out. 

○ Analyze the international/domestic trends in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 Analyze the domestic long-term R&D program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 

and assist its implementation

○ Develop the participation strategy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Gen-IV technology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 Support the delegation by reviewing the agenda of GIF meetings in the 

technical and legal perspective

   - Participate in the SFR SIA PA negotiation meeting and report it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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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port a delegation by reviewing the agenda in the technical/legal point 

of view

   - Participate in the BINERIC meetings and Support the relat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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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AJOR RESULT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lobal nuclear trends of 2010 and the status of 

GIF, I-NERI program which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lso we examine 

the domestic R&D state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for developing core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of Gen-IV nuclear energy system.

(1) Analyze global nuclear trends of 2010

This study analyzed the "World Energy Outlook 2010" report published by IEA 

and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lso, we investigate 2009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state and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industry. At the end 

currently nuclear trends of major countries such as US, Japan, France were 

surveyed.  

(2) Supp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for GIF and BIN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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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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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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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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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the issues as collaborative agreement and the 

reviewing the research plan, have negotiated project arrangement of SFR SIA 

project. Als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the effort for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were being don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Bilateral I-NERI Committee between Korea and US.

(3) Survey and analyze R&D trends of future nuclear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Dec. 2008, were discussed. Also, R&D 

state of each system(SFR, PYRO, VHTR) was surveyed and analyzed.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This study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through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Gen IV R&D activity an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by 

enhancing the linkage between the Gen IV collaboration and th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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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s such as "The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and 

"5-year plan for nuclear R&D". Also, It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en IV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y technical/legal assistance and activat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in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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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지속 인 사회․경제  발 을 한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잠재 으로 래될 환경 

 사회․경제  효과에 처할 수 있는 에 지를 확보하는 것은 21세기에 세계 사회

가 풀어야 할 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에 지 공  추세는 지

속가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는 인공 인 CO2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과 에 지의 가격 인상  공  불안정에 따른 사회․정치  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면서, 화석

연료를 체하기 한 청정 에 지원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화석연료 소비의 감축이나 이를 체할 연료로서 온실가스 방출이 

고 지속 이며 신뢰성 있는 규모 력공 원으로, 재 실증된 유일한 규모 에 지

공 원 안은 바로 원자력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원  건설 등 원자력산

업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 수요에 부응하며 원자력의 이용 확 를 해서는 증하는 사용

후핵연료를 환경 친화 으로 리하고 궁극 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에 따

른 문제 을 기술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화석연

료를 체할 미래의 청정에 지인 수소를 본격 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시 에 조기

진입하기 해서는 수소를 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안  하나인 원자력 

기술개발을 극 이며 지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국제 으로 원자력선진국을 심으로 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Gen-IV)이 추진 이다. Gen-IV는 안정 이고 환경친화 이며  폐기

물 리  핵확산 험 등을 기술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원자력 시스

템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Gen-IV의 연구개발의 국제  추진을 해 결성된 GIF

는 2002년 문가 검토를 거쳐 제4세  원자력시스템으로 6개의 시스템1)을 선정하고,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 재 6개 시스템  4

개 시스템에 한 약정이 체결되어 회원국간 국제공동 연구가 진행 이며 2개 시스

템은 공동 연구 활성화를 해 MOU 체결이 진행 이다. 한편 미국, 일본, 랑스 등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향후 형

성될 미래형원자로 시장을 선 하기 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병행하여 독자 인 

1)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VHTR), 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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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05년에 GIF에 가입2)하고 2006년부터 제4세  원자력시스템 

,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기술  해결능력 확보와 력공 을 한 소듐냉각고속로

(SFR)와 미래 청정에 지원인 수소의 량 생산·공 을 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

템(VHTR) 등 2개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를 소듐냉각고속

로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한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이로(Pyro) 건식처리3) 기술을 

2002년부터 미국과 국제 원자력 연구 로그램4)을 통해 공동 개발 이다. 2008년에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을 일 되고 체계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Gen-IV 국제공동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1년부터 I-NERI 사업을 통

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I-NERI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숙원사업인 핵연료

주기기술 확립과 제4세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공동 력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지 까지의 미래원자력시스

템 연구개발 추진에 한 국제 동향을 악하며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련 우리나라 

입장의 분석과 정립  공동연구 추진을 한 력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한 향후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ERI 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한 련사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

하다.

제 2   연구 목표  내용

본 연구는 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한 

방안 개발, I-NERI 추진을 한 략 수립  국제 력을 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제원자력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공동연

구개발 로그램인 GIF, I-NERI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동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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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기 으로 4개 원자력시스템 약정이 발효되었으며 9개 

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GIF 정책그룹 회의의 의제별 주요 

2)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한 국제 력을 한 기본 정 가입안 (2005년 8

월 국무회의 의결)

3) 이로(Pyro) 건식처리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분리‧정제하는 기술로서 순수한 루토

늄 회수가 불가능하여 핵무기 용가능성이 없어 국제 으로 핵비확산성이 인정되는 공정임.

4)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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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고 4차례의 상회의를 가진 SFR SIA 로젝트의 상 황을 요약하

다. 한, 2009년 GIF 연례보고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별 추진 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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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국제 으로 추진하기 한 것으로, 미국은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력을 통

해 자국의 원자력연구개발 인 라를 구축하고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 으

로 추진하기 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

(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하여 재 총 41개 과제  26개가 

완료( 단 포함)되었고 15개 과제가 수행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원자력 공동연구를 

한 I-NERI의 재까지의 기술 력동향과 2010년 상/하반기 BINERIC 회의의 주요결

과를 정리하 다. 한 2007년부터 선정된 주요 I-NERI 과제들의 연구개발 황을 요

약 정리하 다.

정부는 국내외 원자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원자력시스템 련 장기 인 연구 개

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2008년 심

의 의결하 다. 본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평화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산성 

이로 건식처리와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 개발,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추진계획의 확정 후, 이의 효율  추진

을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리 규정을 제정하고 미래원자력시스

템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미래원자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기획∙평가∙
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

템의 각 분야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하 다.

제 3   연구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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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련된 국제동향의 모니터링과 련 자료의 조사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는 GIF, Gen IV 기술지도, BINERIC 등의 회의 결과와 진행

상황에 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의 일환으로 GIF 정책  문

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된 문가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 계자들에게 송부되도록 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 다. 회의 참석결과는 정리되어 계부처로 보고되게 하 고, 출장보고서로 작

성하여 지속 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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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국내의 GIF 계자들로 구성된 정책 의회의 운 으로서, 이를 통하여 

GIF 요 정책  결정사항에 한 문가  검토와 자문을 받도록 하 다. GIF 정책

그룹  문가그룹회의 의제검토, 주요 안 사항(SIA 상회의 의제  우리나라의 

입장 검토)에 한 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된 정책사항은 국내 Gen-IV 사무국 

 정부 계자에게 건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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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계자들에

게 지속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한 원자력학회 등을 통하여 세미나와 워크 을 개

최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 다. 특히, 련 분야의 문가와의 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안사항

에 해 의견을 수렴하 으며, 그 결과는 계 부처에 보고되어 정책 으로 반 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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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010년 국제 원자력 동향

제 1   국제 원자력 환경  황

1. 에 지동향

2010년 국제에 지기구(IEA)가 2035년까지 에 지 시장을 망하며 발표한 “세계

에 지 망 2010 (World Energy Outlook)5)”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 지 발 비

은 2008년 19%에서 2035년 33%로 14% 증가해 재 석탄발  비 에 근 할 것으로 

측 다. 이에 비해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 비 은 2008년 68%에서 

2035년 55%로 13% 감소할 것으로 상 다. 특히 석탄발  비 은 08년 41%에서 

2035년 32%로 감소할 것으로 망 다.

신재생에 지 가운데는 수력과 풍력이 주도  치를 차지하고, 태양 발  비

은 체 발 비 의 2% 수 에 그칠 것으로 IEA는 측했다. 이같은 신재생에 지 수

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2035년까지 약 25년간 총 5.7조달러 투자가 상된다고 IEA

는 덧붙 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ㆍ원자력ㆍ신재생에 지원 등 1차 에 지 수

요는 2008년 123억TOE(석유환산톤)에서 연평균 1.2%씩 증가해 2035년에는 총 36% 늘

어난 167억TOE가 될 것으로 망 다. 석유 수요비 은 2008년 33%에서 2035년 28%

로 감소할 것이며, 신재생에 지 수요비 은 7%에서 14%로 늘어날 것으로 상했다.

평균 원유가격은 생산 둔화에 따라 2009년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2035년 113달러 

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상했고, 천연가스는 향후 25년간 세계 에 지 수 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 설비과잉으로 장기간 가격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측했다.

IEA는 재 추세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29기가톤(Gt)에서 2035년 35Gt

에 달하고, 온실가스 농도가 650ppm으로 지구 온도를 3.5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2도 상승제한 목표달성을 

해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과 신흥국의 화석연료보조  폐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구온난화와 원자력

세계 경제가 확 되고 고도화되면서 환경에 한 부하가 지역 차원을 벗어나 지구 

5) OECD/IEA(2010), World Energy Outlook 2010,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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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확산된 결과 지구온난화, 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가 국제 인 문제로 두되

고 있다. 특히 기 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한 우려가 국

제 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난 100년간(1906～2005) 지구 표면의 온

도가 0.75
o
C 상승하 으며, 해수면은 1961년～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하 다.6)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6  도시의 평균기온이 약 1.5
o
C  상승하 으며, 제주

지역의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배를 

상회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 으로 제한하기 해서는 

2050년의 연간 CO2 배출량을 재의 반수 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7) 

이는 2050년까지 연간 CO2 배출이 130억톤 정도로 어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

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050년에 CO2 배출은 연간 600억톤에 이를 것으로 측

되고 있다.

2010년 국제에 지기구(IEA)는 IPCC의 결론과 8개 산업국 그룹(캐나다, 랑스, 독

일, 이태리, 일본, 러시아, 국,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OECD/NEA  WNA와 력

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 다. 로드맵에서 원자력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50% 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 의 증가를 더디게 하는 문제를 언 하면서 이들 문제 해결을 해 정부  산업

체가 해야 할 일에 해 기술했다. 

2020년까지 안정된 정책과 한 산업계 기 가 조성된다면 원자력은 2050년까지 

320% 증가한 1,200 GWe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2020년

까지 매년 20기의 형 신규 원 을 건설해야 하며, 이후는 약간 은 수의 원 을 계

속 건설해야 한다.

로드맵 실행계획(action plan)에서 제시된 부문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정부는 원자력에 지에 한 공  토론 주도하고, 한 규정 제정  재정 

지원(차  승인 등) 시행해야 한다.

○ 원자력산업체는 기존 원 을 최상의 안 성과 효율로 운 해야 한다.

○ 원자로 공 사는 원  설계 표 화, 공 망(supply chain) 육성, 핵연료시설 확

장을 해야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 간 원자력에 지기 '과 '비정부 산업  정책 조직

들' 사이의 국제 력을 유지  강화하도록 구했다.

6)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Syntheis Report of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7)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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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발  황

원자력산업회의에 의하면8) 2009년도 세계 원자력발 량은 2008년의 28억MWh 

비 약 4% 감소된 27억MWh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랑스, 독일, 스웨덴의 장기 계획

방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원 의 발 량은 역  3 에 해당하는 8억

3,400만MWh로 양호한 실 을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 체코,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

키아는 역  최고의 발 량을 기록했다. 

2009년도 설비용량은 슬로바키아 Bohunice 2호기(440MW)의 구정지로 인해 다

소 감소하 으나, 상업운 을 개시한 일본의 신규원  1기(Tomari 3호기, 912MW)와 

각국의 출력증강(500MW 이상)에 의해 체 으로 약 1,100MW 증가하 다. 

이용률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원 들이 상  10 를 독차지했으며, 발 량은 

미국과 독일의 1,300MW  이상의 형 원 들이 상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6 , 발 량 5 로 년의 성 을 유지하 으며, 2009년도 이용률 한 2008

년도와 같이 가동호기 10개 이상( 는 설비용량 6,000MWh이상) 보유 국가 에서 1

를 차지하 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세계 원  황  망”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

인 신규 원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을 들어, 원자력 시장은 혼조 양

상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는 상승세라고 분석했다.9) 

 세계 으로 건설 에 있는 원자로 수는 2007년 말 기  33기에서 2008년 8월

에는 60기로 증가하 다. 물론 이러한 신규 원  건설 추세는 기존 원  보유국들이 

주도하 으나, 원자력 련 기술에 심을 표명한 `원 신흥국(nuclear newcomer)`은 

 늘어나 2009년 기  65개국에 도달하 다. 

이 게 각국이 원자력에 해 다시 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한 인자들로부터 

찾을 수 있겠으나, IAEA는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과 온실 가스 증가  이에 다른 기

후 변화에 한 세 인 우려, 이 두 가지 인자를 특히 강조하 다. 이들 인자들은 

원자력에 한 들의 지지를 명백하게 증가시키는데 일조하 다. 그러나 IAEA 보

고서는 원자력에 한 들의 허용 수 은 지역별로 매우 차이가 난다는  한 

지 하고 있다. 

재정 인 측면에서, 낮은 할인율에서의 원  비용효율성이 두드러졌다. 경제 력개

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는 10% 할인율의 경우, 11개 국가들  8개 국가들에

서의 원자력발 은 화력발  보다 비용이 게 들며, 5% 할인율의 경우, 상되는 원

8) 원자력산업회의뉴스(2010.4.8)

9) IAEA(2010),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IAEA,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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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발 단가($30-85/MWh)는 천연가스발 단가($35-120/MWh) 보다 낮았다. 

동 보고서는 원자력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타 문제로서 폐기물, 핵연료  련 

기술, 차세  원자로 설계 연구  인 자원에 한 세부사항들도 다루었다.  세계 

원자력 발 소의 약 75%가 20년 이상, 약 25%가 30년 이상 되었으며, 이들 원  건설 

 최  운  시 근무하 던 창기 세 의 숙련공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

해 야기될 `숙련공 부족 상(skills gap)`은 각 국가별로 그 양상이 상이하다. 원자력을 

확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원  운 에 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규제 체제를 

유지하기 한 숙련공들을 보유하는 것이 최우선시 된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 수출에 

주력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의 구매자들에게 기술 수출을 

하기 한 숙련공들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4. 핵연료주기 산업 황

“NEA/IAEA Red Book 2009”로 알려진 “Uranium 2009: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에 의하면10) 2009년 세계 우라늄 총 확인(Identified)매장량은 80$/kgU11) 

이하는 3,741,000톤이고, 130$/kgU 이하는 5,404,000톤으로 2007년에 비해서 각각 16%

와 1.2%가 감소하 으며 130$/kgU 이하로 생산이 가능한 확인된 양  부분은 호주

(31%), 카자흐스탄(12%), 러시아  캐나다(9%), 남아공(6%)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우라늄 생산량은 2008년 20개국에서 43,880톤12)을 생산하 으며 이 에서 8개국이 

체의 93%를 생산하 다. 특히 캐나다(21%), 카자흐스탄(20%), 호주(19%), 그리고 나미

비아(10%) 등 4  주요 국가가 70%를 차지하 다. 

우라늄 정  가격은 2009년 12월 기  44.5 (US$/Ib-U3O8)으로, 2000년 들어 격한 

등락을 지속 으로 반복하고 있다. 2001년 1월 국제 우라늄 정  가격은 운드 당 9 달

러 수 이었으나 2007년 5월 125 달러로 등하 고 이후 우라늄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2008년 9월 64 달러 수 으로 하향 안정 되었다.13) 그러나 최근 국의 우라늄 수입량이 

유례없는 수 으로 상승해 국제 우라늄 가격이 3년 만에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은 기타 원자재의 수입 물량을 이고 있지만 우라늄 수입량은 계속 확 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국 정부가 원자로 신규 건설로 늘어나는 우라늄 

10) NEA(2010), Uranium 2009: Resources, Prodiction and Demand, OECD, Paris, France

11) 우라늄 매장량은 우라늄 단  무게의 채 (회수) 비용이 일정 액이하인 우라늄의 장량

으로 산출하며, 석 채 의 경제성 기 으로 작용함. 

12) 39,617톤(2006년) ⇒ 41,244톤(2007년) ⇒ 43,880톤(2008년) ⇒ 49,610톤(2009년 추정치) 

13) $9/Ib (U3O8) (2001) ⇒ $37/Ib (2005) ⇒ $72/Ib (2006) ⇒ $136/Ib (2007. 6) ⇒ $52.5/Ib 

(2008. 12) ⇒ $44.5/Ib (2009. 12) (출처: www.ux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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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맞추고자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의 부상으로 2011년 우라

늄 가격은 운드 당 평균 55달러, 5년 후에는 60달러에 달할 것으로 문가들은 상하

고 있다. 국의 우라늄 수요는 2020년경 2만 톤에 달해 지난해  세계 우라늄 채굴량 

5만572톤의 3분의1 이상을 잠식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14)

<표 2-1-1> 2008년 국제 우라늄 생산량

생산국 생산량(tU) 비율(%)

캐나다 9,000 21

카자흐스탄 8,512 20

호주 8,433 19

나미비아 4,350 10

러시아 3,521 8

니제르 2,993 7

우즈베키스탄 2,340 5

미국 1,492 3

기타 3,075 7

총계 43,716 100

  

2008년 기  우라늄 농축 시설 용량은 52.05(백만SWU)로 주요 농축 서비스공  산

업체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산업체가 부분의 수요를 담당하는 독과  형태이다. 기술

으로는 창기 가스확산법(Diffusion)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재는 원심분리법

(Centnifuge)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5) 우라늄 농축역무의 경우도 2007년 4월 $139/SWU 

수 으로 2000년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10∼2012년경 

미국  랑스의 노후 농축시설(기체확산법)을 체할 신규시설(원심분리법)의 막 한 

건설비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반까지 유지될 망이다.

끝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랑스와 국, 일본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고속증식로(FBR; Fast Breeder Reactor)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다. 재처리 

산업은 미국의 재처리 포기 정책 이후 경수로 심의 원  확 와 재순환핵연료주기의 

경제성, 핵확산 험에 한 국제  우려 등에 따라 수요와 공 이 창기와 비교하여 거

의 변하지 않고 있다.16)

14) 서울경제신문(2010.7.12)

15) WNA(2009),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 "Supply and Demand 2009-2030", WNA,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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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2008년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 황

산업체(국가) 시설용량(백만 SWU) 농축법 비율(%)

AREVA( 랑스) 10.8 가스확산 18

AEP(러시아) 25 원심분리 42

URENCO( 국, 독일, 네덜란드) 11 원심분리 18.3

USEC(미국) 11.3 가스확산/원심분리 19

JNFL(일본) 0.15 원심분리 0.3

CNNC( 국) 1.3 가스확산/원심분리 2.2

기타(아르헨티나, 라질, 인도, 키스탄) 0.1 가스확산/원심분리 0.2

총계 59.65 100

<표 2-1-3> 주요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황

구분 시설(국가) 재처리용량(톤 HM/년)

경수로 핵연료

La Hague ( 랑스) 1700

Sellafield ( 국) 900

Ozersk (러시아) 400

Rokkasho (일본) 800

Magnox Sellafield ( 국) 1500

MOX (일본) 40

기타핵연료 (인도) 275

총계 5,615

16) NEA(2010), Nuclear Energy Data, OECD,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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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원자력 력체제(IFNEC)의 출범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6년 2월 핵비확산과 원자력 이용 확 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제안하 다. 이의 달성을 

해 미국은 국제 력(1-4)과 자국내 로그램(4-7)으로 구분한 GNEP의 7  목표를 제시하

다.

< GNEP의 7  목표 >

① 원자력의 평화  이용 확     ② 안정  핵연료공 체제 구축

③ 그리드 정 소형원자로 지원   ④ 선진 안 조치(Safeguards) 개발

⑤ 재순환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⑥ 첨단 고속로 개발

⑦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GNEP 체제는 2007년 9월 제1차 GNEP 집행 원회 개최  원칙선언서(SOP) 서명

식을 가지며 본격 으로 출범하 으나 핵비확산 보증이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반   

국제 으로 GNEP가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개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 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9년 4월 재처리 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GNEP의 국내부분을 취소하고 국제부분은 그 로 지속하되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추

진하 다. 이에 2009년 10월 제3차 GNEP 집행 원회에서는 GNEP 명칭 변경을 검토키

로 합의하 으며 2010년 6월 제6차 운 그룹 회의를 통해 GNEP의 명칭을 “국제원자력

력체제(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으로 변경

하 다. 

IFNEC은 기존 GNEP의 국제 추진체제를 그 로 유지하고 있으며 GNEP 참가국은 

자동 으로 IFNEC의 참가국이 된다. 2010년 7월 기  미국, 러시아, 랑스, 일본 등 25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12월 원자력 연구개발, 핵비확산, 주변국과의 공

조, 한미 정개정 등을 고려하여 참여를 결정하 다.

IFNEC으로의 변경은 GNEP의 재처리 추진  핵비확산 보증에 한 미흡한 을 

보완하고 미국의 GNEP 국내부분 취소에 따른 국제 혼란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보인

다. IFNEC의 주요 변화는 핵연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CTG: Cradle To Grave)의 

리 개념으로, 향후 CTG 기반의 국제 간 장 시설, 장기  연구개발 등이 강조될 것으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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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요국 동향

1. 미국

미국 정부는 오바마 통령 취임 후 GNEP, Yucca Mountain 로그램 등 부시 행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 변화 응을 근간으로 하는 신에 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통령은 통령으로 선출되기 이 인 상원 원 당시부

터 이미 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2008년 선 운동 기간 

에는 New Energy for America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에 한 해결책으로 신재

생 에 지를 심으로 한 청정 에 지의 규모 개발에 정책 우선 순 를 두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하에서 원자력 발 의 역할과 요성도 재평가되었으며 스티  

추 에 지부(DOE) 장 은 상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원자력의 지속 인 이용과 원자

력이 Energy Mix에서 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 언 하기도 하 다. 이

를 해 향후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은 장기 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구개발에 

을 둘 것이라는 도 분명히 하 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원자력 사업 계획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GEN-IV 부문에서는 NGNP 기술 개발에 크게 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온

가스냉각로가 핵확산 항성  안 성 등  정부의 원자력 정책 우선 순 에 부합

할 뿐 아니라 수소 생산  산업용 고열 활용 등 에 지 이용 효율화 정책에도 부합

하기 때문이다. DOE는 NGNP 기술 개발에 있어 2010년 12월 순까지 개념설계에 

한 NEAC의 검토를 완료하고 2단계 방향을 2011년 1월에 발표할 정이다. 만약 2단

계 로그램이 진행된다면, DOE는 2013년에 NRC에 통합건설허가  운 인허가를 

한 신청서를 제출할 정이며 2021년까지 실증로의 상업운 을 개시할 계획이다. 

2010년 3월 DOE는 NGNP 개념설계 사업자로 General Atomics 컨소시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 다.17)

아울러 미국은 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을 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 DOE

와 민간 기업이 력하여 350 MWe 이하의 소규모 모듈형 원자로 설계안 2개를 개발

하고 실증할 것을 요구한 법안을 비하고 있으며 밥콕 앤 콕스사(Balcock & 

Wilcox Corp.)는 확장 가능한 125 MWe  원자로를 2020년 상업운 을 목표로 개발하

고 있다. 한 GE-히타치 원자력(GEH)과 사바나 리버 뉴클리어 솔루션(SRNS)이 소형 

원자로인 리즘(PRISM)의 로토타입을 건설할 계획이며 SRNS는 하이페리온과 25 

MWe  소형 고속로를 개발할 계획이다.18)

17) KISTI-GTB (2010.3.19)

18) KISTI-GTB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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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의 원자로 설계와 인허가가 “원형로-실증로-상용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학  

로세스에 의존하는 한편 충분한 수 의 실험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부분

의 설계가 보수 인 공학  단에 의존하게 된 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해 소규

모 실험을 강화하는 한편 Modeling and Simulation Innovation Hub를 설립(테네시주 

오크리지국립연구소)하여 원자 내부에서부터 통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해 “최신 기술의 컴퓨터 모델링  시뮬 이션”을 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 개발, 이행, 인허가 등 반 인 로세스에 근본 인 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략으로 추구하고 있다.19) 

핵주기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FY2008년부터 추진된 AFCF, ABR, GNEP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은 폐지되었으며, Separation R&D, Advanced Fuel R&D, Advanced 

Computation & Simulation 등은 유지되었다. 한 near-term 기술 개발 로그램으로

부터 long-term, science-based 연구개발 로그램을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

모 실험, 이론 개발, 모델링  시뮬 이션, 타당성 검증 실험 등을 수행하여 선진 핵

연료주기 기술의 개발을 한 과학  기 와 미래 의사 결정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일본원자력 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원자력정책 강”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이 장기계획은 1956년부터 제정된 이래, 계획의 진척과 개정 시의 

주변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여 약 5년마다 계획의 평가  수정이 되고 있다.

“원자력정책 강”에 제시된 일본의 원자력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자력

의 평화  이용을 해 IAEA 보장조치  국내 보장조치를 엄격하게 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비핵3원칙을 수하고 평화  목 으로만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들이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꾸 히 달하도록 하고 있다. 재처리에 해 핵확산 

항성이 높은 기술(혼합 환 기술)을 채용하고 일본의 루토늄 재고에 한 정보의 

리와 공개를 계속 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8월 일본원자력 원회는 루토

늄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해 「 루토늄 이용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정책에 있어 ‘발생자 책임 원칙’, ‘방사성폐기물 최소화 

원칙’, ‘합리 인 처리·처분 원칙’,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시 원칙’에 따

라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토 로 히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마다 안 하

게 처리·처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천층처분으로 

구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하며 고 폐기물은 유리고화 후 심층처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 해서는 「특정 

19) 원자력산업회의 뉴스(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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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한 법률」에 근거해 2030년 경의 처분장 조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개요조사 지구 선정, 정 조사 지구 선정  최종 처분시설 건설지의 선

정이라고 하는 3 단계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

원자력 발  정책에 있어 기존의 원자력발 시설을 안  확보를 제로 최 한 활

용하여 2030년 후에 도입될 것으로 망되는 노형으로서는 행 경수로를 개량한 

형경수로를 심으로 하나 력회사들의 수요규모, 경제성에 따라 표 화되는 형

경수로도 선택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기로 하 다. 

고속증식로에 해서는 경수로 핵연료주기 사업의 진척과「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실용화 연구개발(FaCT)20)」, 「몬주」 등의 성과를 기 로 실용화에의 응을 추진하

고, 우라늄 수 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등의 제반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제로 2050년경부터 상용화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증식로 개발에 있어 일

본은 국제공동연구  국가간 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10월에는 미 

DOE  랑스 CEA와 고속증식로 공동연구에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해 3개국 연구기 은 고속증식로의 공동설계부터 

핵연료 제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해 포 으로 력하며 각국에 핵연료 제

조시설의 설치/운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월에는 일본의 고속증

식형 원자로 ‘몬주’가 냉각재 유출 사고 이후 14년 5개월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몬주

는 고속증식로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가동하는 원형로로 실험로 ‘조요’에 

이어 1991년 운 을 시작했지만 1995년 12월 냉각재로 쓰는 나트륨 유출 사고 이후 

가동을 단했다가 이번에 재가동 다.

핵연료 주기 련하여 천연우라늄의 안정  확보를 도모21)하고 농축우라늄의 공  

안정성과 핵연료주기 자주성 향상을 해 원심분리기의 개발･도입을 추진하여 록카쇼

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의 안정된 조업과 경제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

료 취 에 있어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루토늄, 우라늄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22)으로 정하고 해외의 재처리 사업자에게 재처리를 탁하는 한편, 토카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운 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진

행할 정이다.23) 

20) JAEA는 2010년 7월 13일 FaCT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련 신 기술 22개 항목  12개 

항목을 실용화를 해 “채택 가능”으로 단하고, 원자력 원회가 FaCT 개발시에 제시된 

성능목표에 해서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 경수로와의 비용 비교에서도 “경쟁가능”

으로 단하 음.(일본원자력신문, 2010.7.15)

21) 일본의 미쓰비시는 2010년 2월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에 캔알라스카 우라늄의 웨스트 맥아더 

우라늄 로젝트의 50% 지분을 확보함.(KISTI-GTB, 2010.2.17)

22) 일본은 원 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MOX연료로 가공하

여 원 에서 루서멀(Plu-thermal)로 이용하는 핵연료주기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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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내    용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06.3, 총합과학기술회의 결정)

 ○ 과학기술기본법(‘95.11제정)에 따라 국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제시( 재 3기 계획(’06~‘10) 추진 )

 ○ 에 지 분야에서 국가기간기술로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 원자력 련 략  기술로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 
‘ITER 계획’, ‘고 폐기물 지층처분’, ‘차세  경수로 실
용화기술’ 이 포함

신국가에 지 략

(‘06.5, 경제산업성 결정)

 ○ ’원자력정책 강‘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 하기 해 신
국가에 지 략에서 세계 최첨단 에 지 수 구소를 실

시키기 한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입국계획‘을 제시

원자력입국계획

(‘06.5, 경제산업성 결정)

 ○ “신국가에 지 략”에서 제시된 “원자력입국계획”에 
한 구체 인 세부방안을 제시

 ○ 원자력 정책 방향으로 력자유화 시 의 원 의 신/
증설 실 , 안 확보를 제로 한 기존 원 의 활용, 
자원확보 략 추진, 핵연료주기 추진과 련 산업의 

략  강화, 고속증식로 주기의 조기 실용화, 방사성
폐기물 책 강화 등을 제시

에 지기본계획

(‘07.3, 총합과학기술회의 결정)

 ○ 에 지정책기본법(‘02.6월)을 근거로 제정된 일본의 에
지 수 에 한 기본계획으로 3년마다 개정

 ○ 고속증식로 주기의 조기 실용화, 핵융합에 지 기술의 
착실한 추진 등을 제시

신기술 략

(‘08.5, 총합과학기술회의 결정)

 ○ 원자력 련 신기술로 수소에 지 시스템 기술과 국가
기간 기술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을 선정

후쿠다 비

(‘08.6)

 ○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14% 삭감을 해서 재생가
능 에 지와 원자력 등의 비율을 50% 이상 확

 ○ 안 을 제로 원자력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본의 우
수한 안 기술을 제공하며, 핵확산에 한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요한 역할임.

탄소사회 구축 행동계획

(‘08.7, 각료회의 결정)

 ○ 원자력발 은 향후에도 탄소 에 지의 핵심으로서 지구
온난화 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함

 ○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은 2008년내에 원형로 ‘몬주’ 운 을 
재개하고, 2025년 실증로  련 주기시설 완공, 2050년부
터 상업용 도입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을 추진

신경제성장 략 Follow-up

('08.9, 경제산업성 결정)

 ○ ’자원 국‘을 목표로 한 자원에 지 공 명에서 안 하며 
평화 인 원자력이용 확 를 제시

 ○ 장기 으로 고속증식로주기 실 과 핵연료주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에 지 자 률 향상 에서도 요

 ○ 일본 원자력산업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발휘해 3S 
(Safeguards, Safety, Security) 확보를 제로 국제진출을 

극 추진

<표 2-2-1> 일본의 주요 국가 계획에서의 원자력 련 사항

23) 일본 원연(JNFL)은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MOX 연료 제조공장)의 건설을 2012년 10월로 

연기하여 시작하기로 공사계획을 변경함(일본원자력신문, 2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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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랑스는 1970년  이후 원자력 발 을 핵심 에 지 정책으로 추진하 으며 2005

년 기간 원으로서의 원자력 발 의 지 를 유지하고 이를 해 유럽형 가압경수로

(EPR) 건설24)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 지법안25)을 제정하 다. 동 법안은 원자력

발 에 한 정 인 효과를 극 화시키며, 원자력 발 의 안 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 지의 보  확 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안정 인 에 지공 을 보장하기 하여 1차 에 지에서 하는 원자력의 비율

을 유지

○ 원자력발 소를 차세 형 원자로로 교체하는 문제는 2015년경에 결정

○ 제4세  원자로 시설은 2045년부터 실용 가능하도록 연구  계획추진 

○ 재, 운  인 원자력발 소의 운 기간을 30년에서 추가 10년간 연장26)

○ 3세  원자로 EPR의 Flamanville 건설을 승인27) 

○ 랑스 Cadarache에서 건설 인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이 국제공동 로젝

트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에 한 극 인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하여 태양 ,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에

지를 확 하여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0% 이상 확

2010년 9월 랑스 정부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4세  고속 원형로 개

발을 해 6억 5,160만 유로(약 1조 원)를 배정하 다.28) 고속로 기술개발 부문에서 풍부

한 설계/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랑스가 재 개발 에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는 

ASTRID(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이다. 

ASTRID의 개발 자 은 CEA가 책정한 ‘미래의 원자력 기술‘ 개발 련 9억 유로

(1조 3,700억 원)의 기   일부이며, 나머지 2억 4,880만 달러는 재 랑스의 카다

라시(Cadarache)에 건설 인 스 호로비츠(Jules Horowitz) 연구용 원자로에 배정되

었다. ASTRID는 력을 생산하면서도 악티나이드(actinide)의 연소, 기존 경수로에서 

24) 2010년 기  유럽형가압경수로(EPR)는 핀란드에 1기, 국에 2기, 랑스에 1기 등 총4기가 

건설되고 있음.

25) Loi n°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26) 랑스 원 은 정해진 수명 없이 10년마다 수행되는 “주기 안 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10년씩 인허가를 연장해주는 방식

27) 랑스 EDF사는 Flamanville 3호기(EPR)의 상업운  목표일을 2014년으로 2년 연기함(원자

력산업회의 뉴스, 2010.8.10) 

28) KISTI-GTB (2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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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남아 있는 장수명/고  액티나이드를 반감기가 짧은 단수명

/  핵물질로 변환시키는 설비를 갖추게 된다. 

ASTRID 로그램은 궁극 으로 원자력 산업계에서 소듐냉각 고속로가 2040년부

터 상용화되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자  지

원은 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섯 가지의 서  로그램(sub-program)을 

수행하기 한 것이다. 이들은 원형로 설계, 기기 성능의 기술  검증을 한 시설의 

개발 는 업그 이드, CEA의 MASURCA 모델의 변경 수리, 연료주기 시설, 안   

사고 로그램, 액티나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연료 어셈블리의 제조에 한 타당성 

연구 등이다. 

ASTRID의 원자로 설계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 설계로

서 2012년에 완료될 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2014년에, 세 번째 단계는 상세설계 단

계로서 2017년 완료될 정이다.

3단계 기간에 걸쳐 원형로 개발 로젝트에 총 3억 3,700만 유로(약 5,100억 원)가 

투입되고, 2억 1,360억 유로(3,260억 원)는 기술  기기 검증 련 시설의 개발 는 업

그 이드에 투입되며, 다른 6개의 서  로젝트에는 더 은 산이 투입된다. 

ASTRID는 2020년까지 가동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리와 련하여 랑스 원자력안 청(ASN)과 정부산하 에 지/기

후청(DGEC)은 2010년 6월 새로운 국가 방사성 물질  폐기물 리계획을 발표하

다.29) 2007년에 첫 발표된 이 계획은 2개의 장기 장시설을 제안하고 있다. 1개는 장

수명 고/  방사성폐기물용 심지층처분장이고 나머지 1개는 장수명  폐

기물용 천층지하 장시설인데 랑스 방사성폐기물 리청(ANDRA)은 2012년에 이 

시설을 건설할 정이다. 개정된 2010년 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계획에 기술된 2개의 장기 장 시설 건설 추진

○ 장수명 고  폐기물의 상태 조  연구 강화

○ 재 임시시설에 장 인 오래된 방사성폐기물을 장기 장시설로 이송  

행 임시시설의 평가

○ 감손우라늄, 루토늄, 토륨과 같은 높은 가치의 물질 리  폐기물로서의 

장  장래 이용을 한 평가

29) 원자력산업회의뉴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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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원자력기술의 공동 개발 노력

제 1   제4세  원자력시스템 (Gen-IV) 국제공동연구 황

세계 에 지 시장은 기술개발 강화  환경제약 요인 증  등 기반변화를 겪고 있다. 

기술 신에 따라 수송에 지 부문에서 탈 석유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분산형 원시 가 

도래하고 있다. 한, 온실가스 배출에 한 국제 환경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실시 등으로 환경과 련된 에 지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두하고 있다.

이러한 에 지 자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한 에 지 공 원의 다

변화  에 지 안보 제고 등을 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 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

으며, 원자력 선진국들은 안정 이고 환경 친화 인 원 의 이용 확 와 안 성, 폐기물 

리  핵비확산 험 등을 기술 으로 해결할 새로운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한 연구 개발을 추진 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 Gen-IV)은 미래에 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하여 미국을 심으로 한 원자력선진국이 개발을 

추진 인, 지속가능성/안 성/경제성/핵비확산성을 가진 신 개념의 차세  원자력시

스템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표되는 재의 3세  원자로와 비교하여 

신 인 개념을 도입, 에 지자원을 최 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

로 에 지를 공 할 수 있으며, 안 성과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1>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목표

목 표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연료자원 활용성을 증 시켜 에 지 공 의 지속성 확보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부담 경감

안 성  신뢰성
(Safety and 
Reliability)

‣일반 이 공감하는 수 의 안 성  신뢰성 확보
‣원자로 노심의 손상 빈도와 규모의 최소화
‣비상 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안 시스템의 구축

경제성
(Economics)

‣타 발 원에 비해 수명 운 비용의 경쟁우  확보
‣ 기 자본투자 감소로 재정  험부담의 경감

핵확산 항성
(Proliferation-Resist

ance & 
Physical-Protection)

‣핵물질 용의 방지  테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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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IF) 추진 개요  최근 동향

가. GIF 추진 개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은 미래의 

격한 에 지 소비 증가에 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 에 기여하기 해,  

지지와 경제성  안 성이 획기 으로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

을 하여 조직된 국제 력체이다. 

2000년 1월, 미국을 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은 제4세 원자력시스

템 개발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 으며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이 Gen-IV 연구개발을 

한 국제 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함으로써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당  한국, 미국, 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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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며, 2006년 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2010년 재 1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2> GIF 회원국 황

활성 회원국 
(10개국)

비활성 회원국 
(3개국)

비 고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스 스, EU, 국, 
남아공, 러시아

국*, 라질, 
아르헨티나 

•활성  비활성 회원국 구분은 기본 정 서
명․발효 여부에 따름

• 국(‘06.11.28), 러시아(’06.11.27) GIF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GIF 신규 회원 가입  

 * 국은 기본 정에 서명하여(‘05. 2. 28) 잠정 활성회원국(국회 비 동의 필요) 이 으나, 서명을 

철회(’06.11)함으로써 비활성 회원국이 됨.

GIF는 2002년 7월,  세계 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에서 지

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 성과 핵확산 항성을 선정기 으로 하여 소듐냉각

고속로(SFR), 고온가스로(VHTR), 임계압수냉각로(SCWR), 가스냉각고속로(GFR), 납냉

각고속로(LFR), 용융염로(MSR)의 6개의 가장 유망한 Gen-IV 노형을 선정하 으며, 2002

년 12월,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한「Gen-IV 기술로드맵(Gen-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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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GIF 선정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주요 특징

시스템
성자 

스펙트럼
온도
(°C)

연료
주기

용량 
(MWe)

장 단 활용

소듐냉각
고속로 
(SFR)

고속
성자

500~550 폐순환
50～150

300~1500
600~1500

사용후핵연료 재
활용,
냉각재열 달 특
성 우수

소듐-물 반응
기생산, 

악티나이드 
리

고온
가스로 

(VHTR)

열
성자

900～1000 순환 250~300
고온열 생산, 

수소생산용 공정
열 공

고온재료 인
증화

기/수소생산,
열화학

임계압수
냉각로 
(SCWR)

열/고속
성자

510～625
순환/
폐순환

300~700
1000~1500

고효율 용량
력생산

고압에 따른 
안 성 확보

기생산

가스냉각
고속로 
(GFR)

고속
성자

850 폐순환 1200
고효율, 높은 활
용성

낮은 개발 수
기/수소생산,

악티나이드 
리

납냉각
고속로
(LFR)

고속
성자

480～570 폐순환
20～180

300～1200 
600~1000

냉각재의 화학  
불활성,
높은 냉각재 기
화 온도

재료부식성
냉각재의 높은 
하
높은 독성의 
Po-210 생성

기/수소생산

용융염로 
(MSR)

열/고속
성자

700～800 폐순환 1000
높은 핵확산 
항성

낮은 개발 수
기/수소생산

악티나이드 
리

이 게 선정된 6개 노형에 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해 GIF는 3단계의 연구 개

발 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 3단계 정은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기본 정 

(Framework Agreement : FA), 6개 시스템별로 기본 정의 이행 기 이 맺는 시스템 약

정 (System Arrangement : SA), 그리고 실질  연구 주  기 이 맺는 시스템별 단  

로젝트약정 (Project Arrangement : PA)으로 구분된다. 

구분 성격 정 주요 내용 황

기본 정

(FA)

GIF 회원국 

정부가 서명하는 

포  총  정

공동연구 원칙, 

이행기 (공동연구 

주 부처·기 ) 지정 등

'05.2월 최 서명(5개국) 이후 

6개국 서명(‘06.11월 국의 

가입 철회로 現 10개국 서명)

시스템약정

(SA)

6개 시스템별 

연구개발 

력약정

연구개발 참여 방법, 

지 재산권 원칙 등

4개 시스템(SFR, VHTR, 

SCWR, GFR) 약정 발효

로젝트약정

(PA)

시스템별 하부 

단  로젝트를 

수행하기 한 

계약  력 약정

공동연구개발의 

범 ․비용․일정․ 리방안, 

생산정보의 활용, 지 재산권, 

분쟁조정 등

9개 로젝트약정(SFR 4개, 

VHTR 3개, SCWR 1개, GFR 

1개) 발효

<표 3-1-4> GIF의 3단계 연구개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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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공동 연구 체제의 임을 구성하는 최상  정인 기본 정에는 2010년 재 

미국, 랑스, 일본, 캐나다(이상 2005.2), 스 스(2005. 4), 우리나라(2005. 8), EU(2006.1), 

국 (2007.12), 남아공(2008.4), 러시아(2009.12)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 약정은 Gen-IV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약정서명자

들 간에 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 2월에 SFR의 시스템 

약정이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 VHTR, SCWR, GFR의 시스템 약정이 체

결되었다. 아직 시스템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LFR  MSR에 해서는 공동 연구 활성

화를 해 MOU 체결을 추진 이다. 우리나라는 SFR  VHTR 2개 시스템 약정에 서

명∙참여 이다.

국  가
이행 기

(Implementing Agents)
FA

SA

GFR SCWR SFR VHTR

한  국
교육과학기술부(MEST), 

한국연구재단(NRF)
'05.8 '06.4 '06.11

미  국 Department of Energy(DOE) '05.2 '06.2 '06.11

일  본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NRE)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05.2 '06.11 '07.2 '06.2 '06.11

랑스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

'05.2 '06.11 '06.2 '06.11

캐나다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NRCan)

'05.2 '06.11 '06.11

스 스 Paul Scherrer Institute (PSI) ‘05.4 ‘06.11 ‘06.11

EU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JRC)

'06.1 '06.11 '06.11 '06.11 '06.11

남아공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DME)

'08.4

  국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07.12 '09.3 '08.10

러시아 ROSATOM '09.12 ‘10.7

<표 3-1-5> GIF 회원국의 기본 정  시스템약정 서명 황

시스템 약정 하부의 로젝트 약정은 시스템별로 개별 로젝트로 체결하게 되며, 시

스템을 구성하는 단  로젝트 수행을 한 참여 기  간 계약 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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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력 약정이다. 2005년 말 정 련 의에 착수하여 로젝트 약정 내용과 문안에 

한 의를 진행하 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 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 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 안  

 운  (Safety & Operation : SO), VHTR의 재료 (Materials : MAT), SCWR의 열수력 

 안  (Thermal-Hydraulics & Safety : TH&S), GFR의 기기설계  안  (Component 

Design & Safety : CD&S)의 4개 로젝트 약정이 서명∙발효되었다.

발효 캐나다 EU 랑스 일본 국 한국 남아공 러시아 스 스 미국

VHTR SA X X X X X X X X

HP(수소생산)
PA

‘08.03.19 X X X X X O X

FFC(핵연료  
핵주기) PA '08.01.30 O X X X X X

MAT(재료) PA '09.09.16* X X X X X X X X X

CMVB( 산방법
론) PA

P P P P P P

SFR SA X X X X X X X

AF(선진핵연료) 
PA

'07.03.21 X X X X X

GACID PA '07.09.27 X X X

CDBOP(기기설계
/BOP) PA

'07.10.11 X X X X

SO(안 /운 ) 
PA

'09.06.11 X X X X

SIA(시스템종합/
평가) PA

O P P P O P O O P

SCWR SA X X X

CM(재료/화학) 
PA

P P P P O

TH&S(열수력/안
) PA

'09.10.05 X X X O

SIA(시스템종합/
평가) PA

P P P O

FQ(핵연료검증) 
PA

P P P

GFR SA X X X X

CD&S(기기설계/
안 ) PA

'09.12.17 X X X

FCMFC(핵연료/
재료/핵주기) PA

P P P P

LFR P P

MSR P P O

<표 3-1-6> GIF 회원국의 로젝트 약정 서명 황 (X: 서명국, P: 잠정참여국, O: 찰국)

* 기존 참여국의 서명 완료 후 국은 MAT 로젝트에 추가 으로 서명(‘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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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IF 최근 동향

2001년 GIF의 결성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정책그룹(Policy Group)회의에

서는 GIF공동연구추진을 한 정책  사항과 운 련 사항을 의하여 왔다. 2010년에

는 2차례의 정책그룹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9차 GIF 정책그룹회의는 2010년 5월 5~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0차 정책그룹회의는 2010년 10월 5~6 양일간 남아

리카공화국 토리아에서 산업계 문패 (SIAP)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1) 제29차 GIF 정책그룹회의 주요 결과

2010년 5월에 개최된 제29차 정책그룹회의는 “제3기 GIF 의장단30)”의 공식 인 첫 

회의로서 신임 의장인 Y. Sagayama(일본, 원자력청)는 향후 3년(2010년 5월 ~ 2013년 4

월)의 임기동안 실질 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IV)의 개발을 해 성공 인 력체

계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특히, 신임의장은 임기 동안 “안 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지속가능성”의 4  목표를 달성할 Gen-IV 시스템의 Criteria 수립, 회원국별 미래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과 Gen-IV 국제공동연구의 Harmonization, GIF 조직 간의 상호 력 체

제 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 다.

이번 회의에서부터 러시아 연방정부는 GIF 기본 정 서명국으로 정식 활성회원국의 

자격으로 활동(2010년 3월)하게 되었으며, 러시아는 빠른 시일 내에 소듐냉각고속로(SFR) 

시스템약정  로젝트 약정에 서명할 정임을 밝혔다. 한 국은 고온가스로

(VHTR) 재료 로젝트 약정에 서명(2010년 5월 5일)함으로써 본격 으로 공동연구에 참

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 등 후발 국가의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GIF 내의 

연구개발 주도권 등의 역학 계에도 일부 변화가 상되고 있다.

한, 5월 3~4일 개최된 문가그룹회의 결과로 GIF 심포지엄 로시딩(Proceeding) 

배포 황, 2009년 GIF 연례보고서 발간 황, GIF/INPRO 력증진 방안 등이 보고되었

다. 특히, 이번 문가그룹회의에서는 문가 그룹의 역할 재정립을 한 운 규정(TOR) 

보완에 한 의가 있었다. 그 동안 문가 그룹은 로젝트약정에 의거한 지 재산권 

문제로 시스템운 원회(SSC)와 로젝트 리 원회(PMB)로부터 상세한 연구정보를 

달받지 못해 GIF 헌장(Charter)에 명시된 역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 

결과, 문가그룹의 운  활성화를 해서 정책그룹(PG)  시스템운 원회(SSC)와의 

교류를 확 하여 GIF 연구개발 추진과 련된 기술 안을 검토하고 시스템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추진 황을 검하며 시스템운 원회(SSC)  방법론그룹(MWG)과의 상호연

30) 의장 : Y. Sagayama(일본, 원자력청), 부의장 : P. Lyons(미국, 에 지성), Behar( 랑스, 원

자력청), Policy Director : P. Anzieu( 랑스, 원자력청), Technical Director : H. Mcfarlane

(미국, Idaho National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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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강화를 통한 기술자문 등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GIF의 기술사무국을 맡고 있는 OECD/NEA는 업무 보고를 통해 LFR  MSR의 서

명 추진 황과, GIF 헌장 개정  약정서명 차 간소화 방안, 2010년 GIF 기술사무국 

운 산에 해 발표하 다. 기술사무국은 LFR  MSR 시스템 분야의 공동연구 진행

을 해 법 구속력이 없는 MOU 차원의 력으로 서명 차를 추진 이며 재 LFR 

시스템은 일본과 EU가 MSR 시스템에는 랑스와 EU가 서명을 할 정이다. 한 2001

년 7월 16일 발효되어 10년간 유효한 헌장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로젝트 약정

서명 차의 간소화 방안으로 기술사무국은 재의 서명가능 여부의 서면 통보를 이의사

항이 없을 시 서면통보 차 없이 6개월 내에 자동발효가 되는 (안)을 제시하 다. 2010

년 GIF 기술사무국 운 산은 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31)하기로 하 으나 

CFE(Cost Free Expert)의 견에 한 분담 의 삭감비율을 60%에서 66.7%로 상향조정

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술사무국 운 비는 €88,400에서 CFE 견을 반 하

여 €49,100가 책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제29차 정책그룹회의에서는 GIF 참여국의 국가별 Gen IV 시스템 개발 

련 산  국제공동연구 기여분에 한 자료 발표가 있었다. 이 자료는 GIF 참여국 

체 산 형태의 Gen IV R&D 연구비를 2009년 GIF 연례보고서에 수록하기 해 수집

된 자료이다. 

<표 3-1-7> 국가별 Gen IV 국제공동연구 기여액 (2008년 기 )

캐나다 랑스 일본 한국 남아공 국 미국 EU 총계

SCWR

VHTR 2145 17925 3366 3091 150 10100 12826 49603

SFR 5439 6980 2250 5500 1004 21173

GFR

LFR

MSR

Total 2,145 23,364 10,346 5,341 150 15,600 13,830 70,776

끝으로 INPRO와의 상호 정보교류 증 를 한 제4차 GIF/INPRO 력회의 결

과(‘10.3.1~2), MDEP  NRC의 신원자로 인허가 련 추진 황, 선진 simulation 

31) 국가별 GIF 기술사무국 운 비 산출방법 : 총 €1,000,000 에서 고정비(20%), 원자로수(40%), 

시스템  로젝트참여수(40%)와 CFE의 견을 고려하여 산정



- 26 -

T/F 추진 황, 차세  원자력과학자 교육  훈련을 한 GIF 역할  SIAP 헌장의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 한 보고  검토가 있었다.

(2) 제30차 GIF 정책그룹회의 주요 결과

시스템  로젝트 약정 황에 있어 러시아가 SFR 시스템 약정에 서명(‘10.7.6)하

으며, 랑스는 자국의 연구개발 우선 순 에 의거하여 VHTR 수소  핵연료 로젝트

에서 탈퇴하 다. 한 VHTR의 산방법론(CMVB) 로젝트  GFR의 핵연료/재료/핵

주기(FCMFC) 로젝트는 로젝트 계획을 정비하고 참여국들이 서명 차를 진행할 정

이며 SCWR의 재료  화학(M&C) 로젝트는 캐나다, EU, 일본이 서명을 진행 이다.

2009년 GIF 연 보고서는 2010년 9월 1일 발간되어 총 284명의 계자들에게 배포되

었다. 본 연례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기본 정, 시스템약정  로젝트 약정 가입 황, 6

개 시스템(SFR, VHTR, SCWR, GFR, LFR, MSR)의 국제 력 황  로젝트별 주요 

활동 성과, MWGs의 활동 황 등이 요약 기술되어 있다. GIF는 2011년 5월 배포를 목

표로 2010년 연례보고서 발간 일정을 확정하 으며 본 연례보고서부터는 시스템별로 표

화된 작성지침을 제공하여 체계 으로 작성하기로 하 다.

아울러, Gen-IV 연구개발 안을 해결하기 해 문가그룹(EG)이 각국에서 진행 

인 연구개발 로그램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기술 안을 검토

할 EG 내 담당자를 시스템별로 지정하 으며, GIF 최상  정인 헌장 재서명을 한 

답신 기한(정부 검토 후 90일 이내), 공식 문서의 필요성, 헌장 탈퇴와 련된 규정  

통지 차 등에 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부터는 기술 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SSC와 연계하여 회의를 진행

하기로 하 으며 SFR  VHTR 의장이 각 시스템의 주요특성, 연구개발 목표, 산하 로

젝트별 주요 활동  성과, 참여국의 연구개발 동향 등에 하여 보고를 하 다. 정책그

룹 표들은 SFR 시스템의 보고가 끝난 후 연구개발 일정의 구체화, 공동 참여 기술의 발

굴, 공통 디자인  안  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하 으며 VHTR 시스템에 해서

는 재 산 해 있는 도  기술( 이튼 사이클, 고온의 작동온도, 용량의 출력, 

고연소도 핵연료 등)을 해결하고 효율 인 연구개발 수행을 해서 연구방향  략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 다.

신임 의장은 지 까지 GIF에서 6개 신 원자로형을 선택한 이래, 시스템의 실행가

능성 등에 해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 이 차기의 실증 단계를 비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시기에 안  설계 기 에 한 공유는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 다. 이에 RSWG

의 안  설계 기 에 근거하여 TF를 구성, SFR 시스템을 우선 인 case로 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안하 다.

지난 제29차 정책그룹회의에서는 GIF 참여국의 2008년 국가별 Gen-IV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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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산  국제공동연구 기여분에 한 자료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 30차 정책그룹회

의에서는 GIF 참여국의 2009년 Gen-IV 국제공동연구 기여분에 한 발표가 있었다. 2009

년 GIF 회원국의 Gen-IV 련 기여 총액은 약 135만$로 2008년의 132만$보다 소폭 증가

하 다.

<표 3-1-8> 국가별 Gen IV 국제공동연구 기여액 (2009년 기 )

캐나다 랑스 일본 한국 남아공 국 미국 EU 총계

SCWR 6270 11600 3320 21190

VHTR 4076 20931 12500 2712 3536 2417 13665 11839 71676

SFR 15850 10000 9910 12540 2020 50320

GFR

LFR

MSR

Total 10346 36781 34100 12622 3536 2417 26205 17179 143186

이번 회의는 특히 산업계 문패 (SIAP)과 동시에 개최되어 산업계의 Gen-IV 시스템

에 한 조언이 있었다. SIAP은 SFR 시스템이 상용화에 성공하기 해서는 기존의 경수

로와 비교하여 보다 신 인 기술 개발이 요하며 안  목  측면에서 다양한 개념의 

조합을 한 차가  시 에서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안   인허가 문제에 있어 

련 국제기구(INSAG, MDEP 등)의 근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규제 기

은 상호 력을 통해 code & standard에 해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 다. 아

울러 SMR의 개발 진을 해 Gen-IV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SMR에 확장 용할 필

요가 있으며 SIAP이 본래의 역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 PG와 EG로부터 보다 많

은 정보를 받아야 하며 이를 한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끝으로 INPRO와의 력 증진을 해 공동 워크 을 2011년 5월 30일 ~ 6월 2일 

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하 으며, 차세  원자력과학자 교육  훈련을 해 원자력  

Gen-IV 련 교육/훈련 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는 교과서 등의 자료를 생

산하여 연구기 , 학,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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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주요 동향

GIF 회원국들은 정책그룹회의에서 자국의 원자력 정책  연구 개발 동향에 해 보

고를 해 오고 있다. 2010년 정책그룹회의에서 수집된 주요 회원국의 원자력 동향은 다음

과 같다.

국  가 주요 원자력 동향

미  국

 ○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을 한 Blue-Ribbon Commission을 개최
(‘10.3월)하 으며, Yucca Mt. 로젝트에 한 NRC 인가신청을 철회함.

 ○ NGNP 개념설계에 2개의 회사(GA와 WH-PBMR)가 입찰에 참여하 으나, WH가 
5월 3일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DOE는 GA를 상자로 선정하여 약을 진행 

일  본

 ○ 일본은 ‘20년까지 CO2 20%를 감축을 목 으로 14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
할 계획이며, 약 14년 동안 정지된 몬주 고속원형로가 재가동(‘10.5.5)을 시작
하여 원자로 물리 등에 련된 연구를 수행하 으나 8월말 미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후속 조치가 진행 임.

랑스

 ○ 랑스는 정부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Gen-IV 고속원형로
(prototype fast reactor) 개발을 해 2017년까지 6억 5천만 유로(약 1조원)를 
배정함.

 ○ 랑스는 재 소듐냉각고속로 ASTRID(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을 개발 임(2012: 1단계- 비설계, 
2014: 2단계, 2017:3단계-상세설계).

캐나다

 ○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에 CANDU형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캐나다 Chalk 
River에 소재한 NRU 원자로가 16개월 동안의 수 설 보수작업을 끝내고 
8월 17일 재가동하여 의료용 동 원소 생산을 재개함.

 ○ AECL의 Reactor Division을 년  재편할 정임. 

EU

 ○ EU는 Liquid Metal Fast Neutron Reactor 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벨기에는 MYRRAH(Accelerated Driven System) 로젝트에 총 투자비 10억 
Euro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탈리아는 원자력 련 교육에 극 인 지원을 하고, 국도 원자로 건설계
획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원자력발 소 수명 연장을 수행할 정임.

남아공
 ○ 남아공은 향후 20년간의 장기에 지계획(안)을 정부에서 검토 이며, PBMR사

업은 재정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국

 ○ 국은 고속원형로(CEFR, 60MWt)에 핵연료를 장 (‘10.5)하 으며 7월 21일 최
로 임계에 도달함. 

 ○ 국가 핵심 로젝트로 VHTR 실증로 건설을 추진 임.

 ○ 국의 원 은 재 11기가 운  이며 25기가 건설 임. 한 국은 2030년까
지 30 GWe 수 까지 원 을 증설할 정이며 이를 한 원자력에 지  기 과
학 5개년 계획을 수립 임. 

러시아
 ○ 러시아는 LFR(100MWe)/Pb(납)-Bi(비스무스) 고속로 개발 로그램(1단계 : ‘10~’14, 

2단계: ‘15~’20)  SFR(BN-1200) 개발을 추진 이며, BN-600 운 을 10년 연장하
고 BN-800 건설을 ‘14년에 완료할 정임. 

<표 3-1-9> GIF 회원국의 주요 원자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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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R 시스템종합평가(SIA) 로젝트 상 황

GIF 정책그룹은 각각의 시스템 연구개발 로젝트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

하는 시스템종합평가(SIA) 로젝트를 구성하고 이를 운 하는 약정 상을 체결하기로 

결정하 다. 시스템종합평가(SIA) 로젝트는 각 시스템별로 로젝트 연구결과를 종합하

고 평가하며 R&D 결과종합, 안 연구, GIF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라는 3가지 주요한 목

이 있다.

재 소듐냉각고속로의 SIA 로젝트 상이 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의 SFR 

SIA 참여 정국  캐나다, 국, 스 스, 러시아의 4개 찰국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1차 상회의( 뤼셀, 2010년 3월 24~25일), 2차 상회의(벤쿠버, 2010년 5월 6일~7일) 

 3차 상회의(워싱턴 D.C., 2010년 9월 1일~3일)를 개최하여 약정의 규정 조항들을 논

의하고 합의하 으며 제30차 정책그룹회의( 토리아, 2010년 10월 5일~6일)에서 정책그

룹의 의견  SFR 시스템운 원회(SSC)와 SIA 로젝트운 원회(PMB)의 의견을 검

토 반 하고, 4차 상회의(동경, 2010년 11월 9일)에서 일부 조항들에 한 재 의  

조정을 완료하 다. 향후, 지 까지 확정된 약정(안)은 제31차 정책그룹회의(모스크바, 

2011년 5월)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될 정이다. 

가. 1차 상회의

2010년 3월 벨기에 뤼셀에서 개최된 1차 상회의에서는 상국들의 SIA 약정 

상에 한 입장 확인과 체 인 진행 방향에 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제6조까지 상이 진행되었으나 공식 으로 합의된 조항은 없었다.

나. 2차 상회의

2010년 5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제29차 정책그룹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된 2차 상회

의에서는 제7조까지 의가 이루어졌다.

제1조 “ 로젝트 약정의 목 ”에 있어 R&D 로젝트로부터 종합된 기술의 Gen-IV 

기술요건 비 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념을 창안하는 업무범  확  여부에 

한 논의가 수행되어 ① SRP에 기술된 참조개념/기술에 해서는 제안자가 스스로 평

가하고 SIA는 이에 한 검토 후 R&D 로젝트에 기술 인 사항을 권고, ② SIA PMB

는 단순 검토 업무 외에 기술 인 역무로 수행, ③ 일반 인 SFR 시스템에 한 평가 등

의 새로운 업무가 제안되었으며 상 회원국은 상기 새로운 제안에 해 검토 후 차기 

상회의 까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 다. 한, 로젝트약정 참여에 한 조항은 1차 

상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Sleeping Partner를 방지하기 한 정책서를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삭제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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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로젝트 계획”은 타 연구개발 로젝트 약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용하기로 

하 으며 제3조 “ 로젝트운 원회”와 련하여 SIA PMB가 타 연구개발 PMB의 조

를 받기 한 업무수행 구조 련 조항32)을 신설하 다. 한 제4조 “PMB 의장”과 련

하여 의장은 반드시 타 R&D PMB의 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며 이를 SSC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조항(4.4조)  7조의 업무수행 하청계약 시 계약이행기 의 타 서

명자에 통지의무와 련하여 의장은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받을 시 통지 30일 이내

에 타 서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조항(4.8조)을 신설하 다. 제5조 “ 로젝트 기여”

와 련하여 로젝트 기여방법에서 당  제외된  기여를 포함하기로 하고, 규정

의 내용을 타 연구개발 로젝트의 해당규정과 동일하게 용하기로 하 다. 특히, 비

 기여에 한 가치평가와 련하여 해당 비  기여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할 

때 소요된 비용을 유일한 가치평가 기 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하 다(5.3.2조).

아울러 SIA 로젝트도 여타 연구개발 로젝트와 같이 기술 인 역무를 수행하므로 

제6조 “인력 견” 과 제7조 “계약” 조항을 신설하 다. 특히 제7조에는 타 서명자가 제

공한 상업비 정보를 업무수행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용받는 법의 허용범  내에서 해

당 서명자는 업무 탁 계약기 을 선정하여 45일 이내에 SIA PMB에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하 다(7.4조).

다. 3차 상회의

2010년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3차 상회의에서는 상 회원국들이 심

을 가지고 있는 배경정보, 생산정보, 지 재산의 보호  리에 한 논의가 주로 이루

어졌다.

제8조 “배경정보의 사용  공개”에 있어, SIA 로젝트가 아닌 타 연구개발 로젝

트에서 생산∙개발된 배경자산을 SIA 로젝트의 목 을 해 본 로젝트에 참여하는 

서명자에게 제공한다는 규정(8.5조)에 합의하 으며, 정보의 보호를 해 수령자는 제공

자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해당 배경정보를 정부운 기 을 제외하고는 제공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8.6조)을 신설하 다. 

제9조 “생산정보”, 10조 “비   비공개”, 11조 “보안의무”, 12조 “지 재산권”  

제13조 “분쟁조정” 항은 타 연구개발 로젝트 약정과 동일하게 용하도록 하 다. 다

만, 지 재산정보의 제공과 련하여 규정과 계없이 제공자와 수령자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 다.

32) SIA PMB가 제1조에서 규정한 로젝트 업무를 이행하기 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해서 타 PMB와 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SFR SSC를 활용하여 의를 진시키도록 함

(3.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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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 상회의

2010년 11월에 개최된 4차 상회의는 당  2일간의 정으로 회의를 시작하 으나 

3차 회의까지 심층 토의를 통해 약정의 반 인 내용에 한 충분한 합의를 이룬 상태

여서 하루 만에 회의가 종결되었다.

4차 회의에서는 정책서(Policy statement)에 련된 수정 합의와 일부 조항들에 한 

재 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정책서는 SIA 로젝트 약정이 시스템의 타 연구개발 

로젝트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를 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로젝트에 참여  기여 없

이 SIA 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경우(Sleeping partner)를 방지하고 공동 력을 증진시키

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제30차 정책그룹회의에서는 본 정책서와 련하여 정책서의 서문이 GIF 헌장, 기본

정  시스템약정의 내용을 복으로 참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러시아  국이 제안

한 내용을 반 하여 이행기 의 SIA 정 참여 제한 내용  차를 규정상으로 반 하

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상 회의에서는 이행기 의 권리와 상호 력 인 연

구개발 참여를 인식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종합  평가의 필요성과 시스템약정 서명기

의 연구개발 기여의무를 고려하여 이행기 의 Sleeping partner 행  지 내용을 확정하

다. 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업무에 극 인 기여 없이 본 SIA 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행기 은 SIA 로젝트에서 탈퇴시키도록 하 다.

세부 조항 상에 있어 제3차 상회의에서 확정된 제1조 “ 로젝트 약정의 목 ”의 

일부 내용이 재 의되었다. 본 조항과 련하여 SIA 비 PMB에서는 SIA PMB가 연구

개발 로젝트에서 생산된 정보의 평가는 수행하되, 제안된 각각의 참조개념의 기술과 

개념제안자의 평가결과에 해서는 독립 인 연구검토만 할 것을 제안하 으나 시스템약

정에서 규정하는 SIA 로젝트의 목 과 일치하지 않아 유사한 기 을 로젝트 계획에 

기술하기로 합의하 다.

한, 제3조 “ 로젝트운 원회” 내용과 련하여 의장이 청하는 참 자

(Observer)는 반드시 PMB 의장과 비  수 정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

다. 제14조 “서명자의 가입, 탈퇴, 정지  배제”와 련하여 정책서에서 언 한 이행기

의 연구개발 로젝트에의 참여  기여를 구체화하기 한 신규 조항33)을 추가하

다. 

33) SFR 시스템의 최소한 한 개의 연구개발 로젝트에 참여하고 해당 연구개발 로젝트의 

참여  기여에 해 해당 PMB의 확인 없이 SIA 로젝트에 서명 ․ 참여하는 이행기 은 

SIA PMB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즉시 SIA 로젝트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그 지 않

을 경우 해당 이행기 은 SIA 로젝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SIA 의장은 이를 서

면으로 해당 이행기 에 통지함(1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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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SFR 시스템종합평가 로젝트 상의 주요 결과

조 항 의 결과

정책서

- 이행기 의 권리와 연구개발 정보의 종합  평가의 필요성, 서명기

의 연구개발 기여의무를 고려하여 Sleeping partner 행 를 지함.

- 시스템 연구개발에 극 인 기여가 없는 이행기 은 SIA 로젝트에서 

탈퇴해야함.

제1조 로젝트 약정의 

목

- 시스템 R&D 로젝트의 결과 종합 / 개념  안  연구 등 기술 인 역

무 수행 /  Gen-IV 기술요건  기술로드맵에 근거하여 참조개념 평가(시

스템약정의 내용을 차용)

제2조 로젝트 계획 - 타 R&D 로젝트 약정과 동일하게 용

제3조 로젝트운 원회

- 로젝트 업무 수행을 해 SIA PMB와 타 로젝트 PMB와의 업무 조 

/ 분쟁발생 시 PMB간 화  SSC의 재를 통해 해결

- SIA PMB가 타 R&D PMB의 조를 받기 한 업무수행 구조 련 조항 

신설 (3.4.13항)

제4조 로젝트 원회 

의장

- 의장은 반드시 타 R&D PMB의 청이 있을 경우만 참석하고 이를 SSC에 

통보 (4.4항)

- 업무수행 하청 계약 시 30일 이내에 타 서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4.8항)

제5조 로젝트 기여

- 한국의 제안에 따라  기여 포함 (5.2항)

- 비  기여의 가치평가 시 소요된 비용을 유일한 가치평가 기 으로 

하지 않음 (5.3.2항)

제6조 인력의 견 - 본 조항 신설

제7조 계약

- 본 조항 신설

- 해당 서명자는 업무 탁 계약기 을 선정 45일 이내에 SIA PMB에 서면으

로 통지 (7.4항)

제8조 배경정보의 사용 

 공개

- 타 R&D 로젝트에서 생산된 배경자산을 SIA 로젝트의 목 을 해 서

명자에게 제공 (8.5항)

- 수령자는 제공자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정부운 기 을 제외하고는 제공․

공개할 수 없음 (8.6항)

제9조 생산정보

제10조 비   비공개

제11조 보안의무

- 타 R&D 로젝트 약정과 동일하게 용

제12조 지 재산권
- 지 재산정보의 제공과 련하여 규정과 계없이 제공자와 수령자간 별

도의 합의(구두․서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공동 인식

제13조 분쟁조정 - 타 R&D 로젝트 약정과 동일하게 용

제14조 서명자의 가입, 

탈퇴, 정지  배제

- 타 R&D 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본 SIA 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행기

은 본 로젝트에서 즉시 탈퇴 (14.6항)

제15조 불가항력

제16조 책임

제17조 서명자간 계

제18조 용법

제19조 통지

제20조 일반규정

- 타 R&D 로젝트 약정과 동일하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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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별 연구개발 황

가.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SFR)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은 력생산, 우라늄자원의 효율  

이용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리를 주 목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열 달 특성이 탁

월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성능 시스템을 구 하기에 합하지만, 소듐이 

물 는 공기와 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 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  안

이다. 

SFR은 고  폐기물  루토늄을 

포함한 악티나이드 등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폐순환연료주기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용기 내 보유 냉각재량이 

많아 사고 시 열  여유도가 클 뿐만 아

니라 높은 냉각재 비등 , 기압 운 , 

간 열교환 계통을 채택하여 방사화 소

듐을 동력 환시스템과 격리시키는 등 

고유의 안  특성을 갖고 있다. 한 물/

증기 혹은 임계 CO2 이튼 사이클 

등을 이용한 고효율 동력 환시스템과 신 설계 등을 통해 기존의 원자로와 비교해도 

경제성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에 한 연구개발은 일본 몬주의 재가

동, 국의 실험로 CEFR 건설, 러시아와 인도의 상용로 규모 랜트 건설 등을 통해 가

속화되고 있다.

재 고려되고 있는 제4세  SFR은 습식재처리의 혼합산화물연료를 사용하는 용량 

(600~1,500MWe) 루 형 원자로, 건식재처리( 이로)의 속연료를 사용하는 - 용량 

(300~1500MWe) 풀형 원자로, 건식재처리( 이로)의 속연료를 사용하는 소용량 

(50~150MWe) 모듈형 원자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에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4세  SFR 시스템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기간은 2007 ~ 2016년의 10년으로 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 

국(‘09.3), 러시아(’10.7)가 재 참여하고 있다. GIF의 SFR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시스템

종합‧평가(SIA), 안   운 (SO), 선진핵연료(AF), 기기설계‧보조계통(CD & BOP), 악티

나이드사이클 국제실증(GACID)의 5개 로젝트가 수행 이다.

제4세  SFR 설계개발 계획은 GIF가 확립한 설계요건34)에 따라 참조노형을 기 으

로 이루어진다. 참조노형은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제4세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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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가능성이 높은 노형으로 재 우리나라의 KALIMER, 일본의 JSFR, 미국의 SMFR이 

선정되어 있다. 공동연구는 각국의 개념개발 연구를 존 하여 각 개념별로 진행하는 

Multiple Tracks 으로 진행하며 공동연구의 목 은 공동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각국의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효율  추진하는 것이다. 재 Gen-IV SFR 설계 개발은 

개념 평가  시스템 종합(~2007), 사  개념 설계 확립(~2010), 설계 최 화(~2015)의 3

단계로 이 져 있다.

SFR 시스템의 각 로젝트들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물을 생산

하 다35). 우선, 안   운  로젝트(SO)는 피동안 성 평가와 함께 반응도 궤환효과, 

자기작동형 노심정지시스템, 속용융형 노심정지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피동잔열제거시

스템과 같은 고유 특성들의 구 성을 명확히 하 다. 이를 해 사고 해석을 한 

산코드 개발, 사고 방과 확  방지를 한 설계 용량 평가, 용융 핵연료 거동에 한 

거동 실험 분석 등을 수행하 으며 안 분석 방법론의 응용성을 확인하 고 비 칭 열유

체 설험 자료, 노심 유동 실험 자료, 가동  조사 실험 자료 등을 생산하 다. 랑스는 

SO 로젝트와 련하여 2012년까지 ASTRID(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 개념 설계를 완성하고, 2020년까지 건설 완공을 추진할 

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0년 FCR&D 로그램에 원자로 안  련 산이 포함하지 

못해 련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상된다.

선진핵연료 로젝트(AF)는 우라늄- 루토늄 혼합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산화물, 

속, 질화물, 탄화물 연료를 마이  악티나이드 재순환 시스템의 구동핵연료로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기술 평가에서는 혼합산화물 연료와 속연료가 기술목표 달성 가능한 우

선 옵션으로 선택되었으며, 노심 피복재  구조재 물질로는 페라이트/마텐사이트 속 

는 산화물분산강화강(ODS)이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AF 로젝트는 시스

템 종합/평가 로젝트(SIA)의 요청에 의해 핵연료 연구에 있어 마이  악티나이드 핵변

환을 한 비균질 연료로 그 연구 역을 확 하고 있다. AF 로젝트와 련하여 미국

은 2세   3세  FMS 피복  개발할 계획(조성은 HT-9이며,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성

능 향상 계획이다. INL은 코 이 필요 없는 연료심 몰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ATR 연구로 

조사시험 핵연료(AFC-2)에 한 조사후시험이 진행 이다. 일본 JAEA는 ODS 연료  

RIAR BOR-60의 첫 번째 조사시험 완료후 PIE 비 이며, 고연소도 조사시험 계획 이

다. 랑스는 Am-241 산화물 Target을 Phenix 원자로에서 연소시험한 후 재 조사후시

34) ① 악티나이드 리를 한 환비 (0.5~1.3), ②핵연료 재순환에 의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

료 핵변환, ③경수로 수 의 방사성 물질 출, ④핵연료 재순환 주기  고순도 루토늄 생

산 배제, ⑤피동형 안 특성  노심손상빈도 <10-6/원자로․년, ⑥타 발 원에 비해 수명 운

비용의 경쟁우  확보, ⑦18개월 는 그 이상의 핵연료 재장 주기, ⑧ 용량 42개월, -소

용량 36개월의 건설 기간

35) 2009 GIF Annual Report 요약 (2010년 9월 1일 발간)



- 35 -

험을 수행 이며 EU의 ITU는 ODS 피복 의 단마개 용 에 용할 수 있는 EMPT 

(Electromagnetic Pulse Welding) 용 기술개발이 진행 이다. 아울러 일본 CRIEPI 연구

소가 주 하는 METAPHIX 로그램은 U-TRU-RE-Zr 속연료 조사시험으로써, 독일 

ITU에서 속연료를 제조하고, 랑스의 Phenix원자로에서 연소시험한 후 다시 ITU로 

이송하여 재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기기설계  보조계통 로젝트(CD & BOP)는 2010년까지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분야의 가동 검사  수리 기술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고온 LBB(Leak 

Besfore Break) 용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향상,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사고 방지

를 한 설계개념 도출  개선, 임계 CO2 Brayton Cycle 용을 통한 안 성  경

제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개발을 으로 수

행하 다. 우선, SFR 보수 경험  가동  검사 기술개발 분야는 소듐 침지식 실시간 

음  센서 개발  성능시험, 내부 손상 검사 기술 개발, 원자로 내부 구조 검사 기술 개

발, Monju 간 열정달 계통 보수 등에 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 다. 한, 고온 단

설 평가기술 개발분야는 Mo9Cr-1Mo 강의 피로균열, 크립균열, 크립-피로균열, 괴

인성 등의 고온 균열 거동 시험을 수행하 다. 끝으로 임계 CO2 이튼 사이클 에

지 변환 개념 개발 분야는 임계  부근에서의 안정성 확보, 핵심 터보기기 기술 구 , 

재료 부식  탄화 상 시험, 소듐-CO2 화학반응 시험, 에어포일(airfoil) 형상의 확산

합용 열교환기 개발 등을 통해 소형 이튼 사이클 에 지 변환 계통 개발에 신  

진 을 이루었다. 본 로젝트와 련하여 랑스는 Areva  EdF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ASTRID에 용할 기술을 2012년까지 채택할 계획이며 소듐 에서 검사할 USV 기술과 

원자로 밖에서 원자로 내부를 검사하는 두가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한 

Na-CO2 화학반응과 S-CO2 부식에 한 시험을 진행 이며 S-CO2 열수력 모델개발은 

GIF framework 안에서 미국과 양자간 력계획을 맺고 ‘09~’11년까지 3년간 수행할 

정이다. 일본은 JSFR을 해 2006년 시작한 FaCT 로그램을 2015년까지 수행하여 개념

설계를 마칠 정이며 2025년까지 JSFR을 건설할 정이다. 재 ISI와 련하여 변형이

나 변 를 탐지할 음  센서와 균열과 같은 미세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

고 있으며 S-CO2 컴 서 테스트를 수행 이다. 미국은 S-CO2 사이클 련, S-CO2 

이튼 사이클 콤팩트 열교환기, S-CO2 이튼 사이클 Plant Dynamics code를 개발

이다. 특히 코드(code) 개발은  랑스의 CEA와 양자간 력 로그램을 만들어서 2009

년부터 3년간 진행하며 ANL은 PDC 코드를 CEA에 제공하 다.

통합 악티나이드 주기 국제 실증 로젝트(GACID)는 2009년에 마이  악티나이드를 

함유하는 핵연료의 물성, 조사 핵연료 자료 등에 한 평가 실시, Monju 마이  악티나

이드 함유 핵연료 다발 조사 실증 시험을 한 비 로그램 계획 등을 수행하 다. 그

러나 조요 정지에 따라 연구가 2년 지연됨에 따라 일정  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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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가스로 시스템(VHTR)

고온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의 기술  특징은 세라믹피복

입자 핵연료, 흑연감속, 헬륨냉각재와 신 인 용분야(열병합  수소생산 등)에 있다. 

고온가스로의 기본개념은 페블형과 블록형 두가지이며 기  핵연료주기는 농축우라

늄을 사용하는 일회형(Once-through)이나 합한 후행핵주기 리기술과 페쇄형 핵주기

기술이 개발 이다. 기  력생산계통은 기존의 수증터빈계통이나, 직 헬륨가스터빈 

는 이튼싸이클을 개발 이다. 고온가스로는 공정열 달에 필요한 열교환기와 

속기기에 사용되는 속재료 때문에 재

의 온도가 800 ~ 950
o
C로 제한되고 있으나 

장래에 합 , 세라믹복합체가 사용되면 

온도를 1,000
o
C로 올릴 수 있다. 고온가

스로의 개발은 흑연감속, 이산화탄소 냉각

재를 사용하는 AGR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 실험로 HTTR과 HTR-10을 활용하여 실

증로 설계와 인허가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시스템 개발을 한 GIF 심의 국제공동연구는 재 한국, 미국, 일

본, 랑스, 캐나다, 스 스, EU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의 로젝트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국이 재료 로젝트에 참여하여 본격 인 공동연구를 시작하

으나 랑스는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수소생산과 핵연료  핵주기 로젝트에서 탈퇴

하 다.

① 설계, 안   계통종합(Design, Safety & System Integration) : 다양한 VHTR 기

본개념과 열병합, 수소생산과 같은 용분야에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을 도출. 

② 해석방법 검증(CMVB) : 열수력, 열기계, 노물리, 방사화학은 정상운 , 비정상운

, 사고조건에서 원자로성능을 평가. 사용되는 산코드검증은 실험결과와 코드

간 비교, 기본 상부터 HTTR, HTR-10을 사용한 종합실험, 과거 고온가스로 운

자료에 해 수행. 개선된 계산방법은 불필요한 설계보수성을 제거하고 정확한 

상건설비 추정에 활용.

③ 핵연료  핵주기(F&FC) : UO2 커넬과 SiC/PyC 피복의 TRISO 성능검증에 주력 

. 연소도 증가, 핵분열생성물 설 하, 사고시 건 성 향상을 한 UCO 커넬

과 ZrC 피복의 연구 시작.

④ 재료(MAT) : 재료개발, 특성평가, 재료규격 등을 개발. 섭씨 900oC이하의 냉각재 

노심출구온도에서는 기존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목표인 1,000oC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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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건과 부식성 공정계통에서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요함. 데이터 리, 국

제연구공조, 수명 측 등을 해 재료 핸드북을 개발 .

⑤ 기기(COM) : 노심구조, 제어 ,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가스덕트,  터빈

장치 등을 개발. 용 , 열처리 등 제조  장건설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정상 

 사고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형 헬륨루 에서 검사가 필요.

⑥ 수소생산(HP) : 기에는 요오드-황 열화학싸이클과 고온 기분해공정이 상이었

으나, 구리-염소 혼합열화학싸이클과, 황 혼합열학싸이클이 추가됨. 소규모와 규

모 수소생산에 한 타당성, 최 화, 효율평가, 경제성평가가 연구개발의 주목표.

이러한 각 로젝트에서 그동안 생산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핵연료  핵

주기 로젝트(F&FC)는 피복층 성능 검증을 해 2008년 4월~2009년까지  PYCASSO-1 

조사시험을 완료하 으며, 2009년에 PYCASSO-2 조사시험을 착수하 다. 한 2010년에

는 피복입자 연료성능을 입증하기 해 AGR-2의 실험을 시작하 으나 페블연료 성능 입

증을 한 HFR-EU1 조사시험은 HFR 원자로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F&FC 로젝트와 

련하여 일본은 HTTR 핵연료 련 안 성 시험을 수행 이며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유

럽/GIF PYCASSO program)에 공동으로 참여 이다. 미국은 NGNP 로그램을 한 피

복핵연료와 련된 업무를 수행 이며 ORNL/ B&W에서 피복입자핵연료 시험제조, INL

주  AGR 방사화 테스트 로그램을 수행 이다. EU는 Petten의 HFR에서 조사시험 

 Karlsruhe ITU에서 조사후시험을 수행 이며 랑스는 최근 VHTR 핵연료 련 연구

개발을 단하 으나 GIF VHTR 핵연료 공동연구로 참여하기로 한 미국의 NGNP 계획

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  AGR-2 실험에는 시편을 제공하여 조사

시험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료 로젝트(MAT)는 미국 NGNP의 운 변수변화  랑스의 정치  결정36)에 

따라 2009년부터 PA를 변경하 으며 로젝트를 흑연, 속, 세라믹의 3개 work 

package로 분리하 다. 한 Gen-IV 재료핸드북에 자료 입력을 시작하 으며 ASME 

표의 참여로 재료규격 련 연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본 로젝트와 련하여 캐나다는 

G91 크리 시험, Multi-scale Modeling, 세라믹  복합소재 단열재 특성평가 등을 수행

이며 A617과 G91 크리 -피로  환경 향 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랑스는 SFR 주

요 소재인 FM강과 GFR 주요 소재인 SiC/SiC 복합체에 한 cross-cutting 개념으로 본 

PMB에 계속 참여할 정이나 Graphite working group은 불참하기로 하 다. 미국은 

INL이 고온특성  환경 향 평가, ORNL이 ASME 코드, constitute 모델링  괴인성

의 시효 향 평가, ANL이 증기발생기재료의 potential in-service issues  기 크리  

평가, 학에서 A617 환경 향, 크리 -피로 환경시험, G91 용   입자크기에 따른 크

리 거동 평가를 수행 이다. 끝으로 일본은 SI-HTTR 연계를 한 heat utilization 특성 

36) 고속로 우선 정책에 따라 GFR 재료와 련되는 세라믹 분야에서의 연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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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하 으며 Graphite 와 C/C 복합체 물성  내환경 향 평가를 수행 이다.

수소생산 로젝트(HP)는 2010년 말까지 요오드-황(IS) 열화학공정 flow-sheet를 분석

할 정이며 분리용 흡착제 개발과 SO3, HI 분해 매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이다. 

한 열화학 기기성능 입증을 해 벤치규모의 실험을 수행 이며 고온산화물연료 지

(SOFC) 장치와 유사한 고온 기분해(HTSE)장치 개발하 다. 고온 기분해 장치의 수명

향상을 한 셀 단  실험을 수행 이며 기분해 극재료, 셀 연결기술, 설차단해법, 

최 운 조건 등을 개발 이다. 수소생산 PMB는 구리-염소(Cu-Cl) 혼합 싸이클과 혼합

황(HyS) 싸이클을 안공정으로 선정하고 원자로와 결합을 한 리스크분석, 삼 수소침

투를 포함한 안 성, 계통통합 등을 타 연구개발 PMB와 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열

교환기, 고온분리변, 고온가스덕트  열부하완충기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HP 

로젝트와 련하여 일본은 개정 인 로젝트 계획의 WP 1. SI Cycle에서의 신규 

Task에 한 5개항(분젠반응기, 황산분해반응기, 삼산화황분해반응기, 요오드산분해반응

기, 고온재산펌 )의 기여 계획을 통보하 으며 랑스는 향후 HP PMB에 참여가 불가

능함을 통보하 으나 제출키로 한 기술보고서들의 제출은 이행하기로 하 다. 미국은 원

자력수소 이용계획에 있어 2025년까지 Coal-to-Gas (CTG)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HTSE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여 Fischer-Tropsch 합성반응에 의한 디젤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개발 인 Co-electrolysis 

기술에 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최종 으로는 2050년까지 연료자동차용 수소를 

원자력수소로 공 한다는 계획을 추진 이다.

해석방법 검증(CMVB) 로젝트는 정상운 , 운 천이, 사고시나리오 등 원자로해석

에 필요한 수치해법 기술개발에 집 하고 있다. 재 표 문제의 비교계산, HTTR 

HTR-10 등 실험로 결과, 과거 운  자료와의 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CMVB 로젝트

는 HTTR work packages에서 일본 HTTR의 실험  결과해석을 으로 로젝트를 

진행할 정이었으나 일본이 기여도의 균형성 문제를 이유로, 4개 task(노심핵설계, 계통

과도, 화학/수송, 내진)에 한 HTTR 실험자료 기여를 철회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

다.37) 이외에도 랑스의 CEA가 로젝트 참여를 철회하여 로젝트 계획에 한 수정

이 불가피해졌다. 본 로젝트는 자료 보유국이 제공한 실험  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공동 검증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자료 보유국이 일방 으로 불리한 구도이다. 이

에 따라 참여국들이 코드 검증용 실험자료 기여를 꺼려해 work package별 task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참여를 결정한 국의 경우도 HTR-10의 실험 자료 제출 없이 참여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37) HTTR 안 실증시험을 OECD 공동연구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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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계압수 냉각로 시스템(VHTR)

임계압수 냉각로 시스템(Super-Critical 

Water Reactor: SCWR)은 물의 임계 (374
o
C, 

22.1MPa) 이상에서 운 되는 고온∙고압의 수냉

각로 시스템으로 임계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로 보조계통(BOP)을 간소화 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의 경수로에 비해 열효율을 1/3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참조노형은 용량

(300-700 MWe)  용량(1000-1500 MWe)의 

2가지이며 25MPa의 압력에서 운 되며 출구온

도는 510
o
C이나 625

o
C까지 격상이 가능하다. 임계압수 냉각로는 열 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비순환 핵연료주기와 습식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고속 성자 스펙트럼의 재순

환 핵연료주기의 두가지 선택 안이 있다. 

재 GIF 주도의 국제공동연구에는 4개의 로젝트가 구성되어 활동 이다. 시스템

종합평가(SIA)의 업무범 에 한 지침이 확정되기 까지 시스템운 원회가 그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료  화학(M&C) 로젝트에 한 서명은 재 진행 이다. 캐

나다, 일본, EU는 열수력  안 (TH&S) 로젝트에 서명을 완료하여 2009년 10월 5일 

발효되었다. 

임계압수 냉각로 4개 로젝트 별 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종합

평가(SIA) 로젝트와 련하여 EU는 2300 MWt 용량의 HPLWR 노심의 성능을 개선하

기 한 노심해석을 수행 이다. 이는 3세  BWR의 설계를 부분 채용하여 격납용기

의 설계를 수행하 으며 NSSS와 BOP의 layout 설계를 완료하고 평가단계에 있다. 일본

은 Fast spectrum SCWR의 core power density를 300 MW/m3로 개선하 으며 캐나다

는 열효율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해 reheat cycle을 포함하는 CANDU SCWR에 

한 연구에 착수하 다. 

재료  화학(M&C) 로젝트와 련하여 Corrosion과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한 연구가 참여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캐나다가 리하고 있는 

database에 추가되고 있다. 한 부식 메커니즘과 산화물 생성 모델링에 한 연구가 계

속되고 있으며 부식 방지를 한 방안의 하나로 표면처리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상되는 운 조건에서 임계압수의 방사분해 상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 

임계압수에 한 실험과 산해석 모델링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열수력  안 (TH&S) 로젝트와 련하여 캐나다는 환형유로를 흐르는 임계압

수에 한 열 달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험  발생한 sliding-thermocoup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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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을 방지하기 해 sliding-thermocouple 설계를 개선하 다. 한 Tube, 

annulus, bundle assembly 안을 흐르는 물, CO2, refrigerant의 임계압 열 달 실험을 

해 실험장치를 건설하고 있으며 유동불안정성 실험장치 건설을 완료하 다. EU는 

HPLWR safety system에 해 loss-of-feedwater와 reactivity-induced accident 계산을 

수행하여 부분은 acceptance criteria를 만족하 다. 아울러 Helical wire-wrap spacer를 

채택하는 HPLWR의 핵연료집합체의 부수로에 용할 수 있는 열 달상 식을 찾기 

해 산해석을 수행하 다. 일본은 HCFC22를 이용한 내경 4.4 mm 튜 와 7-rod 

bundle 안의 임계압열 달 실험이 큐슈 학에서 수행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일 때 

7-rod bundle 안에서 열 달열화가 억제됨을 확인하 다.

끝으로 핵연료검증(FQ) 로젝트에 참여하는 각국은 Prototype reactor를 건설하기 

한 주요 milestone의 하나로 fuel qualification test에 한 의를 계속하고 있다. 회

원국들은 57 mm 외경의 압력  안에 60 cm 길이의 핵연료 4개가 들어 있는 시편을 체

코의 pool-type 연구로인 LVR-15에서 시험하기로 하 다. 

라. 가스냉각 고속로 시스템(GFR)

가스냉각 고속로(Gas-cooled Fast Reactor: GFR)

는 고속 성자의 헬륨(helium) 냉각재 원자로로서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용하고 있으며 연료의 형태

는 혼합세라믹, 입자형  세라믹피복재 등으로 악

티나이드의 리로 폐기물 감이 가능한 시스템이

다. 특히 헬륨을 사용하여 원자로의 출구온도가 높

기 때문에 력생산, 수소생산  공정열 생산을 고

효율을 가지고 제공이 가능하나 원자로의 출구 온도

가 높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기기 건 성 등이 주요

한 도  기술이다.

2006년 EU, 랑스, 일본, 스 스가 시스템약정에 서명하 고, 기기설계  안

(CD&S) 로젝트가 EU, 랑스, 스 스의 서명으로 2009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핵연료/

재료/핵주기(FCMFC) 로젝트가 논의 이다. 기기설계  안  로젝트는 GFR 개념

설계  운  라메터 정의, 체개념 연구, 안 구조 정의, 실험로 ALLEGRO의 개념

설계  안  구조 정의 등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연료/재료/핵주기 로젝트는 

연료설계(Pin-type fuel), Cladding 재료물질 개발( 속, 세라믹 복합물, ODS alloy), 고

도핵연료 재료 개발(cardige, nitride)을 주요한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 3가지 형태의 노심 개념38)을 비교하 으며 Risk 최소화  확률론

38) ①세라믹 혼합물 재질 clad의 plate fuel type, ②세라믹 혼합물 재질 clad의 pin fue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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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성 분석을 확립하기 해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붕괴열 제거 계통 구성  활용 

략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안  분야에 있어, 설계기 사고(DBA) 평가를 해 수

용 가능한 사고 수 을 정의하고 상황을 정리하 으며, GFR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에 해 각각의 기 별로(노심구조, 반응도 제어 등) 사고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사고 상황 하에서 GFR 노심 재료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한 테스트가 진행 이다.

마. 납냉각 고속로 시스템(LFR)

납냉각 고속로(Lead-cooled Fast 

Reactor)는 고속 성자 스펙트럼의 납 

는 납/비스무스 혼합물 액체 속을 냉

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로 우라늄 변환

의 효율  악티나이드 완 재처리를 

해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으

며 연료는 핵분열물질의 원료가 되는 우

라늄과 우라늄계열을 함유한 속 혹

은 질화물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20-180MWe  배터리 타입의 장주기 재장 형과 300-1200MWe  모듈형, 600~1000MWe

 형의 3가지 선택 안이 존재하며 배터리형 시스템은 15-20년의 재장 주기를 가지

며, 소용량 력계통용으로 력을 생산하고, 수소생산  이동형의 에 지원으로 설계

되고 있다.

재 GIF에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해 양해각서(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SSTAR(The Small Secure Transportable Autonomous Reactor, 미국)와 ELSY (The 

European Lead-cooled System, 유럽)의 두 노형이 국제 력 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009년에는 1차 계통의 단순화( 간 냉각 루  제거 등)를 연구하여 공기 단축  건설

비 감을 도모하 으며 냉각재 출 확률을 감소시킬 사각형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 구

성을 연구하고 있다. 한 고온의 납 냉각재 환경 하에서 용기 내 핵연료 교체를 한 

기기에 한 험도 조사를 수행 이며 헬리컬 튜  형태의 증기발생기의 반 크기인 

spiral-wound 튜  번들을 용한 증기발생기를 개발 이다. 향후 ELSY의 후속으로 제

7차 EU-FP의 LEADER(Lead-cooled European Advanced DEmonstration Reactor) 로

젝트 진행하고 SSTAR은 낮은 온도에서 운 하기 해 속 핵연료  재료 검증을 연

구할 정이다.

③Vanadium alloy 재질 clad의 plate fue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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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융염로 시스템(MSR)

용융염로(Molten Salt Reactor: MSR)는 순환하는 용융염 연료혼합물 내에서 핵분열 

에 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열 역이상(epithermal) 성자 스펙트럼과 악티나이드 

완 재순환핵연료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연

료는 나트륨/지르코늄/불화우라늄 액체혼

합물로 흑연으로 되어 있는 노심 채  내

를 흐르고 있다. 연료가 액체형이기 때문

에 연료의 성형 가공이 필요 없고, 루토

늄과 같은 악티나이드의 첨가가 용이하다. 

참조 용량은 1,000MWe이며 출구온도는 

700
o
C로 열효율을 증가시켜 800

o
C로 격상

이 가능하다.

MSR도 LFR과 마찬가지로 GIF 정책그룹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 이다. 한편, 

랑스, 독일, 체코, 미국, EC  IAEA 참여의 제7차 EU-FP ISTC-3749 로젝트에 포

함되었는데 이 로젝트는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MSFR의 개념 설계를 목 으로 하고 있다. 

GIF의 문가 그룹에서는 MSR 시스템의 구성 로젝트로 재료  기기 연구 시

스템 설계  운  연구, 안 성  안  시스템 연구, 용융염의 화학  특성 연구, 핵

연료  핵연료 주기 연구, 시스템 종합  평가 등 6개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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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I-NERI를 통한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1. 추진 개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 발 의 성능, 효율성, 신뢰성, 핵비확산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한 새로운 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념을 개발하고, 미래 기술수요를 충족시

킬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기반 증진  유지를 목 으로, 2001년 이후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표 3-2-1> 한∙미 I-NERI 추진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 

배경

미국

○ 美 통령자문 원회의(PCAST)의 권고에 따라 세계 원자력기술 선진

국들과 력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 인 라 구축의 가속화  리더십 

회복을 해 추진(1997년)

○ GIF 참여국들을 상으로 양국간 력 타진

  - 한국, 랑스, 캐나다, 라질, 일본, EU, OECD/NEA

한국

○ 제20차 한ㆍ미 공동상설 원회에서 미측의 NERI 로그램 참여 요청

(1999년6월)

○ 선진기술의 조속한 확보  미국과의 이해ㆍ 력 증진을 해 NERI 

참여 합의(한ㆍ미 과학기술장 회의, 1999년8월)

추진

경과

○ I-NERI 정(MOU Annex V, MOST-DOE) 체결  1차 I-NERI 원회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 개최(2001년5월)

○ I-NERI  력분야(Gen-IV, AFC, 원자력수소) 합의(2003년)

○ 미국의 I-NERI 추진 산 반 방법 변경(2005년)

  - 별도의 로그램으로 진행하던 I-NERI를 2004년부터 분야별(Gen-IV, 

AFCI, NHI) 산에 포함시켜 확보ㆍ지원

○ I-NERI 정 개정(MOU Annex V, MOST-DOE) (2005년2월)

  - BINERIC 운 체제에서 Coordinator 체제(미: DOE Technical Manager, 

한: 정부 표(現: 교과부 원자력정책과장))로 변경

○ 연 2회의 BINERIC 개최로 공동연구 과제 선정  평가 수행(2001년5월～ 재)

  - 2010년도 BINERIC 회의 개최(2010년 3월, 11월) 

○ 2010년 재 11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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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추진 황

I-NERI 국제공동연구는 과제당 20만불 수 으로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하여 각각 약 200만불 씩을 지원하여 재 총 41개 과

제  26개가 완료( 단 포함)되었고 2007년 이후부터 수행한 11개 과제가 진행 이다. 

한 2010년도에 4개 과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수행될 정이다.

<표 3-2-2> 한∙미 I-NERI 과제 추진 황(총 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선진경수로 4 4

I&C 2 2

Gen-IV

SFR 1 1** 1 1 1*** 1 6

VHTR 1 2 1** 2 6

SCWR 1 1 2

AFC 1 2* 1 2 4 2 12

기타(재료 등) 1 1 1 1 1 1 1 2 9

계 6 5 5(1) 2(2) 4 6 3(1) 2 4 41

(*) : 2차년도 후 과제 종료 (1개 과제) - 미측 요청(연구비)

    -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김응호, KAERI)

(**) : 2차년도 후 과제 종료 (2개 과제) - 미측 요청(연구비)

    -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로그램 개발(이 진, KAERI)

    -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심윤섭, KAERI)

(***) : 1차년도 후 과제 종료 (1개 과제) - 양국 합의(성과미흡) 

    - 소형 소듐냉각고속로 원격지 성공  도입을 한 검증 기술 개발 (서균렬, 서울 )

I-NERI 추진에 있어 양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해 의

를 통해 선정하는 상호호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까지 수행된 과제들의 경향

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선진 경수로 련 과제를 수행하 고 2003년부터는 Gen-IV와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련 과제가 공동연구 테마로 선정되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재

료 등 기 연구 분야가 주요 공동연구 분야로 채택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최근 연구 

성향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구개발 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숙원사

업인 핵연료주기기술과 4세 원자력시스템 분야에 력을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45 -

<표 3-2-3> 2007~2010년 선정 한∙미 I-NERI 과제

구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

(연구책임자)

2007년

선정과제

층류 상의 실험  연구, 흑연 산화, 공기침투 사고 완화
에 한 연구 (2007-001-K)

KAIST

(노희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기술개발 (2007-002-K)
KAERI

(박장진)

고연소도 달성을 한 SFR용 TRU 함유 속핵연료 성능 
평가 (2007-003-K)

KAERI

(이병운)

속연료 Pyroprocessing 공정발생 고 폐기물의 고화 
 특성평가 기술개발 (2007-004-k)

KAERI

(조용 )

원  폐기물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해정련공정 산모델 
개발 (2007-006-K)

KAERI

(김 락)

고온장주기 소듐냉각 고속로 고온구조설계기술 개발 
(2007-007-K)

KAERI

(구경회)

2008년

선정과제

고온가스로 다 물리거동 해석을 한 고도 산모의능 
구  (2008-001-K)

KAERI

(이 철)

고온가스로 노심우회유량에 한 실험  해석연구 
(2008-002-K)

KAERI

(김민환)

선진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한 핵자료 불확실도 분석 
(2008-003-K)

KAERI

(길충섭)

2009년

선정과제

속연료장  고속로 노물리 검증자료 생산을 한 
ZPPR-15  BFS 임계실험분석 (2009-001-K)

KAERI

(김상지)

나노결정립강의 계명조 을 통한 Gen-IV 노심소재의 조사 
항성 향상기술 연구 (2009-002-K)

KAERI

(장진성)

2010년

선정과제

해정련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지르코늄 회수 공정 개발 
(2010-001-K)

서울

(황일순)

과학  근법에 기반한 니 계 합 의 경년열화  
균열 상에 한 연구 (2010-002-K)

울산과기

(김지 )

손실 첨단 속연료심 주조 평가 (2010-003-K)
KAERI

(김기환)

2상 조직화 공정을 이용한 나노입자강화강의 기계  특성 
향상기술 개발 (2010-004-K)

KAERI

(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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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한미 BINERIC 회의 결과

가. 2010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

2010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는 2010년 3월 15일 한국 서울 정부 앙청사 교육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원자력 R&D 로그램 발표, 2010년 신규

과제 선정계획 논의, 지난회의 Action Items 조치 사항 확인, 2010년도 연차평가  하

반기 BINERIC 회의일정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양국의 원자력 R&D 로그램 발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최종배 원자력정책과장(한국 측 I-NERI Coordinator)은 "한

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로그램 황“이란 제목 하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   폐기

물 황,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로그램 황,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황  한

/미간의 연구 력 황 등에 해 발표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기 으로 20기의 원 을 운  이며 6기의 원 을 건설/계획 임.

  ○ ‘국가에 지기본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원자력발  비 을 59%까지 증  

  ○ 2030년 방사성 폐기물은 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측되며, 사용후핵연료

는 2016년에 재 장용량의 포화치에 달할 것으로 상됨.

  ○ 원자력 연구개발 로그램은 1992년부터 국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재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  리를 해 pyroprocessing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2016년까지 10ton U/yr를 처리할 수 있는 PRIDE 실험시설을 건설 완

료하고 이후 ESPF 시설을 건설할 정임.

  ○ 재 SFR 개념설계 연구가 진행 이며 2011년까지 이를 완료하고, 2020년까

지 표 설계 승인, 2028년까지 demo. reactor를 건설할 계획임.

  ○ GEH와 KAERI는 SFR 개발을 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임.

  ○ 원자력수소생산을 한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 이며 2026년까지 원자력수

소실증을 완료할 정임.

  ○ 2006년부터 KAERI는 GA주도의 컨소시엄의 력 기 으로서 NGNP 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 측 표인 B. Savage(DOE Technical Manager)는 발표를 통해 미 오바마 정

부의 원자력 정책, DOE의 주요 연구개발 로그램  2011년 DOE 산 요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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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바마 행정부는 원자력을 온실가스 감축과 련한 에 지 mix의 핵심 인 

축으로 유지하며 핵비확산, 온실가스 감축, 장기 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R&D의 선행을 정책의 우선순 로 선정

  ○ DOE는 원  수명 연장, 신규원자로 건설, 수송/산업에서의 화석연료 활용 감, 

지속가능한 핵연료 싸이클, 핵확산 항성 증 를 주요 R&D분야로 여김.

DOE는 2011년 산(안)으로 2010년 의회가 승인한 869,995 K$보다 4.9% 증가한 

912,252 K$를 신청하 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통기반연구(Nuclear Energy 

Enabling Technologies), Re-Energyse, 원자로 개념 RD&D, 원자력에 지 국제 력 

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학연구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연구는 

신설된 로그램으로 이 되었다. 특히 작년에 별도의 로그램으로 진행되던 학연

구 로그램은 공통기반연구, 원자로 개념 RD&D  Re-Energyse 로그램에서 산

을 확보하여 과제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 으며 Gen-IV 원자력시스템, NGNP  

소형원자로 개발은 원자로 개념 RD&D 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기반시설 분야에서

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행정  지원을 한 Program direction 

분야 산이 작년 비 크게 증가하 다.

<표 3-2-4> 미국 에 지부의 2011 원자력 산 요구(안)

로그램
2010 산

(1,000 US$)

2011 산 요구(안)

산요구

(1,000 US$)

유율

(%)

년 비 

증감(%)

연구개발

(R&D)

공통기반연구 0 99,300 10.9 -

Re-Energyse 0 5,000 0.5 -

학연구 5,000 0 0 -

원자로 개념 RD&D 0 195,000 21.4 -

Gen IV 220,137 0 0 -

Nuclear Power 2010 105,000 0 0 -

핵주기 R&D 136,000 201,000 22.1 ▲47.8

원자력에 지 국제 력 0 3,000 0.3 -

소계 466,137 503,300 55.2 ▲8.0

기반시설

(Infrastructure)

방사성시설 리 72,000 66,818 7.3 ▽7.2

Idaho시설 리 173,000 162,482 17.8 ▽6.0

Idaho부지사찰  보안 83,358 88,200 9.7 ▲5.8

Program Direction 73,000 91,452 10.0 ▲25.3

소계 401,358 408,952 44.8 ▲1.2

Congressionally Directed Projects 2,500 0 0 -

합계 869,995 912,252 1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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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신규과제 선정계획

신규과제 선정과 련하여 한/미 양국은 산범 에 맞추어 2~3개 과제를 추진하

기로 합의하 다.  력분야로 한국은 AFC  Gen-IV를, 미국은 LWR의 재료 분

야 연구, AFC  Modeling and Simulation을 제시하 으며, 아래의 세부기술을 추진

하기로 합의하 다.

① LWR material aging 

② Advanced nuclear fuels (including LWRs)

③ Advanced waste forms

④ Modeling and Simulation : high-fidelity multi-physics modeling of gas-cooled 

and sodium-cooled reactors

⑤ Next-generation reactor and fuel cycle technology

⑥ Advanced  fuel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including LWRs)

⑦ Safeguards and nuclear physics data including theory development

⑧ Materials for advanced fuel cycles

⑨ Innovative concepts for Small Modular Reactor (SMR) systems

2010년도 I-NERI 신규과제 추진은 6월까지 과제제안서(Mini Proposal) 수  선

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까지 최종제안서(Full Proposal) 수  2차 선정 평가를 실시

하여 10월에 착수시키기로 하 으나 양국의 사정에 따라 탄력있게 추진하도록 합의하

다. 끝으로 양국은 2010년 I-NERI 연차평가  하반기 BINERIC 회의를 11월 11~12

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3) 지난회의 Action Item 조치 사항 확인

본 회의에서는 2010년 계속과제 안사항에 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2007-003-k 

과제의 목 과 역무 분장 명시와 련하여 양측은 지난 회의 회의록에 본 과제의 업

무 목 과 양측의 업무 분장에 한 내용이 수록됨을 확인하 다. 2007-004-k 과제의 

경우 미국 측의 산삭감으로 연구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원활한 공동연구 수행을 

해 한국 측에서 미국 측의 연구비 증액을 요청하 다. 이와 련하여 미국 측은 본 

과제의 수행을 해 2010년에 150,000$를 할당하 음을 밝혔다. 비슷한 경우로 

2007-007-k 과제에 해서도 미국 측은 과제 수행을 해 2010년 153,000$를 할당하

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2007-006-k과제의 한국 측 요청사항인 MARK-V 데이터 제공

과 련하여 미국 측은 재 추가 데이터의 수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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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도 하반기 BINERIC 회의

2010년도 하반기 BINERIC 회의는 2010년 11월 11~12일 양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

서 2007년 선정과제(5개) 최종평가  2007~2009년도 선정 계속과제(6개) 연차평가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최종/계속과제 평가

한/미 양측은 2007년도 선정 5개 종료과제에 종합평가의견을 반 한 최종보고서를 

2011년 1월 18일까지 제출하기로 하 으며, “고연소도 달성을 한 SFR용 TRU 함유 

속핵연료 성능 평가(2007-003-K)” 과제는 미국 측의 계속 연구 제안에 따라 2011년 

신규과제 선정 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계속과제의 경우 2007~2009년에 선정된 6개 과제 모두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하

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상호 교환하 다. “ 고온가스로 노심우회유량에 한 실험 

 해석연구 (2008-002-K)”과제는 미국 NRC에서 련 보고서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후 보고서 검토 후 우리측에 공식 요청이 상되며 미국 측에서 본 과제 련 기술

자의 인력교환을 제안하여,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인력교환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 다. “선진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한 핵자료 불확실도 분석 (2008-003-K)” 과제는 

3차년도 과제 종료 후 Am 핵종의 핵자료 연구를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세부 추

진계획을 의하기로 하 으며, “ 속연료 장  고속로 노물리 검증자료 생산을 한 

ZPPR-15  BFS 임계실험 분석 (2009-001-K)”과제는 미국측의 연구비 지원 문제로 6

개월간 과제가 지연되었는데, 원활한 공동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은 극지

원 할 것임을 밝혔다.

(2) 지난회의 Action Item 조치 사항 확인

지난회의 한국 측 요청사항인 이로 해정련 설계  성능코드 개발을 한 데

이터 제공과 련하여 미국 측은 한/미 이로 타당성연구 결과에 따라 데이터 제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신규과제 심의결과

한/미 양국은 2010년 I-NERI 2차 평가결과를 토 로 4개 과제에 해서 2013년까

지 총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합의과정에서 미국 측은 “ 해정련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지르코늄 회수 공정 개발 (2010-001-K)” 과제의 1차년도 산으

로 150,000$를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 2~3차 년도에는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다 극 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추가 으로 우리측에서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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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Partial Defect 탐지 기술 개발”을 2010년 신규과제로 추진할 것

을 제안하 으나, 미국 측은 본 과제가 NNSA의 고유업무로 NNSA와의 의 

후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하 다.

(4) 기타

한/미 양국은 2011년도 신규과제 추진에 있어 우선 력분야로 2010년도 력분야

와 동일하게 추진하기로 하 으며, 2011년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추가 력분야를 

의하기로 하 다. 특히 미국 측은 “Storage & Disposal"분야를 「한/미 이로 타당

성 연구」추진 력 회의 시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I-NERI 사업일정은 2010년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하 으며, 2011

년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세부 과제선정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 다. 추가 으로 

과제 추진방식에 있어 양측 과제책임자가 과제제안서를 공동 제안하여 양측이 각각 

평가 후 의하여 공동선정하는 기존의 추진 방식 외에 양측은 각각 과제 제안을 

수받아 상 측에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연구책임자  연구기 을 선정하는 방식을 

2011년부터 추가 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끝으로 2011년 상반기 BINERIC 회의는 「한미 이로 타당성 연구」 련 회의와 

연계하여 2011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표 3-2-5> 2011년도 한/미 I-NERI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4월 순 신규과제 공모

5월 순 과제제안서(Mini-proposals) 수

5월 순 1차 선정평가

6월 순 2차 평가 상과제 선정

6월 하순 최종제안서(Full-rpoposals) 수

7월 순 2차 선정평가

8월 순 최종선정  과제착수(‘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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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연구개발 황

 2007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7-002-k)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기술개발

o 과제책임자 : 박장진 (KAERI), Brian Westphal (INL)

o       산 : 2.85억원 (‘08), 2.85억원 (’09), 2.85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이로 공정 효율 제고를 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개발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8년)

핵심

성과

목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이 후속 이로 공정에 미치는 향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1,200℃, 진공조건에서 핵종 휘발  포집 실험

수행

성과

다양한 처리 공정 방안  고도 휘발성산화 방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1,200℃, 진공조건에서 Cs는 98%, Tc는 92%, Ru는 98%, Mo 

62% 휘발됨을 확인함. 

상기조건에서 휘발한 Cs, Tc, I 핵종에 하여 KAERI 개발 필터에 

의한 선택  포집 가능성 확인

회 형 고도 휘발성산화장치 설계  제작

2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회 형 고도 휘발성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한 휘발성산화

공정 조건에서의 입도제어 실험

사용후핵연료 이용 INL핫셀에서 배기체처리 최 화 실험

수행

성과

SIMFUEL을 이용한 최  20mm 정도의 U3O8  UO2 그래뉼 

제조 가능성 확인

포집능과 강도가 개선된 석탄회  칼슘 필터 시제품 제조  

3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사용후핵연료 이용 INL핫셀에서 휘발성산화공정의 최 화 실험 

(핵종 휘발, 입도제어, 핵종 포집) 

수행

성과

회 형 고도 휘발성산화장치 성능 개선(단축→양축)  동 장치

이용 1mm 이상 그래뉼 입자 제조 효율 84%

INL핫셀에서 정 조건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1,200℃) 후에 평균입도 약 2.5배 증가 확인   

INL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1,200℃) 후에도 

Pu, Np, Am 등 TRU 핵종이 휘발되지 않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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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7년)

INL 핫셀 배기체처리장치  석탄회 필터의 감마 스펙트로미터 결과

2차년도

(2008년)

단축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에서 제조된 U3O8 그래뉼 시제품 

3차년도

(2009년)

INL핫셀에서 1200℃ 고도 휘발성산화 실험시 사용후핵연료 분말 

응집 모습  입도 분포

미국과

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INL 핫셀 실험용 배기체처리 필터 총 10세트 제공

다공성 UOx 제조실험 결과  동 시료의 해환원 비실험 결과

DUPIC 공정의 배기체처리 연구 결과

DUPIC 공정의 핵종 출 실험 결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8회에 걸친 INL 핫셀 핵종휘발 실험결과 

8회에 걸친 INL 핫셀 배기체 포집 실험결과

DEOX 실험시 핵종 휘발 실험 결과

1,200℃ 열처리시 입도 증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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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3-k) 고연소도 달성을 한 SFR용 TRU 함유 속핵연료 성능평가

o 과제책임자 : 이병운 (KAERI), J.R. Kennedy (INL)

o       산 : 2.85억원 (‘08), 2.95억원 (’09), 2,70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SFR 속핵연료 (TRU 30% 이상)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속핵연료/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시험  Barrier 피복재 성능

검증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8년)

핵심

성과

목표

 속핵연료 비성능평가

HT9  피복재 표면에 barrier 코

U-TRU-Zr  barrier 피복재 상호 확산 시험

수행

성과

AFC-1 속핵연료 비 성능평가

코  barrier 피복재 시편합  제조  8개 시편 INL 제공

700℃, 100 시간의 상호확산 시험 수행

2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AFC-1 시험자료에 의한 성능코드 벤치마킹

최  Barrier 물질 선정

Barrier 피복재 성능 공동 시험  평가

수행

성과

AFC-1 시험자료 공동 분석  성능코드 공동 벤치마킹

최  barrier 피복재 선정을 한 시편 제조  4종류 제공

750℃, 24 시간에서 TRU 함유 속연료/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공동시험  평가 

3차년도

(2010)

핵심

성과

목표

성능해석 모델 개선

피복  내부에 barrier 설치

Barrier 피복재 성능 평가

수행

성과

AFC-1 시험자료를 활용한 헬륨방출 모델 

Barrier 피복재 8종류   barrier 튜  제공 

650℃, 24 시간에서 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공동시험  평가 

데이터 베이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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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8년)

설계 변수  운 조건에 따른 AFC-1 연료 성능분석 자료

Barrier 피복재 시편합  제조 (KAERI) 

상호확산 시험용 U-TRU-Zr  Barrier 디스크 실험 장치 

2차년도

(2009년)

AFC-1 핵분열생성가스 결과  모델 벤치마킹 자료 

VN, ZrN, V  Cr Barrier 시편 

U-TRU-Zr  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평가 자료

0

1 0

2 0

3 0

4 0

5 0

6 0

0 5 E+ 2 0 1 E+ 2 1 1 . 5 E+ 2 1 2 E+ 2 1

B u rn u p  ( fis s io n  d e n s i ty )

Fi
ss

io
n 

G
as

 R
el

ea
se

(%
)

U -1 9 P u -1 0 Zr
A F C -1  (U -2 9 P u -4 A m -2 N p -3 0 Zr)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율 

상호반응 시험 
육안 찰 

CladBarrier
(VN)

N V

Cr F e

Mo

VN barrier시편 SEM 
 EDX

3차년도

(2010년)

He 방출율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 

개선된 헬륨방출 모델

Zr, V, TiN, CrN 등 8개 시편  크롬도  Barrier 튜

U-TRU-Zr  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시험 데이터베이스

 속, 질화물  
아크방  barrier 

  

C ladF u e l

B a rrie r

R es in

Z r
V

C r

U P u

 V (PVD) 상호반응 
시험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Barrier 피복재 제조 

상호반응 평가 및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공동수행업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TRU 함유 속핵연료/Barrier 피복재 상호반응 시험 결과

상호반응 평가 및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공동수행업무)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TRU 민감물질을 취 하지 못하는 KAERI는 INL의 TRU 함유 시

험자료 직  활용 

  - TRU 조사시험자료가 없는 KAERI는 INL 주도하에 코드 개선용 

TRU 포함 조사후시험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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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4-k) 속연료 pyroprocessing 공정발생 LiCl-KCl 공융염 함유 고

 폐기물의 고화  특성평가 기술개발

o 과제책임자 : 조용  (KAERI), Steven M. Frank (INL)

o       산 : 2.77억원 (‘08~’09), 2.85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공융염폐기물(LiCl-KCl)  감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의 

안정한 최종처분  고건 성/고감용성 고화체 제조기술 개발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8-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공융염폐기물 감화 공 발생 고  폐기물의 고화기술 방안 

평가  고화체 제조 기 실험 수행

- 고화기술 방안평가  상폐기물 특성자료 도출 (양국 공동)

- Hot-Test 한 Hot cell내 고화체 제조장치 set-up  TRU함유 

폐기물을 이용한 고화체 제조 기 실험 (미국)

- Surrogate 폐기물을 이용한 고화체 제조 기 실험 (한국)

수행

성과

Hot-cell(HFEF)내 고화제 제조장비(cast furnace, mixer)  염휘발 

장비(MEDEC, DEOX furnace)설치  개조(INL)

고화처리 상 폐기물들에 한 특성을 악  고화방법(탈염소

화법, host matrix binder(SAP, ZIT))을 도출(KAERI)

2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고화체 제조 정조건  고화체의 장단기 물리화학  특성평가

- TRU함유 폐기물 이용 고화체 제조  제조된 고화체 특성평

가  폐무기흡착매질(zeolite)의 고화체 제조/특성평가 (미국)

- Surrogate 폐기물 이용 고화체 제조 정조건  고화체 장단

기 물리/화학  특성평가 (한국)

수행

성과

LiCl-KCl 용융염과 SAP의 탈염화반응 특성평가를 통한 반응성

향상  공정운  설정/설계자료 도출

소결실험을 통한 고화체 제조조건  고화체특성 규명  내침

출성자료도출

혼합반응장치제작  시운 을 통한 탈염화특성평가 

배가스처리공정설계  혼합반응/배가스처리시스템 구축

3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처분 상 폐기물의 고  고화체 제조 최 화

- Mark-Ⅳ발생 TRU함유 실폐기물 고화체 제조 실증

- 고  고화체 제조공정의 최 화

- 고  고화체 고화기술  제조공정 최종평가

 해당사항 없음
수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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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8-2009년)

처분 상페기물의 특성 평가

고  폐기물의 제조기술평가자료  고화 기술 방안도출

 정고화매질 제조  고화처리 무기매질인 SAP, ZIT 개발

- SAP: 고온 휘발안정성  내침출성 고화체 제조

- ZIT: 공정온도 완화  고 도 고효율 고화체 제조

2차년도

(2010)

LiCl-KCl 용융염과 SAP의 탈염화반응 특성평가를 통한 반응성 

향상  공정운  설정/설계자료 도출

      [온도별 탈염화특성]         [SAP-Fe의 반응성]

고화체 제조조건  고화체 특성 규명  내침출성자료도출

       [제조된 고화체사진]    [element mass loss, g/m
2
]

3차년도

(2011)
2010년 11월 이후 수행 정 (심사 )

미국과

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공융염폐기물의 고화기 실험 결과자료

고화체 제조용 혼합  소결고화장치 개념  운 특성

고화체 제조용 고화매질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실제 TRU함유 염폐기물을 이용한 산화/침 공정 실험결과

HOT CELL 운 용 고화체 제조장치 설치개념  운 자료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고화처리 공정 운 결과

○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3년(‘07.11-’10.10)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FY08 DOE의 

산삭감으로 인한 미국 측의 요청으로 INL의 연구 착수시 을 ‘08. 11로 변경함. 

이에 KAERI는 1차년도 과제기간을 산증감 없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추진하 음(KAERI측 1차년도 연구기간 : 2007년 11월-2009년 10월).

○ 2차년도 연구는 2009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양국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결과에 한 회의(PRM)를 2010년 9월 7일 미국의 INL에서 수행하 으며 

이때 3차년도 연구수행 계획에 한 의를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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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2007-006-k) 원  폐기물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해정련공정 산모델 개발

o 과제책임자: 김 락(KAERI), M. Simpson(INL), 력연구기 (SNU, UI)

o       산: 2.23억원 (‘08), 2.36억원 (’09), 2.25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사용후핵연료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해정련공정 산모델 개발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8년)

핵심

성과

목표

건식 해공정 모사체계 설계  해 라메타 설정

수행

성과

Electrorefiner 모사체계 요건  해효율 향상인자 도출

  - 해질 유동기반의 확산한계 3D 기화학 모델개념 수립

공간 해특성 평가를 한 3D 산체계 수립  인터페이스 

요건 설정 

  - 산유체역학 체계내 기화학반응 커 링 알고리즘 마련 

용융염 해질 유동해석을 통한 극계면 확산층 분포도출

용융염 기화학 REFIN-1D 산코드 결과 벤치마킹

  - 아이다호 학 1-D 모델 결과와 벤치마킹으로 모사능 확인  

Electroplating 해모델과의 벤치마킹 방법 수립

2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Electrorefiner 공간 산모형 개발

수행

성과

 해셀 구조  모델기반의 산모형 완성

3D 해/유동 복합모델 구축

  - 기장  국부 류 도 분포해석 수행   

3D Electrorefiner 모델 수치해석 기법 개발 

  - REFIN-1D 산코드 해석자료의 연계 상 식 제시  

용융염 해모사의 필수 물성치 DB 마련

Electroplating 모델 산모사  해셀 실험장치 제작

3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Electrorefiner 산모델 벤치마킹  유용성 평가

수행

성과

Mark-IV 해로 시험자료와의 3D 산모델 검증

  - 하량에 따른 동  유효 극면  변화 상 식 도출/ 용

  - 셀 차의 검증결과 RMSD값이 0.06부근으로 모사능 확인 

Electroplating 해시험, 2D/3D 산모델 상호 벤치마킹

  - 검증모델인 회 극시스템(헐셀)을 이용한 Cu 착시험수행

  - 모델기반 벤치마킹  Cu시험자료와의 추가검증 확인    

모델 유용성 평가

  - 해셀 구조기반의 설계, 운 , 스 일업평가가 가능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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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8년)

SNU/KAERI 보유 1차원 용융염 기화학 산코드(REFIN-1D)의 
벤치마킹

Mark-IV 해로에서 용융염 해질 유동해석을 통한 극계면 
확산층 분포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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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09년)

3D 해/유동 커 링 산모델 개발, Mark-IV 해로 모형 상의 
기장  국부 류 도 분포 해석  가시화

        

 ( 해질 유동장내 기장 분포)        (음극면에서의 국부 류 도 분포) 

3차년도

(2010년)

INL의 Mark-IV 해로 실험자료를 이용한 산모델 검증자료

표  검증시스템(Cu 착)을 이용한 모델기반 벤치마킹 자료

   

( 산모델의 Mark-IV의 인가  비교)   

미국과

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국내개발의 REFIN-1D 산코드 알고리즘  계산 결과자료

3-D 해/유동 복합모델의 알고리즘  산체계 

실린더형 회 극시스템(헐셀)의 Cu 착시험/계산결과 자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아이다호 학의 2D 산모델 알고리즘  계산 결과자료 

INL의 Mark-IV 해로 실험자료셑 1건(2음극 교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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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7-k) 고온장주기 소듐냉각 고속로 고온구조설계기술 개발

o 과제책임자 : 구경회 (KAERI), Sienicki (ANL)

o       산 : 2.85억원(‘08), 2.82억원(‘09), 2.7억원(’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60년 설계수명의 소듐냉각 

고속로에 한 고온구조설계해석 핵심 상용화기술 확보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8년)

핵심

성과

목표

고온 장주기 원자로 설계재료 선정  탄성 구조설계 해석  

평가기술 개발

수행

성과

ASME Subssection NH 재료 특성 분석  구조/기기 재료 선정

사건별 설계천이하  생산  포  설계천이하  작성 

주요 고온설계구조물의 고온구조건 성 평가

Mod.9Cr 강의 고온 인장  응력완화 시험 데이터 생산

2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비탄성 해석기술  비탄성 구조건 성 평가기술 개발

수행

성과

ASME-NH 설계 규정에 따른 원자로 주요구조물에 한 

비탄성 구조건 성 평가기술 개발

비탄성 구성식 재료상수 시험  변수 규명

  - 반복주기하 , 라체 , 응력완화, 크립 시험

ASME-NH 코드의 보수성 평가

  - 비탄성 변형률  크립-피로 손상 평가

3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소듐냉각고속로 내진해석 기술개발

고온원자로용기 지진좌굴 건 성 해석평가 기술개발

지진하 을 고려한 고온원자로 구조물 건 성평가기술 개발

수행

성과

ABTR 시간이력 지진해석모델 개발

ABTR 설계응답스펙트럼 생산

ABTR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간열교환계통배  

지진건 성 해석평가

고온원자로용기 지진좌굴건 성 해석평가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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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8년)

ASME-NH 설계재료 상세 특성분석 보고서 

원자로 주요 구조물에 한 설계해석 평가보고서

SCI 논문게재 (3편) 

2차년도

(2009년)

SIE ASME-NH 산코드 비탄성 평가 차 보고서

ASME-NH 비탄성해석 차 용보고서  논문게재

  - UNICON 산코드 개발 (ABAQUS User Subroutine)

  - PARA-ID Unified Chaboche 산코드 보완

비탄성 구성식 재료상수 시험 데이터베이스  논문게재

3차년도

(2010년)

ABTR 내진해석모델 개발 보고서

지진좌굴 해석평가기술 논문제출

   “Buckling limit evaluations for reactor vessel of ABTR" J.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 review

ABTR 원자로내부구조물  IHX 고온배  구조건 성 평가보고서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국내개발 SIE ASME-NH 산코드를 사용한 미국 ABTR 

소듐냉각 원자로 고온구조설계/평가 수행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SIE ASME-NH 산코드 사용의 국제  신뢰성 확보

  - 개발된 상세 유한요소해석모델은 미국 ASME-NH 표 규격 

제/개정 Benchmark 기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표 규격에 

따른 고온원자로 설계해석 기술력을 국제 으로 인정받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상세 ABTR 설계도면과 설계운 하  제공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미국이 개발한 ABTR 상세 CAD 설계도면 확보

  - 미국의 소듐냉각고속로 상세 설계운 하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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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8-001-k) 고온가스로 다 물리거동 해석을 한  고도 산모의능 구

o 과제책임자 : 이 철 (KAERI), Chang Ho Lee (ANL)

o       산 : 3.0억원(’09), 3.0억원(‘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  열유체  거동을 통합 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한 고신뢰도 다 물리 산모의 

방법론  코드체계 구축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3D 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SHARP의 VHTR 확장 (ANL)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핵-열유체 연계 계산 략 개발 (ANL)

수행

성과

DeCART에 KARMA Library 취  기능 추가

DeCART에 노심 해석 기능 개선

공명처리 효율성 제고를 한 방법론 개발

이  비균질성 처리능 개선 방법론 개발

층분리 수송계산을 한 방법론 개발

상세 열유체 해석 모델 정립

2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3D 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SHARP의 VHTR 확장 (ANL)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핵-열유체 연계 계산 략 개발 (ANL)

수행

성과

DeCART에 노심 해석 기능 개선

고온가스로용 단면  Library 생산

층분리 수송 계산을 한 방법론 개선

과도상태 해석 기능 구

DeCART 열궤환 기능 개선

3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3D 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SHARP의 VHTR 확장 (ANL)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핵-열유체 연계 계산 략 개발 (ANL)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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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9년)

고온가스로용으로 기능 확장된 DeCART 코드

     

층분리 수송 계산을 한 방법론

        

국제 학술 회의 논문 발표 3편

SCI 논문 2편

2차년도

(2010년)

다주기 연소계산능, 과도상태 계산능 등 DeCART 기능 확장

고온가스로용 190군 단면  Library 생산

DeCART/GAMMA-Core를 이용한 노물리/열유체 연계계산 

코드 체계 구축

층분리 수송 계산을 한 방법론 개선

국제 학술 회의 논문 발표 2편

SCI 논문 1편

3차년도

(2011년)
해당사항 없음.

미국과

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한국 업무

- DeCART 코드 검증을 한 수치 검증 문제 정의

- 수치 검증문제에 한 DeCART 코드 결과  Monte Carlo 

코드 기 해 결과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수치 검증 문제들에 해 미국측과 공동으로 벤치마크 계

산을 수행하여 DeCART 코드를 검증하기 한 활동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미국 업무

- 수치 검증 문제에 한 미국측 산모형  계산 결과

- 임계실험 장치에 한 제원, 산모형  계산 결과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수치문제에 한 검증뿐만 아니라 실험 장치에 한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기 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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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8-002-k) 고온가스로 노심우회유량에 한 실험  해석 연구

o 과제책임자 : 김민환 (KAERI), Richard R. Schultz (INL)

o       산 : 3.2억원 (‘09), 3.1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블록형 노심의 열  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노심 우회유량 실험으로 코드 검증 데이터 확보

노심 우회유량 평가를 한 해석 체계 구축

우회유량 감방안 도출  성능 확인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우회유량해석 체계 구축

우회유량 실험장치 설계

수행

성과

우회유량 련 기술 황 조사

우회유량 갭 크기 변화 측 모듈

우회유량 실험장치 테스트 매트릭스

2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우회유량 실험 설비 구축  실험

우회유량 측정 기술 개발

우회유량 감 방안 개발

계통 열유체 코드  CFD 벤치마크

수행

성과

우회유량 실험 설비 구축

코드 검증 해석

3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우회유량 감방안 평가 실험

계통 열유체 평가 코드 개선  참조노심 민감도 분석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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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9년)

우회유량 평가 련 국내외 기술 황 자료

우회유량 갭크기 변화 측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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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연구 Kick-off 회의자료

우회유량 실험 매트릭스 작성  실험장치 설계(진행 )

학회논문 발표 1건 

2차년도

(2010년)

우회유량 기술 황 분석 보고서(‘10년 1월)

우회유량 시험 계획서(‘10년 2월)

우회유량 실험 장치 구축 완료(‘10년 6월)

1차 실험데이터 생산(‘10년 10월)

계통/열유체 코드 벤치마크 해석(‘10년 6월)

실 : SCI 논문 1건, 국내특허 1건, 학회발표 5건, 기술 황분

석보고서 1건, 시험계획서 1건 

3차년도

(2011년)
해당사항 없음.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한국 업무

  - Air Test를 통한 코드 검증용 시험 데이터 생산

  - 우회유량 해석 체계  모델 개선/검증(GAMMA+ 코드)

  - 우회유량 감방안 실험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Unit-cell 시험 보고서: INL MIR 실험장치 설계를 한 참고 자료

- 다 블록 GAMMA+ 코드 해석결과  데이터 비교 (엑셀Template): 

미국 GAS-NET 코드 결과와 벤치마크

- Air Test 시험계획서: 미국 측 검토 의뢰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미국 업무

  - 세계 최 의 MIR(Matched-Index-of-Reflection) 실험설비를 이

용한 코드 검증용 시험 데이터 생산

  - 우회유량 해석 체계  모델 개선/검증(GAS-NET 코드)

  - 우회유량 감방안 제시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Air Test 시험계획서 검토 의견

  - 우회유량 해석 모델링 방법론과 모델 추천

  - CFD 벤치마크용 MIR 실험 상세 데이터 (3차년도 정)



- 65 -

□ 과제명 : (2008-003-k) 선진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을 한 핵자료 불확실도 분석

o 과제책임자 : 길충섭 (KAERI), Michael E. Dunn (ORNL)

o       산 : 3.0억원 (‘09), 2.85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선진핵연료주기(AFC)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자료의 

  불확실도 평가

계산된 분인자의 신뢰도 평가  최  설계를 통한

  경제성 제고

AFC기술 개발을 한 핵자료 생산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09년)

핵심

성과

목표

핵자료 평가  검증

공분산 자료 평가  생산

수행

성과

AFC기술 개발  Safeguard를 한 Np-237, Pu-242, 히토류 

핵종, Lanthanide 핵종의 단면   공분산 자료 평가

생산될 단면   공분산 자료 검증 방법론 연구

2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공명 역 핵자료 생산

고에 지 역 핵자료 생산

수행

성과

Np-237, Pu-240, Cm-244 핵종 공명에 지 역 핵자료 생산 (ORNL)

Np-237, Pu-240, Cm-240 ~ Cm-250 핵종 고에 지 역 핵자료 

생산 (KAERI)

         

<Pu-240 핵자료 라이 러리> <Cm-244의 핵분열 단면   공분산>

3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핵자료 검증

 분상수의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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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09년)

핵자료 평가 보고서 : 50여 핵종분석 자료가 보고서에 포함

단면   공분산 자료 벤치마크 작성 : 생산자료 검증을 한 

가상 무한 시스템 개념 도입

2차년도

(2010년)

ENDF-6 format의 Pu-240, Np-237, Cm-244 핵자료집

      

<새로 생산된 Pu-240 핵자료와 ENDF/B-VII Pu-240 핵자료를 

이용한 검증 계산 결과와 실험자료 비교>

논문발표 - ND2010(6편), PHYSOR2010(1편),

  한국원자력학회(1편), 한국물리학회(1편), ORNL 보고서(1편)

3차년도

(2011년)
해당사항 없음.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등등)

EMPIRE 코드를 이용한 Pu-242 고속 단면  

  : ORNL에서 제공된 자료와 연계하여 생산 임.

Cm-250 핵종의 고속 역 공분산자료 생산방법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단면  자료의 검증 계산  원자로 임계도 등 분인자에 

한 불확실도를 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된 Pu-242 공명단면  입수 (ORNL)

Cm-250 핵종의 공명인자 공분산 자료 입수 (ORNL)

주요 액티나이드(U-233, -235, -238, Pu-239) 의 새로 작성된

  공분산 자료 입수 (ORNL)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핵 련 시설 건설 시에는 사  검증 실험 시설이 필수 이

지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분산 자료를 활용한 불확실

도 해석을 통해 실험 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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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9-001-k) 속연료 장  고속로 노물리 검증자료 생산을 한 ZPPR-15  

BFS 임계실험분석

o 과제책임자 : 김상지 (KAERI), Richard McKnight (ANL)

o       산 : 3.6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고속로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ZPPR-15 Phase A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BFS-73-1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수행

성과

ZPPR-15 Phase A 노물리 실험 모델링 방법론 개발

BFS-73-1 As-built 몬테칼로 모델 개발

ZPPR-15 Phase A 노물리 실험 분석

2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ZPPR-15 Phase B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BFS-75-1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3차년도

(2012년)

핵심

성과

목표

ZPPR-15 Phase C, D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TRU 연소로 노물리 실험 자료집 구축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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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10년)

ZPPR-15 Phase A 모델링 방법론 개발 완료

  - VIM 몬테칼로 모델 분석 패키지 개발 

  - ZPPR-15 3차원 As-built 모델을 재 할 수 있는 1차원 모델 

개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3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32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33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34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35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1 401 401              

36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01 401 404 404 404 404 404 404 401 401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37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4 404 404 404 405 405 405 405 404 404 404 404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38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5 405 405 405 405 405 403 403 403 403 405 405 405 405 405 405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39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5 705 403 403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403 705 403 403 403 405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40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403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1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6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42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201 201 201 201 201 2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43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705 403 501 501 501 501 501 501 203 201 201 105 703 105 105 201 105 201 201 203 501 501 501 501 704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4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501 203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3 501 501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5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501 201 105 201 203 201 105 201 803 201 105 105 201 803 201 105 201 203 201 105 201 501 501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6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3 403 501 501 501 105 201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201 201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201 105 501 501 501 403 403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7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201 104 104 104 104 104 104 201 703 2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501 501 501 705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8    401 401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201 201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201 201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1 401    

49    401 401 402 402 402 404 406 403 403 501 501 501 201 201 201 702 201 105 201 104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104 201 105 201 702 201 201 2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1 401    

50   401 401 401 401 402 402 404 405 403 501 501 501 203 105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105 201 105 203 501 501 501 403 405 404 402 402 401 401 401 401   

5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403 501 501 501 105 703 105 201 201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701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201 201 105 201 105 501 501 501 403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52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403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2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3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53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3 203 201 105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203 203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54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201 803 201 201 104 104 103 103 103 103 102 102 801 102 102 102 102 801 102 102 103 103 103 103 104 104 201 201 803 201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55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705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701 103 102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2 102 701 102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704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56  401 401 401 401 401 404 404 405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5 404 404 401 401 401 401 401  

57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201 105 201 201 104 104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104 104 201 201 105 201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58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59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60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201 105 703 201 104 104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7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701 104 201 201 105 201 201 501 501 501 403 405 705 401 401 401 401 401  

61  401 401 401 401 401 404 404 405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3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5 404 404 401 401 401 401 401  

62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3 103 103 102 102 102 102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2 103 103 103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63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501 501 501 201 201 803 201 201 104 104 103 103 103 103 102 102 801 102 102 102 102 801 102 102 103 103 103 103 104 104 201 201 803 201 201 501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64  401 401 401 401 401 401 404 405 705 501 501 501 203 203 201 105 201 104 104 104 701 103 103 103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701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203 203 704 501 501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401  

65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403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2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403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66   401 401 401 401 401 404 405 403 403 501 501 501 105 201 105 201 201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201 201 105 201 105 501 501 501 403 403 405 404 401 401 401 401 401   

67   401 401 401 401 402 402 404 405 403 501 501 501 203 105 201 105 201 105 201 104 104 104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01 105 201 105 201 105 203 501 501 501 403 405 404 402 402 401 401 401 401   

68    401 401 402 402 402 404 705 403 403 501 501 501 201 201 201 702 201 105 201 104 104 104 104 103 701 103 103 103 103 104 104 104 104 201 105 201 702 201 201 2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1 401    

69    401 401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201 105 201 105 201 201 201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201 201 201 105 201 105 201 501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1 401    

70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1 707 201 104 104 104 104 104 104 201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7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3 403 501 501 501 105 201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201 201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201 105 501 501 501 403 403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1     

72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501 201 105 703 203 201 105 201 803 201 105 105 201 803 201 702 201 203 201 105 201 501 501 501 501 501 403 705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73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501 501 501 501 501 203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1 201 105 201 105 201 105 201 105 203 501 501 501 501 501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74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203 201 201 105 201 105 105 201 105 201 201 203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75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201 201 201 201 201 2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76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6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704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705 406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77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3 403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3 403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78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6 405 403 403 403 403 403 501 501 501 501 501 501 403 403 403 403 403 405 406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79           401 401 405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5 405 405 405 405 405 403 403 403 403 405 405 405 405 405 405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5 401 401           

80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4 404 404 404 404 404 405 405 405 405 404 404 404 404 404 404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81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01 401 404 404 404 404 404 404 401 401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2 402 401 401 401             

82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2 402 402 402 401 401 401              

83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84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85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86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10x Single Fuel Column Core 50x Radial Blanket 80x Poison Safety  Rod

20x Double Fuel Column Core 60x

40x Radial Reflector 70x De te ctors

Legend:  Drawer Master Identifications

Control Rod
Control Rod Pos ition

          

k-effective for different Monte-Carlo model and library

Method Drawer model k-eff std. dev.

Loading15 Experiment - 1.00045 - - -

MCNP5 As-built 0.99904 ±0.00002 -141 ±2 -141 ±2

MCNP5 1D Case1 0.99659 ±0.00014 -245 ±14 -246 ±14

MCNP5 Homogeneous 0.98259 ±0.00013 -1645 ±13 -1676 ±13

Loading25 Experiment - 0.99930 - - -

MCNP5 As-built 0.99783 ±0.00014 -147 ±14 -147 ±14

MCNP5 1D Case1 0.99538 ±0.00014 -245 ±20 -247 ±20

MCNP5 Homogeneous 0.98111 ±0.00013 -1672 ±19 -1708 ±19

Loading26 Experiment - 0.99769 - - -

MCNP5 As-built 0.99609 ±0.00014 -160 ±14 -161 ±14

MCNP5 1D Case1 0.99362 ±0.00014 -247 ±20 -250 ±20

MCNP5 Homogeneous 0.97956 ±0.00013 -1653 ±19 -1694 ±19

Loading27 Experiment - 0.98624 - - -

MCNP5 As-built 0.98539 ±0.00014 -85 ±14 -87 ±14

MCNP5 1D Case1 0.98310 ±0.00014 -229 ±20 -236 ±20

MCNP5 Homogeneous 0.96896 ±0.00014 -1643 ±20 -1721 ±20

Loading28 Experiment - 0.98931 - - -

MCNP5 As-built 0.98883 ±0.00013 -48 ±13 -49 ±13

MCNP5 1D Case1 0.98626 ±0.00014 -257 ±19 -264 ±19

MCNP5 Homogeneous 0.97237 ±0.00013 -1646 ±18 -1712 ±19

Diff.
pcm ka)

Diff.
pcm a

 < ZPPR-15 장 모형 15 배치>  < 노심 모델 계산 결과>

ZPPR-15 Phase A 임계실험 분석 완료

  - ZPPR-15 Phase A에 해석의 단면  의존도 평가 보고서

  - 결정론  방법론에 의한 ZPPR-15 Phase A 검증 보고서

  - 단면 에 따른 민감도/불확실도 분석 보고서

BFS-73-1 자료 분석  As-built 모델 생산 완료

  - BFS-73-1 as-built 몬테칼로 모델 생산 보고서  입력 일

2차년도

(2011년)
해당사항 없음.

3차년도

(2012년)
해당사항 없음.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BFS-73-1 As-built 몬테칼로 모델   유효증배상수 측정치

미국 력기 이 제공한 ZPPR-15 Phase A 임계실험 자료(5건)

를 기반으로, KAERI 코드를 이용한 실험 분석 결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ZPPR-15 Phase A 노물리 실험 결과 (유효증배계수 측정치)  

As-built 몬테칼로 모델 (Loading 15, 25~28) 총 5건 입수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ZPPR-15 노물리 실험은 해외 기존 노물리 실험 에서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특성과 가장 유사하여, 실증로 검증 

수요 감에 크게 기여

  - 한 건의 실험자료는 략 25억원의 가치를 가짐.

  - 핵자료 검증  산코드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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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9-002-k) 나노결정립강의 계면조 을 통한 Gen IV 노심소재의 조사 항성 

향상기술 연구

o 과제책임자 : 장진성 (KAERI), Todd Allen (Univ. of Wisconsin)

o       산 : 3.75억원 (‘10)

구     분 내     용

과제 목표
결정립 나노미세화  계면특성 조 을 통한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조사 항성 개선 (동일합  비 이온조사팽윤 15% 이상 감소)

연차별

 계획  

성과

1차년도

(2010년)

핵심

성과

목표

Fe-Cr-Ni 오스테나이트강   MA 분말 비

ECAP을 통한 미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강 제조

수행

성과

Ni-14Cr-16Fe모델합  제조 (미국) 

Ni기 모델합  ECAP 공정 (미국 상온 2회, 500℃ 8회)

Fe-17Cr 2 batch제조; 고온가공 공정 

2차년도

(2011년)

핵심

성과

목표

ECAP을 통한 나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계 합   ODS 

합  제조

TMT 처리를 통한 결정립계 특성분포 개선  특성평가 

(미세 조직 안정성 포함)

GBE 시편의 기계  특성 평가

이온조사 시편 비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3차년도

(2012년)

핵심

성과

목표

HT-UPS강의 결정립미세화, GBE   특성평가

proton, He 이온조사시험  조사특성 평가

ATR NSUF 로그램 지원 비  보고서 작성

수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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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결과물

1차년도

(2010년)

ECAPed 304L 316L stainless steel 시편 분석

  - EBS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 HR-TEM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학회 발표 2회

  - OECD/NEA 주  SMiNS-2 학회 (2010. 8. ) 

  - 한국원자력학회 2010 추계 학술 회 (2010. 10. 제주) 

2차년도

(2011년)
해당사항 없음.

3차년도

(2012년)
해당사항 없음.

미국과의 

력

우리가 

제공한 것

미국측 제조 Fe-Cr-Ni 3원계 모델합  정  화학분석  결과 

제공 (탄소함량 10 ppm)

ECAP 공정용 ODS 합  HiPped 시편 제조  송부

  - 오스테나이트계 ODS 합  (2101, 2102, 2101H, 2102H)

  - Ferritic/Martensitic ODS 합  (2103H, 2104H)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한국 제공 ODS 시편 300℃ ECAE 공정 결과

#2101 시편 700℃ ECAP 시도; 2nd pass에서 failure, 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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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황

정부는 2008년 12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5차 원자력 원회｣를 개최

하여,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 다. 이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개

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 되고 체계 으로 추진하

기 한 시스템별 추진일정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추진계획의 확정 후, 이의 효율  추진을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

발 추진  리 규정을 제정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미래원자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기획∙평가∙ 리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각 분야

별 추진계획 상 개발일정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추진 일정을 고려한 단기와 

기 세부시행계획(2년+5년)을 수립하 으며,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 원회는 “미래원

자력시스템 2단계(‘10~’11) 보완기획”을 심의∙의결하 다.

제 1   비   추진 략

1. 비

추진계획의 비 은 포 으로 표 하면 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  신 패러다임

을 원자력으로 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

발을 통한 기술 신  국가 발  도모하고, 독창 인 원천기술  실용화기술의 개발

로 련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증되는 사용후핵연료 리문제의 기술  해결을 통하

여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소경제의 상용화 시 에 

국산의 수소생산기술 확보하는 것이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진계획의 효과 인 달성을 해 우선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 리

스크를 분산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반 하여 추진할 정이다. 실증로와 

실증로 운 경험은 미･일･  등과의 국제 력을 통해 획득하고 핵심 원천기술은 집

인 투자를 통해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한 동 추진계획의 일 되고 체계 인 추

진을 해 5년마다 수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 하고, 연구개발은 

핵비확산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주기 으로 기술개발 추이

와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 하여 수정, 보완할 정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는 충분한 산이 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 산투입이 비교  은 기

･원천 핵심기술 확보단계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   일반회계를 통해 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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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향후 과감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차세  원자력시스템 건설  운  등 실증단

계 진입시에는 다각 인 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정이다.

2. 주요내용  추진 략

가.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정부가 수립한 추진계획에는 제4세  원자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각 을 받고 

있는 원자로 종류 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와 연계한 사용후핵연료를 평

화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산성이 보장된 이로(Pyro) 건식처리에 한 기술개

발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로(Pyro) 건식처리를 통해 재가공한 후 소듐냉각

고속로에 연료로 재활용하는 이른바 ‘순환형 원자력시스템’을 완성하면 높은 연료 효

율성과 고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 기술을 용하

면 연료 활용성이 60배 이상 높아지고,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수 으로 이고, 고

 처분장의 크기를 100분의 1로 폭 일 수 있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효

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 된다. 

각각의 기술별로 개략 인 개발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듐냉각고속로의 

개발 일정은 크게 고유개념 개발(~2011년)과 기술실증  건설(~2028년)의 2단계로 추

진될 정이다. 우선 고유개념 개발을 해 제4세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을 2009

년까지 선정하고 고속로 고유개념 구체화  실용가능성을 2011년까지 입증할 계획이

다. 이후 개념설계 (2012~2013년), 표 설계 (2014~2017), 표 설계 인가  비설계 

(2018~2021년)를 완료하여 최종 으로 2028년에 실증로를 건설, 운 할 계획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파이로

건식처리

<그림 4-1-1>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연구개발 주요 일정



- 73 -

고속로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인 이로건식처리기술의 경우 

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  검증 (~2011년)과 이로 건식처리 실용화 시스템 개

발 (~2030년)의 2단계 추진계획을 확정하 다. 우선 천연 우라늄  모의 사용후핵연

료를 사용하는 건식처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해 핵심기술을 2009년까지 개발 완료

하고 2011년까지 공학규모의 모의실험 시설을 구축할 정이다. 다음 단계로 사용후핵

연료를 상으로 한 이로 건식처리 시설 완성을 해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실증

시설을 완료하여 련 실험을 수행하며 2025년까지 상업시설 규모의 실용화시설을 

건설, 운 하는 목표를 설정하 다.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국내 확보가 필수 인 

핵심기술을 심으로 자체개발하여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최 한 효율 으로 활용하는 

략을 추구한다.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고유개념 (핵확산 항성 노심 모델, 

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 고온구조설계, 소듐·물 반응감지  안 성 분석 등)을 집  

개발하고 이로 건식처리 공정은 국제 으로 비교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사용후

핵연료 속 환기술, 연속식 해정련기술  염 폐기물 재생기술 실증연구를 집

으로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시설의 국제 안 조치 기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을 감안하여 IAEA와의 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 조치 

기술을 선 하고,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이용개발의 투명성과 실 성을 확보한다. 한 

국내 가용자원( 산, 인력, 시설)의 한계성 극복을 해 국제공동연구(Gen IV, I-NERI,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에 일정규모를 투입하여 선진국 연구 성과물을 공유함으로

써 자원의 투입확  효과를 창출한다.

고속로  련 핵연료주기 개발을 해서는 국제 원자력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

수 이므로 미국과의 력을 활성화하며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한다. 우리나라가 참여하

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개발 결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기술을 검증해 나갈 정이다. 한 고속로 련 IAEA 문가 회의, 한·일

(KAERI-JAEA)  한·불(KAERI- CEA) 양국간 연례 기술세미나를 통한 국제 력체계 

구축해 나간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직  취   련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I-NERI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KAERI-10)“의 국제공동연구 등에 의한 미국과의 력

을 통해 미국 지에서 건식처리 실증연구(Active Demonstration)  핵확산 항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에 용될 이로 시설의 안 조치 방안을 IAEA와의 력을 통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공식 인 력 로그램 착수한다.

주요연구개발 검 시 에서 차기 단계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고 핵심계통의 개념 완

성 시 실용화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실증시설을 구축하며 표 설계 인가 획득 후 실증

로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건식처리기술은 Pyro Mock-up 시설, 공학규모 Pyro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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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yro 시설의 3단계로 추진한다.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해, 공학규모와 상용 이로 건식처리 시설 구축  2020

년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 랜트 건설에 비한 원자력 산업체 (KHNP, 

KOPEC, KNF, 두산 공업)  인허가 기 (KINS)과의 정기 인 기술교류  공식 인 

력채 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소듐냉각 고속로  이로 시설)에 한 설계인증 

획득을 하여 연구개발·설계와 병행한 규제기 ·기술의 용으로 산업체 주도의 효과

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련기 과의 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 수용성 증진을 해 국내 인문․사회과학  환경 분야 문가를 참여

시킨 정책  략수립 연구 강화하고 리스크 커뮤니 이션 등 의사소통 략 용으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한 사회  공감  형성해 나갈 것이다.

나.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아울러 추진계획에는 국가 수소경제 조기진입을 달성하고 탄소 녹색성장에 근간

한 국가발  동력을 제공하기 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생산단가가 $1.63/kg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생산방식39) 가운데 가장 경제성 있는 생산방법이다. 수소가 2040년 총에 지 

수요의 5%를 담당할 시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석유수입 체효과와 연간 약 2천억원

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목표는 2022년까지 원자력

수소시스템을 완공하고, 2026년까지 수소생산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2011년까

지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시스템 핵심

기술의 성능 검증  기술 안을 해소하며 2019년까지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건설허

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은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 설계∙건설

∙실증사업(이하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사업

은 정부주도 하에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필수 자립기술의 개발  검증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실증시스템의 설계∙건설∙실증을 목표로 한다. 

 추진 략으로 선진국과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격차 해소를 해 분야별 양자 간 

력체계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의 력체계인 Gen-IV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하여 결과를 공유한다. 한 외 투명성 확보와 연구결과물의 질  향상을 해 품질

보증계획  차를 마련하고 철 하게 수해 나간다.

39) 생산방법별 수소생산단가 : 물 기분해($4.14/kg), 태양력수소($6.18/kg), 천연가스분해

($1.12/kg, CO2 발생)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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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주요 일정

기술개발은 연구개발 단계, 상세설계 단계, 시스템 건설  실증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와 산업체가 그 역할을 달리하여 추진한다. 연구개발 단계까지는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시스템 건설을 한 상세설계단계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얻

어진 기술결과물을 산업체에 진 으로 이 하는 단계로서 정부주도하에 산업체가 약 

50%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시스템 건설  실증단계부터는 산업체 주도로 수행하며 정

부는 극히 제한된 핵심기술 분야에 해서만 참여한다.

아울러 신뢰성과 안 성이 향상된 시스템 개발을 하여 학계, 산업계와 극 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에는 기 연구를 탁하여 련 문가를 양성한다.

한 원자력수소 사업은 부지의존성이 이므로 사 수용성 확보를 해 사업 

기부터 산의 1~2%를 책정하여 체계 인 홍보 략을 수립하고 원자력수소의 상용

화 시 에 수용에서 요한 역할을 할 집단을 상으로 한 장기 로그램을 개발

하여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 성 논리를 개발한다.

끝으로 실증로 건설에 소요되는 산의 안정 인 확보를 해 련 산․학․연 문가

로 구성되는 원자력수소 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의하고 산업계의 극 인 투자를 유도하고 실증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해 공청회

나 설명회 등을 정기 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극 인 교류를 추진한다.



- 76 -

제 2   시스템별 연구개발 황

1. 소듐냉각 고속로

가. 국외개발 동향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원자력이용 창기인 1950년  후반부터 연구개발을 시작

한 이래로  세계 으로 재까지 약 300 원자로∙년 이상의 운 실 을 쌓은 실용화 

직 의 기술이며 1960~70년  우라늄 자원의 효율  이용과 경수로  농축기술의 미

국 의존을 탈피하기 해 많은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하 다. 재  세계 으로 운

인 소듐냉각 고속로는 4기이며, 3기가 건설 이고 과거 소듐냉각 고속로가 안고 

있던 경제성  안 성을 보다 향상 시킨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가 일본, 랑스, 한

국 등에서 주도 으로 개발되고 있다. 주요 SFR 개발 국가는 2020년에 실증로를 가동

하고 2030년 이후 상용로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표 4-2-1> 주요국의 SFR 기술개발 황  계획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상용로 핵연료

미국

- ’51 EBR-I (’63 폐쇄)

- ’63 EBR-II (’94 폐쇄)

- ’80 FFTF  (’93 폐쇄)

- CRBR 

(380MWe, ’83 계획 지)

- PRISM 

(155MWe, ’94 계획 지)
MOX→ 속

일본
- ’77 JOYO 

(’08 일시정지)

- ’94 Monju 

(‘10.5.5 재가동)

- ’25 실증로 

(500~750 MWe)

- ’50 

(1,500MWe)
MOX

랑스
- ’67 Rapsodie 

(’83 폐쇄)

- ’73 Phenix, 

(’09 수명종료)

- ’20 ASTRID 

(250~600 MWe)

- ’85 수퍼피닉스

(1,250 MWe, ’98 폐쇄)
- ’40 MOX

러시아

- ’58 BR-5, '73BR-10  

(’00 폐쇄)

- ’69 BOR-60

- ’80 BN-600 

(600MWe)

- ’13 BN-800 

(880MWe)

- ‘20 BN-1200

(1200MWe)

UO2→ MOX

→질화물

국
- ’10 CEFR   

(20MWe)

- ’20 CDFR  

(800MWe 이상)

- ’25 CCFR   

(1000MWe 이상)

UO2→ MOX

→ 속

인도
- ’85 FBTR 

(13.5MWe)

- ’11 PFBR   

(500MWe)

- ’20 CFBR 

(500MWe 6기)

- ’52 (1,000MWe)

MOX→ 속

* 검정 씨 : 운  후 폐쇄 혹은 개발  지

  랑 씨 : 운  (일시정지 포함) 혹은 건설     

  빨강 씨 :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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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를 가장 활발히 개발 인 국가이다. 2005년 제10

차 원자력 연구․이용․개발 장기계획을 통해 에 지 자립을 천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FaCT(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로그램을 수행 이다. 이는 궁극

으로 고속로  련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소듐냉각 고속실증

로와 련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고, 2050년경부터는 상용로를 도입하는 계획이다. 

일본은 안 성, 경제성, 신뢰성 향상을 한 신 기술을 개발 이다. 경제성 향상을 

해서 배  단축을 한 고크롬강 , 냉각계통 2 루 화, 펌 - 간열교환기 조합 일체

형 기기, 원자로 용기의 컴팩트화, 연료 취 계통, 격납용기의 SC 조화, 고연소도 연료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뢰성 향상을 해 이 벽  소듐 배 , 이 벽  증기

발생기, 소듐 환경 하에서 검사  보수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안 성 향상

을 해 피동 원자로 정지시스템과 자연 순환에 의한 잔열제거 계통, 재임계 방지 노심 

 노심 3차원 면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4.5년 동안 정지된 고속원형

로 몬주(Monju)의 재가동(2010.5.5)을 시작하 다.

랑스는 2006년 1월 시라크 통령이 2020년에 제4세  고속로의 원형로 운 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 소듐냉각고속로를 심으로 가스냉각고속로(GFR)를 병

행하여 개발 이다. 한 2040년부터 제4세  상용 고속로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경수

로(제3세 )를 체하며, 2070년~2080년경에는 경수로를 제4세  고속로로 완  교체한

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 하기 해 CEA, Areva NP, EdF는 3

자간 력을 통해 상용고속로 개발을 한 연구개발을 수행 이며 2020년 운 을 목표

로 고속원형로 ASTRID(Advanced Sodium Test Reactor for Industrial Development) 

건설을 추진 이다. 랑스는 고속원형로(ASTRID) 개발을 해 2017년까지 6억 5천만 

유로(약 1조원)을 배정하 고 2012년까지 1단계( 비설계), 2014년까지 2단계, 2017년까

지 3단계(상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표 4-2-2> 랑스의 상용고속로 개발을 한 주요 기술 신분야

기술 신분야 기술개발내용

안 성 향상 노심
∙ 연료  직경 증가, wire-wrap 직경 감소 : 팽윤 물질 필요

(F/M ODS, Advanced austenitic steels)

에 지 변환계통

∙ 가스 변환 계통

∙ 소듐과 물 모두에 양립성이 있는 컴팩트한 간 루

∙ 증기 발생기 (이 벽 , 모듈형 등)

 사고
∙ 인허가  투자 험도 최소화를 한 안 성 실증

∙ 노심 추가 방호 수단을 한 피동안  장치 설계

최 화된 랜트  

계통 설계

∙ 명확하고 신 인 ISIR 로그램 정의

∙ ASTRID와 R&D 필요성에 따른 소듐시설 개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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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후발국  가장 원자력 도입이 활발한 국가로 2050년까지 필요로 하는 원자

력 수요를 경수로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 하에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국의 고속로 개발은 실험로(CEFR;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 ⇒ 실증로

(CDFR; China Demonstration Fast Reactor) ⇒ 상용로(CCFR; China Commercial Fast 

Reactor)의 3단계 략을 채택하고 있다. 실증로 단계부터는 2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

는데, 만일 우라늄 자원이 경수로 개발을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을 경우에 2025년경 실

증 고속로(CDFR)를 하나의 부지에 다수기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실용화하는 방법(증식

로도 동일)이다.  다른 경우는 800 MWe 규모의 연소로(Burner)를 동일부지에 다수기

를 건설하는 방법인데, 이는 소멸기술(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과 MA함유 연료 

제조기술에 한 충분한 경험을 제로 하고 있다.

인도의 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은 인도가 2018년까지 

1000 MWe  고속증식로 설계를 개발하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하

다. 재 500 MWe  고속증식 원형로인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의 원자

로용기 설치작업이 2009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향후 총 6기의 500 MWe  고속로를 

개발할 정이다. 인도의 고속로 개발 계획은 3단계40)로 진행 이며 주요 연구개발 분

야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인도의 상용고속로 개발을 한 주요 연구분야

연구분야 기술개발내용

원형로 PFBR 련 

연구

원자로 집합체 지진 시험, 복잡한 열유체 상 모의, 실제 환경에

서의 부품 원형시험

안 성
Core Catcher (열유체 특성), 소듐-콘크리트 반응, 집합체 유로폐 

연구, 집합체 완 폐쇄 열유체 연구

소듐화재  

증기발생기

소듐 배 에서의 소듐 출, 효율 인 출 감시계통, 소듐화재 효

과 최소화용 소듐 출 집하조 최 화, 실규모 SGTF(운 )와 

SFTF(건설 )에서의 실증

가동  검사  

보수

가동  검사  보수: 로보틱스와 비 괴기술, 실제 환경에서의 훈련

용 모의시설 개발

40) (1단계) GCAR이 재 가동 에 있는 고속증식실험로인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

의 노심을 혼합산화물(MOX) 연료에서 속연료 노심으로 환 ⇒ (2단계) 150 MWe  신

규 실험로 건설 ⇒ (3단계) MOX 연료에서 속연료로 환 유연성(flexibility)이 있도록 

500 MWe  고속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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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개발 동향

우리나라의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는 선진국보다 늦은 1980년 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의 소규모 기 기술 연구로 시작하 고, 1997년부터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

업을 통해 본격 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미국 GE사와의 기술 력을 통해 2001년에 

소형 소듐냉각고속로인 칼리머(KALIMER)-150 (150MWe) 설계개념을 완성하 다.

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형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600 (600MWe)의 

개념설계를 완성한 바 있으며, KALIMER-600은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  개

념의 원자로로서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선진국보다 

30년 이상 늦게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시작하 고, 고속로 건설경험이 없지만 국내 

고속로 개념에 한 이해도는 상당한 수 에 도달하 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써, 이

를 바탕으로 2008년 10월에는 미국 GE-Hitachi사와 기술공 계약 (PRISM Support 

Services Agreement)을 맺고 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9년 하반기에 미국 

PRISM과 국내 개발 KALIMER-600의 설계특성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한 도 있다.

KALIMER-600 개념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을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Gen IV 4  기술목표

를 달성하기 해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하여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 후보, 

Barrier 후보, 루 수, 증기발생기 열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한 기술  타당성 평

가를 수행하 다. 최종 으로 1,200MWe  자체순환로와 600MWe  연소로 두가지 노

형을 최 후보개념으로 선정하고, 이에 한 설계사양을 설정하 으며, Pool형 2-루  

시스템, 블랭킷 제거노심, 속연료(U-TRU-Zr) 노심, 농축도 분리노심, 이 벽 증기발생

기, 원자로내부 가동  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피동형 잔열제거계통 등을 고유개념

으로 설정하 다.

<그림 4-2-1> 우리나라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정  황 



- 80 -

2010년도에는 실증로 개념설계와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소듐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센서시스템을 개발하 고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시설 (STELLA-1)을 구축하 다. 

제4세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확보  실증로 개념설계 개발을 해 실증로 최

상  설계요건, 설계코드  표  등을 포함하는 설계기 서 작성을 완료하 다. 실증로 

노심개념을 장  핵연료 물질에 한 각 단계 평형주기 노심 분석을 통해 발 소 수명 

기간에 걸친 노심 핵설계 인자의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 고 실증로 노심 유량 분배 최

화를 해 성자에 의한 발열량  감마선 재분배에 의한 비핵연료집합체 발열량 평

가 기술을 개발  검증하 다. 한 유체계통 개념설계에 있어 Pool-type 원자로개념을 

용한 LOCA 사고의 배제  2루  IHTS계통 실증로 설계개념설정을 통한 운 유연성

을 개선하 고 원자로용기(RV) 손사고 처능력 확보를 한 개량 피동잔열제거계통

(PDRC)의 설계개념을 개발하 다. 더불어 원자로 풀  격납용기 통합해석용 산코드

를 개발하 다. 기계구조 개념설계를 해 기기간섭을 고려하여 원자로 용기의 직경을 

최 화(φ 11.9m)하 으며 원자로 구조계통 설계를 한 개념을 도출하고 실증로 주요기

기의 배치설계  NSSS의 구조개념을 고안하 다. 한 IHTS 고온배 개념설계의 안 

이슈를 검토하 고 실증로 랜트 건물배치 비개념도출  원자로건물, 이로 로세

싱 건물, 연료취 장건물, 터빈, 보조건물 배치 등 3D 비도면을 생산하 다. 끝으로 

비안 성 평가에 있어 개량 PDRC 설계개념 안 성능 확인  TOP, LOF, LOHS 등 

표 설계기 사고 안 해석을 통한 개념설계 안 성을 확인하 다.

핵연료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을 해 피복  비시제품 제조  속연료 조사시험 

캡슐을 하나로에 장 하 으며 실증로 속연료 개념설계  속연료 성능평가, 속

연료심 제조 기본기술 확보  피복  제조 기본기술을 개발하 다.

소듐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시스템 개발에 있어 불투명 고온 고방사능 소듐 

환경에 있는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의 손상을 검사할 수 있는 10m 

길이 웨이 가이드 센서모듈과 소듐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기술은 웨이 가이드 센서의 기계  작동 없이 음  입사 주 수를 변조하여 방사빔

의 각도를 변환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로 소듐  손상 변형을 탐지할 수 있다. 특히 

소듐  용 성능개선을 한 베릴륨 코 기술(0.125mm 두께)과 gold 코 기술을 개발

하여 해외 특허(일본, 랑스)에 출원하 으며 소듐냉각고속로의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

조물의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US-MultiVIEW Ver.4.0 소 트웨어를 업그 이드하여 로

그램으로 등록하 다. 더불어 길이 10m 웨이 가이드 센서 모듈의 수 실증시험을 통

하여 0.8 mm 이상의 C-스캔 가시화 분해능을 확인하 고, 소듐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10dB 이상의 음   감도를 확인하여 소듐  용성을 검증하 다.

2010년에는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시설 (STELLA-1)41) 구축하 는데 본 시설은 소듐

41) STELLA: 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Simulation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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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고속로 핵심기반기술개발을 한 핵심 연구시설로 소듐냉각고속로 열교환기 성능

검증, 기계식 소듐펌  열유체 성능시험을 통한 주요 소듐기기 설계기술 확보 등 신

 안 계통의 성능검증으로 실증로 인허가 획득에 필수 인 기술 검증  확보에 활

용될 정이다. 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  상세설계를 완료하여 각종기기를 제작 

설치 으로 2011년 8월에 설치가 완료되면 4개월간의 종합시운  후 2011년 12월에 

공할 정이다. 

<그림 4-2-2> 2010년도 소듐냉각고속로 주요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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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2007~2010년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주요 성과

성과  주요 내용

제4세  

소듐냉각고속로 

기술목표 달성을 

한 고유 개념설계

○ 경제성 향상

 - 2루 시스템: 3루  시스템 비 30% 물량 감소

 - 배 길이 단축: 316SS->G91강 교체로 루 당 13% 감소

 - 고온 단  설설계: 건설비 1% 감소 목표

 - 원자로 내부 가동  검사 장수명 센서 채택

○ 안 성 확보

 - 피동잔열제거시스템으로 단기/장기 원자로 냉각 성능 향상

 - 이 배 , 물 출 음향감지 시스템 채택

○ 지속성/핵확산 항성 확보

 - 자체 핵연료 재순환을 통한 지속성 확보

 - 블랭킷 제거를 통한 고순도 루토늄 생산 원천 쇄

 - 속연료 노심 개발로 핵확산 항성 향상

반응단면  보정기술 

개발

○ 단면  민감도 분석 코드 개발

○ 단면  보정 산코드 개발

○ 노심 임계도, 성자속 분포, 반응도 계수 측 성능의 획기  향상으

로 노심 설계의 정확도  신뢰도 향상

○ 노심핵설계 산코드 체제 불확실도 감으로 과도한 설계의 보수성

을 감하여 경제성 향상에 기여

환비 노물리 

실험

○ 고유 노심 개념을 실험 으로 검증

 - 고유 노심 개념: 속연료, 블랭킷 제거, 환비 노심

○ 실증로 핵설계에 사용된 산코드 정확성 입증을 한 기 자료

○ 노물리 실험 검증 데이터 확보를 한 주요 연구 자산

소듐냉각고속로용 

속연료심 제조
○ 우라늄/지르코늄을 활용한 감압진공 용해주조 방법으로 속연료심 

제조 성공

 - 연료심 조성 : U-10Zr, 직경  길이 : 6/10 mm, 300 mm

 - 속연료심 제조장치 설계/제작

 - 희토류  휘발성 물질 함유 연료심 제조

○ 하나로 조사시험용 속연료 축소시편 제조

○ 소듐냉각고속로용 핵연료의 핵심 구성요소인 속연료심 제조기술 확보

고성능 피복재 

합 개발

○ 고성능 신피복재 합 (HT9M) 개발  특허 출원

 - 기  합  (HT9, Gr.92)에 비하여 고온 (650 °C) 크립 성능 향상

 - HT9 피복  (외경 7 mm, 두께 0.6 mm, 길이 3 m) 비시제품 제조

 - 국내 산업체 (포스코, 일진) 력을 통한 피복재 제조 기반 마련

○ 고연소도 핵연료용 피복  개발을 한 합 재료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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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주요 내용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센서시스템 

개발

○ 반 구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시제품을 제

작하 고 수   소듐  성능시험 완료

○ 국내 기술개발로 수입 체 효과는 물론 일본의 JOYO 원자로 속

편탐지 시험을 추진하는 등 Gen-IV 국제공동연구에서도 우수한 기술

력을 인정받고 있음 

 - 최 소듐온도 500℃, 웨이 가이드 센서 모듈 길이 10 m, 직경 19.1 

mm, 결함탐지 분해능 목표 0.8 mm(소듐 ), 신호  잡음비 20 dB

소듐 열유체 

종합실증 시험시설 

구축(STELLA-1)

○ STELLA-1 시설 규모

 - 소요 력 2.5MW, 소요 소듐량 11톤, 최 온도 600°C, 열교환기 용량 

1.1MWt, 소듐 최 유량 30 kg/sec

○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성능검증

○ 기계식 소듐펌  성능시험

○ 열교환기 설계  계통과도해석 산코드 검증용 실험자료 확보

○ 열교환기  기계식 소듐펌  등 주요 소듐기기 설계기술 확보

계통과도 안 해석 

코드 MARS-LMR 

개발

238

235-Hot Pool
230-CP

228-Outlet plenum

225-Core top

188
IWP 190

ID
195
OD

200
BD

205
CR

210
RD

215
BC

220
HD

180-LP

173-CSS

240

245-Helium Gas

290

730
DHX

250
260
270
280

350
450
550
650
IHX

100
Cold
pool

110

100

110

120
150

175

125,155
MP

130
160

135,145
165,170

345

340

IP

355

360,460
560,660

370,470,570,670

Water

Steam

700
702
SG

380,480
580,680

Surge
Tank

384,584
390,590

300
500

310
510

320
520

330,430,530,630

762

732

734

Surge
Tank

746

Air

Air

908
AHX

752

754

750

755
756

758,760736

738

744

9

19

23

9

2 IHTSs

SGDHRS

2 SGs
740

742

○ MARS-LMR 열유체  반응도 모델 기본모듈 개발

○ SFR 설계기 사고 해석기술 확보

○ 최 해석을 통한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개선

○ Gen-IV, IAEA-CRP, IAEA-INPRO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실험 자료 

확보  검증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EBR-II,(미), Phenix( ), PFBR(인도) 등의 실험 

 설계 자료 등을 확보하여 향후 코드 검증  인허가에 활용함으로

써 막 한 산 감 효과를 가져옴

 - 각국의 검증 결과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산코드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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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건식처리 공정

가. 국외개발 동향

미국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로그램의 분리기술(Separation 

Technology)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기 공정으로 

PYROX( 해환원 + 해정련 기술)를 제시하고, 해환원 시스템에 한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BR-3(Beligium Reactor)에서 발생된 산화물 형

태의 사용후연료를 상으로 Bench-scale의 해환원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해환원 시스템은 스테인 스 스틸 속망의 음극과 백  양극을 이용한 

Bench-scale의 장치에서 99%의 속 환율을 성공 으로 달성하 으며, 이와 같은 성

공 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cale-up 연구에 해 본격 으로 착수하여 Lab-scale(1 

kgU/batch)의 해환원 시스템의 설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Active 

Demonstration과 병행하여 향후 주요 핵종의 해환원 거동에 항 정량 인 평가에 

한 연구를 심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정련기술의 경우 EBR-II  로그램이 종료된 1996년부터 EBR-II 사용후연료의 처

분을 한 처리 방안으로 해정련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의 실증을 1999년

까지 성공 으로 완료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계속 으로 이 방법에 의해 매년 약 600～
1000 kg 정도의 EBR-II 사용후연료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처리속도 향상을 하여 고효율

의 해정련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EBR-II Blanket Fuel 처리를 한 Mark-V의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PEER(Planar Electrode Electro Refiner)형 Electrorefiner의 연구개발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림 4-2-3>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의 이로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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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로 건식처리 공정 연구개발은 CRIEPI가 1988년부터 미국의 IFR(Integral 

Fast Reactor)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 으로 착수되었다. 1990년   CRIEPI는 속 

핵연료주기에 한 기  연구는 물론 습식공정에서 발생된 고 폐기물로부터 TRU 원소 

회수를 한 이로 건식처리 공정을 독자 으로 개발하 다. IFR 로그램이 단된 이후 

일본은 IFR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된 연구경험을 토 로 이로 건식처리 공정 독자 개발을 

모색하고, CRIEPI, JAERI  학을 심으로 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기존의 해정련장치 개량을 통하여 789 g-U/h의 처리가 가능한 엔

지니어링 규모의 장치개발에 성공하여 속연료의 처리 실용성을 확인하 다고 보고하 다.

나. 국내개발 동향

국내에서는 국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과 련하여 사용후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크게 「경수로 사용후연료 처리 기술」과 「 이

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로 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에 있다. 1997년부터 리튬 환원기

술을 이용한 단 공정의 반응성 평가  요소장치 개발을 통해 독자 으로 완성한 사용후

연료 차세  리공정에 한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 고, 2 단계에서는 건식 분말화, 속

환공정  리튬 속 회수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연료 차세  리기술에 한 20 

kgU/batch 규모의 성능평가를 성공 으로 완료하 다. 한편 2003년부터 리튬환원 기술의 

문제  해결을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시스템의 개발을 본격 으로 착수하여, 속 환

율 99% 이상 달성이 가능한 Mock-up 해환원 시스템을 개발하 다. 2005년에는 실증용 

해환원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된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에서 In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해정련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고온 용융염 해정련공정에 

한 열역학  물성 조사  단 공정의 화학특성 규명을 한 기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1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해분리효율 측정, 류효율 향상 

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액체  고체 극장치, Cathode Processor 등 요소장치를 독자

으로 개발하 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 로 1 kg/batch 규모의 해정련 Mock-up 시

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처리속도를 폭 향상시킨 세계 최 의 연속식 

해정련 개념을 2007년도에 완성하여 재 연구개발 에 있다.

염폐기물 처리기술의 경우, 국외의 경우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세라믹 고화체 제조 

기 연구와 핵종 제거에 의한 염 재생 개념 제시만 있을 뿐 실제 인 연구 수행은 거의 

무하 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독창 으로 염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한 연구결

과를 제시한 이후로 미국 INL, 일본 CRIEPI의 제올라이트 이용 핵종 제거실험, 랑스의 

Ag를 이용한 습식 제거법, 스페인의 인산화법 핵종 제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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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공정의 선행공정인 처리 일 공정 기술개발을 하여, 2010년도에는  비방사

성 시험을 통한 처리 공정  공정폐기물 핵심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처리 핵심기술 검증을 수행 에 있다. 처리공정 분야에서는 이로 해환원용 그래뉼

형 원료물질 제조를 한 공정 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PRIDE 해환원용 원료물

질 제조용 Voloxidizer 성능 평가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제작하 으며, 2011년도

에  본 장치의 운  시스템을 PRIDE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탈피복-분말화  휘발성 핵종 제거를 한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식 처리 일 공정에 한 단 공정별 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을 도출 에 있다.  

처리 공정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용화  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재 폐

기물, 폐피복 , 폐필터에 한 처리방안 수립  기  실험을 수행 에 있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방사능 독성 감화를 하여 공학규모 이로 공정장

치 개발  구축을 수행하고 있는 이로 공정기술은 해환원, 해정련, 해제련, 염재

생/고화 공정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해환원공정의 경우, Lab-규모 해환원장치를 개량하고 성능향상 시험을 수행하 으

며, 이를 토 로, 해환원장치와 잔류염 제거장치로 이루어진 공학규모 용량 해환원 

시스템을 기에 제작할 수 있었다.

해정련공정의 경우 Lab-규모의 해정련 공정장치를 통해 공정변수별 인가 류 조건

을 실험 으로 확보하고, 류효율 70%로 설계된 장치의 효율이 80%까지 도달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고-액 분리  염증류 복합형 염제거 장치를 개발하여 염회수율을 증 시켰

다. 그 외에도 공학규모 라이드 공정장치 제작에 용될 원격조업용 보조 장치를 개발하

여 해정련장치에 용함으로 향후 Ar-cell에서 원격으로 조업될 공정장치의 원격조업성을 

증 시켰다.

해제련기술의 경우 액체카드뮴음극(LCC) 표면에 생성되는 U dendrite(수지상)를 Cd 

바닥으로 침 시키고 한, 액체 Cd 바닥에 쌓이는 U 착물의 높이에 따라 수직행정이 

자동으로 변하는 mesh 운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100 mA/cm2

에서 목표치인 10 wt%U/Cd를 과한 14 wt%U/Cd까지 착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

며, U 수지상이 음극도가니 바깥으로 성장하지 않음도 확인하 다.

LiCl염 재생공정의 경우 공정제어 시스템 변경을 통해 90% 정도의 I/II족핵종 분리효

율을 달성하 고(70%-결정화율, 3회-결정화 조작) 단 장치 개량을 통해 운 용이성을 증

시켰으며 공융염 재생공정에서는 운 온도/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HYBRID 공정개발

을 개발하여  99%이상의 희토류핵종 분리효율을 실험 으로 검증하 으며 휘발/응축공정

의 구조개선을 통해 98%이상의 총  공융염 재생율을 얻었다. 고화공정의 경우 Fe-SAP  

새로운 조성의 ZIT 개발을 통해 고화체의 특성을 향상시켰고 단 장치 연계성증진을 통해 

직경이 20cm인 균질 형고화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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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공정 계통평가 기술의 경우 ANL과의 기술 력 로그램을 통하여 용융염  

악티나이드  희토류 속의 기화학  방법에 의한 실시간 농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

으며, 이로 각 단 공정에서 산출되는 물질수지를 기반으로 이로 일 공정 물질수지 

흐름도를 도출하 다. 

이로 기술을 실 하기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경우, 2011년까지 공학규모 

이로 일 공정 시험시설(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을 구축하여 기술성  안 성을 평가하고, 공학규모의 실증시설 설계요건을 확보할 계획

이다. 이를 해 2010년도에는 PRIDE 시설의 아르곤 시스템, 부 설비  셀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공학규모 실증시설 설계요건을 분석하 으며, PRIDE 시설의 원격취 을 해 검

증 목업을 구축하고 양팔 서보 조작기를 개발하여 성능시험 에 있다.

한, 이로 시설의 핵확산 항성과 안 조치성 확보를 해 IAEA MSSP(회원국지원

로그램)로 이로 시설의 안 조치 근 방안 과제를 착수하여, ‘10년도에는 기  이로 

시설에 한 안 조치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안 조치성 분석을 한 요건을 확보하

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랑스, 국, 러시아  한국이 참여하는 범세계 인 MSSP 과제

를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이로 시설에 용 가능한 안 조치 근방안을 개발하고 IAEA 

기술보고서를 작성할 정이다.

<그림 4-2-4>  이로 건식처리 공정 국내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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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2007~2010년 이로건식처리 연구개발 주요 성과

성과  주요 내용

PRIDE 일 공정 구축

공학규모 해환원장치

공학규모 해정련장치

공학규모 해제련장치

공학규모 고화장치

○ 공학규모의 산화물 처리, 해환원, 해정련, 해제련  염폐기

물 재생/고화의 단 공정을 연계한 일 공정으로 구성

 - 해환원장치(50 kgU/batch)  음극처리장치로 구성

 - 고효율 해정련장치(50 kgU/batch), 염 증류장치  우라늄 잉곳 제조

장치로 구성

 - 해제련 장치 (1 kgHM/Cd) 잔류악티늄족 제거장치  Cd 증류장치

로 구성

 - LiCl 염폐기물  공융염폐기물 재생공정(20kg/batch)  고화처리공

정(80kg  고화체제조)장치로 구성

○ 실험실 규모 공정장치의 성능평가를 통한 scale-up 기술 확보

○ ESPF 구축 시에 발생가능한 문제  악  해결방안 확보 가능
실험실 규모 이로 

핵심공정기술 개발

고속 해환원장치
 

속 환체

고효율 해정련장치

LCC 운  성능

결정화로  용융로

경막결정화장치

○ 고성능 해환원, 고효율 해정련, 고 TRU 회수율 해제련  고

폐기물 최소화를 한 염폐기물재생  고화기술

 - Lab-scale (20 kgHM/batch) 고속 해환원 장치 개발

 - MgO 안정성 평가, 백  산화 극  반응기 재질 부식 억제, 세라믹

극 제조 기술 개발

 - 고효율 High-throughput 해정련 장치 개발

 - 고효율 우라늄 잉곳 제조장치 개발

 - 삼염화우라늄(UCl3)제조장치  용융염 이송 시스템 개발

 - 액체카드뮴음극(LCC) 해제련 장치 개발

 - 폐용융염 잔류 악티늄족 회수 고유 원천기술 개발

 - 액체 속 TRU 석출물의 증류 공정 개발

 - 용융염계 해제련 산코드 개발

 - 결정화법에 의한 LiCl 염폐기물 재생 고유 원천기술  장치 개발

 - 산화/침   증류/응축법에 의한 LiCl-KCl 공융염폐기물 재생 고유 

원천기술  장치 개발

 - 염폐기물 재생공정 발생 잔류페기물의 고건 성 고화체 제조 고유 원

천기술  장치 개발

○ 독창 인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이로 기술을 선도

핵연료주기 시스템 

종합평가  이로 

연계기술 개발

○ 최  핵연료주기 기술옵션의 기술 /경제  타당성 방안 확보

○ 핵투명성 증진 방안 도출과 한.미 원자력 정 개정에 기여

○ 이로 시설 설계 자료의 변경 리  기술 추 성 기반 확보

○ 이로 산학연 기술 력 공조체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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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주요 내용

PRIDE 핵심설계 기술 

개발
○ 세계 최  공학규모 이로 일 공정 시험시설에 한 설계 완료하여 

이로 시설 핵심 설계기술 확보

○ 일 공정 이로 시험을 한 기반시설 확보

○ PRIDE 시설의 셀장치, 불활성 분 기 시스템 등 핵심 장치 설계, 성

능평가  안 성 확보

○ ESPF 설계요건 도출  향후 ESPF 구축을 한 기술  방안 마련

○ PRIDE 시설을 국제 R&D 허 로 활용하여, 이로 기술의 타당성, 안

조치성, 시설 조업성 검증

이로 공정 핵물질 

계량 기술 개발 ○ ASNC의 SF 상 실증시험  ACPF의 안 조치시스템 구축 완료

○ 이로시설의 핵물질 계량용 기 기술인 능동형 성자 계측기술  

감마- 성자 통합기술 개발

○ PRIDE 시설의 안 조치시스템 구축  IAEA 시설부록 취득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 장시스템 기술 

 다목  수평형 

핫셀 운반시스템 

개발

○ Waste Form 특성에 따른 최  운반/포장/ 장기술 확보

○ 통합 장 리를 통한 고 폐기물 최소화   안 성 실

○ 이로 공정 회수물/폐기물을 운반하기 한 핫셀 운반용기  속

시스템 개발 (건식 핫셀운반  습식 일반용기 겸용화)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이로 원료물질 제조기술 수립

 - 해환원 공정에 합한 다공성 입자 원료물질 제조기술 확립

 - 해환원 공정에 합한 상 원료물질 제조기술 수립

 - 고방사성, 고방열 Cs 핵종 사   제거기술 수립  

 - 해환원 극 방해원소인 Se, Te, I, Br 사  제거기술 수립 

○ PRIDE용 산화  다공성 입자 제조장치 개발

 - 50 kgHM/batch 용량의 해환원용 장치 설계, 제작, PRIDE

    시설에 설치, 시운

 - PRIDE 해환원 공정에 원료물질 공   

○ 휘발성  휘발성 핵종(Cs, Tc, I 등) 선택  포집기술 수립

 - 고 폐기물, 심지층처분(GTCC) 폐기물 감소를 한 선택  배기체 

포집기술개발

 - 고온 화학반응 방법을 이용한 고온에서도 안정한 형태로 핵분열생성

물 포집

이로 아르곤 셀 

원격 취  시스템 

기술 개발

○ PRIDE 시설 원격 운 /유지보수용 천정이동형 양팔 서보 조작기 시

스템 개발    

○ 이로 공정장치 3D 설계치의 원격 취 성을 미리 평가  분석 할 

수 있는 시뮬 이터 시스템 개발

○ 이로 공정장치를 PRIDE 시설에 설치하기 에 공정장치의 실제 원

격 취 성 평가를 한 검증용 목업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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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

가. 국외개발 동향

원자력수소는 950
o
C에서 안 운 이 가능한 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 는 고온 기분해 방법으로 직  분해하여, 량의 수소를 안 하며, 깨끗하

고, 경제 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미국은「에 지정책법(2005)」으로 력  수소생

산 차세 원자로시스템 (NGNP)의 개발  실증을 법제화하고, 2018년 원형시스템 완

공, 2022년 실증을 목표로 총 4조원 규모의 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생산 방법으

로 요드-황  Hybrid-황 열화학 방법과 고온 기분해방법을 상으로 기술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계획으로 재 가동 인 30 MWt  HTTR 연구로에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을 병합하여, 2015년까지 수소생산 실증을 완료하고, 2020년  

반까지 원자력수소 상용시스템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1) 미국

원자력 수소생산을 해 미국은 1976년부터 DOE의 지원으로 열화학수소제조를 연

구하 으나 1980년  반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 단 정책으로 연구가 단되었었

다. 그러나 2001년 발표된 에 지정책에서 미래에 지원의 하나로 수소의 요성을 강

조하고 원자력을 비롯한 일차에 지원에서 청정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을 주장하 다.42) 

2003년 1월 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 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에 지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에 지 자립도 증 를 천명하 으며 같은 해 2월 DOE 장 연

설에서 수소개발지도(Hydrogen RoadMap)를 발표하고43) 수소경제 구 을 한 수소연

료 지자동차, 수소생산, 인 라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규모 정부투자를 시작하 다. 

국회에서 2005년 8월 통과된 미국의 에 지 법안(Energy Policy Act)에44) 원자력수소생

산 원형로인 NGNP를 이용한 상용수소 생산기술개발 일정과 산을 명시하고 연구개

발과 실증로 개념설계를 추진 이다. NGNP의 추진일정은 제1단계인 2011년 9월까지

는 수소생산시스템의 선정  타당성 입증, 에 지변환기술개발  타당성 평가, 고

온가스로용 핵연료개발, 재료선정  시험, 그리고 원자로 개발 련 연구가 수행된다. 

이어서 2단계인 2021년 9월까지 최  원자로 선정  상세설계,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42) Cherney, D. et al. “National Energy Policy - Reliabl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for America's Futur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2001.5.

43) “National Hydrogen Energy Roadmap, Production, Delivery, Storage, Conversion, 

Applications,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USDOE, 2002.11.

44) “Energy Policy Act of 2005,” US/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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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 건설  운 을 시작한다.45) 2008년 10월 DOE는 NGNP 개발의 기술 험완

화를 해 연구개발을 2단계(공정열 → 수소)로 추진하기로 하며, 기존의 950
o
C 이상

의 물분해 수소생산이라는 기술목표를 750
o
C 이상의 공정열 공 으로 수정하 다. 이를 

해 DOE는 Texas Dow chemical  Idaho에46) 련시설을 건설하기로 하 다. 

2010년 3월에는 출구온도 750o
C 이상의 고온 공정열 공 용 개념설계 사업자로 

General Atomic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 으며 2010년 말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NEAC의 검토를 받을 정이다.

미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47) NHI의 연구 상은 원자력에

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여러 가지의 안공정을 연구 개발하여 

2012년에는 최 의 공정을 선정하고 NGNP 완료시 인 2021년까지 물분해 수소생산

랜트의 상용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해 1998년부터 30MWt 

열출력을 갖는 고온가스 실험로인 HTTR을 운  이다. 950
o
C의 고온으로 1주일간 

운 에 성공하 으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950
o
C로 50일간 연속운 을 성공 으로 

완료하여 간열교환기에 문제가 없음을 실증하 다. 한 재 운  인 HTTR을 이

용한 Loss of flow, Station black out 모사시험 등, 안정성 입증시험을 OECD/NEA 공

동연구로 추진 이며 미국, 한국, 국, 헝가리, 랑스, 독일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50 MW  고온가스로(KHTR)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

진하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 는데 이 사업에는 JAEA와 미쓰비시, 후지 기, 도요타사

가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수소생산 용 고온가스로인 GTHTR-H의 개념을 개발 이며 산업

체와 함께 국내건설 는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JAEA는 각종 원자력 수소생산 공정을 

연구한 결과 요오드-황 열화학 싸이클이 가장 경제 일 것으로 단하고 련실험을 계

속 이다. 장기 랜으로 운  인 HTTR에 10 MW 의 요오드-황 열화학수소생산 

랜트를 건설하여 2015년까지 수소생산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3) 랑스

45) “Pre-conceputal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NGNP) with 

Hydrogen Prodcution - NGNP Umbrell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PC-000543, 

General Atomics, 2007.7.참조

46) 950oC 물분해 수소생산 CTF( 고온기기  규모 수소생산 시험용 시험설비) 건설

47) “Nuclear Hydrogen R&D Plan,” USDOE/NE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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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는 2025년 상용화 추진을 목표로 핵심 실험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Areva는 600 MWt  고온가스로 ANTARES 개념을 개발하여 열공 시장(heat supply 

market)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CEA는 IS 열화학공정  분젠반응을 연구 이며 기

 열화학 자료를 실험으로 생산하고, CEA가 개발한 분젠반응기는 2007년 미국 

General Atomics사에 설치하 다. 그러나 최근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련 

연구는 GFR 재료와 련되는 세라믹 분야 연구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Hydrogen 

PMB와 Fuel PMB에서 탈퇴하 다.

(4) 기타 주요국

국은 2000년부터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을 운  에 있으며, 

HTR-10의 출구온도를 재 750도에서 850도로 증가시켜 가스터빈직 발 을 실증하는 

HTR-GT 로젝트를 수행 이다. 국의 고온가스로 실증로인 HTR-PM은 2009년 9월 

건설허가를 획득하 으나, 상부결정 지연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시 요구된 full scale 증기발생기, 제어 , 독구투입계통, 핵연료취 장치, 헬륨순

환기의 성능실증은 계획 로 진행 이다. 국 CIAE의 고속원형로 CEFR은 완공되어 

2010년 5월 핵연료를 장 48)하 으며 발 설비를 건설하여 력생산가능성을 입증할 

정이다. 한편 2011년부터는 HTR-10의 I&C를 개량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할 정이며, 2010 말까지 HTR-10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제안을 추진 이다.

EU는 2009년 8월 FP-6의 일환인 358만 유로 규모의 고온가스로 TRU 심층연소 연

구 PUMA 1단계 연구를 종료하고 2단계 연구를 추진 이다. FP-7은 원자력기 , 제철, 

정유, 화학 업체가 참여하여 공정열 이용 시스템의 비개념 개발, 요구기술 개발, 실증

사업 수행 체계 개발 등은 수행할 정이다.

남아 리카공화국은 독일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력생산용 400 MWt  페블형 

고온가스로(PBMR)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 으나, 2008년 경제 기로 력회사 

ESKOM이 경수로건설계획과 PBMR 개발지원을 철회함에 따라 2009년 5월 공정열과 증기발

으로 력을 생산하는 250 MW  원자로 개발로 목표를 수정하 다. 재 PBMR에 한 남아

공 정부의 투자는 지된 상황이며 2011년 3월 정부의 계속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정이다.

러시아는 1960년 부터 열이용을 목표로 VGR-50, VG-400 등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고 OKBM을 심으로 고온헬륨루 를 건설하여 기기실증을 수행하 다. 1990  이후 

루토늄이용을 목 으로 GT-MHR의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련기기개발에 착수하여 

소형기기실증을 완료하 다. 수소생산과 련해서 Kurchatov 연구소에서 고온 기분해 

소자개발에 성공하고 형화를 모색하고 있다.

48) 기 장 은 60% 농축도의 산화우라늄이고 추후 제어 을 개선하여 MOX로 교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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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

로젝트 기술개발 동향 근거

미국

DOE

NGNP49)

• 고온가스로 이용 력∙수소 실증로 개발

•1단계 ('05∼'11.9): 핵심기술 개발

•2단계: 노형선정(’11), 설계/건설(’18), 실증(‘21)

•2단계 략(공정열-수소)으로 계획변경 (‘08.10)

•공정열공  원자로 개념설계 (‘10.2~’10.9),

  수소생산은 Idaho 실험시설에서 실증

• 산: FY10 ($169M)

에 지

정책법 
(‘05)

NHI50)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황-요드, 복합-황, 고온 기분해) 기술개발

• 산: FY10 ($5M)

DB-MHR51)
•NGNP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심층연소로 개발

• 산: FY10 ($7M)

일본

JAEA

HTTR52)/

GTHTR53)

•HTTR 950℃ 운   안 실증시험 (’09)

•HTTR 이용 황-요드 수소생산 실증 (‘15)

•GTHTR-300C 력∙수소 상용시스템 (‘25)

• 산: FY09 (¥1.0B, 인건비 제외)

원자력 
신기술
개발 

로드맵 
(‘08)

국

INET

HTR-1054)/HT
R-PM55)

•HTR-10을 이용한 안 실증시험 (‘08)

•250MWt x 2 HTR-PM 완공 (‘13)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20 국가 
과기계획 

(‘07)

남아공 
PBMR

PBMR56)

•400MWt PBMR 력생산에서 공정열 이용으로 환

•남아공 경제사정으로 사업축소  2010년 8월 향후 방향 결정

•총투자액(1999~2010): 970 M$

물

자원부 
국가사업

랑스

AREVA
ANTARES

• 비 개념설계 완료 (‘06). 공정열 수요조사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CEA)

산∙연 
합동

<표 4-2-6> 주요국의 VHTR 기술개발 황  계획

49)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DOE의 력⋅수소생산 고온가스 원형로 실증사업

50)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DOE의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사업

51) DB-MHR (Deep Burn-Modular Helium Reactor): DOE의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의 재순환 우라늄 심층연소로 개발 사업

52) HTTR (High Temp. Test Reactor): 일본 JAEA의 30MWt  블록형 고온가스연구로 (950℃)

53) GTHTR (Gas-Turbine High Temp. Reactor): 일본의 600MWt  블록형 력⋅수소생산 상용로

54) HTR-10 (High Temp. Reactor): 국 INET의 10MWt  페블형 고온가스연구로 (700℃) 

55) HTR-PM (High Temp. Reactor-Power Module): 국 력생산 페블형 고온가스상용로 (750℃)

56)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 남아공의 400MWt  페블형 고온가스 원형로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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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개발 동향

(1) 원자력수소사업 추진 황

우리나라도 2020년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

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실증사업”으로 본격 인 원자력수소의 연구∙개발에 착수하

다.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하에, 국내 문성 활용의 극 화를 하여 고온가

스로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은 한국에 지기술연구

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동연구로, 기  기반기술은 학계의 탁연구로 수행되고 있

다. 2006년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설계∙건설∙실증을 한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은 

향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온가

스로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필수 자립기술 확보를 한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에 집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

합계획(2006),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2006)의 국가 육성기술 33개 특성화 

기술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기후변화 응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2)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

(가) 사업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원자

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업의 총  책임과 

고온가스로  수소생산 연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은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원자력수소 기술은 우

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기술일뿐더러, 세계 으로도 기 기술개발 단계이다. 따라서, 

원자력수소의 기반기술 확보와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은, 향후 원자력

수소 실증사업의 수행과 세계 기술시장 선 에 매우 요하다. 이를 반 하여, 사업의 

목표를 세계시장 선 을 한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검증과 도  기술 안 해소, 그

리고,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필수 자립기술의 확보로 설정하 다. 원

자력수소의 도 기술은 GIF (Gen IV International Forum(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 고온가스로시스템 공동연구로 개발한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는 총 12년간의 연구로, GIF 공동연구 개발 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2006~2011)와 성능향상  검증 단계(2012~2017)로 구분되어 있다. 

재, 기술개발 단계의 1단계 연구(2006~2008)를 종결하고, 2단계 연구(2009~2011)에 착

수하 다.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의 개념설계 착수 수 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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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확보 하 으며, 이어지는 2단계 연구(2009~2011)는 실증시스템 기본설계 착수 

수 의 핵심기술의 개선  검증을 목표로 한다. 특히, 2단계 연구는 선택과 집 차원

에서 세계시장 선 을 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도 기술의 실증에 집  투자하고 

있다. 200L/hr 규모의 가압 수소생산 단 공정 skid 건조  종합 수소생산 실증, 고

온/고압 헬륨루  건조  공정열교환기 설계개념  성능 검증, 피복입자핵연료 제조 

품질개선  조사성능 검증 등이 주요 실증연구의 상이다. 한, 이미 세계  수 의 

기술인 고유 설계해석 산코드의 인∙허가를 비한 검증  문서화 등도 지속 인 연

구 상이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설

계∙건설∙실증 단계별 필수 핵심기술의 제공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의 일정  

기술수 을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일정  요구 기술수 에 따라 설정하 다. 

이와 병행하여, 선진기술 보유기 과의 양자간 력으로 부족기술 확보  기술 선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5년 블록형 원자로의 개발자인 미국 GA(General Atomics)사

와 한∙미 원자력수소공동개발센타를, 2004년 10MWth  페블형 연구로를 보유한 국 

칭화 학교와 한∙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여,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확보를 하여, 독일의 NuKEM사로부터 Lab 규모

(2~3kg/batch)의 핵연료 제조기술을 수받고 있다. 한,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INL(Idaho National Laboratory)과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과는 I-NERI 사

업을 통하여 핵심 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남아공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랑스 원자력청과는 주기 인 

워크샾을 통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나) 1단계 연구 (2006~2008) 주요 연구내용  성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은 크게 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고온 재료  기기 요소기술, 

피복입자핵연료  열화학수소생산 기술로 구성된다. 

고온가스로의 핵심 설계기술로 <그림 4-2-5>과 같이, 핵설계, 계통성능  안 해

석 기반코드를 고유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최신 기술을 목한 핵설계, 열유체설계, 기

계설계  안 성 해석체계를 구축하 다. 한, 표 인 설계기   설계기 과사

고의 안 성 분석,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하여 실증로의 안 성을 평가하 다. 개발기술

을 국내 산업체에 수함으로써, 원자력수소 실증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 다. 설계

해석 코드는 지속 인 개선, 검증  문서화를 통하여 인∙허가성을 확보하고, 해외 기

술시장 선 을 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고유 개발코드의 우수성은 이를 

용한 해석결과를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함으로써 입증되었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은 미국 에 지성의 원자력수소사업인 차세 원자로(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가스로 공생핵주기 사업인 국제핵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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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쉽(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심층연소 고온가스로(DB-MHR: 

Deep-Burn Modular Helium Reactor) 사업에 83만불 규모의 기술용역 수출을 달성하

으며, 이어지는 후속 사업에도 지속 참여할 정이다.

 

Startup Control Rods (12)

R ese rve Shutdown System Channel s (12)

Operating Cont rol  Rods (24)Startup Control Rods (12)

R ese rve Shutdown System Channel s (12)

Operating Cont rol  Rods (24)

CX Tablesets
- Burnup, Temperatures, …

Transport Lattice Calculation
- Fuel Block, Pebble, Reflector

Diffusion Core Calculation
- Physics Analysis with Depletion

Transient Kinetics 

MASTER-GCR (PMR)
CAPP (PBR)

CX Tableset

HELIOS/LIBERTE

Library

Output

HOPE/PROLOG

Library

MCNP

Verification

DH Treatment
Reference

   

Thermo-Fluid & TF/Neutronic
GAMMA+(Core)/CAPP

Thermo-Fluid & TF/Neutronic
GAMMA+(Core)/CAPP

Fission Products & 
Containment

GAMMA+/FP/T/Dust

Fission Products & 
Containment

GAMMA+/FP/T/Dust

Fuel & Graphite
COPA

Fuel & Graphite
COPA

Coolant Activity
GUI-FP/T/Dust

Coolant Activity
GUI-FP/T/Dust

Graphite Corrosion
GAMMA+, COPA

Graphite Corrosion
GAMMA+, COPA

Atmospheric dispersion & Public doseAtmospheric dispersion & Public dose

TBDTBD
Atmospheric dispersion & Public doseAtmospheric dispersion & Public dose

TBDTBD

System Layout & EfficiencySystem Layout & Efficiency

GUI-HyPEPGUI-HyPEP
System Layout & EfficiencySystem Layout & Efficiency

GUI-HyPEPGUI-HyPEP

Power, FP 
inventory

Sys. Configuration Sys. Performance

Tempe
rature

Mass & 
energy 

discharge

Corroded 
massFPs

source
FPs to coolant

Activity release

Graphite 
oxidation & 
hydrolysis

GAMMA+: DBA, BDBA
GAMMA-Core: RIA

        노심 핵설계 체계       열유체/안 /성능해석 체계

<그림 4-2-5> 원자력수소 고유 설계해석 체계

한, 950
o
C 고온 운 조건에서 200 MWth  실증로의 노심, 냉각압력용기와 공

정열교환기의 설계개념을 고유 원천기술로 확보하 다. 고유 노심개념은 축방향 재장

, 독물  재배치, 농축도 역화, 역별 재장  등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노

심에 비하여 노심 출력 도를 13~30% 상향한 경제성과 안 성이 향상된 노심개념이

다. 냉각 압력용기 개념은 고온의 냉각재와 압력경계와의 직 을 방지함으로써, 내

고온 재료를 사용하는 압력용기가 아닌 경수로형 압력용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 개념

이다. 이로서, 압력용기의 국내 제조성과 재료 수 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열교환기

는 고온가스로의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공정을 연결하는 핵심기기로 1차측에는 헬

륨가스가, 2차측에는 삼산화황 가스가 흐르는 황산분해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 인 세라믹형 열교환기의 제조성, 성능  용량격상 제한성 문제 해소를 하여, 

속재 기반 Hybrid형 고유 설계개념을 개발하 다. 1차측은 Printed Circuit 형태의 유

로를 갖으며, 2차측은 황산분해 매의 장입이 가능한 Plate-Fin 형태의 유로를 갖는다. 

2차측 열  속재 표면의 내부식성 향상을 하여, 규화탄소재 피복  혼합 표면처

리 기술을 목시킴으로써, 기존의 세라믹재에 비하여 제조성과 열 달 성능을 신

으로 향상시킨 기술이다. 재, 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을 제조하여 10kW  고온 질소/

황산루 에서 개념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술에 한 지 소유권을 확보하

으며, 개발기술의 우수성은 미국의 NGNP 사업에서도 이를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

는 으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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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Contro l R ods (12)

R eserve Shutdown System Channel s (12)

Operat ing  Control  Rods (24)
    

설계(요건에 부합)
기술의 융합

초고온재료
- Hastelloy X

이온빔코팅
/믹싱기술

가스루프 시험
- 열유체
- 고온시험기술

제작/생산기술
-가공
- 용접(EB)
- Diffusion Bonding

구조/응력해석

Thermal Sizing
-열유체
-화공(반응)

부식 기술

설계(요건에 부합)
기술의 융합

초고온재료
- Hastelloy X

이온빔코팅
/믹싱기술

가스루프 시험
- 열유체
- 고온시험기술

제작/생산기술
-가공
- 용접(EB)
- Diffusion Bonding

구조/응력해석

Thermal Sizing
-열유체
-화공(반응)

부식 기술

온도온도
응력응력

차압에차압에 유리유리

설계(요건에 부합)
기술의 융합

초고온재료
- Hastelloy X

이온빔코팅
/믹싱기술

가스루프 시험
- 열유체
- 고온시험기술

제작/생산기술
-가공
- 용접(EB)
- Diffusion Bonding

구조/응력해석

Thermal Sizing
-열유체
-화공(반응)

부식 기술

설계(요건에 부합)
기술의 융합

초고온재료
- Hastelloy X

이온빔코팅
/믹싱기술

가스루프 시험
- 열유체
- 고온시험기술

제작/생산기술
-가공
- 용접(EB)
- Diffusion Bonding

구조/응력해석

Thermal Sizing
-열유체
-화공(반응)

부식 기술

온도온도온도온도
응력응력응력응력

차압에차압에 유리유리

      블록형 노심개념    냉각압력용기 개념     공정열교환기 개념

<그림 4-2-6> 원자력 수소 고유 노심, 냉각압력용기  공정열교환기 개념

고온 재료 연구는 GIF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재료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압력용기(9Cr1Mo)  내부구조물(SiC-SiC)   열교환기(A617) 재

료의 단∙ 기 인 특성시험과 흑연 재료  산화 특성평가 시험, 그리고, 황산 환경에

서 공정열교환기 재료선정을 한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피복입자핵연료의 제조기술 확보를 하여, 실험실 규모(20g/batch)의 핵연료 제조

설비를 구축하여, 연료핵입자의 제조  피복공정의 제조조건을 최 화하 으며, 핵연

료 품질 리를 한 검사  특성분석 기술을 개발하 다. 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

석을 한 산해석 기반코드를 확보하 다.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은 세계 으로도 개발 인 도 기술로, 1단계 연구

를 통하여 기압 조건에서 황산분해, 분젠반응  요드화수소분해 공정 기반기술을 확

보하 다. 특히, 요드화수소 분해공정은 수소생산 효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드의 재순환 공정과 고효율 요드화수소분해 매를 개발함

으로써 공정의 단순화  온운 을 가능하게 하 다. 그리고 요드화수소분해 공정의 

기압 시험을 통하여, 6시간 동안 3.5L/hr의 수소생산을 실증하 다. 한, 황산 분해

용 매와 SO2/O2 분리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수소 량생산을 

한 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재는 가압 종합공정 실증을 한 단 공정 기술  skid를 개발하고 있다.

(다) 2010년 주요 연구내용  성과

2010년도에는 재 개발 인 계통평가 기술  설계해석 코드의 모델 검증의 완성

도를 높이기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GA사의 QA 감사

를 통하여 고온가스로 안 해석 기술이 국제표 인 ASME NQA를 만족하는 세계 인 

수 임을 인증받았고, 작년에 이어서 미국 DOE의 NGNP 사업과 Deep Burn 사업에 

약 100만불 기술 수출을 달성하여 개발된 설계해석코드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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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의 기기 검증 자립을 해 150kW  헬륨루 의 일차계통을 건조하

고, 소형질소루 를 활용하여 인쇄기 형 간열교환기 비 검증시험을 수행하여 개선

을 도출하여 실증로 건설에 있어 시행착오 가능성을 낮추었다. 한, Hastelloy-X 재질

의 유로 기계가공 기술을 량생산에 유리한 화학  에칭공정으로 개선하고, 공정열교환

기 제작 공정을 개선하여, 면  공정열교환기 제작을 한 기 기술을 확립하 다.

1단계에서 구축된 고온환경 시험 장비들을 통하여 고온가스로 주요 후보 재료의 

고온 환경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련 시험자료는 GEN-IV 국제공동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농축도 0.2%의 감손우라늄으로 선진국 수 의 형상요건을 만족하는 UO2 연료핵을 

제조하 고, 자체 제작한 TRISO 코 장치를 이용한 연속 코  방법으로 피복입자핵연

료 시제품을 제조하 다. SiC 피복층의 괴강도가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것에 비해 

10% 증가하 다. 제조된 시제품의 노외특성은 실험로 HTR-10의 주요 시방을 만족하

다. 차후 피복입자핵연료 제작공정의 형화  상용화를 한 원천 기술  기 자료

를 확립하 다. 한, 피복입자핵연료 PyC 피복 기술을 한 원자력연료(주)의 신연료연

구실에 기술지도 하 다. 

50 L-H2/hr  가압 요드화수소 분해 간이 Skid를 건조하고 단  공정 실험을 수

행하여, skid 설계와 각종 부품의 정상 작동  운 상의 문제 을 확인하 다. 그리고, 

설계 비 25% 수 의 요드화수소 용액을 공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최  5기압에서 

20L/hr 속도로 수소를 생산해내었다. 실험실 크기의 황산분해반응기를 제작하여 최  

5기압 900oC 반응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약 50 L-H2/hr 의 황산분해능을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산분해반응기를 설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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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2007~2010년 고온가스로 연구개발 주요 성과

성과  주요 내용

원천핵심 

설계해석코드 개발 

 기술 수출

○ 핵설계, 계통/안  해석, 핵연료 성능해석 원천코드 개발  등록

○ 원천코드를 이용하여 미국 형 연구 사업(차세 원자로사업  심층

연소사업)에 총 백만불 규모의 기술수출

○ 효과

 - KAERI 원천코드의 간  검증  우수성 입증

 - 미국 형 연구사업의 설계  기술 자료 입수

 -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설계를 한 산코드 확보

공정열교환기 

기술개발  

헬륨루  건조

○ 고온고압 가스루  실험기술 확립 (4 MPa, 950oC)

 - 10kW  질소가스루  건조  실험

 - 150kW  헬륨루  설계  건조

○ 고유원천 고온, 고압, 내식성 공정열교환기 기술 개발

 - 이온빔믹싱 공정  장치 구축

 - 시험용 공정열교환기 제작

 - 국내외 특허로 고유원천기술 지재권 확보 

○ 효과

 - 고온고압 가스루  시설  실험기술 확보

 - 공정열교환기 고유원천 기술 확보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시험공정 확립 

 시제품 제조

○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실험장치 개발  개선

○ 실험실 규모(20g/batch)의 연료핵 (kernel) 제조  코  공정 확립

○ 피복입자 핵연료 시제품 제조

○ 핵연료 조사시험 장치 제작  노외시험 수행

○ 효과

 - 실증로 장 을 한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를 한 핵심기술 확보

 -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설계  제작 기술 확보

기압 운  

황/요오드 공정 

수소생산 실증  

운 시험 수행

○ 요오드 분리과정을 개선한 한국형 황·요오드 참조공정 모델 개발

○ 기압 운  3.5 L·H2/h  황·요오드 공정 수소생산성 입증

○ 가압 운 조건 50 L·H2/h  황·요오드 공정 소요장치 제작/성능시험 

완료 후 단 공정 설치/운

○ 황·요오드 공정용 철/구리혼합 산화물 매개발  성능 실험

○ 고온가스로-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 해석 코드 개발

○ 효과

 - 열화학 물분해 수소생산 기술 입증

 - 가압 운 조건 50 L·H2/h  황·요오드 종합공정 운   수소생산 

실증으로 공학  규모 원자력수소 실증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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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사 및 분

석,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 지원,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및 지원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2010년 국제 원자력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공

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GIF, I-NERI의 추진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4세대 원자력시스

템의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연구개

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대규

모의 신규 원전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에 있어 핵연료의 안정

적 공급,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수소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 등이 새로운 쟁점

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원자력의 부흥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있어 청신호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원자력계에

숙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앞당기

고 이를 통해 향후 형성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있다.

미국은 NGNP를 통해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체와 연계

하여 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의 기술 개발보다는 과학

기술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주기 연구개발 부

분에서는 GNEP, AFCF, ABR, Yucca Mountain 프로그램 등의 개발 사업이 폐지되어

대규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

공동프로그램인 I-NERI 및 파이로 기술과 연계된 SFR 프로그램의 운영에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프랑스는 자국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고속증식로 및 이와 연계된 핵주

기 사이클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일본은 그동안 가동 중단했던 고속증

식형 원자로 ‘몬주’를 재가동하였고 FaCT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속 원형로 개발을 위해 6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ASTRID를 개발하고 있다.

2010년은 GIF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10년, 프로젝트 약정 발효에 따른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착수한지 4년이 되는 해로 GIF 국제 공동 연구가 궤도에 오른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IF 3기 의장단이 Gen-IV 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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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출범하였으며, 러시아,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GIF 내의 연

구개발 주도권 등의 역학 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별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SFR과 VHTR의 활동을 주축으로 다른 시스템의 제한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Gen-IV 국제공동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각 회원국이 판단하는

Gen-IV 기여 연구 내용에 타 회원국이 관여할 수 없으며 기여 불균형의 이유로 검증용

실험자료 보유국들은 자료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 또한 Gen-IV는 참여기관이 대부분

정부기관이므로 민간이 개발하는 기기나 시스템 관련 기술의 공유가 어려으므로 실질

적인 공동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기, 시스템의 공동개발 혹은 실험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 내 회원국간의 관심분야가 상

이(SFR CD&BOP프로젝트에서 관심 대상 동력변환시스템이 한/일과 미/프간 차이가

있어 공동연구 수행 미진 등)한 경우 적극적인 공동연구 수행이 미진하며 시스템 내 프

로젝트간, 시스템간 협력 부족 등이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Gen-IV 공동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SFR 및 VHTR의 도전기술

은 공동으로 개발하되, 핵심원천기술은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지적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IV, AFC, NHI가

주 협력분야이나 미국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 기초 분야에 대한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여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

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NERI

의 참여시에 양국간 협력을 통해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나 향후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장기적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 및 새롭게 수

립중인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012~2016을 중심으로 한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2단계

보완기획 시 제시된 검토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SFR의 ‘실

험로 skip 전략’, 원자력수소 실증로 개념설계의 일정순연, 원자력수소생산 공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특성에 맞게 기능별로 세부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검토 및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예산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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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계 및 에특회계’ 등 재원확보를 다각화하고 원자력법 개정을 통한 연구개발기금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한 재원확보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확보도 중대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인력수

요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예산확보 상황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조정

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논의된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추가 인력확보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도 우리나라의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

개발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파이로 연구개발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추

이에 따라 연구일정 및 범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우선 협정이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가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미간의 타당성 공동연구의 일정 또는 결과에 따라 연구개

발 추진일정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SFR의 경우도 핵연료 실증 등 파이로

연구 추진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구분야는 추진일정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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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차 GEN-IV PR/PP 문가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1월 25일(월)～1월 27일(목)

○ 장소 : 이탈리아 Bologna, I Portici Hotel  Sala degli Anziani

○ 참석 : 8개국(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EU, IAEA) 표 30인

■ 한국 표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김 호 동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윤 완 기

■  의 제 

  [1월 25일, 월요일] : PRPP WG/SSCs 연석 회의

○ 6개 GEN-IV 원자로 설계 개념의 백서 개요 검토

○ Crosscutting issues 검토

○ Action item  Next steps 의

  [1월 26일, 화요일] : 제20차 PR&PP 실무그룹 회의(I)

○ 제20차 문가회의 일정  목  검토

○ GIF 회의 련 진행사항 보고

○ 참여국 활동사항 발표(Country reports) 

○ IAEA 활동사항 보고

○ IAEA INPRO와 GIF PR&PP 방법론의 Harmonization  INPRO PRADA 

연구 련 보고

○ 제19차 회의 Summary report 승인  Pending action 검토

○ Expert elicitation

○ Measures & Metrics 소그룹 진행사항 발표  의

  [1월 27일, 수요일] : 제20차 PR&PP 실무그룹 회의(II)

○ 일본 백서 발표  검토

○ JRC 연구개발 활동 소개

○ SSCs와 력 방안 검토

○ PR&PP 방법론 Update

○ ESFR Case Study 완성   검토

○ 차기 제21차 회의 일정 의

○ 국제 심포지엄  학회 참석 의

○ 2009-2011 Work Pla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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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제별 주요 결과 

1. GIF PRPP WG/SSCs 연석 회의

■ 6개 원자로 설계 개념의 백서 황 발표  검토

○ Overview and Observations (Therios, ANL) : PRPP 특성과 련된 설계정보의 

비 분석

○ MSR (Flocard, France) : MSR 핵확산 항성 발표  검토 

○ SCWR (Schulenberg, EU) : European SCWR 발표  검토

○ VHTR (Lensa, EU) : VHTR PR&PP 발표  검토

○ LFR (Cinotti, EU) : LFR 백서의 황 발표

○ GFR (Therios, ANL) : GFR PR&PP 백서 황 발표

○ SFR (Glatz, EU) : SFR 백서 황 발표

■ Crosscutting issues 고려사항 검토

○ Frontend : Fuel type, composition, fabrication, self-protection

○ Backend : Once-through, 사용후핵연료 장, 재활용 략, 재처리 기술

○ 조업조건 : 증식, 소멸, Converter - PR&PP에 큰 향 없을 수도 있음

○ refueling 조건 : Batch, On-load 등

○ 안 조치 : MBAs, Approached, MCP&A 등

○ 물리 방호 : 공개시 내용의 기 성이 고려되어야 함

■ Action item  Next steps 의

○ 각 노형 백서 최종본 작성

○ GIF 승인을 한 SSC-PRPP 공식 문서 발행 

   (각 노형 설계정보의 교차 비교, 안 조치성 강조)

2. 제20차 PR&PP 실무그룹 회의

■ GIF 회의 련 진행사항 보고 (Bari, Co-chair)

○ PG/EG/SIAP 회의 결과 논의, 회의록 공개 정

○ GIF 심포지엄 결과 보고

■ 참여국 활동사항 발표(Country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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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Padoani) : ENEA 황 소개

○ 일본 (Senzaki) : 일본 원자력 황  계획 발표

○ 한국 (김호동) : 한국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황  계획 발표

○ 랑스 (Boullis) : 랑스 원자력 정책  개발 계획 발표

○ 카나다 (Whitilock) : 카나다 원자력 황 설명

○ Euratom (Cojazzi) : JRC  EU 원자력 황 발표

○ IAEA (Kileen) : 국제 력 회의, 심포지엄  INPRO 등 활동 황  계획 발표

■ 제19차 회의록 보고 

○ 채택 승인

■ INPRO와 GIF PR&PP 방법론의 Harmonization

○ INPRO PRDA 연구결과 보고 (Haas) : 4월 회의, 7월 보고서 발향, 12월 종료

○ PRPP Harmonization 검토

■ Expert elicitation

○ Overall 보고 (Pilat, LANL)

○ PR&PP 방법론 문가 의견 반  Integration 검토

○ Computer tool 개발 황 발표(Zentner)  검토

○ ESFR 평가 Package 발표(Cojazzi)  논의

○ 향후 계획 논의

■ Measures-Metrics 소그룹 진행사항 발표  의

○ PR평가를 한 6가지 Measures(TD, PC, PT, MT, DP, DE)와 metrics에 한 

issues 논의

○ Bathke의 논문에서 제시된 핵물질 평가를 한 figure of merit (FOM) 함수 

용 분석(Choi 등)

○ Measure Update에 하여 PC, MT에 하여 Member들의 다양한 의견에 제시됨 

■ 일본 백서 발표  검토

○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안 조치 백서 자료 발표(타 발표 시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발표자료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곤란함)

○ SFR, PFPF 등의 추가 백서 작성 , 본 그룹에서 필요하면 4월  문화 정

■ JRC 연구개발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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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ttack Trees for modelling and quantifying attack scenarios" (Contini, 

IPSC(Institute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Citizen)) : Safety 분석 

방법의 Security applications 연구 결과 발표

■ Physical arrangement of nuclear system and PRPP issues

○ 선진 핵연료주기 시설에 PR&PP를 용할 시 안 조치성을 증진하기 한 

방법론으로써 HRS(High Reliability Safeguards) 개념 발표(Peterson)

○ 향후 SFR 연료제조시설에 용 정 (ICAPP '10에 발표, 5월)

■ SSCs와 력 방안 검토

○ 공통 검사항  이슈 : Reprocessing, Deep burn, Co-locations, Value of 

material properties, Value of building reactors underground 등

○ 추가 고려사항 : GIF fuel cycle cross-cutting 그룹이 재구성  되어야하고 PRPP 

WG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안, PRPP 방법론 결과를 SSC에 제공하여야함 등

■ PRPP 방법론 Update  ESFR Case Study

○ 방법론 추가 검토사항: 이슈화된 내용 련 Update

○ Measure & Metrics 소그룹 : Measure 추가 검토, Rev.6에 metrics 

Update(2010년 6월)

○ Expert 소그룹 : Standardized approach 안 완성(2010년 6월), EM 결과 반  

update(2010년 9월)

○ ESFR Case study 최종결과 보고서 Web site 에 게재

■ PRPP Scope에 Fuel Cycle 포함 여부

○ PR&PP scope에 Fuel Cycle이 포함되는지에 하여 한국 표단이 제기함

○ PRPP/SSC 연석회의 시 발표내용에 일부 노형은 Fuel Cycle을 포함하 으나 

일  되지 않음.  특히 SFR은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고 함.

○ Co-chair Bari에 의하면 2009. 12에 개최된 일본 Fukui Policy/Expert 

Meeting에 이에 한 토의가 일부 있었으나 회의록(안)을 검토한 바 Fuel Cycle 

포함에 한 내용은 포함 돼 있지 않음 

■ 차기 제21차 회의 일정 의

○ 제 21 차 문가회의 

   - 일시  장소 : ‘11년 1월, 일본 (도쿄  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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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일정 추후 공지( 안, 1월 24일~28일)

■ 국제 심포지엄  학회 참석 의

○ ICAPP(5월, 샌디애고)

○ ESARDA(5월, EU)

○ INMM(7월, 볼티모어) : PR&PP Special Session 개최 정 - PR&PP Member 4 

명 발표 정

○ ANS(11월, 라스베가스)

○ IAEA Safeguards 심포지엄(11월, 비엔나) :  PRPPWG 차원 참석 조, Web 

site Link 

■ Work Plan Update : 첨부 참조

○ ESFR Case Study 보고서 발간(2010년 4월)

○ 상기 항목 외 회의 의견 반 하여 최종 확정 자료 완성 정, 안 첨부 참조

III. 주안   망

○ SSC와 PRPP 그룹간의 워크 을 통해 년 2월 EG에 제출할 SSC에서 작성된 6

개 원자로형의 백서에 Cross-cutting 사항들을 포함한 PRPP의 의견을 반 키로 

하 으며, 향후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부터 PR&PP 개념의 용에 상호 노력하

기로 함.

○ 그동안 수행된 PRPP 방법론(Rev.6)에 문가 의견을 반 하여 수정보완하고 

INPRO 방법론(PRADA)과의 harmonization에 을 두기로 하 음.

○ PRPPWG Scope에 Fuel Cycle을 포함하려면 상  그룹 (PG/EG)에서 이에 한 

내용이 공식 으로 확정되어야 함.

IV. 첨부물

 첨부 1. 참가자 명단 

 첨부 2. 회의 일정 

 첨부 3.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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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가자 명단

 Name Affiliation e-mail 

1 Bari Robert BNL, USA bari@bnl.gov 

2 Bertel Evelyne GIF TS l.bennett@libeterysurf.fr  

3 Bley Dennis Buttonwood Cons., USA Bley@buttonwoodconsulting.com  

4 Boullis Bernard CEA, France Bernard.boull is@cea.fr  

5 Choi Jor-Shan Observer   

6 Contini Sergio* (Day 2, morning) JRC, Euratom Sergio.contini@jrc.ec.eurapa.eu  

7 Carbonnier Jean-Louis CEA, France Jean-Louis.CARBONNIER@CEA.FR 

8 Cojazzi Giacomo JRC, Euratom giacomo.cojazzi@jrc.ec.europa.eu  

9 Glinatsis  Georgios  Observer Georgios.glinatsis@enea.it  

10 Haas Eckhard IAEA Eckhard.Haas@iaea.org  

11 Inoue Naoko JAEA, Japan inoue.naoko@jaea.go.jp 

12 Killeen Tom IAEA t.killeen@iaea.org  

13 Kim Ho Dong KAERI, ROK khd@kaeri.re.kr  

14 von Lensa Werner** (Day 1, morning) VHTRSC, Euratom w.von.lensa@fz-juelich.de  

15 Padoani Franca ENEA, Euratom franca.padoani@enea.it   

16 Peterson Per UC Berkeley, USA Per.peterson@nuc.berkeley.edu  

17 Pilat Joseph (Day 1) LANL, USA jpilat@lanl.gov  

18 Senzaki Masao JAEA, Japan senzaki.masao@jaea.go.jp 

19 Therios Ike ANL, USA itherios@anl.gov 

20 Whitlock Jeremy AECL, Canada Whitlockj@aecl.ca  

21 Wonder Ed NNSA, USA  Ed.Wonder@nnsa.doe.gov  

22 Yoon Wan Ki KINAC, ROK wkyoon@kinac.re.kr  

23 Zentner Michael PNNL, USA md.zentner@pnl.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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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 일정

Tuesday, January 26

Hotel I Portici, Salone delle Feste 

9:00 Convene 

9:15 Welcome, local arrangements (Padoani) 

9:20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ll) 

9:25 Introduction (Bari) 

- Presentation of the Agenda 
- Objectives of Meeting 

9:45 Report on GIF Activities (Bari) 

- PG/EG/SIAP meetings in Fukui 
- GIF Symposium 

10:15 Country reports (All) 

10:30 Coffee Break 

11:00 Country Reports/cont. (All) 

12:00 Report on relevant IAEA activities (Killeen)  

12:15 Lunch Break  

12:30 Working Lunch 

- INPRO/GIF PR&PP Methodology harmonization & PRADA study (Haas) 
- The Path Forward (Whitlock) 

14:00 Approval of the Summary Report from the 19th Meeting (All) 

14:10 Pending Actions (Bertel) 

14:20 Expert elicitation 

- Overall presentation (Pilat) 
- Integration of expert elicitation in the PR&PP methodology (Therios, Bley) 
- Computer tool for handling expert elicitation (Zentner) 
- Packages for assessing ESFR DV-0 and DV-1 (Cojazzi) 
- Future work (Whitlock/Bari) 

15:45 Coffee Break 

16:15 Measures and Metrics 

- Recommendations from the subgroup (Zentner) 
- Discussion (All) 
- Findings, further work (Peterson) 

17:30 Adjourn 

19:00 Group Dinner [Taverna dei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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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Sala degli Anziani (Hall of the Elders), historic building on the main square, Piazza Maggiore. 

9:00 Convene 

9:15 Japanese white papers (Senzaki) 

9:45 JRC R&D activity on attack tree (Sergio Contini, invited speaker, JRC, Euratom) 

10:15 Coffee Break 

10:45 Physical arrangement of nuclear systems and PR&PP issues (Peterson) 

11:00 Collaboration with SSCs 

- Preparation of a document compiling System White Papers (Peterson) 
- Lessons learnt from the Workshop held on 25 January (Whitlock) 
- Preliminary schedule for initiating a system assessment study with an SSC, if 

applicable (Bari) 
- Other issues, if any (All) 

12:00 Lunch 

13:30 Update of the PR&PP Methodology (Bari) 
- Key required updates (Peterson) 
- Outline of the schedule and work plan for completing Rev. 6 (Therios) 
- Discussion (All) 
- Summary, conclusions, the way forward (Bari) 

14:30 21st meeting preliminary arrangements (Inoue, Senzaki) 

14:40 Report on finaliz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ESFR Case Study (Therios, Bertel)

14:50 Participation of members in international symposia/conferences (All) 
- TAMU meeting (Feb 2010) 
- INMM meeting (July 2010) 
- ANS Winter meeting (Nov 2010) 
- Global 2011 (Sept 2011) 
- Others? 

15:15 AOB 
- Publications in scientific journals, incl. Global 2009 papers (Peterson) 
- What does “Proliferation Resistance” Convey? 
- Presentation on figure of merits (Choi) 
- Others? 

15:30 Coffee Break 

15:45 Update of 2009-2011 Work Plan, if applicable (Therios) 

16:15 Review of Action Items (Bertel) 

16:45 Adjourn 



- 116 -

첨부 3. Work Plan

PRPPWG WORK PLAN 2010-2012
 

Draft January 31, 2010 
 
 

1. Finalize ESFR Case Study Report 
 

• Posted in the “Common” folder of the GIF password protected web site. Waiting
for comments and/or clearance from the Experts Group (EG) by 30 April 2010 for 
public release. 

 
 

2. SSC interactions 
 

• Contact SSCs to obtain clearance for “publishing” a compilation of the System
White Papers to be submitted to the EG by 5 February 2010. 

• Upon receiving clearance from SSCs (2 April), harmonize the SWPs, draft an
introduction chapter and sections on cross-cutting issues, and compile a document 
for transmission to the EG by 30 June 2010. 

• Upon receiving clearance and/or comments from the EG (30 September 2010) issue
a document for public release by 30 November 2010. 

• Provide technical advice to SSCs who opt to perform PR&PP assessments of their
respective design (resources and schedule TBD), whenever requested as of 
February 2010. 

 
 

3. Methodology Upgrades and Updates and issuing Rev. 6 
 

• Measures and Metrics 
o Initial review/proposal from the subgroup by 2 April 2010. 
o Agreement on revised measures and metrics to be included in Rev. 6 by 

30 June 2010. 
o Integration of the new M&M in Rev.6 by 30 September 2010. 

 
• Broad internal review for refinement of the methodology 

o Initial appraisal, January 2010 (done) 
o Review of previous versions of the Methodology document and identification 

of sections/chapters to be adapted and included in Rev 6, ongoing to be 
completed by 2 April 2010. 

 
• Review and update PP approach 

o Intrinsic system features) [on hold – Yoon?, need to include dates and 
responsibilities, Sandia/others besides Yoon] 

o Relationship of PR and PP [date? Pilat?] 
 
• Expert Elicitation 

o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f a formal expert elicitation process including 
use of a software by the subgroup on expert elicitation by 30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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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issues (to be investigated while preparing Rev. 6) 
o Uncertainty characterization 
o Updated guidance on pathway construction 
o Display and use of results 
o Lesson-learned 

 
• Issue Rev. 6 (draft for internal use)  

o Deliver a complete draft by 30 September 2010. 
 
 
1. Interface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guards efforts 
 

• As requested and as appropriate, including harmonization with INPRO, ongoing, 
progress report by 30 September 2010. 

 
 
2. Select, review and publication of Global 2009 papers 
 

• Preliminary selection of papers by 23 February 2010. 
• Contact authors (not members of the Group), review and harmonize papers, submit 

to Nuclear Technology by 30 June 2010. 
 
 
3. 21st PR&PP WG meeting (Japan) – January 24-28, 2011 (tentative) 
 

• Issue local arrangement note with details on Exec Group and Full Group meetings, 
technical visit(s) and workshop for users by October 15. 

• Issue preliminary agendas for the meeting and the workshop by October 28. 
 
 
4. Beyond January 2011  Specific tasks and schedule TBD 
 

• Continue advanced safeguard integration (extrinsic characteristics); 
• Work with SSCs on design facilitation (intrinsic characteristics);  
• Integrate with other programs, as appropriate 
• Methodology updates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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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imulation TF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 ～ 26일( )

○ 장소 : 랑스 Saclay(CEA)

○ 참석 : 7개국(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 스 스, 러시아) 표 10인

  - Y. Ashurko (IPPE, Russia), W.P. Baek (KAERI, Korea), J.M. Cavedon (GIF PG; PSI, 

Switzerland), L. Malerba (SCK-CEN, Belgium), X. Raepsaet (CEA, France), N. Dinh 

(INL, USA), A. Siegel (ANL, USA), P. Anzieu (CEA, France), M. Tanaka (JAEA, 

Japan), M. Salvatores(CEA, France)

■ 한국 표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백 원 필

■  의 제 

○ Introduction of meeting objectives (M. Salvatores)

○ Existing simulation & validation activities in GIF PMBs (P. Anzieu)

○ Summary presentations of national activities and proposals (participants)

○ Discussion

○ Draft contents for the report

○ Implementation plan (milestone)

II. 의제별 주요 결과 

1. Simulation TF의 역할  목  확인

■ TF의 역할

○ From one side review ongoing national & international activities pointing out 

their respective objectives, programs and time frames.

○ On the other side the Task Force should point out if advanced simulation and 

V&V activities could specifically benefit systems as, e.g., VHTR and SFR 

related R&D and how that can be translated into GEN-IV oriented initiatives.

○ Finally, the task force should provide advic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to GIF on potential synergies to be developed in specific 

V&V areas and in particular how, if any, international experiment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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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organized for that purpose.

■ TF의 논의 상

○ Methods (Simulation tools)

○ Experimental data

○ Benchmarks

■ Subject Areas

○ Neutronics; Thermal hydraulics; Safety; Structural materials; Fuel

■ 주제 선정

○ Discipline-dependent rather than reactor-type-dependent

○ Cross-cutting technology

2. 보고서 목차(안)  담당자

■ Introduction

○ Understanding (defining) « Advanced simulation and V&V », its role in 

different fields (e.g. neutronics, TH, structural materials, safety, fuels…), its 

customers(designers, licensing bodies…) etc. 

○ 담당 : N.Dinh, L.Malerba, A. Siegel

○ 분량 : 2-3 p

■ What is going on at national/international level (i.e. including OECD-NEA 

and IAEA activities) 

○ Neutronics (담당 : X. Raepsaet)

○ TH (담당 : Tanaka/Ohshima)

○ Safety and system codes (담당 : WP Baek)

○ Structural materials (담당 : L. Malerba)

○ Fuels (담당 : D.Wolf)

○ 분량 : ~10 p

■ Uncertainty quantification/reduction, sensitivity analysis, impact and targets 

○ 담당 : N.Dinh

○ 분량 : 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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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tative assessment of priority domains for each areas 

○ 담당 : Y.Ashurko

○ 분량 : ~2 p

■ Examples/suggestions of cooperative initiatives & Set up of catalogues of 

exp facilities, databases, modeling efforts 

○ Methodology, benchmarking/algorithm comparisons, experiments for 

validation

○ 담당 : All

○ 분량 : 5~10 p

■ Link with GIF projects, Proposal implementation, possible cross-cutting areas 

and proposal of method of work 

○ 담당 : P. Anzieu

○ 분량 : ~2 p

■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담당 : All

○ 분량 : 1 p

3. 보고서 작성 추진일정

○ By March 30 : Participants to agree to lead specific chapters (in 2 weeks) 

and provide short texts on national "advanced simulation" and V&V 

activities ("position papers"). Provide contact persons (e.g. by areas).

○ Start to draft report (see above). Leaders collect information from contact 

persons in different countries.

○ May 2010 : Provide short summary of this meeting to JM Cavedon and 

Pascal to report at next GIF PG meeting 

○ By June 30 : Compile first draft report and distribute for comments.

○ By September 15 : Finalize first draft version (including proposals) 

○ October 19~20 : Second task force meeting

  - Review and discuss open points and proposals

  - Finalize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lement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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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id-November : Distributed to GIF PG, SSCs and Expert Group 

○ Early spring 2011 : Final task Force meeting with GIF bodies 

III. 주안   망

○ Simulation task force가 다루어야 할 Advanced Simulation Tool의 

범주(Short-/mid-/long-term applications; cross-cutting or reactor-type-specific 

tools; etc)에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30쪽 수 의 보고서를 1년 내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 으로 기  가능한 효과는 보고서 안 완료 후 단 가능

○ EU  미국의 Advanced Simulation Technology 개발 계획  추진 황을 

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됨.

IV. 조 요청

■ 보고서 자료 입력

○ SFR  VHTR의 Simulation Tool 개발 황/계획

○ SFR  VHTR의 Simulation Tool V&V 황/계획

○ 국제 력 로그램 제안

■ 보고서 안 검토

○ 2010년 7월 이후

■ 2차 회의 참가 비용 지원

○ 2010년 10월 2차 회의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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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수집 자료

1. M. Salvatores: GIF Task Force - Development of advanced simulation and 

validation within GIF and sharing of R&D means /capabilities. 

2. P. Anzieu: Review of simulation & validation in the GIF

3. X. Raepsaet: Simulation tools and their V&VQ activities for Gen IV-type 

reactors

4. A. Siegel: Advanced simulation for nuclear energy systems (US programs)

5. Ohshima/Tanaka: Brief introduction of thermal-hydraulic numerical simulation 

code developments and V&V activities for JSFR

6. Y. Ashurko, Development of software for substantiation of advanced sodium 

cooled fast reactors

7. W.P. Baek: advanced simulation and V&V activities in Korea

8. N. Dinh: Discussion on advanced modeling, simulation and validation in 

support of design, safety analysis, optimization and licensing of Gen IV NES

9. L. Malerba: Contribution to "Develop. of advanced simulation and validation 

within GIF and sharing of R&D means /capabilities" (mater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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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RSWG 제12차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Risk & Safety Working Group 12차 회의

○ 회의목  : Gen-IV 노형의 종합안 성평가방법(ISAM: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에 해 SSC 상 소개 Workshop 개

최  ISAM 보고서 보완 방안 논의

○ 일    시 :  2010. 4. 12(월)～13(화) 

○ 장    소 : 네덜란드, Petten

○ 한국측 표단 : 양 언(KAERI), 이창주 (KINS)

○ 한국측 표단 임무 : 

- Workshop  결정론  상 분석 부분 발표

- ISAM 황 악  보고서 보완 방향 결정

○ 의 제 

   [1] SSC 상 ISAM 방법론 소개 Workshop

   [2] 11차 RSWG 회의록에 한 승인  Action Item 검

   [3] Workshop 결론의 ISAM 보고서 반

   [4] RSWG 향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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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제별 회의 내용

 1. SSC 상 ISAM 방법론 소개 Workshop 

○ 재 RSWG에서 개발 인 ISAM 방법의 활용성을 높이고, 보완 을 악하기 

하여 각 노형별 SSC를 상으로 Workshop 개최하 음(2010.4.12-13, 붙임 1 

참조).

○ 각 SSC 표는 각 노형별 개발 황을 발표하 음.

○ 한국 측은 결정론  상분석에 한 발표를 하 음. 

 2. 11차 RSWG 회의록에 한 승인  Action Item 검 (붙임 2/3 참조)

○ 지난 2010.10 한국에서 개최된 11차 RSWG 회의에서 ISAM 보고서 보완에 

해 부분별로 책임자를 결정하여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 으며, 이번 회

의에서 각 부분별 보완 내용을 검토하 음.

 3. Workshop 결론의 ISAM 보고서 반

○ 재 Draft를 NEA의 Technical Editor에게 수정 의뢰하기로 하 음.

 4. RSWG 향후 활동

○ Workshop의 논의 내용에 따라 SSC와의 력에 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

하기로 하 음.  

○ SIAP, SSCs  PR&PP group 등과의 연계 방안 등 향후 RSWG의 활동 방향에 

한 논의가 있었음.



- 125 -

<붙임 1: Workshop 일정>

GIF Workshop on Collaboration of the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 

and the System Steering Committees

April 12-13, 2010 - JRC Petten, The Netherlands

Tentative Agenda

Monday April 12

9:00 AM Welcome by JRC and RSWG Co-Chairs

9:15 AM Introductions, Objectives of Workshop (Leahy)

9:30 AM The Draft ISAM Methodology – An Overview (Leahy)

10:00 AM Discussion on the Draft Report on ISAM methodology 

QSR (Fiorini)

PIRT (Niteanandan) 

DPA (Yang)

OPT (Ranguelova)

PSA (Leahy)

2:00 PM Practical application to Gen IV system – JSFR Case (Nakai)

3:00 AM Short presentations on safety topics raised by Gen IV Design 

Concepts

[presentations by SSC reps (names to be provided by SSC 

co-Chairs)]

MSR

SCWR

VHTR

LFR

GFR

SFR

5:00 PM Summary of first day discussion (Leahy)

5:45 PM Ad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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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3, morning

8:30 AM Proposal of the White Paper on interaction between RSWG and 

SSCs (Fiorini)

9:00 AM Discussion ISAM applications with SSCs

10:00 AM Discussion on the White papers finalization with SSCs

11:00 A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Leahy)

Next steps for completion of Draft ISAM report

Further interaction with SSCs

12:00 PM Adjourn of the Workshop with S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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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회의일정>

RSWG-12 - Tentative Agenda

 
(Meeting will follow the Workshop and should be rather short to allow departure in mid afternoon)

 
Tuesday 13April 2010 – 14:00 – 16:00
 
1.       Opening

1.1       Welcome and adoption of the Agenda
1.2       ApprovaloftheMinutesandReviewofactionsfromthe11thRSWGMeeting

 
2.       Brief report on last meetings of PG and EG
 
3.       Conclusion from the Workshop with SSCs on ISAM report

3.1       Steps for finalization of the Report

3.2       Steps for cooperation with SSCs (White papers)

3.3       Agreement on work schedule and Milestones

 
4.       Interactions with others GIF Entities (SIAP, PR&PP)
 
5.       Interaction with MDEP, INPRO and IAEA
 
6.       Future activities of the RSWG (list of actions)
 
7.       Election / confirmation of the Co-chairs 
 
8.       Other business
 
9.       Next meeting (Hosted by AECL, Canada, Autum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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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EMWG 제23차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 시 : 2010년 4월 19일(월)

○ 장 소 : 미국 ORNL 워싱톤 사무소

○ 참 석 : 4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7인

□ 주요 의제

○ 경제성 평가 산모형 개선

□ 한국 표단

○ EMWG 한국 참가자 : 이만기(KAERI)

II. 주요 의제별 결과 

□ 경제성 평가 산모형 개선

○ 재의 G4ECONS 모형에서는 3가지의 핵연료 주기방법을 설정하고 있는데

(Once Thru Cycle, Partially Closed Cycle, Closed Cycle), 이  Closed Cycle

에서는 high conversion ratio(1에 약간 못 미침)을 가정함으로써 소량의 Pu을 

보충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homogeneous fuel을 상정하고 있음

○ 본 회의에서는 "actinide burning"을 고려하는 방안에 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

를 산모형에서 묘사하기 해서 LWR과 FBR로 구성된 "symbiotic 

relationship"을 상정하기로 함

○ 이러한 "symbiotic relationship"을 묘사하기 해 어떤 consortium(FBR, LWR 

spent fuel reprocessing plant, FBR recprocessing/refabrication plant을 소유하

고 있는)을 상정하고 이 consortium이 LWR 소유주로부터 spent fuel을 받아서

(이 consortium은 LWR 소유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비를 받아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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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연료로 재활용하여 FBR을 운 함으로써 생산하는 력을 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림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의 actinide burning의 경제성 분석 방법에 한 여러 가

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 LWR의 평 화단가(사용후핵연료 처리비 제외)과 FBR의 평 화단가를 일치시

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를 산출하고 이를 actinide burning의 비용으로 제

시하기로 함  

○ Homogeneous recycle, Heterogeneous recycle, Mox 연료 recycle의 3가지 경우

에 하여 이러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산모형인 G4ECONS를 개

선하기로 함

□ 기타 논의 사항

○ EMWG에서 개발한 비용평가 지침서와 경제성평가 소 트웨어에 한 

training package가 재는 Level 1과 Level 2까지 개발되어 있는데 이 보다 

더 자세한 Level 3, Level 4의 개발 필요성에 하여 논의하 음

○ SMR( 소형 원자로) 개발에 한 회원국의 심을 반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EMWG 비용평가 지침서의 제11장인 “Estimating Factory-Produced 

Modular Units"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IEA/NEA에서 최근에 발행한 책자인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0 Edition"에서는 EMWG의 비용 지침서에서 제사하고 있는 지

침과는 다른 지침을 활용하 는데 비용추정의 지침이 표 화될 필요성에 한 

논의가 있었음

□ 차기 회의

○ 추후 결정하기로 함



- 130 -

GIF SFR SSC 회의 참가 보고

□ 회의일자  장소

   ㅇ ‘10. 6. 3-4, 일본 동경 JAEA 사무소

□ 참가자

   ㅇ 한국 (시스템운 원 한도희, 로젝트 리 원 김상지), 미국, 일본, 랑스, 

EU, 국, 러시아 표 등 20여명

□ 주요 회의내용

   1. SFR 시스템운 원회

     - Ichimiya (JAEA) 의장 주 으로 각국 황, 로젝트 황, SFR 시스템 차원

의 연구개발 안에 한 토의 진행

 

     - 국은 SIA, SO, AF 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면서 련 Task를 설명하 으며, 러

시아는 모든 로젝트 참여를 희망하 음

     - AF, GACID, SO, CD&BOP의 ATFR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2009

를 검토하고 승인하 으며, GACID와 CD&BOP의 AWP (Annual Work Plan)-2010

을 승인하 음

     -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과 련하여, AF 로젝트에서 작성하

는 보고서를 타 로젝트에서 검토하고, 최종 으로 시스템운 원회에서 승

인하기로 하 음

     - SRP (System Research Plan)은 QMS, SIA 로젝트, 국  러시아의 참여

황을 포함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SFR 시스템운 원회 의장인 Ichimiya가 임기만료로 사임함에 따라 새 의

장으로 한도희, 부의장으로 일본의 Aoto와 랑스의 Gauche를 선임하 음. 임기

는 다음번 운 원회 (‘10년 11월 , 국)부터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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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시 SIA 로젝트 리 원회

     - Robert Hill (ANL) 의장 주 으로 SIA 임무, 시스템옵션, 연구개발 항목, 

Trade study, 로젝트 약정  계획 , 로젝트평가 련 토의 진행 

     - SIA의 임무는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설계개발이아님을 재확인함

     - SRP에 포함된 KALIMER, JSFR, SMFR을 시스템옵션으로 재확인하 음. 국

과 미국이 추가 옵션을 향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스템옵션

으로 추가하기 해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SIA가 검토한 후 시스

템운 원회가 승인하는 차가 필요함

     - 연구개발 항목 목록 안을 검토한 후 신형 증기발생기, 노심설계개념 등을 추

가하기로 합의

     - Trade study 련하여 한국은 연구결과를, 미국과 랑스는 계획을 설명하 음

     - 밴쿠버 약정 상회의에서 작성한 로젝트 약정을 검토한 후, SIA 임무에서 설

계업무를 제외하는 등 수정을 완료하 음. 각국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약정

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

     - 로젝트계획 안을 검토하 으며, 각국의 의견을 제출받아 수정본을 작성한 

후, 다음 로젝트약정 상회의에 제출 정

     - 로젝트 연구개발 황을 평가하기 하여 멤버별로 로젝트를 할당하 음: 

AF=Glatz (EU), SO=김상지 (KAERI), GACID=Hayafune (JAEA), 

CD&BOP=Dufour (CEA)

□ 향후 실행계획

   ㅇ SFR 시스템운 원회 의장 피선에 따른 한국참여 효과 극 화 방안 의

     - 교과부, 연구재단, 각 로젝트운 원회 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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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SFR Safety & Operation 제2차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10년 4월 6일~8일

○ 장소 : 일본, 쯔루가

○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참가자 명단 : 첨부 1)

□ 의 제 (첨부 2)

   [1]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2]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3] Status of 2009 deliverables

   [4] Proposed SO tasks in China 

   [5] Results of 2009 tasks in safety area 

   [6] Results of 2009 tasks in ROTT area

   [7] Preparation of ATFR57)-2009 and AWP58)-2010 

   [8] Preparation of SO report to SFR SSC meeting 

   [9] Plans for next PMB meeting

□ 한국 참석자

○ 성명 : 정해용

○ 소속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로시스템기술개발본부/고속로기술개발부

○ 화 : 042-868-8987, 042-868-8080

○ E-mail : hyjeong@kaeri.re.kr

57)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

58) Annual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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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제별 주요 결과 

1.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 Summary Report of the last meeting 승인 

2.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 AWP-2010과 ATFR-2009은 번 회의에서 정리  

- 그 외 Action status: 모두 완료

- EURATOM과 국의 참여를 제로 의장이 차기 회의 에 EURATOM과 CIAE

에 PA&PP59) 안을 요청하기로 함

3. Status of 2009 deliverables  

- 2009년 결과물 일부 미제출 상태임 

․ 랑스는 부분의 미제출 결과물을 5월 에 제출하며, 하나의 결과물은 하반기에 

제출하기로 함  

․ 한국은 모든 결과물을 4월 에 제출할 정임  

- SO PMB 결과물은 일반 으로 출간되는 논문보다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을 요청  

4. Proposed SO tasks in China 

- 국 표인 Mr. Qainn이 비자 문제로 회의 불참

5. Results of 2009 tasks in safety area  

- 각국의 2009년 결과물에 포함된 주요 연구결과 발표  토의

         ․ 미국   [별첨 일 A3]

         ․ 랑스 [별첨 일 A5]

         ․ 일본   [별첨 일 A7]

         ․ 한국   [별첨 일 A9]

6. Results of 2009 tasks in ROTT area  

59) Project Arrangement and Project Plan



- 134 -

- ROTT 분야는 2009년 수행한 각국 연구결과 발표  토의

         ․ 미국   [별첨 일 A4]

         ․ 랑스 [별첨 일 A6]

         ․ 일본   [별첨 일 A8]

         ․ 한국   [별첨 일 A10]

 7. Preparation of AWP-2010 and ATFR-2009 

- ATFR에 포함된 기여액 산정 원칙에 해 논의한 결과, SO PMB 결과물을 생산

하는데 직 인 기여 부분만 포함하기로 합의함 

- 한국 기여액은 타 참여국과 일 성을 가지도록 조정이 필요함 

․ 기반 시설 투자액을 포함할 경우 Phenix나 Joyo 투자액도 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BPI로 인정받기 해서는 해당 기여에 한 별도 결과물이 필요하므로 BPI로 처리 

어려움 

- 각 참여국은 최종 검토를 거쳐 4.16까지 수정본과 의견 제출 

  8. Preparation of SO report to SFR SSC meeting 

- 2010년 4월 말까지 의장이 발표자료 안을 참여자에게 송부

- 번 회의 발표 자료를 SSC 발표 자료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참여자 모두 동의함 

- 2009년 결과물은 2010년 3월말까지 GIF에 자 일로 제출

 9. Plans for the next PMB meeting 

- CEA 주 으로 랑스 개최 

․ 일자  장소 :  ‘10. 10. 5 - 10. 7, Cadarache

III. 주요 결정사항

1. 2009년 결과물 제출 최종 일정 

2. ATFR-2009, AWP-2010 내용  

3. 2010년 Deliverables List

4. 차기 회의 일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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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안   망

○ EURATOM과 국은 SO PMB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 으며, PA와 PP 개정을 

통해 년 으로 참여할 것으로 상됨  

○ 2009년에 수행한 SO R&D 연구결과 발표  논의가 있었으며 이들 결과는 2009년 

결과물로 제출될 것임 

○ 2009년 결과물은 2010년 5월까지 부분 제출될 정이며, 랑스는 하나의 결과

물을 하반기에 제출하기로 약속함  

○ ATFR-2009, AWP-2010의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4월 16일까지 검토 후 최종안 

확정 

○ 각 국의 기여액은 결과물 생산에 직 인 련이 있는 부분만 인정하며, 기반 

시설이나 거  장치에 투자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Safety & ROTT Project를 통해 EBR-II, Phenix, Monju 등의 설계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국내 개발 산코드 검증  설계 개발에 활용함

○ SFR 안 성 평가 기술 향상을 해 미국, 랑스, 일본 등의 기술개발 경험을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O PMB 활동에 극 참여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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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 Absent from the meeting

Organization Address E-mail/Phone/Fax Category

Alfredo VASILE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alfredo.vasile@cea.fr
+33 4 4225 4593 R, Chair

James Cahalan DOE/USA
Argonne National Laboratory,

9700 S. Cass Avenue, Argonne, IL 60439, 
USA

jecahalan@anl.gov
+1 630 252 4682
+1 630 252 4978

R

Tanju SOFU DOE/USA
Argonne National Laboratory,

9700 S. Cass Avenue, Argonne, IL 60439, 
USA

tsofu@anl.gov
+1 630 252 9673
+1 630 252 4500

A

Ryodai NAKAI JAEA/Japan
JAEA, Advanced Nuclear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orate, 4002 
Narita-cho, O-arai, Ibaraki, 311-1393, Japan

nakai.ryodai@jaea.go.jp
+81 29 267 4141
+81 29 266 3675

R

Mamoru KONOMUR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konomura.mamoru@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9103

A

Hae-Yong JEONG KAERI/ROK KAERI, 1045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hyjeong@kaeri.re.kr
+82 42 868 8987
+82 42 868 2075

R, Co-chair

(Young-Min KWON) KAERI/ROK KAERI, 1045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ymkwon@kaeri.re.kr
+82 42 868 8080
+82 42 868 2075

A

Makoto TAKANO OECD/NEA Le Seine St-Germain, 12, Boulevard des Iles, 
92130, Issy-les-Moulineau, France

makoto.takano@oecd.org
+33 1 4524 1073
+33 1 4524 1117

TS

첨부 1.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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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rganization Address E-mail/Phone/Fax
Category

Masakazu ICHIMIY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ichimiya.masakazu@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Takuya YAMASHIT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yamashita.takuya@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Shinya MIYAHAR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miyahara.shinya@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Masashi UED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ueda.horoaki@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Hiroaki OHIR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ohira.hiroaki@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Kyoichi OKUS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okusa.kyoichi@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5956

O

Takuya KITABAT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kitabata.takuya@jaea.go.jp
+81 770 21 5060
+81 770 21 5090

O

Gerald RIMPAULT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gerald.rimpault@cea.fr
+33 4 4225 7923(France)
+81 770 39 9104 (Japan)

(Mobile)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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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의제

Attachment-1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2nd SFR Safety & Operation PMB Meeting

JAEA, Tsuruga, Japan

6-8 April 2010

Agenda

Tuesday, 6 April 2010 (Meeting Room 3 at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9:00 Meet at Hotel Lobby

9:30 Welcome address JAEA

     Opening remarks and discussion of agenda Mr. Vasile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report  Mr. Takano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Mr. Takano

     Status of deliverables for 2009 All

10:45 Break

9:00  Proposed SO tasks in China Mr. Qian

12:00       Lunch

13:00 Results of 2009 tasks in safety area

- ANL/USDOE Mr. Cahalan

- CEA/France Mr. Vasile

- JAEA/Japan Mr. Nakai

- KAERI/ROK Mr. Jeong

15:00       Break

15:15 Continue

17:00       Adjourn the 1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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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ed Dinner

Wednesday, 7 April 2010 (Meeting Room 3 at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8:20 Meet at Hotel Lobby

 9:00 Results of 2009 tasks in ROTT area

- ANL/USDOE Mr. Sofu

- CEA/France Mr. Vasile

- JAEA/Japan Mr. Konomura

- KAERI/ROK Mr. Jeong

10:30 Break

10:45  Continue

12:00       Lunch

 13:00  Preparation of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 2009 All

 Preparation of Annual Work Plan 2010 All

 Preparation of SO report to SFR SSC meeting in May in Tokyo

Mr. Vasile and all

 Date and venue of the next meeting

15:00      Break

15:15 Any other business

Draft summary report including action list Mr. Takano and all

17:00      Closing of Meeting

Thursday, 8 April 2010 (Monju)

8:20 Meet at Hotel Lobby

9:00 Monju Site Tour

11:30 Departure for Tsuruga (Station and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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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ction Responsible Deadline Actions 
made Done?

Draft ATFR-2009 and AWP-2010
2-1a Final comments/updates to TS All By 16 April
2-1b Send out the consolidated ATFR and AWP TS By 21 April

2-1c Sent out the final ATFR and AWP to all PMB 
members Chair By 28 April

2-1d Finalization and send ATFR and AWP to SSC 
chair Chair By 3 May

Additional participants in the PMB

2-2a Request EURATOM and CIAE to amend PA, 
especially PP Chair ASAP

2-2b Receive amended PA to be discussed at the next 
PMB Chair End September

2-2c
Invite EURATOM and China (Russia, if they 

signed the SFR System arrangement)  to the next 
PMB

Chair ASAP

2009 Deliverables
2-3a Send all KAERI deliverables to All KAERI End April

 2-3b Send 4 CEA deliverables to All CEA May
2-3c Send last deliverables to All CEA July
2-4 Proposal for the possible joint work Chair at next PMB
2-5a Comments to the draft summary report All, TS End April

첨부 3. List of Actions agreed at 2nd SFR SO PMB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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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입수자료 List

- 회의 련

   . Agenda [A1]

   . 회의록 안 [A2]

- 참여국 발표자료

   . 미국 [A3~A4]

   . 랑스 [A5~A6]

   . 일본 [A7~A8]

   . 한국 [A9~A10]

Electric file name

[A1]Draft-Agenda-SFR-SO-April2010.docx

[A2]100407-DraftSummaryReport SFR-SO.docx

[A3]US Safety.pdf

[A4]US ROTT_Tsofu.pdf

[A5]Progress of safety R&D CEA Vasile Tsuruga April 2010.ppt

[A6]Progress of ROTT R&D CEA Vasile Tsuruga April 2010.ppt

[A7]Status-Safety-JAEA1004.ppt

[A8]Status-ROTT-JAEA100407.ppt

[A9]SO PMB Safety KR-20100406F1.ppt

[A10]SO PMB ROTT KR-20100406.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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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SFR Safety & Operation 제3차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10년 10월 5일~7일

○ 장소 : 랑스, 까다라쉬

○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랑스, 국, EURATOM 

         (참가자 명단 : 첨부 1)

□ 의 제 (첨부 2)

   [1]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2]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and member list

   [3] Status of 2009 and 2010 deliverables

   [4] Feedback from the SSC (including QA issues) 

   [5] Participation of new members  

   [6] National status of SFR development  

   [7] Progress of safety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8] Progress of ROTT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9] Preparation of 2010 ATFR60)-2010 and AWP61)-2011 

   [10] Plans for next PMB meeting

□ 한국 참석자

○ 성명 : 정해용

○ 소속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로시스템기술개발본부/고속로기술개발부

○ 화 : 042-868-8987, 042-868-8080

○ E-mail : hyjeong@kaeri.re.kr

60)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

61) Annual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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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제별 주요 결과 

1.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 Summary Report of the last meeting 승인 

2.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and member list

- 2차 SO PMB 회의의 action 항목  신규 참여국 련 사항 외 모두 완료됨 

․ 국, EURATOM, 러시아 참여에 따른 로젝트 약정서 (PA)  로젝트 계획서 (PP) 

개정은 차기 SSC 미  이 에 완료 추진  

- Member list는 GIF 웹사이트에 최종본 있음

3. Status of 2009 and 2010 deliverables  

- 2009년 CEA 결과물 3건 미제출 상태이며, CEA는 최단 시일 내 제출 정  

- 2010년에는 모두 12건의 결과물 생산 정이며, CEA는 1건 기제출  

4. Feedback from the SSC (including QA issues) 

- 동경 SSC 회의에서 한국의 김상지 박사가 언 한 회원국 간의 력 연구 증진 방

안 논의함 

․ Phenix 수명종료 시험이 좋은 로서 공동 보고서 작성 가능한 분야임 

․ 의장은 PP 개정  2011 AWP에 증진된 공동 연구 포함 추진  

- AF 로젝트에서 제안한 품질보증 계획을 검토하여 SO PMB 결과물에 용하기

로 결정함  

- ISAM 방법론을 시 문제에 용하는 것을 PP 개정 시 새로운 연구 항목으로 포

함 추진    

5. Participation of new members 

- TS인 M. Takano가 새 회원국의 참여 차를 설명함

․ 신규 참여를 해서는 PA 개정이 필요하며, 모든 참여국 서명 당자사의 서명 차가 

필요함  

- 신규 참여 추진 인 국  EURATOM 심 분야 발표 

- 모든 PMB 표는 국, EURATOM, 러시아의 참여에 동의함

․ 의장은 11월 SSC 회의 이 에 신규 참여국의 입력을 반 한 PP 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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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참여국의 기존 결과물 공유 여부를 논의하 으며, 각 회원국의 입장을 TS에

게 제시 정임  

6. National status of SFR development   

- 각국의 2010년 재 SFR 연구 개발 황 발표  토의 

         ․ 미국   [별첨 일 A3]

         ․ 국   [별첨 일 A6]

         ․ EURATOM [별첨 일 A7]

         ․ 랑스 [별첨 일 A8]

         ․ 일본   [별첨 일 A11]

         ․ 한국   [별첨 일 A14]

7. Progress of safety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 각국의 안  련 연구 황  주요 연구 결과물 발표  토의

         ․ 미국   [별첨 일 A4]

         ․ 랑스 [별첨 일 A9]

         ․ 일본   [별첨 일 A12]

         ․ 한국   [별첨 일 A15]

8. Progress of ROTT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 각국의 운   시험 련 연구 황, 주요 연구 결과물 발표  토의

         ․ 미국   [별첨 일 A5]

         ․ 랑스 [별첨 일 A10]

         ․ 일본   [별첨 일 A13]

         ․ 한국   [별첨 일 A16]

 9. Preparation of ATFR-2010 and AWP-2011   

- 2011년 상반기 SSC 회의 이 에 ATFR-2010 안 완성 추진 

- 차기 SO PMB 회의 이 에 AWP-2011 안 작성 합의 

 10. Plans for the next PMB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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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국 표가 의장, 미국 표가 부의장 역할 수행 

- 차기 SO PMB 회의는 ANL 주 으로 미국 개최 

․ 일자  장소 :  ‘11. 4. 5 - 4. 7, Chicago

III. 주요 결정사항

1. 국, EURATOM, 러시아 2011년부터 정식 참여 

2. 신규 참여국의 기여 내용 반 한 PA, PP 개정  서명 추진 

3. ATFR-2010 안 작성 일정  

     4. 차기 의장  부의장, 차기 회의 일정, 장소 

IV. 주안   망

○ 국, EURATOM, 러시아는 년  참여 연구 내용을 확정하여 PA  PP 개정

을 통해, 2011년  SO PMB에 정식 참여할 것으로 상됨  

○ 한국을 포함한 기존 참여국 연구 내용  PP와 상이한 부분은 PP 개정 시 반  필요  

○ 신규 참여국은 기존 결과물 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회원국의 입장을 정리하

여 결정 정임   

○ ATFR-2010 최종안은 2011년 차기 SO PMB 회의에서 확정되며, AWP-2011은 신규 

참여국의 기여 내용 반 된 안 비 정 

○ SO PMB 연구내용은 공동 심 분야에 한 참여국의 개별 연구 주로 수행되었으

나, 향후 보다 한 공동 연구 활성화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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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rganization Address E-mail/Phone/Fax Category

Alfredo VASILE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alfredo.vasile@cea.fr
+33 4 4225 4593 R, Chair

(James Cahalan) DOE/USA
Argonne National Laboratory,

9700 S. Cass Avenue, Argonne, IL 60439, 
USA

jecahalan@anl.gov
+1 630 252 4682
+1 630 252 4978

R

Tanju SOFU DOE/USA
Argonne National Laboratory,

9700 S. Cass Avenue, Argonne, IL 60439, 
USA

tsofu@anl.gov
+1 630 252 9673
+1 630 252 4500

A

Ryodai NAKAI JAEA/Japan
JAEA, Advanced Nuclear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orate, 4002 
Narita-cho, O-arai, Ibaraki, 311-1393, Japan

nakai.ryodai@jaea.go.jp
+81 29 267 4141
+81 29 266 3675

R

(Mamoru KONOMURA) JAEA/Japan
JAEA,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1 Shiraki, Tsuruga, 919-1279, Japan

konomura.mamoru@jaea.go.jp
+81 770 39 1031
+81 770 39 9103

A

Hae-Yong JEONG KAERI/ROK KAERI, 1045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hyjeong@kaeri.re.kr
+82 42 868 8987
+82 42 868 2075

R, Co-chair

(Young-Min KWON) KAERI/ROK KAERI, 1045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ymkwon@kaeri.re.kr
+82 42 868 8080
+82 42 868 2075

A

Makoto TAKANO OECD/NEA Le Seine St-Germain, 12, Boulevard des Iles, 
92130, Issy-les-Moulineau, France

makoto.takano@oecd.org
+33 1 4524 1073
+33 1 4524 1117

TS

Lixia REN CIAE/China Chinese Negotiator

첨부 1.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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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rganization Address
E-mail
Phone
Fax

Category

Gian-Luigi FIORINI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Gian-luigi.fiorini@cea.fr O

Robert STIEGLITZ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Robert.stieglitz@kit.edu O

Christian LATGE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Christian.latge@cea.fr O

Philippe Dufour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Philippe.dufour@cea.fr O

Nicolas DEVICTOR CEA/France
CEA Cadarache, DER Bat.-212,  St Paul lez 

Durance cedex, 13108, 
France

nicolas.devictor@cea.fr O

Jean-Paul GLATZ EURATOM
Jean-Paul.GLATZ@ec.europa.eu

O

* R – Representative, A – Alternative Representative, O-Observer, TS – Technical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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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의제

Attachment-1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2nd SFR Safety & Operation PMB Meeting

JAEA, Tsuruga, Japan

6-8 April 2010

Agenda

Tuesday, 5 October 2010

8:00 Meet at hotel lobby Aix-en-Provence

Chateau de Cadarache – Salle du Fournil

9:00 Welcome address

CEA

Meeting Objectives A. Vasile

Discussion and adoption of the Agenda       A. Vasile and all

Approval of the last meeting summary report      M. Takano and all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and member list      M. Takano

Status of 2009 and 2010 deliverables            M. Takano and all

Feedback from the SSC in Tokyo (Including QA issues) R. Nakai

10:45 Break

11:00 Participation of new members (China and EURATOM)

Draft Joining an Existing PMB                   M. Takano

Chinese Proposals                                   L. Ren

EURATOM Proposals                     R. Stieglitz – A. Va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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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f the proposals and amended Project Plan and AWP2010

                                                   Mr. Vasile and all

12:30  Lunch

13:30 National status of SFR development

ANL/USDOE T. Sofu

CIAE/China L. Ren

EURATOM      J.P.. Glatz

15:00      Break

15:15 National status of SFR development (cont’d)

JAEA/Japan R. Nakai

KAERI/ROK      H.Y. Jeong

CEA will present on Wed 6th.

16:15 Progress of Safety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ANL/USDOE T. Sofu

CEA/France A. Vasile

CIAE/China L. Ren

17:30 Adjourn the 1st day

19.30 Hosted Dinner Hotel Saint-Christophe

Wednesday, 6 October 2010

8:00 Meet at hotel lobby Aix-en-Provence

Chateau de Cadarache – Salle du Fournil

9:00 Progress of Safety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cont’d)

JAEA/Japan R. 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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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OK      H.Y. Jeong

10:45 Progress of ROTT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ANL/USDOE T. Sofu

CEA/France           Ch. Latgé, A. Vasile

12:30  Lunch

13:30 National status of SFR development (cont’d)

CEA     N. Devictor

14:00 Progress of ROTT R&D and Deliverables 2009/2010 (cont’d)

JAEA/Japan R. Nakai

KAERI/ROK            H.Y. Jeong

15:00 Preparation of 2010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           

             (ATFR-2010) All

Preparation of Annual Work Plan 2011 (AWP-2011) All

Chair and Co-chair persons for 2011 All

Dates and venue of the next meeting All

17:00 Adjourn the 2nd day

Thursday, 7 October 2010

8:00 Meet at hotel lobby Aix-en-Provence

9:30 Visit of Cadarache sodium facilities(Bldg. 201, Room Obelix)

12:00 Lunch

13:00 Meeting highlights and an initial draft summary report 

including the                action list 

15:00 Closing of the Meeting



- 151 -

No. Action Responsible Deadline
Actions 

made
Done?

2009 and 2010 deliverables

3-1a
Submit deliverables SFR-SO-2009-021, 022, 024 

and 2010-010 in electronic form
Mr. Vasile ASAP

Drafting of ATFR-2010
3-2a Submit draft to GIF TS All End of February

3-2b
Consolidate the inputs and send the daft back to 

members for confirmation
GIF TS Mid March

3-2c Discuss and finalize ATFR-2010 All
(at the next SO 
PMB meeting)

3-2d
Chair will send the draft ATFR-2010 to SSC 

Chair
Chair

Before the first 
SSC in 2011

Amended PA including PP

3-3a
Chair will revise the PP to include the new tasks 

of China, EURATOM and Russia
Chair Mid October

3-3b
Chair will contact Russian side to find a contact 

person
Chair Mid October

3-3c
Members who need to revise PP should send draft 

to Chair
All Mid October

3-3d TS will confirm the current signatories TS Mid October

첨부 3. List of Actions agreed at 3rd SFR SO PMB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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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e Send the revision to all members fro approval Chair End October
3-3f Send revision to SSC chair Chair End October

Drafting of presentation for SSC
3-4a Submit technical progress slides by each member All Mid October

3-4b
Draft the presentation based on the inputs

including SO response to QA plan, inclusion of 
new members and revised PP

Chair
SSC meeting in 

Nov.

3-5a Send comments of this draft summary report to TS All End October
3-5b Upload the meeting materials to GIF web TS End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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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입수자료 List

- 회의 련

   . Agenda [A1]

   . 회의록 안 [A2]

- 참여국 발표자료

   . 미국 [A3~A5]

   . 국 [A6]

   . EURATOM [A7]

   . 랑스 [A8~A10]

   . 일본 [A11~A13]

   . 한국 [A14~A16]

   . 기타 [A17]

Electric file name

[A1]Draft-Agenda-SFR-SO-Oct2010 rev9.doc

[A2]DraftSummaryReport-3rd SO PMB 201010.docx

[A3]US NationalProgram.ppt

[A4]US SafetyRD.ppt

[A5]US ROTT.ppt

[A6]GIF_SO Fast Reactor in China-rlx.pdf

[A7]EURATOM SFR S&O oct 2010.pptx 

[A8]French national program.ppt 

[A9]Progress of safety R&D CEA Oct 2010.ppt

[A10]Progress of ROTT R&D CEA Oct 2010.ppt

[A11]JAEA-NationalStatusUpdates-SFR-SO-PMB.ppt

[A12]Status-Safety-JAEA101005.ppt

[A13]Status-ROTT-JAEA101005.a.ppt

[A14]SO PMB-Status SFR Dev-KR20101005.ppt

[A15]SO PMB Safety KR-20101005Rev1.ppt

[A16]SO PMB ROTT KR-20101005Rev0.ppt

[A17]CEA Sodium facility_GENIV_S&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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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SFR Advanced Fuel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6월 29일(화)～7 월 1일(목)

○ 장소 : 한국 KAERI

○ 참석 : 5 개국(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 표 6 인, 

          NEA 사무국(1인)

□ 의 제 

  [6월 29일, 화요일]

- 회의 아젠다 의  확정

- SFR SSC 지난 회의 결과 논의

- 각 회원국의 국가 황  연구 진도 발표

  [6월 30일, 수요일]

- 피복  기술회의

- 회의 Wrapup 작성

  [7월 1일, 목요일]

- KAERI  KNF 시설 방문

□ 한국 표단

○ SFR Advanced Fuel PMB Member : 이찬복(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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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회의 결과 

1. SFR SSC 지난 회의(2010. 6., JAEA) 결과 논의

○ SFR의 Quality Management System 련하여 미국 INL의 Mr. Carmack이 가능한

한 빨리 Advanced Fuel PMB의 QA Plan 안을 작성하여 SFR의 SSC  타 

PMB에 검토를 해 송부할 계획임.

○ SFR SIA PMB의 Advanced Fuel PMB 담당은 ITU의 Mr. Glatz이며 ATFR(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을 우선 으로 검토할 정임. 

○ 국의 SFR AF PMB 참여 요청에 해 제출된 국 CIAE의 Task Sheet를 검토한

후, 11월의 SFR SSC 회의 이 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함. 러시아는 Task 

Sheet를 제출하면 검토하기로함.

2. 각 회원국의 황 요약

○ 미국의 FCRD(Fuel Cycle R&D)는 Once-Through, Modified Open  Full Recycle 

등 세가지 방안에 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Science-based Goal-Oriented"에 근

거하여 다양한 핵심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몬주는 2010년 5 월 8 일 재가동되었으며, 여러 시험을 거쳐 2013년에 

출력에 도달할 정임. 1985 년 첫 장 된 MOX 핵연료의 Pu-241이 그동안 방사

성붕괴되어 Am-240이 약 2 % MOX 핵연료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FaCT 

로그램에 따라 JSFR의 개념설계 연구가 2015년까지 수행될 정임.

○ 랑스의 산업화를 한 원형로인 ASTRID의 용량은 600 MWe 이 될 가능성이 

큼. 2014년까지 ASTRID 개념설계를 수행할 정이며, 설계 연구를 해 6.5 억 유

로가 정부로부터 지원될 계획임.

3. 차기(제 8차) 회의

○ 일시  장소 : ‘11년 1월(잠정), 미국, INL 

○ 주요 내용

- 2010 년 Annual Work Plan  연구 결과

- 속연료 기술회의

III. 주요 결정사항

○ SFR의 Quality Management System 련하여 미국 INL의 Mr. Carmack이 가능한

한 빨리 Advanced Fuel PMB의 QA Plan 안을 작성하여 SFR의 SSC  PMB에 

검토를 해 송부하며, AF PMB의 검토 의견은 2010 년 11월 까지 제출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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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회의 참가자

○ 이름 : T. Mizuno

   국가: 일본(일본 표)

   기 : JAEA

   e-mail: mizuno.tomoyasu@jaea.go.jp

○ 이름 : J. Carmack

   국가: 미국(미국 표)

   기 : INL

   e-mail: jon.carmack@inl.gov

○ 이름 : J. Cole

   국가: 미국(미국 옵서버)

   기 : INL

   e-mail: jim.cole@inl.gov

○ 이름 : F. Delage

   국가: 랑스( 랑스 표)

   기 : CEA

   e-mail: fabienne.delage@cea.fr

○ 이름 : M. Rini

   국가: 이태리(EU 표)

   기 : ITU

   e-mail: mateo.rini@ec.europa.eu

○ 이름 : 이찬복

   국가: 한국(한국 표)

   기 : KAERI

   e-mail: cblee@kaeri.re.kr

○ 이름 : M. Takano

   국가: 일본(NEA SFR Secretary)

   기 : NEA

   e-mail: Makoto.takano@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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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1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7th SFR Advanced Fuel PMB Meeting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29 June – 1 July, 2010

Agenda

June 29: AF-PMB meeting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08:30 Meet at the hotel lobby

09:30 Administrative announcements (Host)

Welcome address (Host representative)

Opening remarks and adoption of agenda (Mr. Carmack)

Adoption of the summary report of 6th meeting (TS)

Confirmation of actions status and deliverables (TS and All)

10:45 Coffee break

Status of revised project plan (Inclusion of carbide fuel) (Mr. Carmack)

June 4 - SSC Meeting Overview and Recommendations (Mr. Carmack)   

- QMS matters
              - Comments to the Advanced Fuel QA Plan (in draft) (All)

- SIA Review
- Review of China and Russia proposals

Finalization of 2010 Annual Work Plan (AWP-2010) and 
Preparation of Annual Technical and Financial Report (ATFR-2010) (All)

12:30 Lunch 

14:00 Status on AF project including deliverables 2010 

-  CEA presentations (30 minutes)

-  DOE presentations (30 minutes)

15:00 Coffee break

-  ITU presentations (30 minutes)

-  JAEA presentations (30 minutes)

-  KAERI presentations (30 minutes)

17:00 Adjourn for the fir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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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AF-PMB meeting and cladding technical meeting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08:30  Meet at the hotel lobby

09:30 Other Business (AF-PMB) (All) 

-Communications & publications

-Date and venue of next Meeting

-AOB (Any other business)

-Meeting highlights and draft summary report

10:00 Adjourn the 7th AF PMB meeting

10:30 GIF AF-PMB technical meeting on cladding materials
Items:
1. Challenges of future cladding systems 
2. Properties: Issues and challenges - Experimental methods and 
apparatuses - Experimental and analytical evaluation
3. Fabrication: Issues and challenges - Activities and achievements
4. Irradiation tests: Issues and challenges - Achievements and future 
planning
5. Performance and design consideration: Fuel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el design studies - Issues and challenges - Future planning

-  CEA presentations (Ms. Delage, 30 min.)

-  DOE presentations (Mr. Cole, 60 min.)

12:30 Lunch

14:00 -  ITU presentations(Mr. Rini, 60 min).

-  JAEA presentations (Mr. Mizuno, 60 min) 

16:00 Coffee break

16:30 -  KAERI presentations (Mr. T. Kim and Mr. J. Kim, 60 min)

17:30 Cladding technical meeting: Closing Discussions (All)

18:00 Adjourn

July 1: Tours of KAERI facilities and KNF facilities 

09:00 Meet at the hotel lobby

       09:30 KAERI SFR Metal Fuel Laboratory (0.5 hour)

10:00 KNF PWR Fuel Fabrication Facility (1 hour)

11:00 KNF Cladding Tube Fabrication Facility (1 hour)

12:00  Lunch

14:00 Ad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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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SFR CD&BOP 제5차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10년 9월 14일~17일

○ 장소 : KAERI, Korea

○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참가자 명단 : 별첨 1)

□ 의 제 (별첨 2)

   [1] Chair and Co-chair persons for 2010 and 2011

   [2] Approval of the last summary report, action status, and status of deliverables 

for 2009 and 2010

   [3] Feedback from the SSC meeting

   [4] Discussion on draft AF PMB QA plan

   [5] Results of 2009 tasks and status of 2010 tasks

   [6] Draft joining an existing PMBs and participation of EURATOM to CD&BOP

   [7] Other business

   [8] Technical tour & discussions

□ 한국 표단

○ 성명 : 김종범

○ 소속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로시스템기술개발본부/고속로기술개발부

○ 화 : 042-868-2989, 

○ E-mail : jbkim@kae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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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제별 주요 결과 

1. Chair and Co-chair persons for 2010 and 2011

 - 임기 2010년 9월 ~ 2011년 12월, 새 의장단 선출 

   의장 : Mr. Gilles Rodriguez (CEA)

   부의장 : Mr. Naoyuki Kisohara (JAEA)

2. Approval of the last summary report, action status, and status of deliverables 

for 2009 and 2010 

- 2009년 8월 ANL에서 열렸던 4차 PMB 회의의 draft summary report를 승인하

고 2009년 연구결과로 제출했던 모든 결과물들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함. 

(Deliverables들을 GIF TS에게 제출하여 웹에 등록한 바 있음). 2010년 연구결과

물들은 GIF TS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보고서 번호를 용하여 연구기간 내에 제

출 정임 (2011년 2월 6차 회의에서 확인 정). 

3. Feedback from the SSC Meeting

   - 재 국과 러시아가 SFR SA에 서명한 상태임. 국은 SIA, SO, AF에 심을 

표명하고 있고 러시아는 모든 PMB에 심을 표명하 음. SO PMB는 국과 러

시아를 2010년 10월 회의에 청한 상태임.

  - Cadarache에서 열렸던 SSC 회의 결과 설명

  - Tokyo에서 열렸던 SSC 회의(2010년 6월) 결과 설명 : 모든 PMB가 draft AF QA 

plan에 해 2010년 11월 SSC 회의 까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요청

4. Discussion on draft AF PMB QA plan 

   - CD&BOP 멤버들이 AF QA 차에 해 논의한 결과 일반 으로는 사용 가능 

할 것으로 동의하 으나 일부 조항에 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결

론지음(표지에서 4th QA box와 NQA의 용). 의장이 차기 SSC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정임.

5. Results of 2009 tasks and status of 2010 tasks 

   - 랑스, 미국, 일본, 한국의 4개국은 FY2009 연구결과와 FY2010년 상반기 동안 

수행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 음(FY2009 연구결과는 2010년 상반기 회

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번 회의에서 발표함. 결과물들은 GIF 웹에 기 등록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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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랑스

   - Task 3.1.1 (ISI) : Mr. Baque가 가동  검사시 센서의 가동성에 한 기  연구

로써 304L 스테인 스강의 소듐 심성에 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소듐 심성

이 온도에 따라 민감함을 보고함. 한 원자로 외부로부터 내부를 검사하기 

해 다층 속층을 통과하여 검사하는 음  기술 개발 황과 련 물 모의실

험에 해 설명함.

   - Task 3.1.2 (AECS) : Mr. Rouillard가 FMS강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에 

한 S-CO2 환경에서의 부식 거동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 상 에 오스테나이

트 강인 253MA가 가장 부식에 한 항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Mr. 

Rodriguez는 소듐과 S-CO2의 화학반응에 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한 CEA는 

랜트 동 해석 코드인 CATHARE를 미국 ANL과 공동연구로 ASTRID 과도해

석을 해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함.

 (나) 미국 : 미국은 S-CO2 사이클 항목의 두가지 Task에 한 연구 내용을 발표함

(Task 3.1.2 & Task 3.2.2)

   - Mr. Sienicki는 2009년 연구결과로써 S-CO2 이튼 사이클의 고온 재열 열교

환시험, GAS-PASS/CO2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컴 서 시험 해석  랜트 

동 해석 코드를 SAS4A/SASSYS-1 코드와 연계한 SFR 스크램 해석 시뮬 이션

을 발표함. 그리고 2010년 연구 황으로는 소형 S-CO2 사이클 검증, 랜트 동

해석 코드의 컴 서 모델링과 임계값 부근에서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작

업에 해 설명하 음. 소형 층형 열교환기 소듐 채 에서 산화물에 의한 

러깅 상 조사를 한 시험장치를 설명하 고 2011년에 콜로라도 학에서 열

릴 S-CO2 심포지엄을 소개함.

 (다) 일본 : Mr. Kisohara가 최근 재가동을 한 MONJU에서 2010년 8월에 발생한 사

고에 해 설명함. 노내 연료 수송기계(IVTM : in-vessel fuel transport 

machine)가 그리퍼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용기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

음. Mr. Sakamoto는 JSFR 개발 로그램 황을 보고하 는데 몇가지 설계 

안에 해 설명하 고 2011년 3월까지 기술  선택을 할 것임을 설명함( : 증

기발생기 튜 의 형태).

   - Task 3.1.1 (ISI) : Mr. Yamashita가 JSFR에 용하기 해 개발하고 있는 두가지 

형태의 센서 시스템을 설명함. 첫 번째는 Piezoelectric 요소를 용하는 실시간 

센서 시스템(2mm 정 도)이고 두 번째는 다이아 램을 용하는 손상 감지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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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스템임(정 도 0.3mm).

   - Task 3.1.2 (AECS) : Mr. Kisohara가 수행 완료한 S-CO2 컴 서 시험  과정

에 해 설명하 고 련 산코드 개발에 해 설명함. Mr. Sakamoto는 2000

시간 동안 S-CO2 유동조건에서 수행한 부식 시험결과를 설명하 는데 12Cr강과 

316FR강에 해 수행하 으며 316FR강이 부식 항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라) 한국 : 김종범박사가 한국의 국가 장기 SFR 개발계획 개요와 스텔라 시험시

설 건설 황에 해 설명하고 장기 과제의 산 문제로 일부 연구항목을 축

소한 에 해 설명함(고온 LBB). 

   - Task 3.1.1 (LBB) : 이형연박사가 고온 LBB 기술개발을 해 Mod.9Cr-1Mo강에 

해 수행하 던 고온피로균열 성장시험, 크립균열 성장시험, 괴인성시험, 튜

시편의 크립-피로균열 거동시험, 형 재 시편의 크립-피로균열 성장시험에 

해 설명함. 

   - Task 3.1.2 (AECS) : 어재 박사가 2009년도에 수행하 던 소듐-CO2 화학반응시

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함. 표면반응 시험, wastage 효과 시험  self-plugging 

시험에 해 각각 설명하 고 표면반응 시험에서는 two-zone 반응식을 제시하

음. 차재은박사는 S-CO2 소형 열교환기 개발과 성능시험 결과에 해 발표함. 

   - Task 3.2.1 (ISI) : 주 상박사가 형 웨이 가이드 음  센서 개발  성능시

험 황에 해 발표함. 20dB S/N비를 갖는 센서개발과 수 에서 10m 실규모 

센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고 재 진행 인 소듐  성능시험에 

해 설명함.

6. Draft joining an existing PMBs and Participation of EURATOM to CD&BOP

   - Mr. Takano가 draft 'Joining an existing PMB' 차에 해 설명함.

   - Mr. Rodriguez가 Euratom에 task sheet의 작성  제출을 요청할 것임을 설명

하고 가능하면 Russia에도 미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것임을 설명함.

   - Mr. Rodriguez가 Euratom이 진행 인 CP ESFR 로젝트의 조직과 산  내

용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 그 에서 CD&BOP에 연 이 많은 SP4에 해 설명

함. SP4의 공동의장인 Mr. Riou와 Mr. Stainsby에게 CD&BOP PMB에 참여를 

한 task sheet의 작성과 제출을 요청할 것임.

   - SSC 의장이신 한도희박사님이 PP의 개정에 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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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ther Business

   - 2010년 11월 SSC 회의에 CD&BOP 연구 황을 보고하기 해 의장이 발표 포맷

을 10월 9일까지 멤버들에게 송부하고, 멤버들은 이를 이용하여 10월 15일까지 

각국의 연구 황 자료를 작성한 뒤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함. 

   - ATFR-2010 비를 시작하기로 함.

   - 멤버들은 2011년과 그 이후의 연구를 정의하고 포함시키도록 Project Plan을 개

정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PP는 멤버들에게 검토를 받은뒤 SSC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을 정임. AWP-2011은 PP의 개정과 병행하여 비하기로 함. 

   - CD&BOP PMB에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기 해서는 PP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참여국들의 2012년 이후의 연구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해

서는 차기 PMB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차기 PMB 회의는 2011년 2월에 랑스 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FY2010을 결

산하는 기술  내용들을 발표하고 토의하기 하여 4일간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그리고 러시아와 Euratom을 청하여 새로운 멤버로써 향후 력에 

한 논의를 하고 Project Plan의 개정에 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함.

○ 일시  장소 :  2011. 2. 8 - 2. 11, 리( 랑스)

○ 주요의제

  .2010년도 연구결과물(Deliverables) 발표  기술토의

  .Annual Technical & Financial Report 2010 작성

  .Feedback from/to the SFR SSC

  .PP 개정 (2011년  이후의 연구내용 포함)

  .Potential new members(Russia and Euratom)

  .Technical Tour

   - CD&BOP 5차 PMB 회의의 주요 일정을 마치고 Meeting Summary를 작성하고 

모든 회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검토 수정함

8. Technical Tour & Discussions

   -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 Sodium Test Building

   - 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 Pyro-process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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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결정사항

     1. 의장 Mr. Rodriguez, 부의장 Mr. Kisohara

     2. Euratom과 Russia의 참여를 한 task sheet의 작성/제출을 요청하기로 하고 

2011년 2월 PMB 회의에 청하기로 함.

     3. 2011년  이후의 연구내용을 포함하도록 Project Plan을 개정하기로 하고 

AWP-2011은 이와 병행하여 작성하기로 함

     4. 2010년 11월 SSC 미  참가  보고 (Mr. Rodriguez)

     5. draft AF QA plan 검토(SSC 보고)

     6. 차기 회의 일정, 장소  의제 결정. 

IV. 주안   망

○ 각 참여국가의 2009년 최종 연구결과와 2010년도 연구결과의 간 발표를 하고 기

술  토론을 수행함 

○ 재 Project Plan은 2010년까지의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

후의 연구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하 음. 이와 병행하여 2011년 

AWP를 작성하기로 함.

○ 국, 러시아, Euratom이 SA에 서명하 는데 이 에서 러시아와 Euratom이 

CD&BOP PMB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에 2012년  이후의 

task sheet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2011년 2월 PMB 회의 참여를 요청

하기로 함. 지 까지의 결과물 공유, 새로운 참여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자

료 등에 한 논의가 필요함. 

○ KAERI에서 개발한 웨이 가이드 음  센서 시스템이 JOYO에서 분실된 속

편 탐지에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할 수 있는 성능시험을 시연한 결과 일본

측에서 심은 갖고 있지만 양국간 고속로에 한 력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GIF SFR CD&BOP framework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정임. 

V. 향후 활동계획

○ CD&BOP PMB를 통해서 필요한 연구결과를 획득하여 장기 연구결과의 신뢰도

를 향상시킴.

○ 극  연구개발 노력과 일정 체크로 FY2010에 제출하기로 한 결과물의 생산에 차

질이 없도록 할 정임. 

○ 2011년도 AWP 작성  2011년 이후의 연구내용을 포함하는 Project Plan의 개정

과정에 장기 과제와의 연계를 반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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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가자  (* C = Chair, CC = Co-Chair, R = Representative, A = Alternative Representative, O = Observer, TS = Technical Secretariat)

* Name Delegate / 
Company

Address E-mail Phone

CC

R
Rodriguez, Gilles

France

CEA

CEA / Cadarache Center, Building 208, DEN/DTN/STPA/LPC, 13108, 
St-Paul-lez-Durance

gilles.rodriguez@cea.fr +33-4-42-25-74-37

C

R
Sienicki, James

USA

DOE (ANL)

Argonne National Lab.

9700 S. Cass Avenue, Argonne, IL. 60439, USA
Sienicki@anl.gov +1- 630-252-4848

O Baque, Francois
France

CEA
Cadarache Research Center FRANCE francois.baque@cea.fr +33-4-42-25-38-30

O Rouillard, Fabien
France

CEA
CEA/SACLAY fabien.rouillard@cea.fr +01 69 08 15 86

R Kisohara, Naoyuki
Japan

JAEA/Oarai

Advanced Nuclear System R&D Directorate4002, Narita, Oarai, 
Ibaraki, 311-1393, Japan

kisohara.naoyuki@jaea.go.jp
+81-29-267-4141 

ext. 6413

A Sakamoto, Yoshihiko
Japan

JAEA/Oarai

Advanced Nuclear System R&D Directorate4002, Narita, Oarai, 
Ibaraki, 311-1393, Japan

sakamoto.yoshihiko@jaea.go.jp
+81-29-267-4141 

ext. 6015

O Yamashita, Takuya
Japan

JAEA/Oarai

FBR Plant Engineering Center, Shiraki 1, Tsuruga-shi, Fukui-ken, 
Japan

yamashita.takuya@jaea.go.jp +81-770-1031

R Kim, Jong-Bum
Korea

KAERI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jbkim@kaeri.re.kr +82-42-868-2989

A Lee, Hyeong-Yeon
Korea

KAERI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hylee@kaeri.re.kr +82-42-868-2916

O Joo, Young-Sang
Korea

KAERI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ysjoo@kaeri.re.kr +82-42-868-8239

O Cha, Jae-Eun
Korea

KAERI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jecha@kaeri.re.kr +82-42-868-2065

O Eoh, Jae-Hyuk
Korea

KAERI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305-353, Korea jheoh@kaeri.re.kr +82-42-868-8970

TS Takano, Makoto
Technical 

Secretariat, 
NEA

Le Seine St-Germain, 12 boulevard des Iles,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makoto.takano@oecd.org +33-1-4524-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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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의제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5th SFR CD&BOP PMB Meeting

KAERI, Daejeon, Korea

14-17 September, 2010

Agenda

Tuesday, 14 September (INTEC Seminar Room)

9:00    Meet at Hotel Lobby – Yousung Hotel

9:30 Welcome Address (Host representative)

Chair and Co-chair persons for 2010 and 2011 (All)

Opening Remarks and Discussion of Agenda (Chairperson)

Approval of the last summary report and status of the actions (Mr. Takano)

Status of deliverables for 2009 and 2010 (All)

10:30 Break 

10:45 Feedback from the SSC Meeting at Cadarache (Mr. Sienicki)

Feedback from the SSC Meeting in Tokyo (Mr. Kisohara)

Discussion on draft AF PMB QA Plan (All)

12:00 Lunch

13:30 Results of 2009 Tasks and Status of 2010 Tasks

(1) AECS (S-CO2 Cycle)

            CEA (Presentation 60 min. + Q&A 20 min.) (Mr. Rouillard/Rodriguez)

            JAEA (Presentation 30 min. + Q&A 15 min.) (Mr. Kisohara/Sakamoto)

15:30 Break

15:45 (1) AECS (S-CO2 Cycle)

             DOE (Presentation  70 min. + Q&A 20 min) (Mr. Sienicki)

         KAERI (Presentation 30 min. + Q&A 15 min.) (Mr. J.H.Eoh)

18:00 Adjourn for the First Day

                  (Welcome dinner)

Wednesday, 15 September  (INTEC Seminar Room)

09:00   Meet at Hotel Lobby

09:30   Results of 2009 Tasks and Status of 2010 Task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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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ECS (S-CO2 Cycle)

     KAERI (Presentation 30 min. + Q&A 15 min.) (Mr. J.E.Cha)

10:15 Break

10:30 (2) ISI

     CEA(Presentation 45 min.+ Q&A 15 min.) (Mr. Baque)

     JAEA (Presentation 30 min. + Q&A 15 min.) (Mr. Yamashita)

12:15 Lunch

14:00      KAERI (30 min. + Q&A 15 min.) (Mr. Y.S.Joo)

14:45 (3) LBB

             KAERI (Presentaion 30 min. + Q&A 15 min.) (Mr. H.Y.Lee)

15:30 Break

16:30 Other Business (All)

     - Preparation of AWP-2011 and ATFR-2010

     - Planning for Future Meetings

     - Other Topics (If any)

            Status of SFR in Japan (Mr. Kisohara/Sakamoto)

17:30 Adjourn for the Second Day

Thursday, 16 September (INTEC Seminar Room)

09:00 Meet at Hotel Lobby

09:30 Draft Joining an Existing PMBs (Mr. Takano)

10:00 Break

10:15 Participation of EURATOM to CD&BOP

     - Presentation of CP ESFR project (Mr. Rodriguez)

     - Discussion on way forward (All)

12:15 Lunch

14:00 Draft summary report with List of actions (Mr. Takano and All)

15:30 Break

15:45 Technical Tour I

15:45    - KURT (30min)  :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Mr.J.W.Choi)

16:30    - Sodium Test Facilities (including Na/CO2 reaction test) (Mr.J.H.Eoh/others)

17:20    - Waveguide Sensor Test Facilities (in-water/in-sodium) (Mr.Y.S.Joo)

18:00 Adjourn for the Third Day

(Farewell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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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7 September (INTEC Seminar Room)

9:00 Meet at Hotel Lobby

9:30 Technical Tour II

9:30 - ACPF (30 min) :                        (Mr. H.D. Kim)

10:15    - Pyro-processing facility (30 mim)             (Mr. H.S. Lee)

11:00    - SFR Fuel Fabrication Lab. (30 min)               (Mr. C.B. Lee)

12:00 Lunch

13:30 Technical Tour III (Optional)

18:00 Adjourn of the Four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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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입수자료 List

- 공식문서

1. 2010 Annual Work Plan

2. Advanced Fuel (PMB) QA Guidelines Draft

3. 5th CD&BOP PMB meeting Summary Report(draft)

- 참여국 발표자료 

*DOE(ANL)

1. Results of 2009 Tasks

2. Status of 2010 Tasks

*CEA

1. Congres QNDE 2010 Papier US externes_final.doc

2. Gen4 CD&BOP Liquidus tests_Baque2010.ppt 

3. Corrosion behavior of steels in Supercritical-CO2 at 550℃ and 250 bars

4. SFR program and the ASTRID prototype

5. Information on the Collaborative Project for studies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of a fourth generation European Sodium Fast Reactor (CP ESFR) 

*JAEA

1. Falling Trouble of In-Vessel fuel Transfer Machine(IVTM)

2. JSFR Development (FaCT project)

3. Turbo Machinery S-CO2 Compressor Performance Test 

4. Material Corrosion Tests under S-CO2 Flow Environment

5. Development of a Visual Test Device in Sodium 

*KAERI

1.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AECS

2. Sodium-CO2 Interaction in a SC-CO2 Power Conversion System of a SFR

3. Basic Performance Test of Ultrasonic Waveguide Sensor for Under-Sodium 

Visualization 

4. Creep Fatigue Crack Behavior Tests of the Mod.9Cr-1Mo Steel Structures

- 참여국 Deliverables ( 계자 요구시 배포)

없음(FY2010 결과물들은 2011년 2월까지 공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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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VHTR SSC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12일(수)

○ 장소 : 북경 칭화  INET

○ 참석 : 8개국(한국, 미국, 일본, 랑스, 스 스, 캐나다, 국, EU) 표 8인 (남아공 

불참)  서기

■ 한국 표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장 종 화

■  주 요 의 제 

○ VHTR/PRPP position paper 확정

○ VHTR SSC 황 의

○ 참여국별 연구개발 황보고

○ 차기회의 일정

II. 의제별 주요 결과 

1. VHTR PRPP position paper 확정

○ VHTR에 한 PRPP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백서(white paper)

를 최종검토하고 Policy group에 제출하기로 함. 

  - VHTR의 PRPP는,

  ∙견고한 피복입자가 흑연매트릭스에 희석되어 있고, 

  ∙높은 연소도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일회 핵주기로 핵확산 항성을 확보하고, 

  ∙원자로의 지하건설을 통해 물리  방호를 향상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Expert group에서 제출된 Thorium의 백서(white paper)는 고온가스로의 토륨사용 경험

과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 하고 expert group에 참여하고 있는 Frank Carre에

게 의견을 통보하기로 함.

2. VHTR SSC 황 의

○ PMB 진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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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el & Fuel Cycle, Hydrogen, Material PMB가 발효되어 진행 이며 성과물이 

제출되고 있음.

     ※ 일부 국가의 경우 성과물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독 하기로 함.

  ∙Fuel & Fuel Cycle PMB에서는 ① 미국의 컴팩트연료조사시험과 유럽의 페블연료 조

사시험이 성공 으로 진행되었으며, ② 후핵핵주기에 한 유럽의 CARBOWASTE, 

미국의 Deep-burn 등의 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음.

  ∙Material PMB  Metallic Work Package는 Project Plan과 설계에 필요한 자료와는 괴

리가 있으므로, 2 단계 계획수립 시에는 실용 인 Plan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

기로 함. 

     ※ 특히 ASME와의 상호 력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함.

  - 지연되고 있는 Computational Methods, Benchmark & Validation PMB는 조속히 

Project Plan을 정비하고 서명을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새로운 Mechanics Work Package가 추가되고 HTTR Work package가 불투명

하게 됨에 따라 5월말 확정이 의문시됨.

  ∙Component PMB는 INET가 직  설계를 수행하는 국이 참여하면 활성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며 SFR의 Component and BOP Plan을

    참조하여 추진하기로 함.

  -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PMB에 해서는 NGNP의보고서를 참고하여 

차기 SSC 회의에서 입장을 정하기로 하 음.

3. 참여국별 황보고

○ 미국

  - 미국은 고온수증기생산용 고온가스로 건설로 NGNP 실증로의 목표를 변경하고 산업체

에 개념설계제안을 수하여 General Atomics(GA)-컨소시엄과 Westinghouse(W/H)-컨

소시엄을 선정

     ※ 년 가을 NEAC 검토를 거쳐 2011년 1월 1일까지 2단계 추진에 한 정부결정을 

하기로 함. 

∙ W/H-컨소시엄은 주 트 인 남아공 PBMR사의 산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년 가을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단하

여 수주를 포기함.

     ※ 그러나 2011년 정된 2단계에 한 심은 계속 표명하 음.

∙ 재 GA 컨소시엄과 DOE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음.

  - 미 정부가 제출한 2011년 NGNP 산은 2010년에 비해 으나, 2009년 정부(안)보

다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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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련 연구는 GFR 재료와 련되는 세라믹 분야연

구로 축소하기로 결정

  - Hydrogen과 Fuel & Fuel Cycle PMB에서 탈퇴하기로 함.

○ 일본

  - HTTR은 2010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950oC 50일간 연속운 을 성공 으로 완료하

여 간열교환기에 문제가 없음을 실증하 음.

∙ HTTR을 이용한 안정성입증시험(Loss of flow, Station black out 모사시험 등)

을 NEA 공동연구로 추진 이며 미국, 한국, 국,헝가리, 랑스, 독일 등이 

참여를 정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 50MW  고온가스로(KHTR)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하 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사정으로 추후 로세스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HTR 사업에는 JAEA와 미스비시, 후지 기, 도요타가 참여하고 있음.

○ 국

  - 국은 GIF VHTR 국제공동연구에 있어 Material, Fuel & Fuel Cycle 로젝트와 

새로 시작할 Computational Method Project에 참여를 추진 임.

  - 기존 HTR-10의 출구온도를 재 750
o
C에서 850

o
C로 증가시켜 가스터빈직 발 을 

실증하는 HTR-GT 로젝트를 수행 임.

     ※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나 실증로 HTR-PM 건설에 우선순 가 리고 있음.

  - 2011년부터는 HTR-10의 I&C를 개량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 임.

     ※ 년말까지 HTR-10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제안을 기 하고 있음. 

  - 주요 개선 사항으로,

 ∙ 증기발생기용기에 흑연분진을 수집할 수 있는 이 를 삽입 ⇒ 운   흑연분진

과 핵분열 생성물을 직  실측 ⇒ 흑연분진과 련된 독일 Moormann박사의 안

성 문제 제기를 불식

  - CIAE의 CEFR은 완공되어 핵연료장 을 앞두고 있으며 발 설비를 건설하여 력생산

가능성을 보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기 장 은 60% 농축도의 산화우라늄이고 추후 제어 을 개선하여 MOX로 바꿀 계획임.

  - 국의 고온가스로 실증로인 HTR-PM은 2009년 9월 건설허가를 획득하 으나, 상부결

정 지연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음. 

 ∙ 인허가시 요구된 full scale 증기발생기(1 모듈), 제어 , 독구투입계통 (KLAK), 핵연료

취 장치, 헬륨순환기의 성능 실증은 계획 로 진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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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하반기에는 HTR-PM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하고 있음.

○ 남아공

  - 남아공은 2011년 3월, PBMR-400에 한 정부지원 계속여부를 결정할 정임. 

 ∙ 2008년 경제 기로 력회사 Eskom이 경수로건설계획과 PBMR 개발지원을 철회함

에 따라, 정부지원도 축소된 상황임.

  - 2009년 5월 PBMR 이사회는 공정열과 증기발 으로 력을 생산하는 250 MW  

PBMR의 개발을 승인하 음. 

     ※ 출구온도가 900
o
C인 PBMR-400의 온도를 750

o
C로 낮추고 용량도 250 MW로 낮추어 미국

의 NGNP로 채택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4. 차기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년 10월 18-20일 체코 라하에서 개최되는 HTR-2010과 연계하여 2010년 10

월 21-22일 개최하기로 함.

III. 주요 수집 자료

○ 각 PMB 황 발표자료 (material, fuel, hydrogen, CMVB)

○ VHTR/PRPP position paper

○ 각국 황 발표자료 (미국, 일본, 국, EU, 남아공)

○ 미국 NGNP 황 의회보고 보고서

IV. 주안   망

○ 국은 GIF VHTR SA(2008.10)  Material PA(2010.5)에 서명하 으며 차후 각 

PMB에 추가 인 참여를 할 것으로 상됨.

○ 그간 진행된 PMB의 성과물의 취합이 시작되어, 년 말까지는 공동연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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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가자 명단

Name Affiliation e-mail

1 Li. Fu. 국 칭화  INET lifu@mail.tsinghua.edu.cn

2 Carl Sink 미국 DOE carl.sink@nuclear.energy.gov

3 Yukio Tachibana 일본 JAEA tachibana.yukio@jaea.go.jp

4 Micheal Fuetterer EU JRC michael.fuetterer@jrc.nl

5 Ramesh Sadhankar 캐나다 AECL sadhankarr@aecl.ca

6 Wolfgang Hoffelner 스 스 PSI wolfgang.hoffelner@psi.ch

7 Frank Carre 랑스 CEA/Saclay franck.carre@cea.fr

8 장종화 한국 KAERI jhchang@kaeri.re.kr

9 Jean-Charles Robin OECD/NEA jean-charles.robin@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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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VHTR Materials 제2차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3월 18일(목)

○ 장소 : 남아공 Centrion, PBMR 사

○ 참석 : 8개국(한국, 일본, 미국, 스 스, 랑스, 캐나다, 남아공, EU) 표 16인

■ 한국 표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박 지 연

■  주 요 의 제 

○ Working Group별 황보고

○ 참여국별 황보고

○ GEN-IV Handbook  참여국 성과물 업로드 안

○ PMB와 ASME 연계성 검토

○ 문서처리 일정/BPI 처리 차/회의 내부 규칙 등 행정 안 의

II. 의제별 주요 결과 

1. Working Group별 황보고

○ Graphite WG

  - ASME sub-group 회의와 연계하여 ‘09년 2월과 10월 회의개최, 올해는 3월 

한국/ , 9월 국에서 개최 정

  - Task 1.2~1.9까지 각국의 결과 업데이트 목록보고

  - Task 1.8 Graphite Codes and Standards Development에서는 JRC, DoE, RSA, 

JAEA, KAERI가 참여하며, Part-GA와 GB를 Section III 원회에 보내서 의 .

  - 일본은 HTGR 의 흑연부품에 한 표 화 일본 을 문 으로 발간 

(JAEA-Research-20090042)

  - ‘07~’09년 성과물 GIF data Handbook에 업로드 . 자료의 성격구분에 한 

보완을 의 

○ Metal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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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9년 성과물 update 

  - ‘09년 7월 PVP 2009 학회기간  회의 1회

○ Ceramic WG

  - ‘07~’09년 성과물 update 

  - Teleconference나 email 회의를 개최 정

2. 참여국별 황보고

○ 랑스

  - P. Yvon이 member이나 재료부장이 된 후 L. Allais가 리 표로 참석

  - SFR과 GFR에 집

  - 재료는 VHTR과 corsscutting 요소가 있는 재료에 집 하여 GFR cladding용 

SiCf/SiC 복합체와 SFR용 부품소재인 9Cr에 한 연구 황소개

○ 미국

  - NGNP는 출구온도 750 ~ 800oC, primary loop에 증기발생기 가능로 고려

  - Prismatic과 pebble bed에 하여 각각 개념설계

  - 출구온도 850 ~ 950
o
C VHTR 로그램은 장기 연구개발로 수행

  - '09년은 A617과 800H 크리 , 크리  기구, 인장특성, A617 시효, 크리 , 동 변

형시효 연구  A508/533 시효, A230 균열성장에 한 연구수행

  - INL이 고온특성  환경 향 평가, ORNL이 ASME 코드, constitute 모델링, 괴

인성의 시효 향 평가, ANL : 증기발생기재료의 potential in-service issues, 기 

크리  평가 수행, 학에서 A617 환경 향, 크리 -피로 환경시험, G91 용 , 입

자크기에 따른 크리 거동 평가 수행

  - '10년은 코드 이스용 A617, 800H 연구, 크리 -피로 환경 향, A617 모재  용

부 시효 향, A508/533 시효연구 수행

○ EU

  - RAPHAEL과 EXTREMAT 로그램 계속 수행

  - Carbo-waste, GETMAT(ODS materials) 수행

  - EUROPAIRS 로젝트가 공정열 이용 련 시작되었음.

○ 일본

  - 950
o
C 50일 연속운  진행 (2010년1월~3월)

  - Loss of primary coolant flow 시험시설 개선완료. 10년 시험시작

  - IS-HTTR 연계를 한 heat utilization 특성 시험 시작

○ 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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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dition based monitoring, 섬유강화 재료, 크리 , 모델링 연구 계속 수행

○ 캐나다

  - G91 크리 시험 , A617과 G91 크리 -피로  환경 향 평가 수행 정

  - Multi-scale modeling과 세라믹  복합소재 단열재 특성평가 수행 

○ 남아공

  - Direct brayton cycle에서 indirect cycle 선택, 독일 HTR-module 설계를 바탕으로한 

200-250 MWth 로 설계, 단기목표로 인증가능 설계 완성

  - 공정열이나 co-generation(공정열/ 기) 이용 (석탄액화, oil sand) 분야 용 고려. 따

라서 증기생산용 설비에 집

  - 산상의 문제로 PBMR의 75% 직원감원. 약 800명 남짓 근무

○ 한국

  - 요소기술개발 연구 수행, NHDD 실증로 건설은 논의

  - 원자력수소이용 산업 의체를 09년12월 구성 원자력수소  공정열 이용 의

  - 2012년부터 850
o
C 로 개념설계 추진

  - 16건의 07~09년 성과물 GEN-IV data handbook에 업로드

3. GEN-IV handbook  참여국 성과물 업로드 안

○ 정보분류체계 설정

  - Background public information

  - Background proprietary information

  - Background restricted information

  - Generated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 Generated public information

○ Handbook 운  시작

  - User manual 별첨자료(ORNL/Tm-2009/285_1B)

○ 성과물(LLD report) upload 시작

  - 미국 29건, 한국 16건, 남아공 27건, 스 스 3건

  - 기타국가 아직 upload 불이행 - PMS 검토 후 이행키로 함

○ User registration management database로서 data upload manager 지정 완료

  - 한국은 박지연, 이 상, 지세환, 김성호

○ ASME와 력 : 승인된 ASME 멤버의 handbook 근기

  - DOE ASME GEN-IV task 계약에 포함된 ASME B&PV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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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ME Standard & Tech.는 contact 정보를 제공

  - 근승인을 하여 NDA 작성

○ ASME B&PV 코드 원회 기여는 US DOE 기여분으로 간주

○ 흑연 련 handbook의 구조 검토 

○ Handbook hardware와 software 개선

4. PMB와 ASME 연계성 검토

○ ASME Sec.III Div. 5 committee 구성 : Nuclear high temperature reactor

  - HTGR Oversight Group - Masaki Morishita

  - HTGR Working Group–Neil Broom and Jim Nestell

  - LMR Working Group – Sam Sham and Tai Asayama

○ 고온가스로용 ASME code rule 개발을 한 roadmap 작성 

○ ASME와 공동 력 가능 주제 도출

○ ASME가 DOE 기여의 일부로 GEN-IV Matreials 로젝트에 참여

  - 1 단계 07년에 5개 Task 업무수행 (보고서 발간)

  - 2 단계 09~10년에 6개 Task 업무수행(보고서 비 )

  - 3 단계 10~11년에 수행할 4개 Task를 제안

  - 3 단계 장기 연구주제 도출

5. 문서처리 일정/BPI 처리 차/회의 내부 규칙 등 행정 안 의

○ Annual work plan

  - 11월15일까지 PMB 검토 후 SSC 송부

  - 12월15일까지 SSC 승인

○ Annual Reports

  - 9월 30일 : PMB가 Technical Secretary에 비정보 제공(PMS 이용)

  - 10월15일 : PMB chair가 비 annual report를 SSC에 송부

  - 10월30일 : SSC chair가 GIF annual report를 GIF TA에 송부

  - 차기년도 1월31일 : PMB chair와 SSC가 수정보완 완료

  - 2월 순 : 확정

○ Annual (Financial and Technical) Reports

  - 1월31일 : PMB member가 chair에게 자국 정보 제공

  - 2월28일 : PMB chair가 AF&TR 작성 SSC에 송부



- 179 -

  - 4월  : SSC chair가  PG 회의에서 보고

  - 4월30일 : SSC chair가 최종보고서 작성/서명국 배포

○ BPI 처리 차

  - 정의 : 서명한 PA 연구범 를 벗어난 성과물  로젝트 시작시  이 의 성과물

  - 제안된 BPI의 합성 여부는 PMB에서 결정

  - Confidential은 기 정보, open은 체정보를 검토

  - 가치평가는 이용 당사자간에 의

  - BPI 목록 양식(엑셀) 마련

  - 차기 회의에서 BPI 검토

○ 회의 내부 운 차

  - 회의록 확정 승인을 회의 후 2달 이내에서 차기회의로 수정

  - 회의의 closed sessions 참석범 를 PMB member와 Observers from the 

implementing agents or the Project Arrangement Signatories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

○ 기타

  - 국의 참여문제로 NEA가 PA의 최종서명을 지연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도 정

식회의로 하기로 함.

III. 주요 수집 정보

○ Working Group별 황보고 자료

○ 참여국별 황보고 자료

○ GEN-IV Handbook 련 안보고 자료  handbook guide 보고서

○ ASME 안 보고자료  고온가스로 ASME code rule 로드맵

○ 문서처리 일정/BPI 처리 차/회의 내부 규칙 등 행정 안 련 TS 발표자료

IV. 주안   망

○ Project Management Sheet 수정/보완/확정 : 4월26일

○ Annual Work Plan 2010 : 6월7일까지 검토 완료

○ Internal Rule for PMB meeting : 4월2일까지 검토의견

○ 차기회의 : 9월6일~8일 INTEC(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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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가자 명단

Name Affiliation e-mail

1 William R. Corwin ORNL/USA cowinwr@ornl.gov

2 Weiju Ren ORNL/USA renw@ornl.gov

3 Richard Wright INL/USA richard.wright@inl.gov

4 James Ramirez ASME/USA ramirezj@asme.org

5 Bob Jetter ASME/USA bjetter@sbcg.lobal.net

6 Wolfgang Hoffelner PSI/SW wolfgang.hoffelner@bluewin.ch

7 Jason Lo NRCan/CAN jlo@NRCan.go.ca

8 Lucien Allais CEA/FR lucien.allais@cea.fr

9 Kobus Smit PBMR/RSA kobus.smit@pbmr.co.za

10 Neil Broom PBMR/RSA Neil.Broom@pbmr.co.za

11 Mark Mitchell PBMR/RSA Mark.Mitchell@pbmr.co.za

12 Ettienne Snyder NECSA/RSA Ettienne.Snyder@necsa.co.za

13 Jaap Van der Laan NRG/EU vanderlaan@nrg.eu

14 Mike Davis AMEC/EU mike.w.davies@amec.com

15 Jean-Charles Robin NEA/FR Jean-Charles.ROBIN@oecd.org

16 박지연 KAERI/KOR jypark@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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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 일정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Materials Project Management Board (2nd Official)

PBMR/Centurian, South Africa

16~18 March 2010

Agenda

(Rev 1.0)

Tuesday, 16 March 2010 (Albert Einstein Boardroom)

1. Opening Session

 08:30 Welcome                  (Dr. Gideon Greyvenstein, GM Engineering, PBMR)

 08:50         Opening remarks/Introductions    (Bill Corwin, ORNL/Jean-Charles Robin, NEA)

 - Adoption of Agenda

 - Adoption of the minutes of the VHTR Materials PMB meeting in Paris September 
2010, and review of the status of actions.   [1]

 - Feedback from the last SSC meeting             (Jean-Charles Robin, NEA)

 10:00 Coffee/Tea Break

  

2. Technical Session [1]-Report to the PMB on the Progress of Working Groups

 10:20 Progress of Graphite WG                           (Mike Davies, AMEC)

 11:20 Progress of Metals and Design Methods WG         (Richard Wright, ORNL)

 12:30 Lunch

 13:30 Progress of Ceramics WG                           (Mike Davies, AMEC)

    

3. Technical Session [2]-R&D Progress

 14:20 Update on R&D progress by CEA                    (Lucien Allais,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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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Update on R&D progress by DOE                   (Richard Wright, INL)

 15:10 Coffee/Tea Break

 15:30 Update on R&D progress by JRC                    (Mike Davis, AMEC)

 16:00 Update on R&D progress by JAEA                    (Taiju Shibata, JAEA)

 16:30 Update on R&D progress by PSI                 (Wolfgang hoffelner, PSI)

 17:00 Update on R&D progress by KAERI           (Ji Yeon Park, KAERI)

 17:30 Adjourn for the day

 19:00 Dinner hosted by PBMR

Wednesday, 17 March 2010 (Albert Einstein Boardroom)

4. Technical Session [2]-continued

 08:30 Update on R&D progress by NRCan/AECL          (Jason Lo, NRCan team)

 09:00 Update on R&D progress by PBMR                     (Kobus smit, PBMR)

5. Business Session [1]-Materials database

 09:30 Update on Gen IV handbook and PMB deliverables     (Weiju Ren/Bill Corwin, 
ORNL)

 10:00 Coffee/Tea Break

 10:20 Update on Gen IV handbook and PMB deliverables continued   (Weiju Ren/Bill 
Corwin, ORNL)

 12:30 Lunch

6. Technical Session [3]-PMB & ASME Current & Future Integration

 

 13:30         Report on ASME activities (Bob Jetter, ASME/Jim Ramirez, ASME/Niel Broome, 
PBMR)

 - Gen IV project update including new proposed tasks

 - ASME HTGR roadmap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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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ASME III Div. 5 for HTGRs

 15:00 Coffee/Tea Break

 15:20         Discussion of potential expansion of PMB future interactions with ASME and other 
Code bodies (Jim Ramirez & Bob Jetter, ASME/ Bill Corwin, ORNL/ Wolfgang 
Hoffelner, PSI)

 17:00         VHTR Materials PMB follow-on activities for Code implementation (Wolfgang 
hoffelner, PSI/ Bill Corwin, ORNL)

 17:30 Adjourn for the day

Thursday, 18 March 2010 (Henry Becquerel Boardroom)

7. Business Session [2]

 08:30 Annual work plan 2010                                     (Chairs/TS)

 10:00 Coffee/Tea Break

 10:20 Schedules for documents (Work plans and reports)    

 11:20 Process for and Valuation of BPI                              (Chairs/TS) 

 12:00 Internal rules for PMB meeting                                (Chairs/TS) 

 12:30 Lunch

8. Wrap-up Session

 13:30 Other Business                                            (Chairs/TS)

 - List of Actions

 - Location and Date for Next PMB Meeting

 - Provisional Agenda

 16:00 Meeting Ad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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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집 자료

1. Technical session (1) Working Group별 황 update 자료 

2. Technical session (2) 국가별 황 update 자료 

3. Technical session (3) PMB-ASME Current future integration-ST LLC Gen IV project 

summary, Roadmap

4. Business Session (1) Materials Database

5. Business Session (2) Schedule for AWP and reports, BPI, Intern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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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VHTR CMVB 제10차 임시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일시 : 2010년 5월 24일(월)～5월 26일(수)

○ 장소 : 국 북경, 칭화  INET

○ 참석 : 5개국(한국, 미국, 남아공, 국, EU) 표  Observer 12명

■ 한국 표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노 재 만

■  주 요 의 제 

○ Project Plan 심의  확정

○ 참여국별 황보고

II. 의제별 주요 결과 

1. Project Plan 심의  확정

○ 차기 System Steering Committee에 제출할 Project Plan을 심의

  - 새로이 흑연 블록의 내진 해석 방법론 평가인 Mechanics Work Package (WP)를 

추가

  - 일본 JAEA가 형평성을 이유로 기여를 철회한 HTTR의 실험 자료를 이용한 코드 검증인 

HTTR WP는 삭제

○ [첨부1]의 2010년 WP  WP내 Task 황 참조

○ Project Plan에 국의 참여 Task와 Deliverables를 추가

  - 국은 Pebble형 원자로 해석 방법론에 계되는 부분의 Task에 참여하는 등 극

인 참여 의사를 표명함.

○ 만장일치로 Project Plan을 차기 VHTR System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  6월 19일까지 각국의 Contribution Sheet를 PMB에 통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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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국별 황보고

○ 미국

  - Westinghouse 콘소시움과 GA 콘소시움이 NGNP 개념설계의 우선 상 상자로 선정

  - Westinghouse 콘소시움은 남아공 PBMR의 산업체 분담  부담 곤란으로 미참여 결정

  - GA 콘소시움은 조만간 DOE와 계약을 체결하고 NGNP 개념설계 착수 정임(한국

원자력연구원은 GA 콘소시엄의 일원으로 사고해석 업무 담당 정).

○ EU

  - 지난해 종료된 공정열, 수소, 기 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술개발 로젝트인 

RAPHAEL과 TRU 심층연소 연구 로젝트인 PUMA의 후속으로 EU와 스 스의 34

개 기 이 참여 정인 ARCHER 로젝트(FP 7의 일환)를 기획 임. 

  - 원자력기 , 제철, 정유, 화학 업체가 참여하는 EUROPAIRS 로젝트(FP 7의 일환)를 

착수함(공정열 이용 시스템의 비개념 개발, 요구기술 개발, 실증사업 수행 체계 개

발 등 정).

○ 국

  - 2010년 하반기 콘크리트 타설을 목표로 제기된 HTR-PM의 인허가 안 해소 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 내년도에 HTR-10의 I&C를 개량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 임(이와 

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국이 실험의 사양과 차를 제안할 수 있는 국제 공동 

실험을 제안할 정). 

3. 차기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9월 20일 - 22일 랑스 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

○ 미국 INL의 Shultz 의장은 내년 로 상되는 Project 공식 출범 후 첫 번째 회의

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것을 구두로 요청함.

III. 주안   망

○ CMVB PA(Project Agreement)의 발효(‘10년 하반기 정)에 따른 Project 공식 출범

(내년 )으로 본격 인 연구 개발이 진행될 정임.

○ 랑스 CEA의 참여 철회  일본 HTTR 실험자료 기여 철회에 따른 WP 수정이 이

졌음. 향후 코드 검증을 한 실험  검증 자료 제공과 련하여 회원국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상됨.

○ System Agreement 서명을 앞고 있는 국의 본 project에 한 극 인 참여가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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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10년 WP와 WP내 Task 황

* 란색: 우리나라가 참여 정인 Task

   - WP 1. PIRT Methodology (한국 주도)

Task 목  

1.1 PIRT for TF and Safety GIF열유체/안 PIRT보고서생산(격년)

1.2 PIRT for Chemistry and Transport GIF화학/수송PIRT보고서생산

   - WP 2.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미국 주도)

Task 목  

2.1 WG for CFD Application CFD 코드 검증 차 정의

2.2 Study of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CFD validation calculation

미국의 MIR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방법론 개발

2.3 Pebble Bed Pressure Drop Behavior in 
the PBMR Pressure Drop Test

남아공의 HPTU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4 Effect of Flow Braiding on Thermal 
Mixing in the PBMR

남아공의 HPTU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5 Effect of Porosity on Convection 
Coefficients

남아공의 HPTU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6 PBMR High Temperature Test Facility 남아공의 HTTU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7 OSU High Temperature Test Facility OSU의 HTTU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8 Air Ingress INL의 Isothermal Air Ingress 실험결

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9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OSU, ANL의 RCCS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코드 검증

2.10 Fundamental Experiments for CFD 
Validation

실험자료 이용 CFD 코드의 PIRT 규명 

주요 상 계산능력 검증

2.11 Bypass Flow Characterizations 서울  Bypass 실험을 이용한 CFD 코

드검증

2.12 Other 추후 새로운 Task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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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3. Reactor Physics (남아공 주도)

Task 목  

3.1 Identification and Propagation of 
Uncertainties 불확실성 인자  해석 방법론

3.2 Quantify the Effect of the Random 
Distribution of Particles in Pebbles and 
Compacts

핵연료체(블록,페블)내의 TRISO 입자분

포 향 평가 방법론

3.3 Random packing of pebbles 노심내의 페블분포 향 평가 방법론

3.4 Resonance study 고온가스로의 공명 흡수 역 처리 방

법론

3.5 Pebble Flow Characterization 페블 유동분포 해석 방법론

3.6 Effect of Neutron Damage on Thermal 
and Neutronics Properties of Graphite and 
Consequences of Annealing during 
Temperature Excursion

흑연의 성자 조사  사고 온도변화

에 따른 열 , 핵  특성평가  안 성 

향 평가

3.7 Identification of Benchmark Excercises 핵설계 코드 검증문제 정의  DB 구

축

3.8 Benchmark Exercises 검증문제 해석

3.9 Neutronically Thin Core Modelling and 
Cross Section Representation

성자 비정이 길어서 핵 으로 얇은 

고온가스로 노심의 단면  처리 방법론

   - WP 4. Chemistry and Transport (남아공 주도)

Task 목  

4.1 Air Ingress for NACOK block 독일의 NaCOK 실험(블록)을 이용한 흑연

-공기 산화반응 모델 검증

4.2 Air Ingress for NACOK pebble 독일의 NaCOK 실험(페블)을 이용한 흑연

-공기 산화반응 모델 검증

4.3 Radionuclide Transport and Plate-out 핵분열생성물 수송해석 방법론 개발

4.4 Tritium Production and Permeation 삼 수소 수송해석  생산수소의 오염

해석 방법론 개발

4.5 Graphite Dust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흑연분진의 생성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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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5. Reactor and Plant Dynamics (미국 주도)

Task 목  

5.1 WG for System Analysis Application 계통해석 코드 검증 차 정의

5.2 EVO Helium Turbine Loop 독일의 EVO 헬륨 가스터빈 실험결과를 이

용한 시스템코드 검증

5.3 AVR Experiment 독일의 AVR 원자로 안 실증 실험결과를 

이용한 시스템코드 검증

5.4 PBMM 남아공의 PBMM 헬륨 가스터빈 실험결과를 

이용한 시스템코드 검증

5.5 OSU HTTF and ANL RCCS OSU의 HTTF  ANL의 RCCS 실험 자료

를 이용한 시스템코드 검증

5.6 Generic Code to Code Comparison on 
Transients

OECD 검증문제를 이용한 코드 간 평가계

산

   - WP 6. Mechanics (남아공 주도)

Task 목  

6.1 Seismic method verification and 
benchmarking

KAERI-PBMR 공동연구로 도출한 내진 해

석 검증 문제를 이용한 방법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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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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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itle Affiliation e-mail

Sam Suppiah Chair AECL/CA suppiahs@aecl.ca

Youngjoon Shin Co-chair KAERI/ROK nyjshin@kaeri.re.kr

Steve Herring member INL/USA sth@inl.gov

A. Miller substitute AECL/CA millera@aecl.ca

Frikkie van Niekerk observer NWU/RSA Frik.VanNiekerk@nwu.ac.za

Jan van Ravenswaay observer MTech/RSA jvr@mtechindustrial.com

Ennis Blom observer NWU/RSA Ennis.Blom@nwu.ac.za

Ik Jeong secretary OECD-NEA

GIF VHTR HP 제5차 PMB 회의 참가 보고

I. 회의 개요

□ 회의명: 제 5차 GIF VHTR HP(Hydrogen Production) PMB Meeting

□ 일시  장소

○ 일자: '10. 4. 21 ~ 22

○ 장소 : 남아공, Potchefstroom, North West University

○ 참석 : 3개국 (한국, 미국, 캐나다) 표 3인  캐나다 리 표 1인,  옵 버 1개국 

(남아공) 3인, NEA TS 1인

○ 보고자: 

- 신  (KAERI, VHTR/HP PMB Korean Representative)

□ 회의참석자 명단

II. 주요 의내용 

II-1. Opening session

 - 랑스의 향후 HP PMB 참여 불가능 ; 랑스 CEA가 VHTR  SCWR에 한 연

구비 지원을 단함으로써 2009년 말로서 원자력수소 연구가 단되었으나 제출키

로 기 약속한 기술보고서들의 제출은 이행토록 노력할 것임을 이-메일로 알려옴과 

동시에 이에 한 정보를 5월 VHTR SSC Meeting에서 랑스 표가 공식 으로 

발표할 것임을 이-메일로 통지받음.

   (회의에서의 TS 보충 언) Material PMB에는 지속 으로 참여하고 Fuel &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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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PMB에는 옵 버로 참여할 것으로 의사를 표명하 다 함.

      

 - 일본 표의 번회의 불참 배경 설명과 향후 기여 계획 ; 지난 2월에 일본 JAEA 

조직개편으로 SI공정 연구개발 그룹이 “원자력수소  열이용 연구센타” 산하의 

“수소이용 연구개발부”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속 잔무처리의 과 으로 

이번 회의에는 불참하게 됨을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개정 Project Plan의 WP 1. SI 

Cycle에서의 신규 Task에 한 기여 계획을 함께 알려 왔음. 

 - 국 HP PMB 참여 진행 상황 ; VHTR/HP PMB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하여 

자국내 ‘Management Department'의 승인을 얻었으며 재 련서류를 비 임

을 이-메일로 통지받았음.

 

 - TS변경 ; 지난 9월에 랑스 CEA에서 NEA에 견되어 VHTR System의 TS로 활

동하던 Mr. Jean-Charles Robin이 Hydrogen Production PMB의 TS 업무를 이번 

회의에서부터 KAERI에서 견된 정익씨에게 넘겨주었음. (VHTR SSC와 여타 

PMB의 TS 업무의 이 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함.)

        

II-2. Technical session

 1. 회원국별 연구진도  동향보고

미국 (INL 소속 Dr. Steve Herring 발표)

- NGNP 연구비에서 원자력수소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도 

연구비(회계기간 2009. 10. 1 - 2010. 9. 30)는 5 M$이고 2011년도 연구비도 

동일 수 임.

- 지난 9월의 시행된 Down-selection 이후, 미국의 원자력수소 연구는 NGNP 

수소생산 방법으로 고온수증기 기분해 (HTSE)법이 선정되어 이의 기술개발에 

치 하고 있으며 SI공정 연구는 단되었고 HyS 공정개발은 SRNL의 Solar 

Energy 연구비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망.

- 지난 후반기 HTSE R&D 성과로는 그 동안 지 되어온 기분해 셀의 성능 하 

원인으로 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고압 산소가 세라믹 해질 막과 

극사이에 됨으로써 delamination 상을 야기함으로써 이의 건 성을 

상실한다는 상을 규명하 고 지속 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재 1,000 시간 

운  후에도 기 비 8.15 % 만이 성능 하가 일어나도록 하 으나 Fuel 

Cell의 경우처럼 3% 이하 수 이 되도록 지속 으로 연구를 수행할 정임.

-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을 이용한 합성가스의 제조를 한 

Co-electrolysis 기술개발도 병행하고 있음.   

  ․Cathode chamber inlet com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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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H2O, 33 % H2, 34 % CO2

  ․Cathode chamber outlet composition : 

    5 % H2O, 62 % H2, 31 % CO, 2 % CO2

  ․Anode chamber outlet composition : O2

- 원자력수소 이용계획은 2025년까지 Coal-to-Gas (CTG)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HTSE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여 Fischer-Tropsch 합성반응에 

의한 디젤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개발 인 Co-electrolysis 기술에 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최종 으로는 2050년까지 연료자동차용 수소를 원자력수소로 공 한다는 

Roadmap을 소개.  

 

랑스 (회의에는 불참하 으나 e-mail로 랑스 황 통보)   

As I told to Allister by phone recently, the CEA stopped working on nuclear hydrogen at 
the end of 2009. Therefore we will not participate to the next PMB meetings. We have 
had a new organization of our division last summer, and we decided to concentrate our 
effort on SFR and GFR systems. We stopped our work on VHTR (including H2 
production) and SCWR. 

Concerning the VHTR HP PMB, we intend to produce the documents we were engaged 
to disseminate and I will prepare this remaining part of our work with Jean-Charles in 
the coming months. I will ask to our representative to the VHTR SSC to officially 
circulate this information.

 

I wish you a good meeting in South Africa.

 

Pascal Anzieu

일본 (회의에는 불참하 으나 e-mail로 일본 황 통보)

Dear Shin sa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rdial mail and sorry for the delay of this
reply.
First,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our organization working on the
R&D of HTGR heat utilization was changed in the last month, February
2010.
Formerly, as you know, the R&D was conducted at the Nuclear Heat
Technology Division of Nuclear Science and Energy Directorate. The
Division was discontinued and "Nuclear Hydrogen and Heat Application
Research Center" was established, which consists of "Small-sized HTGR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and "Hydrogen Application Research &
Development Division".
The IS study is now conducted at "IS Process Research &Development
Group" which belongs to the Hydrogen Application Research & Develop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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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reorganization intends to strengthen the activity, it does
not mean budget increase. We have a plan to demonstrate the hydrogen
production using an apparatus equipped with chemical reactors made of
industrial materials. Due to the budget limitation, its realization is
not clear and the experimental scale may be small, probably the similar
scale as our formerealass apparatus. But, wetion, somehow to carry out
the experiment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start new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nder these situation. However, we would very much like to
continue our bilateral information exchange. Also, as for GIF, I would
like to keep the present collaboration scheme in cooperation with you,
where our contribution will b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ctivity. As
for the next GIF H2PMB held in South Africa, however, I should inform
you that I will not be able to attend due to lots of odd jobs relating
to the reorganization.
Again, I am grateful for your kind message as always, and hope to keep
good cooperation.

With best regards,

Kaoru ONUKI
-----------------------------------------------------
IS Process Research &Development Group
Hydrogen Application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Nuclear Hydrogen and Heat Application Research Center
Japan Atomic Energy Agency

4002 Narita-cho, Oarai-machi,
Higashi-ibaraki-gun, Ibaraki-ken,
311-1393 JAPAN

Tel: +81-29-266-7738
FAX: +81-29-266-7741
e-mail: onuki.kaoru@jaea.go.jp
----------------------------------------------------   

   

한국 (KAERI, 신  발표)

   - 한국의 원자력수소 연구 동향 소개.(PMB회의 출장  VHTR System/PMB 간 

소내 업무연락(3월29일)에서 장종화박사 자료 비 PMB 표들에게 활용토록 

배포) 

     국가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인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과제와 의 단계에 있는 실증사업에 한 원자력 원회 

결의사항(2008년 12월 22일) 소개. 

     Candidate NHDD 시스템  Roadmap 소개.

     The Korea Herald 3월 27일자 신문기사 “POSCO, KAERI   team up for nuclear 

rector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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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까지 제출된 LLD (Technical reports 12종)  2010년 반기에 제출될 LLD 

(Technical reports 7종) 내용 보고.

   - 한국형 SI Reference Process Flowsheet 소개  2010년 소요장치 성능시험 

비 황 소개.     

       Bunsen reactor and interface control

       Electrodialysis stack

       HIx distillation column

       Catalyst-packed reactor for HIx decomposition

       Pressure boundary control and accessory test rig 

캐나다 (AECL 소속 Dr. Sam Suppiah 발표)

   - Cu-Cl Hybrid cycle 개발 황 소개

      종래의 5단계 화학반응 스텝을 3단계로 임.

      공학규모 Cu-Cl Cycle 설명  향후 게획 소개.

        최고 사용온도는 500
o
C로서 옥시염화구리(Cu2OCl2)의 열분해

         단계임.

        공정 종합시험을 한 단 공정 시험을 완료하고 향후

         2년안에 종합시험을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UOIT)에서 시행할 계획임.

        기분해 성능은 염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되었고

        해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류 도값을 나타냈는데 80
o
C 

        해온도에서 최  800 mA/cm
2
의 류 도값을 시 한

        바 있음. 이외 몇 가지 실험결과 소개. 

     - Cu-Cl Cycle용 해장치 재료 연구결과 발표.

        PTFE 캡슐내 염산/염화구리(I)/염화구리(II) 수용액에서의

        구조재료 부식시험 수행.

        백 등 9종의 속재료, Nafion 등 3종의 고분자재료, SiC 

         등 3종의 세라믹재료 등 총 20종 시험 .

        재까지 결과로서 SiC, Ta, Ta-2.5W, Pt, PTFE, Nafion, 

         Graphite 등이 무난한 재료임을 밝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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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NWU 소속 Dr. J.P. Ravenswaay외 1인 발표)

   - 열 달 시험시설(HTTF) 소개

      Pebble-to-pebble 열 달 모델 개념설명.

        기압/고온(1600oC) 시험시설인 HTTU와 고압(50 bar)/ 온

         (75
o
C) 시험시설인 HPTU 소개.

     - 남아공의 석탄소비량  수행된 Projects 소개.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the HyS process.

         Final design of combined  SO3 reactor /heat exchanger unit.

         An investigation into an improved SO2/O2 separation process.

         Nuclear hydrogen applicable to the steel industry. 

         Safety aspects when coupling a nuclear plant to a chemical             
complex.

      complex 

국 (회의에는 불참하 으나 e-mail로 국 황 통보)

   Dear Dr.Shin

Thanks for your email and the information given in the previous email. 

However, I am afraid I can not attend this meeting for some reasons.

As you know, I participated in the last H2PMB meeting held in Paris in 

last September, and proposed unofficially to the PMB that China hopes to 

join in H2PMB as a member. After returning China, we got approval from 

our management department on that issue.

Now I am preparing a document for the new PA, although I can not 

attend the meeting, I hope the members of the PMB discuss this document 

and the issue of China's membership.

By the way, I want to know if I can get permission to visit the websit of 

GIF, if yes, who should I contact and get the password.

Best regards

Ping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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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Plan 개정회의

존하는 4개의 Work Package를 5개로 확 개편 정.

존 Work Package 확  Work Package

WP1. Sulfur-Iodine(SI) Process

WP2. High Temp. Electrolysis(HTE)

WP3. Alternatives

WP4. Coupling Technologies

WP1. Sulfur-Iodine(SI) Process

WP2. High Temp. Electrolysis(HTE) 

WP3. Cu/Cl & Other Cycles

WP4. Technical Economic Evaluation of 

HP Coupled to Nuclear Reactors

WP5. Hybrid Sulfur(HyS) Process

랑스의 PMB참여 철회에 따른 WP 수정 leader 재지정  황 발표.

- WP 1. SI Process (한국) : 한국, 일본 기여계획 발표.

- WP 2. HTSE Process (미국) : 미국 기여계획 발표.

- WP 3. Cu/Cl Cycle (캐나다) : 캐나다 기여계획 발표.

- WP 4. HP Coupled to Nuclear Reactors (EU) 

- WP 5. HyS Process (RSA)

WP Revision을 9월까지 비하여 차기 PMB회의에서 확정, SSC에 보고. 

     

II-3 Business session

2010 Annual Work Plan 

  - 미국   

    ․Cell configuration과 material 에서의 열화 상 개선.

    ․최  100 cm
2
 규모 single cell 개발 ( 재는 64 cm

2
).

    ․TRL 5 수 의 가압운  시험.

    ․CFD 해석 등을 통한 설계자료 기 분석.

  - 캐나다

    ․HI/I2/H2O 3성분계 취 용 재료 Autoclave test.

    ․H2SO4/H2O 2성분계 취 용 재료 Autoclave test. 

    ․SO3 열분해 실험

    ․Cu-Cl Cycle 해 실험 

  - 한국

    ․SI 공정 소요장치 (50 L․H2/h ) 가압운  성능시험.

    ․KAERI-DySCo에 의한 SI공정 동특성 해석. 

    ․SO2 재순환 공정시험.

    ․IHX-SI공정 연계계통 비분석.

  - 일본

    ․SI 공정용 분젠반응장치 가압운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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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공정용 황산증발/분해장치 가압운  성능시험.

    ․SI 공정용 SO3분해장치 가압운  성능시험. 

    ․SI 공정용 HI분해장치 가압운  성능시험.

    ․고온 내산펌  개발.  

2009 Annual Report 작성

  - 8월까지 각국 input 자료제출.  

  - 차기 PMB회의에서 검토완료 후 SSC 제출.      

III. 차기회의 

2010년 7월 8일 13:00(Paris local time) Conference Call. 

2010년 9월 13-15일 한국 KAERI에서 6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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