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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에 효과  참여를 한 연구소 연구정책 방향 조

사․분석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세계 원자력계는 21세기 원자력부흥에 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하여 미래형 원자로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으로 추진 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원자력선진 10개국이 추진하는 

제4세  원자로 개발 국제포럼(GIF), IAEA가 주 하고 있는 INPRO가 있다. 우

리나라는 GIF의 창설회원국으로서, 한 INPRO의 회원국으로서 극 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간 정에 의한 한․미 원

자력공동연구 로그램(INERI)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en IV 

개념 개발을 한 국제 력에 참여할 정이며, INPRO의 미래형원자로  핵연

료주기의 평가를 한 연구에 참여를 권장받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에서 우리나라의 주도 연구기 으

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기술확보사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우리 연구소의 연구

개발 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en IV 개발에의 략  참여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는 연구 목 의 달성을 하여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하 다.

- 선진기술확보를 한 국제공동연구에 한 조사․분석

- 제4세  원자로 련 연구개발 동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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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INPRO의 미래형 원자로 요건 검토  참여 방안 도출

-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 방안 도출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는 다음 4가지 부문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첫 번째는 신원

자력선진기술의 국제공동연구에 한 조사를 수행하여, GIF, I-NERI, INPRO의 

황을 분석하 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제4세  원자로 련 연구개발  기술 수  그리고 

INPRO 미래형 원자로 요건 개발 황을 분석하 다. 연구개발을 한 기술지도

에 나타난 노형별 연구분야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련 연구개발  기술 황을 

기술하 다. 

세 번째로 IAEA가 주 하고 있는 INPRO 로그램에 하여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분야에 근거한 참여방안의 제시와 기술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을 수

행하 다. 

마지막으로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을 한 기획안의 개발

에 있어,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심 연구개발 분야와 우리 연구소의  추

진 분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기획안은 한국표 형원 (KSNP)과 신형경

수로(APR1400) 후속모델로 력생산 목 의 제4세  원자로를 국제공동으로 연

구개발하는 것과 이와 련된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선진기술확보사업의 기획시에 GIF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기본 략으로 하고, 내부 으로는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  활용을 도모하기 

해 선택과 집 이라는 략에 의거하는  추진분야의 선정 방안을 도출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우리연구소가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한 우리나라가 미래 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구소의 Gen IV 개발에의 략  참여방안은 우리 

연구소 장기연구개발정책  경 정책 수립에 반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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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Investigational Analysis on Research Policy of KAERI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I. Objectives of the Projec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innovative energy 

system is being activated for preparing the future nuclear renaissance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Exemplary programs of these international movement are GI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being driven by 10 advanced nuclear technology hold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U.S., and the INPRO of IAEA. Korea has bee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se two programs as an original signatory of the GIF 

Charter and a regular member of INPRO. Parallel with these programs, Korea and 

U.S. have cooperated in the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programs, since 2001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Korea 

is going to star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Gen IV development in the near 

future, and members of the INPRO have urged Korea to join the Case study of 

INPRO.

KAERI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of Korea's nuclear R&D, should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drawing-up a plan for effective 

performance is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aiming at investigation of 

status of futur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development and setup of the 

strategic plan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KAERI in "Advanced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for successful achievement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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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related to GIF, 

IAEA INPRO, INERI between Korea and U.S.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D related to Gen 

IV

- Support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related to the INPRO and planning for 

effective engagement in the project

- Development of draft executive national plan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R&D projects on Gen IV

IV. Results

In this study, results were mainly made in four fields. First, this study 

survey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utur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and  

the present progress of GIF, I-NERI and INPRO. Second, international R&D and 

technological state relating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and future energy 

system requirement of IAEA INPRO were analyzed. Recommended R&D fields in  

technology roadmap for Gen IV, the R&D and the state-of-the-art of major countries  

were described. Third, we suggested the participation plan on the INPRO for the 

KAERI, and perform technical review and consultatory support. Finally, draft 

executive national plan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R&D projects on Gen IV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national nuclear energy R&D and KAERI's. Drafted 

plan was made in Technical Committee composed of national experts concerned to 

nuclear technology, and the objective of national plan is development of Gen IV 

systems as main future electricity production system and related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cycle technolog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cally, in the basis of 

collaboration in GIF international R&D, and in accordance with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principle for efficient use of domestic resources, 3 major field of 

priority were selected, they are ; 1) Sodium-cooled fast reactor core and system 

design, 2)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cycle and advanced material technology, and 3) 

Key source technologies for new concept Gen IV systems. Planning report for these 

is appended next to mai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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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roposals for Application

This study can furnish the base of the effective conduction of KAERI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R&D for Gen IV, and contribute to the acquirement of 

future nuclear key source technology.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reflected in 

mending the KAERI's long term R&D policy and futur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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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 배경  필요성

세계 원자력계는 21세기 원자력부흥에 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하여 제4세 형 원자로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으로 추진 

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원자력기술선진 9개국은 2001년 7월 제4세  원자

로 국제포럼(GIF; Gen IV Nuclear Energy System International Forum)을 결성

하고, 제4세  원자로를 공동개발하기로 하 다. 한편, IAEA도 신원자로개발 

로그램인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Reactors and Fuel 

Cycles)를 추진하여 오고 있고, 유엔 산하 3개기  (OECD/IAE, IAEA, 

OECD/NEA)은 미래 신 원자로의 가능성  개발방향 등에 해 조사․분석한 

“Three Agency Study"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IAEA의 INPRO 로그램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 미래 신 원자로개발 움직임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GIF의 창설회원국으로 제4세  원자로 개념의 평가와 선정에 참여하

여 왔고, INPRO 로그램에도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인 움직임에 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미래 신원자로 개발과 발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간 정

에 의한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로그램(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을 2001년부터 추진하여 왔고, 2002년도에는 2003년도 신규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양국의 선진 원자력기술 공동연구 력이 강화되고 있

기도 하다.

국제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래 신 원자로 국제공동개발에 응

하여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설치하고 원

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 기획 원회를 구성․운 하는 등의 시 으로 응하여 

왔다. 한 미래 신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움직임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서는 국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개발 추진방안을 기획하는 것에 한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GIF에서는 2002년 7월 Gen IV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에 

의거하여 제4세  원자로형으로 6개 개념을 선정하고, 이에 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 고, IAEA INPRO는 국제공동연구 로젝트로 개발한 미래형 원

자력시스템의 요건과 방법론의 용을 한 Case Study를 계획하고 있는 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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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신 원자로 국제공동개발이 차 구체화되고 있는 을 감안하며, 우리나라의 

추진방안에 한 구체 인 기획의 조속한 수행을 하여 재 우리연구소를 주

기 으로 한 기획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미래형 신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연

구개발의 주도 연구기 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의 

연구개발 자원  환경을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의 참여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제2  연구 목표  내용

본 연구는 국제 인 미래 신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움직임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우리나라의 제4세  원자로 개발의 구체 인 추진 방안에 한 

기획(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  원자력선진기술개발을 한 국내․외 추

진 동향에 한 조사․분석을 실시하 다. 국내․외 동향의 범 는 원자력선진기

술확보사업의 상 분야 범주에 속하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을 심으로 하는 

GIF, IAEA의 INPRO,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가 해당된다.

한, 우리나라의 추진방안 기획(안) 개발의 기 자료 확보를 하여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하 다. 국내에서는 제2

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의 미래 신 원자로 개발에 한 정책, 원자력연구개

발사업에서의 연구 추진 동향 등에 해 조사하 으며, 해외에서는 선정된 제4세

 원자로 개념과 련한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하 다.

세 번째로 IAEA가 주 하고 있는 INPRO 로그램에 하여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분야에 근거한 참여방안의 제시와 기술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을 수

행하 다. 개발된 미래형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의 요건  방법론의 평가를 

한 Case Study에는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DUPIC 핵연료주기를 상으로 하

고,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하 다.

마지막으로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한 기획

(안)을 개발하 다. 기획(안) 개발을 하여 먼 ,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추진여건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4세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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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의 필요성, 개발 상  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 략 등에 한 

방안을 개발하 다.

제3  연구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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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련된 국제동향의 모니터링과 련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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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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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GIF 정책  문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된 

문가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 다. 

두 번째는 국내의 계 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요 정책  

결정사항에 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 다.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추

진 등의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련된 사항의 심의를 하는 원자력선진기술 

기획 원회와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국내 기술 원회의 자문을 받고 연구소 

문가가 이에 주도 으로 참여하도록 하 다. 

, 본 과제는 소내의 단장  정책자문회의와 연구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

여, 선진기술확보  개발방향에 한 연구소 정책방향을 설정하 고, 연구소내 

선진기술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반 하도록 하 다. 재 GIF, INPRO에 참여 인 소내 문가와 GIF와 INPRO

에 기술자문을 수행 이거나 정인 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연구지원부, 정책

연구부의 조를 받아 재 수행 인 연구소 R&D와 연계된 효율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  단기  의 연구소의 R&D 정책방향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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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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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 추진 황

제1  제4세  원자로 국제포럼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제 원자력계는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을 활발하게 

모색하 고, 새로운 방향의 하나로서 신 개념의 원자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에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미래의 격한 에 지 소비 증가에 비

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發展에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서

는 기존의 원자로와는 다른 신 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

기와 함께 미국에서도 원자력계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요청되고 있어서, 미국 에

지부(DOE)는 2000년 1월 세계 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8개국(한국, 일본, 

랑스, 국, 남아공,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에 해 Gen IV 공동개발을 

한 의견교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원자력개발 정책책임자  회의로서 

개최되었고, 향후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정책그룹회의(Policy 

Group Meeting)의 발단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향후 50년간 력소비는 개도국을 심으로 격히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한 지구환경문제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을 염두에 두어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요해 질 것이라는 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다자간 력 형태로써 Gen IV 개발 필요성에 공감 를 형성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Gen IV 력 개발을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 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 력을 통한 Gen IV 개발 추진을 하여 GIF가 

상기한 9개국이 참여하여 결성되었고, 정책그룹과 문가그룹을 두어 회의를 개

최하여 오고 있다. 

먼 , 과거의원자력시스템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평화 으로 이용되기 시작

한 이후 도입된 원자력시스템을 제1세 (Gen I)부터 제3세 (Gen III)로 구분하

고, 향후 2030년 이후를 책임질 원자력시스템을 제4세 (Gen IV)로 정의하고 있

다. 

Gen I은 1950년 에 도입된 창기 원자력시스템들로서 국의 Magnox형 

원 과 미국의 Shippingport 원 이 표 인 이다. Gen II는 원자력발 소가 

본격 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  이후에 건설․운 된 발 소들로서 재 

세계 으로 운 되고있는 부분의 원 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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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울진  월성에 건설된 기 원 들이 제2세  원자력시스템으로 분류

될 수 있다. 

Gen III는 1980년  이후 표 화되고 개량화되어 1990년  반에 도입이 

시작된 원 들이 이에 해당된다. 표 인 로는 우리나라의 한국표 형원 인 

KSNP, 미국의 AP600, ABWR 등을 들 수 있고, 최근 미국이 2010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시스템들이 Gen III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좀더 개선

된 제3세 +(Gen III+)라는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는 우리나라의 

APR-1400이 해당된다. 

Gen I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Gen III+                              Gen IV

제1세대 원전

제2세대 원전
제3세대 원전

제3세대+ 원전
제4세대 원자로

Evolutionary
Design offering 
Improved 
Economics for
Near-Term
Deployment

(2015년까지 건설
운영을 목표한
개량형 원자로)

• Highly 
Economical

• Enhanced 
Safety

• Minimal 
Waste

• Proliferation 
Resistance

(202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한
혁신 원자로)

• Shippingport
• Dresden, Fermi I
• Magnox

• LWR – PWR, BWR
• CANDU
• AGR

• ABWR
• System 80+

Early Prototype
Reactors

Commercial Power
Reactors

Advanced
LWRs

Gen II Gen IIIGen I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Gen III+                              Gen IV

제1세대 원전

제2세대 원전
제3세대 원전

제3세대+ 원전
제4세대 원자로

Evolu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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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for
Near-Term
Deployment

(2015년까지 건설
운영을 목표한
개량형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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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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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al 
Waste

• Proliferation 
Resistance

(202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한
혁신 원자로)

• Shippingport
• Dresden, Fermi I
• Magnox

• LWR – PWR, BWR
• CANDU
• AGR

• ABWR
• System 80+

Early Prototype
Reactors

Commercial Pow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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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I Gen III

우리나라
고리
1/2호기

한국표준형
원전(KSNP)

APR1400
SMART

제4세대
원자로

<그림 2-1> 원자력시스템의 변천

결국, Gen IV는 이들 제3세  원자력시스템으로는 향후 2030년 이후의 원

자력발 의 경쟁력과 국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을 고

려하여 2030년 이후를 겨냥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신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GIF의 추진 경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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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Gen IV 정책그룹회의 (2000년 1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0년 1월 미국이 주도하여 한국, 일본, 랑스,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 남아공의 8개국의 원자력개발 련 정책결정자

 문가들을 청하여 Gen IV 정책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Gen IV개발의 필요

성 등에 공동 인식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들 국가를 심으로 하

는 Gen IV 개발 활동을 본격 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표들은, 향후 50년간 력수요가 성장할 것이라

는 것, 재 20억의 인구가 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삶의 질이 하되어 

있다는 것, 지구  환경오염에 한 세계 인 심이 계속 증 하고 있다는 것, 

원자력이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의 방출 없이 세계 력공 의 17%를 차지하

고 있다는 것, 원자력이 미래의 요한 력공 원으로서 역할하고 환경보 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 향후 20년간 제3세  원자력기술이 비용경쟁력 향상이 더 

요구된다고 할 지라도 몇몇 국가에서는 경쟁력있는 력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

이라는 것, 미래 원자력기술은 미래 핵연료주기기술과 부합되게 개발되어져야 한

다는 것,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은 경제성․안 성․에 지공 안보․방사성폐기

물 리  핵확산 항성 측면에서 개선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들 기술들이 선진

국과 개도국 모두가 동등하게 근 가능하여야한다는 것, 제4세  원자력시스템

은 국민수용성을 크게 진척시켜야 하고 특히 비용 경쟁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들 기술개선을 하여 장기 인 연구개발과 실증을 

유인하고 방사성폐기물 안을 해결하며 인력과 기술하부구조 구축을 해 투자

하고 21세기의 효과 인 원자력규제를 보증하는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인식

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 다.

첫째,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미래의 한 안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이것은 다자간 력에 기 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 가능하다면 정부간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다음 단계로서 정부간 기술 인 표자들로 구성되는 그룹에 Gen IV 

련 기술 안에 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미래 다자간 력에 한 연구개발 

추진 권고안을 만들도록 한다.

이 공동선언문에 따라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이 결성되었고, 

지 까지 Gen IV 개발 방안 논의를 한 회의가 계속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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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싱턴 Gen IV 문가그룹 회의(2000년 4월)

이 회의는 이  회의에 참석한 9개국의 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로서, Gen 

IV 개발 련 심분야에 해 국별로 발표하고, 다자간 력에 의한 Gen IV 개

발추진의 구체  방안을 논의하 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Gen IV 개발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70개 연구분야에 

해 각국의 심정도가 조사되었고, 이것은 후에 양국간 력연구 형태인 

I-NERI (International NERI) 력의 기 자료로서 활용되었다.1) 

Gen IV 개발 력을 한 투자재원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 다. 각국의 매년도 산회계제도를 고려하여 각국의 독자 인 투자형식을 

취하도록 하 고, 각국은 연구목 을 하여 정한 연구비를 부담하고 각국간의 

산 이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단, 다른 나라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서는 비용을 인정하기로 하 다.

이번 회의에서는 GIF 회의를 정책그룹과 문가그룹으로 구성하여 운 하

는 것으로 하고, 정책그룹은 동 사업을 총  조정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개최

하도록 하 고, 문가그룹은 사업의 진도와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는 것

을 임무로 하면서 실질 인 력사업을 리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의하며 필

요 조치사항을 정책그룹에 권고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역할분담에 한 강

이 정해졌다. 이후의 GIF 회의들은 정책그룹회의와 문가그룹회의로 나 어져 

진행되었고, 많은 경우 정책그룹과 문가그룹 연석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3. 서울 GIF 정책/ 문가그룹 회의 (2000년 8월)

서울 GIF 회의는 2000년 4월 워싱턴 Gen IV 문가그룹회의에서 본 회의

의 서울 유치를 표명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이는 Gen IV 개발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극 인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임과 함께, Gen IV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 다.

서울 GIF 회의에서는 GIF라는 명칭이 정식 사용됨과 더불어, GIF 헌장 채

택을 한 안 검토가 있었고, 정책그룹과 문가그룹 연석회의로 개최되어 

Gen IV Technology Roadmap 추진방안이 본격 논의되었다. 

1) 후에 기술할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공동연구 로그램인 한․미 I-NERI는 상기 조사분야를 
심으로 수행분야를 선정하 는데, 2001년도에는 이 에서 경수로 분야와 I&C 분야가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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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에서 제시된 GIF의 정책 인 안사항은 GIF 조직 구성 문제, GIF

와 국제기구간의 계 설정과 회원국  비정부단체의 참여 등이었다. GIF 조직 

구성에서의 안으로 먼 , 공식 인 조직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고 개

념 정립단계에서 유동 이지 못하다는 단 이 거론되어 비공식 인 회의체 형태

가 깊게 논의되었다. 국제기구와의 계에 해서는 운 은 독립 이나, 자료의 

공유, R&D에의 기여 등에 해서는 력  계를 가져야 한다 을 고려하

다. 

스 스, 요르단 등이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회원국 

가입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회원국의 신규 가입 등에 해서는 헌

장에 명시하도록 하 으나, 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제됨에 따라 회원국의 

가입요건으로서 활발한 자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야 하고, 제4세  원자

력시스템 개발을 한 동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충분하며, 한 연구결과에 

해서는 비독 으로 교환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한편, 러시

아에 해서는 본 GIF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정 인 문제 등을 이

유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외에 비정부단체의 참여 방안에 

한 설명이 있었으나, 구체 인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 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비 과 추진방향과 련하여 기술지도 작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되었다. 2030년 이후의 력 수요에 부응할 신 인 원자력시스

템의 개발에 을 두되, 비 력 이용인 수소생산, 담수화, 공정열 등을 고려하

며 재의 규제 정책이나 인 라에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제4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 비 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하여 기술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의 향후 계획에 한 설명이 있었다.

서울 회의에서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구체 인 실천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많은 진 을 보았다. 그러나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목표에 한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한 논의는 다음 회의까

지 구체 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4. 리 GIF 정책/ 문가그룹 회의 (2001년 3월)

리 GIF 회의에서는 GIF 헌장 검토와 서명을 한 의견 조율, Gen IV 기

술 목표에 한 검토, 기술지도 차에 한 검토  회원국의 참여 방안, Gen 

IV 추진을 한 국제 력 모델 검토와 함께 Gen IV 기술지도 작성에 참여할 회

원국의 문가 추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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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리회의에서는 GIF 헌장을 확정하 고, 헌장 서명에 한 회원국의 

입장  의견 발표가 있었다. GIF 헌장은 GIF의 정신을 담고, GIF 운  방향 등

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GIF가 공식 인 국제회의체로서 성립시키기 해 본 헌장

에 참여국들이 서명하기로 하 다. 

이에, 각국은 헌장 서명에 해서 체로 동의하 으나, 자국내 다른 부처

와의 의 등에 따라 서명 시기에 해서는 다른 의견들을 보 다. 특히 일본의 

경우 주무 정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 고, 미국은 일본

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 다. 서명주체는 각료  아래에서 정하

는 것으로 체 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헌장의 발효는 5개국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이후에 참가하고

자 할 경우에는 원서명국 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 다. 마찬가지로 신규 

회원국의 참가도 회원국 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7

월에 참가 9개국 모두가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으로 발효되게 되었고, GIF

가 공식 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Gen IV의 기술목표(Technology Goal)는 3개 목표 분야와 8개의 목표로서 

설정하 다. 즉, 지속성(Sustainability), 안 성(Safety and Reliability)  경제성

(Economics)을 3개 목표 분야로 정하고, 이들 3개 분야에서 8개 기술목표를 확정

하 다. 그리고, 기술지도의 작성은 수냉각형 원자로, 가스냉각형 원자로, 액체

속 냉각형 원자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노형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도록 하고, GIF 회원국으로부터 문가들을 추천2)받아 공동 추진하는 방식을 취

하게 되었다. 

한편, IAEA와 OECD/NEA 등 국제기구의 참여 요구에 하여는 공식 인 

회원국으로 하기보다는 참 기구로서 하기로 합의하고, GIF 헌장에 구 참 기

구로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 다. 

리 회의는 Gen IV 기술지도 작성을 한 문가 그룹을 확정하게 됨에 

따라 GIF가 실질 인 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후에 Gen IV 기술지도 작

성이 핵심 인 논의사항이 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수냉각형 원자로 그룹에 박종균(원자력연구소), 이윤 (두산 공업), 

가스냉각형 원자로 그룹에 김신환(한국 력기술주식획사), 액체 속냉각형 원자로 그

룹에 한도희(원자력연구소), 서균렬(서울 학교), 기타 원자로형 그룹에 박원석(원자력

연구소)을 기술지도 작성에 참여할 문가로서 추천하 고, 후에 핵연료주기 crosscut 

그룹에 양명승(원자력연구소)을 문가로서 추천하여 총 7명의 문가가 Gen IV 기

술지도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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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애미 GIF 정책그룹 회의(2001년 10월)

GIF가 공식 인 국제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인 마이애

미 GIF 회의에서는 Gen IV 기술지도 추진상황 검, GIF의 세부운 방안  신

규 회원국 가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Gen IV 기술지도 추진상황에 한 논의에서는 Gen IV 개념 선정에서 기

 등에 한 가 치 부여 방법에 해 GIF에서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

견에 인식을 같이 하 고, Gen IV 개념 최종 선정 에 련 논의를 한 GIF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 다. 

GIF의 원활한 운 을 하여 GIF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무국

(Secretariat)을 두기로 하고, 2002년 말까지는 미국이 Gen IV 기술지도를 주도

으로 수행한다는 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사무국을 맡기로 하는 등 GIF 운 지

침을 검토하 다. 이에 따라 GIF 운 은 GIF 회의 개최국과 사무국이 력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한편, 스 스의 신규회원국 가입에 한 논의가 있었고, 다음 GIF 회의 시

까지 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다. 

6. 런던 GIF 정책/ 문가그룹 회의

런던 GIF 회의(2002년 2월 런던에서 개최)에서는 신규 회원국 스 스 가입 

승인, Gen IV 개념 선정을 한 기술  평가 방법 논의, 임무(mission)를 고려한 

개념 선정 방안 논의  Roadmap 안 검토 등이 주요 의제 다. 당시 Gen IV 

기술지도 작성, 특히 Gen IV 개념의 선정을 한 기술  평가가 마무리를 향하

고 있는 단계에서 이에 한 논의가 가장 요한 의제 다.

Gen IV 개념 선정을 한 기술  평가방법 논의에서는 재의 개념 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1차 인 검토가 있었다. 평가는 상  8개 개념에 

가스로 개념 5개 모두, 액체 속로 개념 3개가 포함되고, 경수로와 기타는 한 개

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기술  평가방법에 의한 비평가 결과 가스로 개

념들이 안 성과 경제성에서 높은 수를 받고 있고, 액체 속로는 지속성

(Sustainability)에서 높은 수를 받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  평

가방법에 의한 수는 기 (criteria)에 한 가 치 변화 등으로 순서가 크게 변

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에, 정책  평가를 한 GIF에서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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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망되었다. 즉, “임무(mission)”를 고려한 개

념선정 방안이 본격 논의된 것이다.

이는 재 TWG(Technical Working Group)등에서 수행 인 기술 인 평

가(Concept Evaluations와 Estimated Development Cost) 방법에 더하여, 정책

인 결정을 반 하는 틀로서 후보 개념들이 제안된 임무(mission)에 한 충족정

도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임무(mission)에 한 사항은 GIF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4가지 임무(mission), 력생산, 폐기물처리, 핵물질 재생산, 수소 생

산이 일차 인 고려 상이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Gen IV 개념을 선정하고자 하는 차(selection 

process)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 방안을 5월 리 GIF 회의(’02. 5. 22)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 다. 

한편 INTD(International Near-term Deployment) 추진에 한 논의도 있

었는데, 먼  INTD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서 개발이 많이 진 되어 국가 지원에 

의한 개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민간 차원의 개발이 필요한) 개념에 해, 

Gen IV 개념 선정 과정에서 빼내어 Near-term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제안되었

다. 이에는 유럽의 EPR과 한국의 APR-1400 등이 Gen IV 개념 평가에서 논의되

지 않고 있는 반면, 2015년까지의 단기 인 면에서는 이들 노형이 건설․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의 효과 인 개발이 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INTD의 추진방안에 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하 다.

7. 리 GIF 정책/ 문가그룹 회의

리 GIF 회의(2002년 5월, 리에서 개최)에서는 Gen IV  I-NTD 개념 

선정, I-NTD 추진방안에 한 의  신규 회원국에 한 논의가 주요 의제

다. 이  가장 요한 의제는 Gen IV  I-NTD 개념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많

은 논의 끝에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  I-NTD 개념은 재 Gen IV 

기술지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원자로를 상으로 선정하고, 한국의 APR-1400 등

은 추가로 제안을 받기로 하 다.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APR-1400을 I-NTD 

개념으로 제안하 다. 표 2-1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개념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체형원자로 SMART는 I-NTD의 IPSR 그룹에 포함

되어 있고, 액체 속로형인 KALIMER는 Gen IV의 Na Metal Pyro 그룹에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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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I-NTD 개념 제안은 ’02년 6월 16일까지로 하고, 이후 문가그룹의 

평가를 거친 후 차기 GIF 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하 다. 

8. 리우 GIF 정책/ 문가그룹 회의

2002년 7월에 개최된 리우 GIF 정책/ 문가 그룹회의의 주요 의제는 Gen 

IV  INTD 개념의 확정, 러시아 등 신규 회원국 가능성, Gen IV R&D 수행 

방안  력방안, 국가별 연구개발 심분야 매트릭스 비(안) 작성, 민간사업

체의 Gen IV개발 참여  Gen IV 개념 선정에 한 보도문 작성이었다.

<표 2-1> Gen IV  I-NTD 후보개념 비선정 결과

I-NTD Gen IV

CANDU-NG (수냉각로형)

- 캐나다의  차세 형  CANDU가 

표  노형

GFR (가스로형)

- 신개념의  가스냉각  고속증식로로서,  

랑스  CEA 등에서  제안

IPSR (수냉각로형)

- 우리나라의 SMART, 미국 

WEC사의  IRIS가  표  노형

MSR (기타 노형)

- 용융염냉각형  원자로로서  미국 ANL 

등에서  제안

PBR (가스로형)

- 남아공의 PBMR가  표  노형

Na Metal Pyro+Na MOX Aq. 

(액 로형)

- 우리나라의  KALIMER, 미국 

GE의 SPRISM(이상 

Pyro-process), 일본의 Monju, 

랑스의 Superpheonix (이상 

Aqueous process)가 표  노형

PMR (가스로형)

- 미국 GA의  GT-MHR이  표  

노형

Pb/Bi Battery (액 로형)

- 신개념의  액체 속로로서, 미국 ANL 

등에서  제안

SCWR-F/T (수냉각로형)

- 임계증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냉각형  원자로로서, 일본, 한국, 미국 

등에서  제안

VHTR (가스로형)

- 고온열  생산이 목 인  고온가스 

냉각로로서 일본의  VHTR이  표  

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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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가장 요한 것은 Gen IV 개념과 INTD 개념에 한 회원국

들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Gen IV 개념은 2020년 내지 2030년경에 건설․운

될 수 있는 신 인 원자로로서 4가지 기술목표 지속성, 안 성, 경제성  

핵확산 항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스템들이다. INTD 개념은 재의 개량형 원

자로들보다 더욱 경제 이고 안 성이 우수한 차세  개량형 원자로들로서 2015

년경에 건설․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INTD는 재에서 Gen IV 넘어가는 징

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세계 인 원자력산업의 부활은 INTD

의 도입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GIF에서는 Gen IV 원자로로서 6개 개념을 표 2-2와 같이 확정하고 이에 

해 공동 연구개발 력을 추진하기로 하 다. 

<표 2-2> 최종 확정된 Gen IV 원자로 

Gen IV 원자로
최  상용화 

시기 (년)
비고

GFR (Gas-cooled Fast Reactor) 2025 가스냉각 고속로

LFR (Lead-cooled Fast Reactor) 2025 납냉각 고속로

MSR (Molten Salt Reactor) 2025 용융염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2015 소듐냉각 고속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2025 임계수냉각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2020 고온가스로

표에서와 같이 지속성 목표에 부합하기 해 고속로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소에 지 생산 이용 등 원자력의 확 이용을 겨냥한 고온가스로에 

한 심이 높은 것도 입증되고 있다.

한편 INTD 개념은 지난 리 회의 이후 회원국 등으로부터 추가 개념을 

제안받았고, 이를 반 한 결과를 크게 분류하여 5개 시스템 그룹에 16개 개념이 

아래 표 2-3과 같이 확정되었다.

표 2-3에서와 같이 제시된 개념들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인허가 단계에 있

는 것( 로 우리나라의 APR-1400, 유럽의 EPR 등)과 아직 연구개발 항목이 남

아 있는 개념( 를 들면 IRIS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 개념들은 산업체가 경

제  논리에 따라 개발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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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이들 개념들을 건설하고 운 하고자 할 경우 정책 인 배려사항이 무엇인

가를 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면, 인허가 안 사항 해결, 인허

가 단순화 등이 있다.

<표 2-3> 최종 확정된 INTD 원자로

그룹 포함 개념 비고

ABWR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ABWR II, ESBWR, 

HC-BWR, SWR 1000

APTR
(Advanced Pressure Tube Reactor)

ACR-700

APWR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AP 600, AP 1000,  

APR 1400, APWR+, 

EPR

우리나라의  

APR 1400 포함

IPSR
(Integrated Primary System Reactor)

IRIS, CAREM, IMR, 

SMART

우리나라의 

SMART 포함

MHTGR
(Modula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GT-MHR, PBMR

이번 회의에서는 ’02년 5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원자력

력 합의사항에 해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이를 반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러시아의 GIF 참여, 미국의 INPRO 참여가 검토되었다. 미국은 GIF에의 러시아 

참여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 러시아의 원자력분야 강  기

술인 납냉각로 분야를 Gen IV 개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이에 해 회원

국간 논의 결과 기존에 선정된 바 있던 Pb/Bi Battery 개념을 Pb Large 개념으

로 확 하는 것에 찬성하 고, 이 개념이 Pb Alloy-cooled Reactor로서 Gen IV 

개념으로 최종 선정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에 해서는 차기 회

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 다.

Gen IV 개념의 선정으로 GIF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에 환 이 마련되었

다. 즉 지 까지의 개념선정에 한 논의에서 선정된 개념에 한 연구계획  

연구 력 방안 수립이 주 논의 으로 부각된 것이다. Gen IV 연구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력 추진방안을 마련이 매우 요하다. 이는 

Gen IV 개발이 GIF를 통한 국제 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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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고, 이 경우 공동연구를 한 재원의 분담과 국가별 역할, 이를 통합

하는 시스템  지 재산권에 한 사항 등이 요한 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논의를 착수한 리우 회의에서이다.

연구 력 추진을 해 제안된 안에 따르면 Gen IV 각 개념별은 수개의 

연구개발 로젝트로 구성되고, 각 Gen IV 개념별 연구개발 력 정이 체결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 재산권 등의 문제에 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고, OECD/NEA의 역할에 한 분명한 정의가 아직 없는 등에 따라 GIF 

사무국에서 상기 사항들을 반 한 안을 작성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 다.

한편, Gen IV 연구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Roadmap 보고서의 안이 발표

되었고, 이에 한 회원국들의 검토가 있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비 문가 상

의 요약보고서와 문가 상의 상세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 Gen IV 개발 타당

성과 Gen IV 개념 선정과정  결과 그리고 R&D 필요성과 내용 등이 주요 내

용일 것이라는 것, 개념별 R&D 추진은 Viability와 Performance  

Demonstration의 3단계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 등이었다. 최종 Roadmap 보고서

는 12월  발간될 정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 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하

다.

한편, Gen IV 개발이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야 실효성이 있다는 

을 고려하여, Gen IV 개발에의 민간산업체 참여 방안에 한 의가 있었다. 

의에서 민간 산업체의 참여 방안을 본격 논의할 장을 만드는 것이 시 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하여 2003년도 반기에 GIF 주 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

원국은 본 안에 하여 자국내의 검토 의견을 GIF에 송부하도록 하 다.

그리고, Gen IV 개념이 선정되었고, 한 Gen IV Technology Roadmap이 

완성되었다는 을 고려하여 GIF 회원국 공동의 언론보도문 작성을 의하 다. 

이를 해서는 국과 랑스  스 스가 안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 회의 

까지 검토 확정하도록 하 다.

기타, 핵확산 항성과 물리  방호에 한 기술  검토와 방안 마련을 책

임질 문가그룹 구성을 한 회원국의 문가 추천을 의뢰하 고, 차기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2003년 3월에는 남아공에서 GIF 회의를 개최하도록 잠정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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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쿄 GIF 정책그룹 회의 

도쿄 GIF 회의(2002년 9월, 도쿄에서 개최)에서는 Gen IV R&D 선호도 보

완, Gen IV R&D 추진방안, Gen IV 개념 선정 승인에 따른 공동 언론보도문 작

성, 민간 산업체 참여 방안, 기타 정책 안이 의제 다.

도쿄 회의의 요 사항은 Gen IV 개념을 최종 확정하고, 회원국별 Gen IV 

R&D 선호도 보완이 있었으며, R&D 추진방안의 그림 안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최종 확정, 즉 GIF에서 승인한  Gen IV 개념은 지난 리우 회의에서 확정

된 것과 동일하나, 용량 Pb Alloy Cooled Fast Reactor 개념을 용량  소용

량을 포 하는 Lead-Cooled Fast Reactor 개념으로 통합하여 확정한 것만 차이

가 난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러시아의 GIF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리우 회의 이 에 선정되었던 Pb battery형 원자로가 

LFR 개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쿄회의에서는 지난 리우 회의에서 비로 조사되었던 회원국별 

Gen IV R&D 선호도에 한 수정 보완이 있었다. 다음 표는 각국이 수정 제시

한 국별 선호도이다.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와 라질은 회의에 불참하여 선호도 

표명을 하지 않았다. 랑스와 캐나다  스 스는 비조사 때와 동일한 선호도

를 표명하 으며, 미국과 일본, 남아공  한국은 일부 개념에 한 선호도를 수

정하여 표명하 다. 미국은 GFR, SCWR  SFR에 한 선호도는 동일하 고 

VHTR을 High에서 Medium으로, LFR을 High에서 Medium으로, MSR은 심없

음에서 Low로 수정하 다. 일본은 SCWR을 High에서 Medium으로 변경한 것외

는 과 동일하 다. 남아공은 GFR을 심없음에서 Medium으로, VHTR을 

High에서 Medium으로 변경하 고 나머지는 모두 지난번과 같이 심없음을 표

명하 다. 우리나라는 GFR이 심없음에서 Low로, LFR은 과 같이 Low로, 

MSR은 심없음에서 Low로, SCWR과 SFR은 과 같이 High로, VHTR은 

High에서 Medium으로 변경되었다. 국은 에 표명하 던 애매모호한 태도에

서 벗어나 Gen IV R&D 선호도를 명확하게 표명하 다. 국은 가스로형에 

해 High를 표명하고 나머지에는 은 심을 표명하는 등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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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GIF 회원국별 Gen IV R&D 선호도 표명 (’02.9)

(주) H : High, M : Medium, L : Low, X : No Interest, 

     N : Not Reported, * : Lead Coordinating Country

국가 GFR LFR MSR SCWR SFR VHTR Crosscut

아르헨 N N N N N N N

라질 N N N N N N N

캐나다 X X X H* X X H(multiple areas)

랑스 H L L M H H* H(fuel cycle)

일  본 M L X M H* H H(multiple areas)

한  국 L L X H H M M(multiple areas)

남아공 M X X X X M M(materials)

스 스 H H* X H X M
H(automation, info tech., 
materials, fuels, waste 
min., fuel cycle)

  국 H X L L M H H(fuel, waste min., 
non-prolf., infor tech.)

미  국 H* M L H M M H(fuel cycle, fuels, 
materials)

앞의 표에서 보면, 각 개념별로 leading coordinating country를 정하고 있

는데 이들 국가들은 향후 개념별 로젝트 개발에 한 참여국간 의를 주도

으로 주선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3) 향후 본 R&D 선호도는 Gen IV R&D 로

젝트가 개발되고 력수행이 본격화되는 시 까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망되었다.

도쿄 회의의 요성은 Gen IV R&D 계획  추진방안에 한 본격 인 

논의가 개시되었다는 것에 있다. 랑스가 비하여 발표한 R&D 추진방안(안)은 

다음 그림 2-2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leading coordinating country는 로젝트 개발까지만 회권국간 논의를 주선하고 주도

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실질 인 로젝트 수행 는 개념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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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Policy Group

GIF Expert Group Expertise 
Tank

GIF countries 
interested in concept X

(x= 1 to 6)

Technical Committee

GIF countries 
interested in concept X

(x= 1 to 6)

Technical Committee

Funding countries 
of Specific R&D 

Project y

Steering Committee

Funding countries 
of Specific R&D 

Project y

Steering Committee

Concept x
Integration and

Assessment overview

Concept x
Integration and

Assessment overview

Specific R&D
Project y

Specific R&D
Project y

Report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Direct

<그림 2-2> 랑스 제안의 Gen IV R&D 추진체제 (안)

그림 2-2에서와 같이 Gen IV R&D 추진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Gen IV R&D 로젝트 단 의 수행체제로서 그림의 오른편에 있

는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른 것은 그림의 왼편에 있

는 Technical Committee이다. Steering Committee는 회원국이 투자하는 로젝

트 별로 구성되며, 로젝트 수행이 기본 역할이다. 반면 Technical Committee는 

각 개념별  Crosscut별로 구성되며 개념에 한 로젝트 수행 결과들을 평가

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념 개발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체제를 6개의 Gen IV 개념 모두에 용하다

보면 매우 많은 수의 Committee가 존재하고, 복잡한 체제가 될 우려가 많기 때

문에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향후 의에서는 이들 추진체제의 

형태와 로젝트 개발  지 재산권 등의 문제들을 연계하여 계속 의할 정

이다.

GIF 공동 언론보도문의 작성과 련하여, 지난 리우 회의에서 비하기로 

하 던 국 등 안 작성국들의 안에 한 검토가 있었고, 발표시기에 한 

논란이 많았으나, 회원국별 정 시기에 자유롭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 다. 본 

보도문은 본문과 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Gen IV의 개발 배경, 필요성, 

Gen IV 개념 선정 경과  결과로 되어 있고, 첨부는 선정된 Gen IV 개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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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설명하고 있다.

Gen IV 개발에의 민간 산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이 리우 회의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고, 국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난번 리우회의에서 정

해진 바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국에서 방안 안에 한 발표가 있었다. 본 방

안 안에서는 민간의 참여는 장기 인 정책 안에 한 논의를 해 필요하다

고 제하고, 안으로는 (1) Regulation and common system, (2) 

Non-proliferation, (3) Economics, (4) Fuel leasing  (5) Regional fuel centers

를 들었다. 본 안에 한 의에서 좀더 구체 인 산업체의 의견 청취  교환을 

하여 2003년 3월로 정된 GIF에  민간산업체가 참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받아들여졌다. 이를 해 민간산업체의 고  인사로 구성되는 Senior Industry 

Panel을 구성하고 GIF 회의에 참석하도록 청하는 것으로 하 다. 본 Panel 구

성은 2003년 1월까지 하기로 하 다.

한 추가 으로 규제기 과의 의견교환도 요하다고 인식하고, 민간산업

체와 마찬가지로 Senior Regulator들을 2003년 3월 GIF 회의에 청하여 함께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정책 안에 한 의에서 GIF 사무국에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문가그룹에 한 회원국의 문가 추천 요청이 있었

고, 200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GIF Secretariat를 계속 미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련 비용에 해서는 추가 인 의를 하기로 하며, 앞서 설명한 연구추

진체제에서 Technical Committee의 Secretariat는 OECD/NEA가 담당하는 것에 

합의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반 하기 해 GIF Charter의 수정에 해

서 추후 의하기로 하 으며, INTD의 추진방안에 한 논의를 하여 INTD 

Working Group 구성(안)을 캐나다에서 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

다.

본 회의에서는 2002년 11월 정된 GIF 문가그룹회의에서 논의될 Gen 

IV R&D 로젝트 개발에 한 사항에 해 회원국들이 비해  것을 요청하

다.

10. 워싱턴 GIF 문가그룹 회의 

워싱턴 GIF 문가그룹회의가 2002년 11월 12～13일 양일간, 지난 9월 개

최된 도쿄 GIF 회의 결과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제안된 Gen IV R&D 로젝트 



- 21 -

개발  공동연구 정 체결 방안 등을 검토하기 해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는 

Gen IV R&D 추진방안에 한 검토, Gen IV 개념별 R&D 로젝트 개발, 지

재산권 의 방향 등이었다.

회의에 앞서 한국에서 Gen IV R&D 선호도 변경 표명이 있었다. 한국은 

지난 도쿄 회의에서 발표되었던 것에서 GFR을 Low에서 Medium으로, SCWR을 

High에서 Medium으로 VHTR을 Medium에서 High로 변경하 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재 회원국들의 Gen IV R&D 선호도 표명 결과는 다음 표 2-5과 

같다.

<표 2-5> GIF 회원국별 Gen IV R&D 선호도 표명 (’02.11)

(주) H : High, M : Medium, L : Low, X : No Interest, 

     N : Not Reported, * : Lead Coordinating Country

국가 GFR LFR MSR SCWR SFR VHTR Crosscut

아르헨 N N N N N N N

라질 N N N N N N N

캐나다 X X X H* X X H(multiple areas)

랑스 H L L M H H* H(fuel cycle)

일  본 M L X M H* H H(multiple areas)

한  국 M L L M H H M(multiple areas)

남아공 M X X X X M M(materials)

스 스 H H* X H X M
H(automation, info tech., 
materials, fuels, waste 
min., fuel cycle)

  국 H X L L M H H(fuel, waste min., 
non-prolf., infor tech.)

미  국 H* M L H M M H(fuel cycle, fuels, 
materials)

Gen IV R&D 추진방안에서는 미국과 랑스에서 추진방안(안)에 한 발

표와 함께 의가 있었다. 의결과 기본 인 추진 방안은 도쿄 회의에서 제시된 

것에 바탕으로 두기로 하고, Technical Committee를 개념별  Crosscut 별로 7

개를 두며 회원국에서 Committee 별 각 1명씩 문가를 추천하기로 하 다. 

한 개념별 로젝트 수행 조직인 Steering Committee는 그 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에만 합의하고, Steering Committee 참여자격 등을 포함한 구체 인 방안은, 

추후 계속 의하기로 하 다. 한편 Gen IV 개념별 연구분야 에서 “Design 

and Safety" 분야의 Steering Committee를 Technical Committee로 하는 것도 

의에 포함시키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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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산권에 해서는 GIF 체 으로 1개의 Umbrella 정을 체결할 것

인지, 아니면 개념별로 1개씩 는 로젝트별로 1개씩 체결할 것인지에 해 

Task Force team 구성․운 을 통하여 계속 의하고, 이를 해 정체결에 

한 백서를 작성하기로 하 다.

워싱턴 GIF 문가그룹회의에서 요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Gen IV 개념별 

R&D 로젝트의 조사․발표이다. 각 회원국별로 국제공동연구를 희망하는 Gen 

IV 개념별 세부 연구 로젝트에 한 연구진행 황  향후 1～2년 이내에 추

진을 고려 인 로젝트 내용을 발표하 다. 한국은 국내에서 의 임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회원국들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개략

인 것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GIF 회원국별 Gen IV R&D 련 로젝트 황 (’02.11)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 GFR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 LFR

   ∙MSR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 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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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  우리나라는 국내 입장 정립 중인 관계로 미제출

*  F&M ( Fuels and Materials )                                          RS & BOP ( Reactor Systems including BOP )
Safety, D&E ( Safety and Design and Evaluation )     FC ( Fuel Cycle )

• SCWR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FC
Safety, D&E
RS & BOP

F&M
미국영국스위스남아공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아르헨R&D Areas

• VHTR

11. 남아공 GIF 정책그룹회의

2003년 3월 3월 18～20일 남아공의 이 타운에서는 다자간 력 정

(Multilateral Agreement) Task Force Team 1차 회의 결과 논의, Gen IV 정보 

리(Information Management) 계획 검토․확정, Gen IV 개념 R&D 력방안 

의,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련 의  시스템 평가기 (System 

Evaluation Criteria & Metrics) Working Group에 한 논의를 주요 Agenda로 

채택하여 정책그룹회의가 개최되었다. 

다국간 력 정 비를 한 Task Force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동

연구를 한 다국간 력 정을 맺기로 하 고, 력 정은 GIF 수 의 총

정(Umbrella Agreement)와 각 Gen IV 시스템별 시스템 정(System 

Agreement), 그리고 시스템 하부 로젝트 수 의 로젝트 정(Project 

Agreement)의 3단계로 하기로 합의하 다.  

한 Gen IV 정보 리 시스템은 외홍보용 Public Communication 시스

템, GIF 내부용 Internal Communication 시스템으로 운 하고, 정보 리 차를 

검토하 다. 

R&D 력방안의 의에서는 각 System별 R&D Plan 검토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하 다. 재 R&D 계획이 진행 인 4개 system인 

SFR, VHTR, SCWR, GFR과 Cross-cut 분야의 Fuel Cycle에 해서만 R&D 

Plan 검토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하 다. 각 S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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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에서는 2003년 6월말까지 Performance 단계까지 국제 공동 R&D 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차기의 정책그룹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하여 

각 System별로 Steering Committee 회의 개최하기로 하 다. 

Gen IV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한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의 구성

은 당  4명선에서 8～10명으로 확 하여, 4월말까지 각국 2명씩 추천 후, 별도 

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하 다.

2개 시스템 평가기  Working Group 에 한 검토에서는 Gen IV 시스템

의 핵확산 항성을 다룰 PR/PP(Proliferation Resistance/Physical Protection) 

문가그룹의 업무 역, 방법론  일정 등을 논의하고, 미래의 에 지시장의 주요

한 향을 다룰 Economics Modeling Working Group의 member를 추천하여  

원자력에 지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한, Euratom의 GIF 회원 가입문제를 토의하 는데, 랑스가 제안하고, 

스 스, 국, 미국은 찬성하 으며,  한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의 4개국은 입장

을 유보하 다. 회의에서는 4월 15일까지 국가별 공식  입장을 GIF Secretariat

에게 통보하기로 하 다.

한 차기 GIF 회의 일정으로 7월  미국에서 Expert Group 회의를 개최

하고, 9월말경 Canada에서 Policy/Expert Group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 다.  

12. 샌 란시스코 GIF 문가그룹회의  

2003년 7월 23-24일, 샌 란시스코에서 개최된 GIF 문가 그룹회의는 한

국, 캐나다, 랑스, 일본, 스 스, 미국 등 6개국과 9월 정책그룹회의시 가입 정

인 EURATOM도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정책그룹회의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실질 인 방안이 의되었는데, 주요의제는 각 노형별 Steering Committee 활동

황 검토, Working Group 활동 황 검토  공통 연구항목 수행방안 의이었

다.

재 노형별로 4개의 Steering Committee 활동 으로, GFR, SCWR, 

SFR, VHTR이 각 Committee 별로 R&D 계획서 작성 으로, Project와 Task 정

의, 각국별 역할분담, 일정, 소요 산 등 포함하여, 8월 29일까지 R&D 계획서 

안을 문가 그룹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Committee 별로 1개 이상의 표  

Project에 한 요약을 8월 29일까지 비하여 MATF의 Project Agreement 작

성에 참고하도록 하고, 9월 25일 정책그룹 회의시 R&D 계획서를 보고할 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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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월 31일 까지 최종 R&D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기로 하 다.

Working Group 작업 황은 활동 인  2개의 Working Group 즉, 경제성 

평가방법 개발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평가방법 개발 황을 검토하고,  

공통연구 수행방안의 의에서는 GIF 조직  역할을 정의하 다. GIF 조직은  

정책그룹 (PG), 문가 그룹 (EG), Systems Integration Steering Committee 

(SISC), Crosscutting Management Board (MB), Working Group (WG)와 각 

로젝트별 Project Management Board를 두기로 하 고, 연구 력 정은 Project 

수 , 즉, Project Management Board와 Crosscutting Management Board까지 

체결하기로 하 다. 

한 "Principles for Organization and Conduct of Crosscutting R&D"의 

안을 작성하고, 공통연구 항목을 설계 지원  평가를 한 방법론 개발과 기

술 개발로 구분하여 경제성,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험도  안 (Risk 

and Safety) 등의 분야는 방법론 개발로 구분하고, 핵연료주기(Fuel cycle)는 기

술개발로 구분하여, 기술개발 분야는 지  재산권 문제를 취 하여야 하므로 

Project Agreement를 필요로 하고, 방법론 개발은 지  재산권 분쟁이 없는 분

야로 한정하여, Project Agreement 체결없이 Working Group에서 담당하기로 하

다. 이를 바탕으로 Fuel Cycle Project Management Board의 활동지침을 작성

하고, Materials Project Management Board 구성방안을 의하 다. 그동안 

Cross-cutting 분야로 취 되던 핵연료(Fuel) 련 내용은 각 노형별 Project에서 

취 하기로 하 다.

13. 향후 계획  망

GIF에서는 2002년 12월 Gen IV Roadmap 공식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Gen IV R&D 공동연구 정 체결을 한 Task Force 의 활동을 본격화하 다. 

향후의 계획으로는 샌 란시스코 GIF 문가 그룹 회의 이후, 2003년 후반

기 회의는 캐나다에서 개최하고, R&D 계획을 승인하여 2003년 10월경에 Gen 

IV 개발 공동연구 본격 착수할 정이나 국가 간의 여건에 따라 공동연구 착수

시기는 다소 조정될 망이다.

우리나라는 재 국내 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여 2003년 6월 Gen 

IV 추진 기획보고서를 작성하 고, 2004년 연구개발을 착수할 정이다. Gen IV 

개발은 향후 원자력연구개발에 있어서 요한 환 이 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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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로그램을 국제 으로 추진하기 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더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함이 그 목

이다. 

재 INERI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랑스가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에 

있고, 일본과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양자간 원자력공동연구인 INERI는 제4세  원자로 개

발에 을 두어 추진하기로 2001년 5월 합의하 고, 그해 2002년 수행과제로서 

경수로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를 선정하여 추진하 다. 

1. 추진배경  

한국과 미국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공동연구 로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한 정인 원자력 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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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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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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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한․미간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력 

체제로 다양화될 것이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 공동상설 원회(’99년 6월)에서 미

국 측이 한국원자력연구소사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로그램에 극 참여해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

턴에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로그램에 한

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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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 으로 확 한 International 

NERI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간 정에 기 한 I-NERI가 본격 논

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00

년 4월 워싱턴 GIF 문가그룹 회의시, 한국 표가 미국 DOE 계자와 한․미

간 I-NERI 추진에 해 실무 인 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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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한 정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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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4)

2. 한․미 I-NERI 정의 주요 내용

한․미 I-NERI 추진을 한 정은 한미 원자력 력 정의 부속서 5로서 

체결되었다. 본 정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반사항, 목표, 

로그램 내용, 로그램 리, 재정  이행, 지 재산권, 발효  종료이다.

먼  일반사항에서는 본 정의 목 으로서 원자력발 시스템의 경제성,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을 증진시킬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에 한 

양자간 력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DOE는 I-NERI 로그램의 일환으

로 이 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력의 목표로는 원자력 개발 증진을 한 한‧미 부처  연구기 간 력 

진, 핵분열  원자로 기술 분야의 선진 개념  과학  타개책 개발, 각국의 

원자력 과학  공학 기반구조 증진  유지로 정하고 있고, 이 력의 이행은  

MOST-DOE간 MOU, 한‧미 원자력 력 정  각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미 I-NERI 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  한‧미 양국의 연구기 들

이 제안한 연구개발 로젝트 가운데 경쟁 으로 선정하여 연구비 지 하는 것

으로써, 동 연구개발 로젝트의 평가/선정은 아래 설명할 한‧미 공동 I-NERI

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력 분야로는 (1) 차세  원자로  핵연

료주기 기술 개념, (2) 효율성, 경제성. 안 성  핵확산 항성이 제고된 차세  

원  설계, (3) 신 인 원  설계, 제조, 건설, 가동, 정비  해체 기술, (4)  

선진 핵연료, 기반 원자력 과학, 선진 폐기물 처리/ 장/처분 기술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로그램의 리를 하여 양자간 원회(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를 설립하고 집행기구(EA: Executive Agent)를 지정하도록 

4) ① 미국 DOE의 R. Versluis 방한 (’00. 11) : I-NERI 공동연구를 한 정 

(Annex IV to the MOU Between DOE & MOST) 안에 해 의

    ② 랑스 리 GIF 회의 (2001. 3) : 공동 연구분야 안 도출  Annex 

IV 확정

    ③ 한미공동상설 원회(’01. 5) : Annex IV 서명, 2001년도 공동연구분야 최

종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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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BINERIC은 로그램 방향을 제공하고 EA를 감독하게 하고 있고,  

EA는 BINERIC의 감독 아래 로그램 기   계약을 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당사자는 I-NERI 로그램 이행 지원을 해 재정 으로 같이 기여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체 총액은 동일하게 분담하되 세부과제별

로는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지 재산권과 련하여

서는 과학기술부와 미 DOE간의 MOU 부속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본 부속서는 서명과 함께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

미 원자력 력 정, MOST-DOE 약정  MOU가 효력이 있는 한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나 수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MOU가 종료되었으나 양 당

사자가 MOU를 조속히 재체결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 부록의 조항들은 새로

운 MOU가 합의될 때까자 종료된 MOU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며, 이 부속서는 

일방당사자가 12개월 이 에 사  통보하면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I-NERI 추진체제

한․미 I-NERI 정과 이 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BINERIC 시행지침

(Implementation Guidelines, 부록 11 참조)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먼 , 양국은 본 로그램을 장할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를 양국 동수의 표로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 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로그램을 평가할 문가 그룹으로 평가 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

록 하고, 이는 EA가 주 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 BINERIC 원으로는 양국이 모두 3명씩 지정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계  평가원에서 1명 씩하여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미국은 DOE에

서 3명이 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EA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의 원자력 문 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미국은 LLNL의 문가 1명이 담당하

도록 정하고 있다.(표 2-7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한미 I-NERI 로그램의 효과 인 추진을 하여 별도의 

지원  기획개발 과제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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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미 I-NERI 추진체제

구  분 역   할 구성

BINERIC

•EA 감독  로그램 방향, EA 기능에 

한 지침 결정

•R&D 분야  범  결정

•과제 선정 기   차 확정

•EA의 추천에 의거한 과제 선정

•매년도 재원 결정

•양국별 2-4명으로 

동수로 구성

• 재 양국 모두 

3인으로 구성

 

EA

(Annex V)

•BINERIC 감독과 방향에 따라 활동

•해당 국별 로그램 산 배분을 한 

행정

•과제공모, 과제평가 기  비(BINERIC 

승인 필요)

•BINERIC 지침에 따라 BEC 구성   

과제선정 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BINERIC에 

수행과제 추천

•BINERIC에 의한 선정과제에 한 계약

•BINERIC의 지침에 따라 과제수행 

모니터링, 계속 수행에 한 재원지원 

여부, 과제수행방향 조정 등 수행

•연간 진도보고서 작성, 과제수행보고서 

등의 BINERIC 제출 등

•해당 국별로 지정

•한국

  - 한국측 EA는 

KISTEP으로 지정

  - Contact Point는 

원자력 문 원

BEC

•공모과제에 한 심층 검토

•기술  장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순  

책정

•EA에 해 과제선정 추천

•BINERIC의 추천에 

의해 EA가 지정하며, 

양국 동수로 매년도별 

구성

•기술  명성을 

고려해야 하며, 

I-NERI 로그램 

수행에서 자유로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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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황

한미 양국은 2001년도 력 분야로서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공동 기술분

야인 계측제어 분야와 실 으로 제4세  원자력시스템으로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수로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I-NERI 추진을 하여 2001년 7월에 과제를 양국에서 동시에 공모하고, 

이의 평가를 각기 실시하여 2001년 10월 6개 과제(경수로 분야 4개, 계측제어 분

야 2개)를 선정한 후 12월에 본격 수행되었다.

2001년도 I-NERI 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이 50:50의 재정분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는데, 양국이 각기 2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여 경수로 분야

와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 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 다. 이에, 양국에서 

공동으로 21개 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에서 18개 과제(경수로 11개, 계측제어 7

개)에 해 한․미 양국이 독립 으로 평가하 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미 

BINERIC이 경수로 분야 4개 과제, 계측제어 분야 2개 등 총 6개 과제를 2001년

도 수행과제로서 선정하 다. 선정된 과제(표 2-8 참조)는 다음과 같다. 

(1) 경수로 분야: ｢ALWR 신안  기술개발을 한 용융물-냉각수 경계면 

달 상의 원리 연구｣, ｢첨단 산 열유체 물리해석  경수로와 임계로에 

한 용성 평가｣, ｢핵 , 열수력, 열기계  상의 고신뢰도 통합모의를 한 수

치원자로 개발｣, ｢원자로 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 개발｣

(2) 계측제어 분야 : ｢원 용 계측 센서  운 략 개선 기술 개발｣, ｢첨

단 센서  컴퓨터 응용 상태 감시기술 개발｣

한편, 2002년도 I-NERI 수행 분야는 Gen IV 기술지도 결과를 반 하여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추정 소요 산으로 한국은 400만불 정도를 정하

고 있고, 미국은 1,000만불을 한국, 일본  랑스와 I-NERI 수행을 하여 분

배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도 수행과제 평가와 2002년도 수행과

제 선정은 2002년 10월 말에 실시되었다.

<표 2-8> 2001년도 한․미 I-NERI 과제 

□ 경수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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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WR 신안  기술개발을 한 용융물-냉각수 경계면 달 상의 

원리 연구

- 한국 PI : 방  (해양 )

- 미국 PI : M. Corradini ( 스콘신 학)

※ PI : Principal Investigator (과제책임자)

(2) 첨단 선 열유체 물리해석  경수로와 임계로에 한 용성 

평가

- 한국 PI : 유정열 (서울 )

- 미국 PI : D. M. McEligot (INEEL)

(3) 핵 , 열수력, 열기계  상의 고신뢰도 통합모의를 한 

수치원자로 개발

- 한국 PI : 주한규(KAERI)

- 미국 PI : D. P. Weber (ANL)

(4) (두 과제 통합 수행) 원자로용기 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용 + 형 원자로 사고시 용융물 

노내보존 략 

- 한국 PI : 오승종 (KEPRI) 는 서균렬(서울 )

- 미국 PI : J. Rempe (INEEL) 는 T.G. Theofanous(UCSB)

□ I&C 분야

(1) 원 용 계측 센서  운 략 개선 기술 개발

- 한국 PI : 나만균 (조선 )

- 미국 PI : J.D. White (ORNL)

(2) 첨단센서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 한국 PI : 김정택 (KAERI)

- 미국 PI : V.K. Luk (SNL)

2002년 4월 한․미 양국은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 한․미 

INERI 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수행과제로서 제4세  원자로의 기반

기술 분야에 을 두기로 하 고, 6월에 양국에서 동시에 과제공모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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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응모 과제들을 상으로 양국에서 각기 선정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11월에 BINERIC를 개최하여 최종 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하 다. 

선정된 5개 과제는 다음 표 2-9과 같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착수될 계

획이고, 한․미 양국은 2003년도 수행과제를 하여 각각 약 200만불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2년도 수행과제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성과 

 력실 이 우수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 고, 한 2003년도 11월경에 2002년도 수행과제와 2003년

도 수행과제에 한 연차평가를 양국 문가가 함께 모여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데에 합의하 다. 

<표 2-9>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2003년도 추진과제 황

과제명
요구 산

(03년)
한국측 PI 미국측 PI

액체 속 냉각로의 

피동안 성 연구
35만불

한도희

(KAERI)

James E. Cahalan

(ANL)

Li 용융염 해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공정용 반응기 재료개발

23만불
박성원

(KAERI)

James J. Laidler

(ANL)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를 

한 안 분석코드 개발  

실험  검증

43.3만불
노희천

(KAIST)

Chang H. Oh

(INEEL)

고연소도  제4세  

원자로용 부식 항성 Zr 합
40만불

정용환

(KAERI)

Arthur T. Motta

(Penn. State)

Gen IV 임계 경수로 

후보소재 개발  평가
50만불

장진성

(KAERI)

James I. Cole

(ANL)

소계 191.3만불

(주) PI : Principal Investigator (과제책임자)

2003년 7월 25일, San Francisco에서 열린 BINERIC 회의에서는 주요의제

로 I-NERI 추진 방향과 신규과제 선정 차, 2003년도 평가 계획 등에 하여 논

의하 다. 

I-NERI 방향은 I-NERI Framework 계속 유지하면서 공동연구 기술분야로 

미국의 원자력 R&D의 심 3개 Initiative인 Gen IV, AFCI, 원자력 수소를 심

으로 추진하고, 신규과제 선정은 지 까지의 방법에 주요분야에 한 지정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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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기로 하 다. 기 수행 인 과제는 계속 지원을 하되, 3개 Initiative 기술분

야와의 연계성 검토 후 계속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하 다.

2003년도 연차평가는 2003년 11월 5 ～ 6일간 서울에서, 한․미 BINERIC 

Member를 포함한, 양국 문가에 의한 Panel 평가로 수행하기로 하 다. 이어서 

11월 7일 후반기 BINERIC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한 토의  신규과제

의 선정에 한 구체 인 의를 하기로 합의 하 다.  

한, 미국 측의 3개 Initiative에 한 발표가 각 로그램의 Manager에 

의해 진행되었다. Gen IV 로그램은 최우선 순 로 수소생산을 한 VHTR을  

두고 있으며, 2015년 Demo Plant 시운 하는 시간계획을 두고 있으며, 다음 우

선 순 로 GFR, LFR, SFR의 고속로로 두어 R&D를 수행하여 2014년 하나의 노

형을 선택하여 2025년까지 Demo Plant 시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AFCI와 

연계하여 고속로  연료주기의 개발을 추진할 정이며, 다음으로 고효율의 

SCWR에 우선순 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폐기물 AFCI 로그램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핵종변환(ATW;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에서  원자로를 기 으로 가속기를 함께 

사용하는 AFCI로 변화되어 왔으며, AFCI 로그램내에서는 Advanced 

Separation Technology, Advanced Fuels Development, Toxicity Reduction 등을 

국제 력을 통하여 개발하고, Gen IV 시스템의 Fuel Cycle 개발을 지원한다. 국

제 력 추진 황은 우리나라와 2003년 8월 정체결이 정되어 있으며, 랑스, 

스 스, EC, 일본, 러시아 등과 력을 추진 이다.

Nuclear Hydrogen Program은 5년간 12억달러($1.2B)의 산으로 추진되

며, DOE 내부의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EE)의 H2 

Initiative의 일부로 수행된다. 2015년까지 Demo Plant의 건설을 추진 이며, 

R&D 계획은 2003년 9월에 완료된 정이다.

미국은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간 I-NERI 정체결을 추진할 정으로,  

재 한국, 랑스, 캐나다, 라질과 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일본, 국, 남아

공과 정체결 추진 으로 20004년까지 정체결을 완료할 정이다.

5. 향후 계획  망

한․미 I-NERI는 기본 으로 본 I-NERI 정에 명기된 분야가 주 력분

야가 될 것이다. 물론 상기 분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en IV 원자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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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련된 분야임에 따라, 궁극 으로는 제4세 형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고 

련된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한 이의 추진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술  돌 구를 제공하거나 는 

시 지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분야라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원자

력연구개발사업과 복되지 않는 범 에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고, (2) 1차 년

도는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의 공통 분야  기 /기반에 을 두고, 2

차 년도 이후는 선정된 Gen IV 개념과 일치하는 구체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며, (3) Gen IV 기술지도의 작성 결과를 반 하여 ․장기 인 실행계획 하

에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본 로그램이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본격

인 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로그램의 추진은 한․미 국제 력을 통하여 제4세   제3세 + 원

자력시스템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향후 세계 원자력기술 시장  원  시장에서 

선도  역할 확보하게 될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 인 다자간 원자력기술 력에

서 선도  역할을 확립할 수 있게 되어 원자력 G5 국가로서의 상 확보가 가능

하고, 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로 국가 에 지안정공  기반을 확보

하게 될 것으로 망되는 등 기 되는 효과가 클 것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을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더 쉽게 근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기술력이 국제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미 INERI는 본래 양국이 제4세  원자로 개발의 본격 인 추진에 

비하여 련 기반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차 제4세  원자로의 공동개발로 진입

하기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후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 착수를 고려하여 2004년도 착수계획인 한․미 INERI 

로그램의 추진에 해 좀더 깊이 있게 의할 정이다.

향후에는 한․미 INERI 로그램에 투자가 차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

연구 로그램으로 환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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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IAEA INPRO

원자력과 지속 인 발 (發展)에 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원자력발 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신 원자

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로젝트(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

으로써, INPRO5)의 주요 목 은 21세기 세계 에 지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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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것이다.

1. 추진배경

1999년 제43차 IAEA 총회 Scientific Forum의 “지속가능한 발 에서의 원

자력의 역할(The role of nuclear power in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한 권

고로 1999년 10월에 “ 신 연료주기  원자력발 소에 한 국제 연구개발 략 

개발 (Development of a Strategic Plan for an international R&D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Fuel Cycles and Power Plants)”에 한 자문그룹회의를 개

최하 다. 이 에 러시아의 푸틴 통령은 니엄 정상회담(Millenium 

Summit)에서, IAEA 회원국들에게 핵확산 험이 고,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해 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신 이고 핵확산 항성

이 큰 원자력 기술에 한 기술 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심있는 회원국들

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청한다.6)”라고 결의

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는 원자력국이 주도하여 신 인 원자로  핵연

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로젝트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21세기 세계 에 지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안 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 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

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5) INPRO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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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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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GC(44)/RE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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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사 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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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IAEA 총회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고, 2003년 5월 기  

15개 회원국  국제기구7)로 운 되고 있다.  

2. 추진 체제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 원회(SC: Steering Committee), 국제조정그룹(IC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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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그림 2-3 참조).

운 원회(SC)는 IAEA 회원국  INPRO에 특별공여 을 제공하는 국가

의 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8)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한 

INPRO에 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 할 수 있다. 운 원회

는 INPRO 추진에 한 반 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업무 추진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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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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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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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2003년 5월 기

INPRO 회원국에서 10명의 문가가 견되어 있으며, 산하에 경제성, 환경, 안

  핵비확산성의 4개 분과와 이들 4개 분과에 공통 으로 용되는 제도등 

공통 련 분과와 기술평가를 한 방법론 분과 등 총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 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계 문가로부터 활동  업무 등에 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

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IAEA는 INPRO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IAEA의 

7) 한국, 아르헨티나, 라질, 캐나다, 국, 독일, 인도, 러시아, 스페인, 스 스, 

네덜란드, 터키, 불가리아, 키스탄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 

8) 3개월 이상의 Cost Free Expert  공여 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종 의 회

원국 자격에, 4차 운 원회('02.12)에서는 “자국에서 work package를 수행

하는 국가”를 추가하여 문호를 더욱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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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서간 조정을 한 기술  행정 지원의 그룹으로 실무그룹(Task Leader)

을 두고 있다. 다음 그림은 INPRO 추진체제를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림 2-3> IAEA INPRO 추진체제

3. 추진경과

2000년 11월에 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 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고  표와 EC, IAEA 등 국제기구 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비엔나의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신원자로 개발을 한 로젝트 이

름을 INPRO로 정하고, 이 로젝트 수행을 하여 운 원회(SC)와 국제조정

그룹(ICG)을 두기로 결정하 다. 

2001년 4월에 국제조정그룹(ICG)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시간계획과 

추진분야  수행 방안에 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IAEA, OECD/NEA  

OECD/IEA가 공동 수행하고 있는 신 원자로 개발에 한「Three Agency 

Study」의 결과가 INPRO에 반 되도록 한다는 것을 결정하 다.

2000년 11월의 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 회의 결과와, 2001년 4월의 제1차 

국제조정그룹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세계 원자력 평가보고서(The World 

Nuclear Energy Assessment Report)의 작성 방안에 한 검토 등을 목 으로 

제1차 운 원회(SC)가 2001년 5월 개최되어 INPR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제1차 운 원회는 INPRO에 특별공여 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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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국, 독일, 인도, 스페인, 스 스, 네덜란드, 터키 등 10개국을 회원

국으로 하여 개최되었고, IAEA 회원국  심있는 국가들이 참 하 으며 미래 

원자로  핵연료 주기 기술에 한 사용자 요건, 즉 경제성, 환경, 안 성  핵

비확산성에 한 사용자 요건 개발에 을 두어 추진할 것을 결정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후반기에는 핵비확산성에 한 사용자 요건 개발을 한 

워크 (2001년 7월, 이탈리아)이 개최되었고, 안 성에 한 사용자 요건 개발을 

한 기술자문회의(2001년 8월, 비엔나)가 개최되는 등 사용자 요건 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2001년 12월에 10개국에 유럽 원회(EC)를 회원으로 

하여 제2차 운 원회가 개최되었다. 2차 운 원회는 INPRO 진행상황에 

한 논의와 함께 회원국의 INPRO 추진에 한 기여방안, 다음의 활동계획 그리

고 2003년 개최 정인 INPRO 국제 Conference 개최방안 등이 주요 의제 다.

제2차 운 원회 이후 한국도 문가(CFE: Cost Free Expert)를 한명 

견하여 정식 INPRO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INPRO로 추진체제를 정

비하여 본격 인 Phase IA 단계 보고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02년 방사성폐기물 리기술 련 사용자 요건 개발을 한 자문회의

(2002년 1월, 비엔나)가 개최되었고, 4월에는 INPRO에 한 발표가 국제 학술회

의에서 있었다. 2002년 4월 14～18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CONE9)-10에

서 INPRO에 한 반 인 추진상황에 한 발표가 있었고, 2002년 4월 22～24

일에는 제35차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연차회의에서 이었다.

5월 우리나라를 신규 회원으로 하여 11개국과 EC가 제3차 운 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개최 정인 국제 Conference의 계획이 구체 으로 논의되었으

며, 회원국들의 기여에 한 의가 있었다. 2003년 IAEA의 Conference에서는 

세계의 정책결정권자와 산업계를 한 forum으로의 INPRO 련 session을 열기

로 결정하 다. 한 Phase IA 보고서 작성 하여 수행 인 각 ICG 그룹들의 

활동에 한 검토가 이었다.

제3차 운 원회 이후, INPRO를 여러 국제학술회의 등에 소개하는 활동

은 계속되어 2002년 6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Safety, Technogenic Risk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표가 있었고, 2002년 8월에는 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INAC 2002 Conference에서, 2002년 10월에는 인도 원자력학회에서 그리고 2002

9) ICONE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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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21～25일에는 국 센벤에서 개최된 제13차 PBNC10)에서 발표가 되었

다. INPRO 내의 활동으로는 핵확산 항성 원칙  지침에 한 기술 회의(2002

년 9월, 비엔나)와 기술평가를 한 방법론(Methodology) 자문 회의(2002년 10

월, 비엔나)가 개최되었다. 

2002년 12월 2～4일간 개최된 제4차 운 원회에서는 라질을 포함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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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이 완성됨에 따라 이에 한 검토가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 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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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원회의 결과를 반 하여 Phase IA의 최종보고서 안이 작성되었다.

2003년에는 보고서 안의 검토가 각국의 문가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으

며, 2003년 4월 4～7일의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의 ICAPP11) '03, 4월 9-11일에 

개최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학회의 연차 conference(KAIF/KNS 

Annual Conference)", 5월 9일 벨기에 뤼셀의 FORATOM12)의 “Safety 

Standard Seminar"  5월20-23일 일본의 도꾜의 ICONE-11 등에서 INPRO  

Phase IA의 비결과에 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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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스탄이 참석하 고, Phase IA의 최종보고서의 검토와 Phase IB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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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이며 추가 인 참여를 요청하 다. 한, INPRO는 제4세  원자로 국제 포

럼(GIF)과 력을 추진 으로, 2003년 4월의 GIF의 정책그룹 회의에 observer

의 자격으로 INPRO의 로젝트 책임자가 참 하 다.

2003년 6월 23～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uclear Fuel Cycles and Nuclear Power"가 

IAEA 주 으로 개최되었다. 이 conference에는 각국의 정책결정자  산업계 

표를 비롯하여, 35개국, 5개 국제기구에서 약 200인의 문가 참석하 으며, 원자

력의 미래와 재 추진 인 신원자력기술을 심으로 진행되었다.

재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IB)가 진행 이며, 2004년 5월까지, 

Phase IA에서 개발된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평가하고 보완하

는 것을 목 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의 Case Study가 진행 이다. 아르

10) PBNC :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11)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12) 유럽원자력포럼(The European At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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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는 신  once-through 형태의 가압경수로(PWR)인 CAREM-X, 인도는 

신형 수로(Advanced Heavy Water Reactor), 러시아는 소듐(Sodium) 냉각 고속

로인 BN-800을 상으로 Case Study를 수행 이며,  우리나라는 사용후 경수

로핵연료를 재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차폐시설 내에서 원격으로 수로용 핵

연료를 원격가공하는 DUPIC 기술을 Case Study의 상으로 선정하여, 평가기

을 용할 정이다.  

4. 주요 활동  망

  2001년 5월 제1차 운 원회를 시발로 공식 출범한 INPRO는 2단계

(Phase)로 추진될 정이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2개의 세부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I)의 제1세부단계(Track A)는 원자력시

스템 개념과 근 방안을 비교하기 한 기 을 선정하고 한 이를 한 방법

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 이다. 재 제1단계 제

1세부단계(Phase IA)가 완료되었으며, 보고서를 IAEA 기술문서(TECDOC)로 발

간하 다. 제1세부단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1세기 반에서의 원자력 망과 

역할, 신원자력 시스템의 요건  평가 기 , 원자력기술의 평가 방법론 등이

다.[2]

제2세부단계(Track 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 과 요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IB)는 Phase IA에서 개발된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

어야 할 요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신개념의 시스템에 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요건, 기 ,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 으로 한다. 한 신 원자력시스템에 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에 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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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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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INPRO가 4 에서 설명할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과 다른 의 하나는 추진방법의 차이이다. 즉, INPRO는 

원자력기술 보유국과 원자력기술 사용국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추진됨에 따라 

기술수요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GIF에서는 기술보유국이 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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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발하고 기술사용자들이 도입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이 기술수요를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다. 

INPRO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2단계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 

1단계(Phase 1)는  신형 원자로 개발기술의 조사‧분석  기술개발 기본요건

을 작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Phase 1A와 Phase 1B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Phase 1A는 신형 원자로 개념  근방안 비교를 한 기  선정  

방법론/지침 개발과 함께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재 Phase 1A 보고

서 안이 완성되어 제4차 운 원회에 제출되었고, 보고서의 최종안을 한 검

토가 진행 인 상태이다. Phase 1A는 앞의 INPRO 추진체제 그림에서와 같이 

6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이  우리나라에서 견된 CFE는 핵확산

항성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의 결과를 받아 가능한 

신 원자력 기술들에 해 검토하는 것이 목 으로서 회원국들의 후보 신형 원

자로에 해 비평가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제2단계(Phase 2)는 Phase 1이 성공 으로 종료되면 진행 여부에 한 참

여국들의 승인하에 추진되게 되며, 국제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분

야를 조사하여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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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제4세  원자로 개발 동향

제1  제4세  원자로 개요

제4세  원자로(Gen IV)는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련되는 핵연료주기 기

술 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GIF에서 선정한 6개의 최상의 Gen IV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가스냉각 고속로 시스템 (GFR; Gas Cooled Fast Recator)

- 납냉각 고속로 시스템 (LFR; Lead Cooled Fast Reactor)

-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SFR; Sodium Cooled Fast Reactor)

- 용융염로 시스템 (MSR; Molten Salt Reactor)

- 고온가스로 시스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임계수냉각로 시스템 (SCW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

상기의 6개 Gen IV 시스템을 선정한 배경은 상기 시스템들이 Gen IV 개

발목표 달성이 가능한 시스템, 미래 원자로가 가져야 할 임무인 력생산, 수소

생산, 공정열 생산, 악티나이드 리 등에 가장 합한 시스템이라는 것과 한 

선정된 시스템에 한 회원국의 심과 정책을 반 하고 있다.

다음 표 3-2는 선정된 Gen IV 원자로들의 간략한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 Gen IV 원자로의 주요 설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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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냉각 고속로 시스템 (GFR)

GFR은 고속 성자 스펙트럼의 헬륨(helium) 냉각재 원자로로서 재순환 핵

연료주기를 용하고 있다. 헬륨을 사용하여 원자로의 출구온도가 높기 때문에 

력생산, 수소생산  공정열 생산을 고효율을 가지고 제공 가능하다. 

참조노형은 출력 288MWe로 출구온도는 850℃이며, 직 형 라이튼 가스

터빈을 사용하여 열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고, 연료의 형태는 혼합세라믹, 입자형 

 세라믹피복재 등이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감 이 뛰어나다.

<그림 3-1> GF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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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냉각 고속로 시스템 (LFR)

LFR은 고속 성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납 는 납/비스무스 혼합물 

액체 속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우라늄 변환의 효율  악티나이드의 

완 재처리를 하여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택하고 있으며, 50-150MWe  배터리 

타입의 장주기 재장 형과 300-400MWe  모듈형, 그리고 1,200MWe  형의 

3가지 선택 안이 있다. 

연료는 핵분열물질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우라늄계열을 함유한 속 

혹은 질화물의 형태이고, 자연순환 냉각시스템으로서 출구온도는 550℃이나 재료

의 개선을 통해 800℃까지 격상이 가능하다. 한 고온열을 이용하여 열화학공정

에 의한 수소 생산도 가능하다. 

배터리형 시스템은 15-20년의 재장 주기를 가지며, 소용량 력계통용으

로 력을 생산하고, 수소생산  이동형의 에 지원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림 3-2> LF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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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SFR)

SFR은 고속 성자 스펙트럼의 소듐냉각로로서 악티나이드 처리와 우라늄

의 변환을 하여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택하고 있다. 건식열처리 공정에 의한 우

라늄/ 루토늄/소량 악티나이드/지르코늄 속연료를 사용하는 150-500MWe  

형 시스템이 선택 안 의 하나이고, 습식공정을 통한 우라늄/ 루토늄 산화

혼합물 연료를 사용하는 500-1500 MWe  ․ 형 시스템이  다른 선택 

안이다. 출구온도는 두 경우 모두 550℃로서 수소생산 등에는 합하지 않다. 

고 폐기물  특히 루토늄과 다른 악티나이드 처리가 요한 설계 특

성이며, 시스템의 요 안  특성으로는 냉각재 비등 여유도 확보, 1차계통의 낮

은 압력 유지(거의 기압조건), 간 나트륨 순환루  사용에 따른 방사성물질

의 1차 계통 내 잠  능력이 탁월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3-3> SF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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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융염로 시스템 (MSR)

MSR은 순환하는 용융염 연료혼합물 내에서 핵분열 에 지를 생산하는 시

스템이다. 열 역이상(epithermal) 성자 스펙트럼과 악티나이드 완 재순환핵연

료주기를 가지고 있다. 연료는 나트륨/지르코늄/불화우라늄 액체혼합물이며, 흑연

으로 되어 있는 노심채  내를 흐르고 있다. 용융염에서 생성된 에 지는 간 

열교환기를 거쳐서 2차계통으로 달되며, 제3의 열교환기에서 에 지를 변환된

다.

참조 용량은 1,000MWe이며 출구온도는 700℃로 열효율을 증가시켜 800℃

로 격상이 가능하다. 루토늄과 소량 악티나이드를 효율 으로 연소시킬 수 있

도록 하는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고, 액체형의 핵연료이기 때문에 연

료의 성형 가공이 필요없고, 루토늄과 같은 악티나이드의 첨가가 용이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4> MS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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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가스로 시스템 (VHTR)

VHTR은 흑연 감속, 헬륨 냉각형 원자로로서 비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

고 있고, 노심의 출구온도는 1,000℃로 수소생산이나 석유화학 산업 등의 공정열 

제공에 사용 가능하다.

참조노형은 600MWth 으로 각주형(prismatic)의 블록이나 조약돌형 페블 

베드형 노심을 가지며, 수소생산용 요오드-황(iodine-sulfur) 열화학공정에 효율

인 열공 이 가능하다.

VHTR은 복합발 (수소생산+ 력생산) 등 범 한 활용을 한 설계로서,  

고온, 에 지 집약 , 비 력 공정에 공정열을 공 하도록 설계하고 있고, 복합발

(co-generation) 수요 충당을 해 력생산 설비도 구비토록 설계하고 있다.

<그림 3-5> VHT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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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계압 수냉각원자로 시스템 (SCWR)

SCWR은 물의 임계 (374℃, 22.1MPa) 이상에서 운 되는 고온․고압의 

수냉각로이다. 임계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로 보조계통(BOP)을 간소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의 경수로에 비해 열효율을 1/3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참조노형은 1,700MWe 으로서 25MPa의 압력에서 운 되며 출구온도는 

510℃이나 550℃까지 격상이 가능하고, 원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 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력생산을 효율 으로 하기 한 것이 기본 인 설계 방향이며, 열 성자

형과 고속 성자형의 두가지 선택 안이 있다. 즉, 열 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한 

비순환 핵연료주기와 습식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고속 성자 스펙트럼의 재순환 

핵연료주기이다.

<그림 3-6> SCWR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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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우리나라의 제4세  원자로 련 연구개발 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년 개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최근의 제4세  원자로 개

발에 한 사항을 반 하고 있다. 먼  발 용 원자로 개발방향에서는 아래 그림

과 같이 3단계로 근하고 있다. 제1단계와 2단계는 경수로 주의 기술자립과 설

계표 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표 형원 (KSNP)과 신형경

수로 APR1400 노선을 취하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APR1400 이후의 원자로형으

로 안 성과 경제성이 획기 으로 개선되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으며, 핵연

료자원의 효율  이용이 가능한 노형을 선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세계

인 원자로 개발동향 등을 고려하여 체계 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한국표준형 원전
(KSNP) APR1400 미래형 원전

2010

<그림 3-7> 우리나라의 발 용 원자로 개발방향

재 고려될 수 있는 미래형 원자로로서는 제4세  원자로 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세계 인 원자로 개발 동향을 고려하고, 제4세  원자

로의 Viability 단계 연구결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재 우리나라가 높은 

심도를 표명한 소듐냉각 고속로와 고온가스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 할 수 있

다.

한편 그림 3-7에서와 같이 원자로 기술개발 방향에서는 한국표 형 원 , 

APR1400, SMART  액체 속로를 상으로 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KSNP는 2010년까지 기술고도화를 꾸 히 추진하여 경제성과 안 성을 개

선하도록 하고 있다. KSNP는 재 4기가 운 이며, 5기가 건설 이고, 앞으로 

4기를 추가 건설할 정으로 있다. APR1400은 2002년 5월 표 설계 인허가를 받

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2002년 7월에는 GIF에서 INTD 노형으로 선정되어 

국제 으로 공인받고 있다. APR1400은 KSNP보다 안 성과 경제성을 획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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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리 3, 4호기 건설시 도입하여 이후 건설될 

신규 호기로 반복 건설할 정이다. APR1400 이후에는 용량 가압경수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목  소형로는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가능성 실 에 합한 소형 원

자로 개발  상용화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소형

원자로로서 표 으로 개발되고 있는 SMART는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사

업으로 기본설계를 완성하여 향후 상용화를 한 설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SMART는 우리 고유의 소형 다목  일체형원자로 설계․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GIF에서 INTD 노형으로 선정되어 국제 으로 설계를 공인

받고 있다. SMART는 상용화 작업의 하나로 실증로인 SMART-P 설계․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까지 65.5MW소  소형 다목  일체형원자로를 설계

하고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 7년간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산업체가 1,7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산업체 참여를 통한 상용화가 추진될 

정이다.

기술고도화 추진

2010

KSNP 

표준설계
개발

상세설계
및 초기호기 건설

APR1400 

20102001

운전 및 기술고도화

원자로계통
기본설계 개발

상세설계 및 상용화 추진
(산업체 참여)

다목적
중소형로

2002

기반기술 확보 및
개념설계 정립

전략 핵심 기술 개발액체금속로

2002

<그림 3-8> 우리나라의 원자로기술개발  고도화 추진 방향

액체 속로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선정된 제4세  원자로의 하나로서 

1992년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상당한 기술력이 축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2002년

까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으로 액체 속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까지는 략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진흥종합계획에서는 우리나라가 제4세  원자로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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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로그램에 능동 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4세  원자로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경우, 본 계획에서 기술된 원자로개발 

기본방향은 제4세  원자로 개발을 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이를 해서 우리나라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기획연구를 심층 으로 수

행하여 추진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 연구사업 황

우리나라는 제4세  원자로 개발과 직  련하여 연구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이 없다. 우리나라는 1992년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 사업이 추진되

어 왔고, 원자로  핵연료,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방사성동 원

소, 원자력안 , 기   기반 등을 심으로 연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

다. 이러한 연구계획들은 당시로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연구항목을 설정하여 추진

하 고, 재도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있는 주요 연구분야가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는 액체

속로 개발연구, 사용후핵연료 리기술 개발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으로 미래 신 원자로의 개발 필요성이 인식

되어 추진을 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활동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항목의 조사와 분석 등을 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만들어 추진하게 되었다.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은 (1)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로그램에 외국 공동연구기 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선진기술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2)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로그램인 INERI 로그램을 추

진하며, (3) GIF, INPRO 등 미래 신형 원자로 개발과 련된 활동을 할 수 있

게 하는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한편, 제4세  원자로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련 시스템 개념에 한 

타당성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를 들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체 으로 

수행 인 고온가스로, 임계압 수냉각형 원자로 등에 한 타당성 연구가 이

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학 등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납냉각형 원자로와 용융염 원

자로에 한 기  연구 등도 제4세  원자로 개발연구와 련이 있는 연구활동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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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하 거나 추진  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 원자

력선진기술확보사업 련 연구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 사업 : 본 사업을 통해서는 액체 속로 기술

개발과제와 사용후핵연료 리기술 개발과제 등이 직  계를 가지고 있고, 간

으로는 재료기술개발, 핵연료기술개발, 안 기술개발 등이 있다. 

제4세  원자로의 하나로 선정된 액체 속로(KALIMER) 기술개발은 2006

년까지 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에 있고, 2003년도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INERI) 수행과제의 하나로 선정(액체 소듐 냉각로의 피동안 성 최 화 연구)되

어 있기도 하다. 향후 Gen IV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리기술은 핵확산 항성을 갖는 사용후핵연료의 환경 친화

이고 경제 인 재활용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리 

시험  종합 공정 실증,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기술개발을 한 건식 제련  고

온 용융염 해공정을 2006년까지 실증하는 등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도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에 의한 핵확산 항성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공동연구(Li 용융염 해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가 확 될 정이며, Gen IV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기술개발을 추진

할 정으로 있다.

(2)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 :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은 본래 제4세  원

자로 개발과 직  연계를 가지고 출발한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추진되는 모든 과

제는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NERI 로그램은 미국내 선진원자력기술개발 인 라 구축을 목 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과의 일부 공동연구를 권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참

여하기로 하고(미국은 우리나라가 NERI 로그램에 참여 해  것을 1999년 8월 

한∙미 과학기술장 회의 석상에서 공식 으로 요청) 2000년도부터 10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이상의 추진은 없을 것으로 상된다.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로그램은 2001년도부터 양국간 정 

(한․미 원자력 력 정 부속서 5)에 의거하여 제4세  원자로 련 기술의 공동

개발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02년도 수행과제는 주로 제4세  원자로에

서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계측제어기술 분야와 경수로 기술분야를 심

으로 6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2003년도 수행과제는 제4세  원자로 개발과 좀더 

직 인 련성을 증 시켜 제4세  원자로용 재료, 건식핵연료주기, 고온가

스로 련 기술, 액체 속로 련기술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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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GIF에서는 각 시스템별  Crosscut 별 기술 원회를 구성하여 제4

세  원자로 개발 추진을 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다.

(3) 추진기반 구축 연구 : 제4세  원자로 개발 추진과 련하여 국내에서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시스템이나 분야에 한 타당성 연구와 기  연구가 이

루어졌다. 먼  제4세  원자로의 하나로 선정된 고온가스로와 련하여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고온가스로 개발 타당성을 기 고유사업으로 조사(2002년～

2003년) 에 있으며, 2003년도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과제로 선정( 고

온가스냉각형 원자로를 한 안 분석 코드 개발  실험  검증)되어 한미간 공

동연구로서 추진될 정이다.

임계압 수냉각형 원자로개발 타당성 연구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단계

는 KISTEP의 탁연구로서 수행하여 완료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자체연구과

제로서 2단계가 수행 에 있다. 한 임계압 수냉각형 원자로용 재료개발 연구

가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 과제로 선정(Gen IV 임계 경수로 후보 소

재 개발  평가)되어 2003년도부터 수행될 정으로 있다.

그리고 학에서는 PEACER 로그램이 추진되어 Gen IV 시스템의 하나

인 납냉각 고속로에 한 기  연구가 추진되어 오고 있고, 한 용융염 원자로

에 한 기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기반 

연구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나, 한 재의 원자력연구개발 장기

계획사업의 추진연구분야 에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이 본격 으로 추진될 경

우 연구분야가 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가장 에 띄는 연

구는 액체 속로 련 연구와 사용후핵연료 리기술 련연구일 것이고, 재료 

분야의 개발도 제4세  원자로 련 재료 개발 쪽으로 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사업과 제4세  원자로 추진사업과의 복성은 제4세  원자로 

추진을 한 기획단계에서 잘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Gen IV 시스템 완성을 목표한 련기술 축 을 해서는 국제공동연

구 외에 자체 으로 수행해야할 분야의 도출과 추진이 요구되며, 이에 한 연구

기획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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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주요국의 제4세  원자로 련 연구개발 황

INPRO는 IAEA 회원국을 상으로 하고 있고, 재는 회원국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13개국이 로그램에 직  참여하고 있다. GIF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고, 륙별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GIF를 심으로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단, 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해서는 자국의 사정에 의

해 제4세  원자로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분석 상으

로 삼지 않도록 한다.

1.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VHTR)에서는 일본, 랑스, 미국, 국, 남아공이 기술  기

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HTTR (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을 가동하여 원자로 출구온도 950℃를 달성하는 등 

고온가스로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 하고 있다. 

랑스는 기 상용원자로를 가스로로 건설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고온

가스로를 이용하는 핵연료이용에 크게 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미국과

는 고온가스로 분야를 한정하여 INERI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고온가스로 발 용 실험로로서 Peach Bottom을 건설․운 한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가스로에 한 설계인증을 한 연구가 이루어진 도 있

었다. 최근에는 남아공에서 제안한 PBMR을 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 고, 10년 이내 원  건설․운 을 한 NTD(Near Term Deployment) 노형

의 하나로서 고온가스로를 채택하고 있다. 

국은 가스로를 상용 발 로로서 가장 많이 건설․운 하고 있는 국가로

서 가스로에 한 경험이 매우 많으나, 고온가스로에 해서는 그 게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발 용 가스로에 한 설계․건

설․운  경험은 고온가스로의 핵연료  재료와 핵연료주기 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남아공은 최근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상용화를 극 추진

하고 있는 등 발 용 가스로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려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보유

한 국가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온가스로 분야에서도 핵연료  재료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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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 다고 보여진다.

이외 캐나다, 스 스, 아르헨티나  라질 등은 고온가스로에 한 기술

개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시스템에 높은 심을 보인 국가는 랑스, 일본, 한국, 국이며, 

간정도의 심은 남아공, 스 스,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는 심없음을 표시

하 다. 

캐나다의 심없음은 캐나다는 오직 수냉각형 원자로에 한 기술경험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로에 한 개발경험이 많고 핵열 

이용에 심이 많은 국가들인 랑스, 일본, 우리나라  국이 높은 심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남아공은 가스로 개발경험이 많으나, 발 용 가스로 개

발에 더 많은 심이 있음에 따라 핵열 이용이 주인 고온가스로 개발에는 큰 

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소듐냉각 고속로

소듐냉각 고속로(SFR)에서는 미국, 일본  랑스가 가장 앞선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과 랑스는 사용후핵연료의 습식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MOX(혼합산화물; Mixed-Oxide)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와 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 쪽

이다. 

미국에서는 고속증식로 실험로 EBR-I을 1951년 운 개시하 고, 이후 

EBR-II로 용량 격상하여 1994년까지 운 된 바 있다. 랑스에서는 1985년 고속

증식로 실증로 Superpheonix가 운 개시하여 기술실증을 이룬 바 있고, 일본에

서는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쥬가 1980년 건설개시한 이후 시험 운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의 기술기반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 

Viability 단계의 연구보다는 Performance 단계의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며, 련 핵연료주기 기술과 비용 감을 한 기술개발이 가장 즁요한 개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용하는 핵연료주기 기술은 습식재처리와 건식재처

리이다. 습식재처리 기술은 랑스, 일본, 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용매추출법인 

PUREX 법에 의한 재처리 경험에 의해 기술축 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선진 습식재처리 방식은 PUREX에 비해 상 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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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하고, 순수 단체(單體) 추출을 하지 않는 등 제4세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확산 항성을 높인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건식재처리 기술개발은 미국

의 IFR(Integral Fast Reactor) 로그램에서 1984년 착수되어 개발된 바 있으나, 

1994년 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건식재처리 기술은 EBR-II 사용후핵연료 처분

을 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은 실험실 규모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다. 

습식처리, MOX연료 방식의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일

본과 랑스는 연료  재료, 원자로계통, 안   핵연료주기 등 부분의 연구

역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반면, 건식처리, 속핵연료 방식을 지향하는 

미국에서는 핵연료와 재료  핵연료주기기술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FR은 일본, 랑스  한국과 같이 기술력이 축 된 국가에서 높은 심

도를 보 다. 단, 미국은 많은 기술 축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계통 개발

에 해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핵연료주기 (건식처리 기술) 기술에 해서만 

추가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정도의 심도를 

보인 것으로 단된다. 국도 고속증식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정도의 

심도를 표명하 고, SFR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인 캐나다와 남아공과 한 스

스가 심없음을 표명하 다.

3. 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임계압 수냉각 원자로(SCWR)에 한 기술기반은 아직 구체 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개념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시스템의 개념개발에 가장 

많은 실 이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제4세  원자

로 개념 에서 신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 SCWR이 건설된 경험이 없으며, BOP 부문은 임계압 수냉각형 

화석연료 발 소에서 경험이 축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임계압수 냉각형 원자

로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에 한 기 연구가 있어 왔다. 캐

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신원자로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는 CANDU X가 1차 

계통수로서 임계압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CWR에서 요하게 고려되는 

연구분야는 안 성 분야이고, 핵연료와 재료개발이 제되어야 한다.

SCWR에 높은 심을 보인 국가는 수냉각형 원자로 개발 경험이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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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분야의 기술  기 가 어느 정도 확보된 국가들인, 캐나다, 스 스  미

국이 높은 심도를 보 고, 랑스, 일본  한국이 간정도의 심도를, 국

이 낮은 심도를 표명하 으며, 남아공은 심없음을 표명하 다. 캐나다의 경

우 CANDU X 개발과 련되어 높은 심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며, 스 스는 

높은 신성과 용량의 발 로라는 에 의해서, 미국도 신성과 유일한 용

량의 수냉각형 발 로라는 에서 높은 심도를 보인 것으로 단된다. 랑스

와 일본은 자국의 기술축 도와 정책 등을 반 하여 SFR과 VHTR에 높은 심

도를 보이고( 랑스는 GFR에도 높은 심도를 보임) 있음에 따라 SCWR은 차

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된다.

4. 가스냉각 고속로

가스냉각 고속로(GFR)의 기술기반이 열 성자 가스로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고온가스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진다. 개념의 신성이  높음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개발과제로 많은 편이다. 

본 개념에 한 심도는 가스로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인 랑스, 

국, 미국 등에 집 되어 있다. 스 스도 신개념이 강한 가스냉각 고속로에 높

은 심도를 표명하 으며, 일본, 한국, 남아공이 간정도의 심도를, 캐나다는 

심없음을 표명하 다. 일본은 가스로 개념 에서 고온가스로에 높은 심을 

표명하 고, 고속로 개념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에 높은 심을 표명한 계로 

가스냉각 고속로에 높은 심을 표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단된다. 남아공의 

경우는 가스로에 기술축 이 있는 계로 고온가스로 등에 높은 심을 표명

할 것으로 기 되었으나, 가스냉각 고속로와 고온가스로 모두에 간정도의 

심을 표명함으로써 GIF를 통한 제4세  원자로의 개발에 큰 기 를 나타내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납냉각 고속로

납을 냉각재로 사용한 경험을 가진 국가는 러시아 뿐으로서 GIF 회원국에

서는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러시아의 잠수함용 Pb/Bi합

 냉각 원자로가 기술  기반이 된다. 그리고 IAEA의 INPRO에서 요하게 고

려되고, OECD/NEA, OECD/IEA  IAEA가 공동수행한 Three Agency Study

에서 액체 속로의 신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는 러시아의 BREST 300이 납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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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용하는 표 인 원자로 개념이다.

그러나 납냉각재에 한 연구와 실증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냉각

계통 설계에서 냉각재의 화학  사양, 화학제어 계통의 신뢰성과 경제성, 납에 

의한 부식균열이 최소화되는 재료 등등의 개발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LFR에 해 높은 심도를 보인 국가는 스 스만이며, 미국이 간정도 

심을, 한국, 일본, 랑스가 낮은 심도를, 캐나다, 남아공  국은 심없음

을 표명하 다. 높은 심을 표명한 스 스의 경우도 러시아의 극 인 참여없

이는 본 시스템의 성공 인 개발이 어렵다는 을 GIF회의석상에서 이 밝히

고 있다. 

6. 용융염로

용융염로(MSR)에 한 개발경험은 미국, 러시아 등에서이고 기타 국가들

에 있어서는 기  연구가 수행된 정도 다고 볼 수 있다. MSR은 본래 

1940-50년 에 걸쳐 항공기의 추진동력용으로 개발되었다. 미국의 ORNL에서 

1960년  실험로를 건설하여 운 한 바 있어 일부의 기술  실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이 있다고 하나 MSR의 성공을 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고 있다.

GIF 국가 에서 MSR에 높은 심  간정도의 심을 보인 국가가 하

나도 없고, 단지 낮은 심을 보인 국가가 랑스, 한국, 국  미국의 4개국이

다. 이들 4개국 에서 재 진행 인 는 단기간내에 진행 정인  수행에 

심이 있다고 하는 MSR 련 연구개발 항목을 제안한 국가(2002년 12월 재)

는 랑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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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요건  우리나라의 

INPRO 참여방안

제1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의 요건

1.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역할

IAEA의 기술보고서는 21세기의 원자력의 망으로 (1) 세계 으로 력생

산에서 재의 수 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원자력발 소가 지어지고 있으며, 

(2) 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와 그 이후에도 성장은 아시아 지역에 집 되어 

있으며, (3) 2002년에는 경제, 시장 자유화  력 용량의 과로 원자력의 성장

이 정체되어  있던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의 원자력의 회생의 조짐이 나타나

고, 마지막으로 (4) 장기 인 에서, 특히 온실가스의 제한에 한 국제 인 

약이 이루어질 경우, 가까운 미래보다 더 나아진 망을 보일 것이라는  4가지

의 특징을 들고 있다. 한 경제성이 요한 인자인 반면, 안 , 폐기물, 지속성 

 핵확산에 한 의 우려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의 미래상의 도출을 하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0의 방출시나리오에 한 특별보고(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의 40개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1세기 반에 원자력기술상에 가능한 4개의 시나리오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에 의한 시나

리오는 경제성장  형태, 기술발 , 사회  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었고, 이

에 근거하여 측된 에 지 구조 하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 을 측하 다. 

측은  IAEA의 MESSAGE 수정 버 을 이용하여 4개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원자력에 지의 이용을 력생산, 수소생산, 공정열생산으로 구분하여 미래 특정

시 의 수요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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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원자력 역할 분석을 한 SRES 시나리오

    에 지 시스템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발 소의 형태, 에 지 

형태  이외의 생산물과 서비스, 시장 유, 원자력 설비의 부지, 원자력의 경쟁

에 지원, 원자력에 보완될 수 있는 비원자력기술, 수요의 증가정도  지역  

배분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상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도, 인구증가, 

기술의 발 정도, 지역간의 부의 분배  력 정도, 경제구조, 환경보존  사회

 평등 정도 등을 기 으로 원자력 역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4개를 선정하

여 최종에 지의 구성비  력내의 력원의 구성비 등을 비교하 다. 아래의 

표에 각 시나리오의 특징과 에 지공 구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의 역할을 요약

하 다.[3] 

비교 결과는 생산되는 에 지 형태, 에 지 소비규모, 에 지 소비 상  

세계화의 정도 시장  자원의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며, 미래사회의 비화석연료 

기술의 발달과 재의 개발도상국의 발 으로 인한 세계화  환경을 고려한 에

지 형태의 경제구조에서 원자력이 미래의 주에 지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 필요한 사용자 요건의 도출을 한 기 으로 활용되었다. 표 4-1에 각 시나

리오 별 특징을 정리하 다.

원자력에 지의 미래시장은 체 으로 보면 2050년까지는 력생산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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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용도로 시나리오에 따라 공정열 등에 제한 인 응용이 이루어지나, 2050년이

후에는 수소생산이나 열의 생산 등에 활발한 이용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정책 인 고려와 원자력의 활발한 개로 

인한 추가 인 시장의 확 를 측하고 있다. 표 4-2에 시나리오별 측치를 정

리하 다. 

<표 4-1>  각 시나리오 별 특징

시나리오 특징 에 지 공  구조 
원자력의 역할

(주 경쟁자)

A1T 세계화로 인한 지역간의 

경제통합과 에 지소비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구성장, 효율  신기술의 

진보, 지역간 소득격차 감소

2050년 이 엔 체  

에 지 소비의 증가

2050년 이후에는 

수소에 지 등의 

재생에 지로  이동

력생산  수소생산

(태양열에 의해 생산된 

수소)

A2 지역간의 격차 심화

경제성장  기술의 

진보에서의 지역차, 

일부지역의 인구증가, 지역간 

소득격차 증가

석탄 심

석유  천연가스의 

조기고갈

력  에 지생산

석탄의 기․액화 

공정열공

(석탄)

B1 세계화로 인한 지역간의 

통합과 자원사용의 감소 

경제구조 변화, 낮은 

인구성장,  세계 인 경제, 

사회,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 해결

청정에 지의 도입

에 지 공  다변화

장기 으로 수소에 지와 

천연가스․재생에 지에 

의한 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덜 의존 

원자력의 역할 축소

공정열에만 이용 

(수소부문 태양열, 

력부문 천연가스와 

재생에 지) 

B2 지역수 의 환경보호와 

사회  평등 탐색

간수 의 인구증가, 

경제성장, 기술진보, 

지역별의 경제, 사회,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 해결 

지역 으로 불균일한 

에 지 구조

원자력의 지배  역할

석탄,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태양열 

력생산, 공정열

(지역 으로 역할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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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 시나리오별 미래시장 측

시나

리오
A1T A2 B1 B2

2050년 

력생산 100EJ

(+90EJ)*

력생산 45EJ

(+30EJ)*

력생산 30EJ 력생산 45EJ

(+30EJ)*

(공정열 10EJ)*

2100년

력생산 200EJ

수소생산 400EJ

력생산 130EJ

(+90EJ)*

(+열생산 110EJ)*

력생산 50EJ

(+수소생산 30EJ)*

(+ 력생산 50EJ)*

력생산 140EJ

(+70EJ)*

(공정열 40EJ)*

*추가 인 시장규모

**2000년 기  약10EJ

2. 용어의 정의

원자력시스템은 련된 원자력시설 체와 련된 제도  방책으로 구성된

다. 신 원자력시스템은 21세기의 에 지 공 에 기여하는 치에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INPRO 내에서 원자력시스템의 신 설계에의 요구는 기본원칙(Basic 

Principle), 사용자요건(User Requirement), 척도(criteria)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기본원칙은 원자력시스템의 신  설계를 한 넓은 의미의 길잡이로의 일

반 인  진술이며, 사용자요구조건은 신원자력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

기 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잘 

충족되어졌는지를 결정하기 해 요구되는 기 인 척도가 있다. 척도는 지표

(indicator)와 평가용인수 (acceptance limit)을 포함한다.

기본원칙의 실 은 련 사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때 충족될 수 있고, 

신  설계의 성취는 상응하는 지표가 평가용인수 에 부합되는 경우에 확인될 

수 있다.

3.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요건 

IAEA는 2003년 6월 INPRO의 1차 결과를 수록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요건은 경제성, 환경, 안 성  핵확산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INPRO 

내에서 원자력시스템의 신 설계에의 요구는 기본 원칙(Basic Principl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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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건(User Requirement), 척도(criteria)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원자력시스템의 신  설계를 한 넓은 의미의 길잡이로의 일반 인  진술이

며, 사용자 요건은 신원자력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기 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잘 충족되어졌는지를 

결정하기 해 요구되는 기 인 척도가 있다. 

경제성 분야에서는 기본 원칙으로 (1) 원자력에 지 시스템은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타 에 지에 비해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2) 원자력에 지 

시스템은 매력 인 투자 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하여 주기 비용을 

부 포함, 원자력생산비용이 다른 에 지 비용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한 건설 소요기간과 해체기간으로 재보다 투자의 험성이 낮고, 투자의 회수

가 용이해야함을 기 으로 두고 있다.

환경 분야는 기본 원칙으로 (1) 미래 원자력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향은  시스템 범주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며, (2) 원자력시스템은 21세

기 에 지 공 에 공헌하고 비재생에 지원을 효율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하여 환경압박인자는 재 기  내에 놓여야 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

정  향은 사회, 경제요건을 고려, 합리 이고 실 가능한 범 내에서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핵분열 물질, 기타 비재생에 지원의 소진없

이 21세기 에 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해결해야하고, 시스템의 에 지 생산은 시

스템 운 에 소요되는 에 지 보다 커야 함을 기 으로 두고 있다. 

안  분야는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에서 (1) 확장된 심층방어 개념을 

기본 인 안 성 근법으로 용하고, (2) 건설, 운 , 해체  사고시에 방사능 

 다른 유해 물질의 출을 다른 산업설비의 수 으로 방지, 감소 는 격납할 

수 있어야 한고, (3) 고유 안 성을  기본 인 안 성 근법으로 용하고, (4) 

발 소의 특성의 악과 안 해석을 한 코드의 성능에 한 련 연구개발  

실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5) 핵연료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향을 

반 인 과정 평가(LCA, Life-Cycle Analysis)를 포함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

으로 두고 있다.   

핵확산 항성 분야의 기본 원칙은 (1) 핵물질의 무기로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특성과 방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2) 기술  특성인 고유 방벽과 제도  방

책은 상호 보완 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3) 고유 방벽이 효과 일지라도 제도  

방책은 계속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4) 고유 방벽의 개발  이행은 장려

되어야 하며, (5) 핵확산 항성의 비교, 평가에서 명확하고, 문서화된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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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방법론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정보 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신 원자력시스템의 권장 사항으로 공통(Cross-cutting) 분야에

서 법, 제도의 인 라, 경제  산업 인 라,  수용도  인력 개발/지식보존 

등의 사회-정치 인 인 라의 개발을 두고 있다.

제2  우리나라의 INPRO 참여

2001년 제2차 운 원회 이후 한국도 문가(CFE)를 한명 견하여 정식 

INPRO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후 INPRO 운 원회와 자문회의

에 참석하여 오고 있다.  국내 견 문가는 국제조정그룹에서 핵비확산분과의 

총  국제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 원회에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석하고 있으

며, 한 각 분과별로 안 성, 폐기물, 핵비확산, 평가방법론 분야 등의 기술  

자문에 국내 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3차 운 원회는 INPRO 회원국 11개국(EC 포함)으로부터 22명이 참석

하 으며, IAEA 회원국(11개국)  국제기구(IIASA, ISTC, IEA, NEA)로부터 

19명의 Observer가 참석하 다. 한, INPRO 회원국에서 견한 Cost-free 

expert  INPRO 련 IAEA staff들이 다수 참석하 으며, 우리나라도 정식 회

원국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과 국내 진행 인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하여 발표를 하 다. 한 2003년 개최 정인 국제 Conference의 계획

이 구체 으로 논의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기여에 한 의가 있었다. 

2003년 IAEA의 Conference에서는 세계의 정책결정권자와 산업계를 한 

forum으로의 INPRO 련 session을 열기로 결정하 다. Conference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Session 1 : Conference theme panel 

∙ Session 2 : Needs, perspective and challenge for innovation   

∙ Session 3 : Evolution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 Session 4 : Challenge for the deploy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 Session 5 : International programs on innovative nuclear systems 

∙ Session 6 : Innovation for nuclear systems and R & 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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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7 : Concluding panel 

운 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추천하

다.

<표 4-3> CONFERENCE 2003 추천내용

세션 내용 추천

3 청강연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4 패 (지역 표) 과기부 원자력국장

6 논문발표
국내 기술개발 추진 황

(SMART, DUPIC, KALIMER, APR1400)

7 패 (학계) 한국원자력학회장

INPRO는 각 분과별로 Phase IA의 보고서를 본격 으로 구성하면서 국내

의 문가도 사용자요건의 도출을 한 자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2002년 이후 

원자로  핵연료주기/폐기물처분에 한 안 성 분야, 핵연료주기  폐기물  

분야, 핵확산 항성 분야, 평가방법론 분야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한국원

자력연구소(KAERI)의 문가가 주기 으로 참석하 다. 

제4차 운 원회는 INPRO 회원국 13개국  11개국(EC포함)이 참석하

고( 라질, 네덜란드 불참), IAEA 회원국(10개국)  OECD/NEA가      

Observer로 참석하 다.  Phase IA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① 개념  근 

방안 비교를 한 기  선정, ② 이를 한 방법론과 지침 개발, ③ 개념  

근 방안 편집  분석, 그리고, ④ 사용자 요건 결정으로 Phase IA를 가능하면 

내년 5월 차기 운 원회 이 에 끝내고 Phase IB를 시작하기로 하 다. 아르

헨티나, 캐나다  인도 3개국은 사무국에서 제안한 Case Study를 자국에서 수

행하기로 하 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계획  선진 원자력 연구

개발 계획의 일환인 KALIMER, SMART, APR-1400, DUPIC  HYPER에 

하여 발표 고, DUPIC에 해서 인도와 랑스가 심을 표하 다. 특히 

SMART가 2008년도에 완공된다는데 국제사회의 심이 집 되었고, 우리나라는 

INPRO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R&D 활동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Phase IA 보고서의 최종 안에 한 검토를 각 국에서 수행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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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4세  원자로 국제포럼(GIF)의 회원국으로 참석하여 온 경험을 바

탕으로 국내 문가를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 다. 

2003년의 제5차 운 원회는 INPRO 회원국 15개국  14개국(EC 포함)

이 참석하 고(네덜란드 불참), IAEA 회원국(8개국)  OECD/NEA가 observer

로 참 하 다. 신규 회원국으로 불가리아  키스탄이 추가되어, 기존 13개국

에서 15개국으로 되었다.  Phase IA 보고서는 4차 운 원회 이후 회원국 의견

을 수용, 수정 보완하여 모든 회원국이 만족을 표하고, 이 보고서는 일부 추가 

보완을 거쳐 IAEA가 개최하는 conference에서 정식 발표하기로 하 으며, 기술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하 다.

INPRO 회원국  observer 국가들은 원이 자국의 INPRO 련 활동을 

보고하 으며, 우리나라는 수행 인 R&D로 SMART, DUPIC  KALIMER 근

황을 설명하고, 최근 수소생산 원자로 계획이 기획 에 있음을 보고하 다. 이 

후 진행될 Case Study를 수행하기로 한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의 설명이 있었

고, Phase IB에 한 토의로 아래의 5가지 사항을 합의하 다.

a) INPRO Terms of Reference는 계속 유지

b)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의 3 case study는 재 로 INRPO 원칙 

하에 계속되고 타국의 참여를 고무함

c) 타국의 case study 개설을 함

d) IAEA가 case study를 조화시키고 검토를 주 할 것을 요청함

e) Case study 진  사항을 차기 SC에 보고할 것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개발기술에 하여 Phase IA 보고서의 평가방법 

검에 참여하거나, 러시아 등이 추진하는 Case Study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

다. Case Study는 국내에서 으로 추진해 온 안 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

경, 비확산과 인 라 련 부분 평가에 한 knowhow의 축 이 가능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시스템에 해 평가를 해 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시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Case Study에 참여 가능

성을 정 으로 검토하 다.

2003년 6월 22～26일간 개최된 IAEA 주  "원자력발   핵연료주기 

신  기술" 련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uclear Fuel Cycles and Nuclear Power")는  7개 Session으

로 구성되어, 35개국, 5개 국제기구에서 약 200인의 문가가 참석하 다.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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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은 9개국, 5개 국제기구에서 23인 Panelist가 참석하 고, 우리나라는 과

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학  리 참석)이 Panelist로 청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 이 환경 친화성 청정에 지로서 기생산의 주요 발

원임을 부연하고, 한국은 원자력의 비발  분야, 를 들면, 해수 담수화, 수소

생산, 지역난방 등에도 더욱 응용할 계획으로, 미래의 원자력은 안 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핵비확산성이 더욱 향상되고, 국제 력을 통해서 개발될 것임을 밝

혔다. 한, 한국은 해수담수화  기생산을 한 SMART, 핵비확산성 DUPIC 

핵연료 주기기술, 미래형 액체 속로 KALIMER  수소생산을 한 고온가스로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IAEA가 신 원자력 기술개발에 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INPRO 국제 력 등에 지속 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 다. 

Conference에는 7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11인이 청강연을 하 는데, 우

리나라는 우리 연구소 장인순 소장이 참석하여, “Environmental Effects 

Including All the Stages of the Fuel Cycle”을 주제로 여러 원자로핵연료 주기

를 상으로 환경에 한 향을 평가 발표하 다.  한 신 원자력기술의 발

표 session에서는 24개국에서 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우리 연

구소의 DUPIC 과제에서, “The DUPIC fuel cycle - Recycle without 

reprocessing”의 제목으로 사용후 경수로핵연료를 재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차

폐시설 내에서 원격으로 수로용 DUPIC 핵연료를 원격가공하는 기술개발 결과

와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로서의 장   미국, 캐나다와 국제공

동연구 성과를 발표하 다.

이어진 INPRO Case Study 착수(Kick-off) 회의에는 러시아, 인도, 아르헨

티나, 라질, 터키, 남아 리카공화국, 랑스  우리나라의 30인의 문가 참

석하여, Case Study의 개요와 추진계획 발표하 다. 우리나라는 INPRO 사업에 

극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Case Study 참여방안에 해서는 과학기

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의 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의 입장을 확정, 통

보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우리나라는 DUPIC 기술을 Case Study의 상으로 

선정하여, 핵연료주기의 평가기 을 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2003년 9월의 Case Study 자문회의(IAEA Consultancy Meeting on 

INPRO Methodology Case Study - Application of INPRO Methodology for the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에서는 INPRO Case Study

를 한 국가별 추진 계획을 구체 으로 발표하고, INPRO 방법론의 검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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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 의와 INPRO Phase IB 보고서의 주요 내용  목차에 한 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 수행시 추진 업무 

내용  계획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고려하고 있는 DUPIC 핵연료주기의 특성

에 한 설명과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통해 INPRO 방법론

의 개선 과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기로 하 다.

높은 핵확산 항성을 갖는다는 에서 DUPIC 핵연료주기에 해 각국들

의 심이 크고, 재까지 세계 으로 핵확산 항성 평가에 한 확립된 방법론

이 정립되지 못한 시 에서의 DUPIC 핵연료주기의 Case Study 용은 INPRO 

방법론 확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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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4세  원자로 개발추진 방안

제1  제4세  원자로 개발사업의 특성

제4세  원자로 개발사업은 2003년 후반기 GIF를 심으로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추진될 정으로 있다. 제4세  원자로 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본격

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른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4세  원자로 개발사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장기  로젝트 

제4세  원자로는 2030년경 건설․운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용화

를 한 연구개발 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여년이 되는 장기 로젝트이

다.

이에 따라 투자에 한 불확실성이 크고, 최종 성과에 한 투자자들의 확

신을 받아내기에 어려움이 상된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한 개발필요

성 논리의 개발이 매우 요하다고 본다.

한, 단계 인 근이 요구되며, 간평가가 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Gen IV 개발에서 제시되고 있는 Viability  Performance, Demonstration의 3단

계 근을 좀더 세분화하여 간개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

이 요하다. 

단계  근이라는 의미에는 간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 포함된다. 물론 나 에 기술할 국제공동연구사업

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의 일 성 유지가 요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익

에 반하는 사업에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결과를 더욱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② 연구개발 범 의 범 성과 포 성

제4세  원자로 개발은 GIF에서 선정한 6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IAEA의 INPRO  한․미 원자력공동연구사업(INERI)도 포함되어야 하

는 매우 다양하고 범 한 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개념별로 다른 목표와 연구범 를 가지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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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호도에 따라 한 연구자원의 효율  활용을 한 선

택과 집  정책기조에 의거하여 개념별로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며, 개념별의 최종 개발목표  연구기간의 설정에도 차이가 날 것이다.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기획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다양한 목표와 연구범 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사

업과의 복성 존재를 쉽게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복성 문제는 본 사업이 구

체 으로 추진되기 인 기획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복되는 사업

은 가능한 제4세  원자로 사업으로의 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표의 다양성과 연구범 의 포 성은 기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에 매우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기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범

가 제4세  원자로 사업 심으로 환되거나, 산  인력 배정에서 제4세  

원자로 사업보다 후순 에 있게 된다거나 하는 것에 따라, 기존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변화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다. 제4세  원

자로 개발사업 추진을 한 기획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기존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국제공동연구가 심인 사업

제4세  원자로 개발사업은 기본 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제로 하고 있다. 

GIF에서는 10개국이 6개의 제4세  원자로개념에 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INPRO에서도 IAEA 회원국들의 력을 

제로 하고 있다. 즉, 우리만의 추진이 아닌 상 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다음과 같은 면들이 우리나라의 제4세  원자로 추진에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 , 과제발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공동연구는 상 가 있는 사업

으로서 력국간에 합의가 제된 과제발굴이 있다는 이다. 즉, 우리가 필요하

다고 하나 상 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 과제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없

다. 이는 제4세  원자로의 개발 추진이 우리만의 계획에 의해 추진될 수 없으

며, 국제 인 목표에 하여 우리의 개발 목표가 설정될 수밖에 없고 연구의 범

도 마찬가지라는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 재산권에 의해 개발기술의 활용이 제약받을 것이 상된다

는 이다. 재 지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GIF 회원국간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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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 재산권이 투자지분에 비례하고, 투자하지 

않은 기술에 해서는 지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에 따라 최종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약이 수반될 것은 어느 정도 상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지 재산권 확보정도가 우리나라가 제4세  원자로 개발

사업 참여에서 성공하 나를 가름하는 요한 단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

다. 따라서 재 진행되는 지 재산권에 한 의에 많은 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착수된 로젝트는 의에 의하지 않고는 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를 들면, 우리나라의 계획에 의해 는 간평가에 의해 자의 으로 

단하고자 하는 로젝트가 발생하여도 단하기 어렵다는 이다. 이는 국제공동

의 평가에 의해 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며, 의에 의하지 않고는 로젝트의 

단이 어려워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로젝트 수행자들이 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기획시에 력국가들의 상황을 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세 번째와 연계되어 산 지원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이다. 과제의 단이 어렵고, 상 국가와 력이 지속되는 한 산이 지

원되어야 한다는 등에 따라 산 배분에서 항상 우선 순 를 가지게 되어 

산배분에 경직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경직성과 함께 산

배분의 경직성이 상됨에 따라 기 기획 시에 매우 신 하고 치 함이 요구된

다.

④ 최종 완성을 해서는 자체 인 연구사업이 병행하여 필요한 사업

제4세  원자로 개발이 최종 으로 완성된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

할 때, 재 우리나라의 기술기반 등을 고려하고, 력당사국들의 기술력을 고려

하면 공동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분야가 

존재할 것이라는 이 상된다. 이러한 연구분야에 해서는 자체 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한 기 기획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사항이다.

⑤  단계에서 개발방향에 한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

제4세  원자로 개발이 본격화되기 해서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다. 재는 제4세  원자로로 6개의 개념이 선정되어있고, 구체 인 공동연구 추



- 74 -

진방안 설정을 해 회원국간 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 모두에서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산확보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을 말하자면 기획의 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

제 인 공동 기획이 먼  추진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획이 되어야 

하나, 시간여건상 국내 기획은 국제 공동기획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표와 범 , 소요 산, 추진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

태에서 기획을 하여야 한다 것이다.

그러나 선행기획은 제4세  원자로 개발이 효율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애무 요한 역할 할 것이라는 에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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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4세  원자로 연구개발 추진방안

제4세  원자로 개발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과 우리나라의 추진 

여건  연구개발 인 라 등을 고려하여, 첫째, 어떤 개념에  투자할 것이며, 

다른 개념들은 투자 수 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둘째, 우리나라가 국제공동

연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투자할 것이며, 지 재산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력 배분과 시설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기존 연구개발사업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4세  원자로 개발을 가장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는 무엇인가 하는 들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

다.

본 사업의 다른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고, 이

를 바탕으로 본 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진여건  인 라, 고려될 수 있는 개발 

상/목표, 추진 략 등에 해서 요약 기술한다. 그리고 제4세  원자로 개발 추

진을 한 기획보고서( 안)은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1. 추진여건

제4세  원자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악하는 것은 개발 필요성 측면에서, 개발 추진 타당성 측면에서 요하다. 개

발 여건으로는 기술 으로 성공가능한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경제․사회

으로 개발 필요성 는 효과가 충분히 상되는가, 그리고 연구개발 자원

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으며, 개발 인 라가 충분한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가. 기술  측면

우리나라는 원 기술자립 추진으로 한국표 형 원 인 KSNP를 완성하

고, 그 후속으로 신형경수로인 APR1400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연료이용을 한 다목  소형 원자로의 개발도 추진하여 해수담수화  

력생산용인 SMART 설계개발에 성공하 다. 이와 함께 연구로 부문에서도 다목

연구로 “하나로”를 자력설계 건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한 미래형 원자로

인 액체 속로 KALIMER 설계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가 제4세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이 충분함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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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에서 제4세  원자로에 앞서 2015년의 건설  운 을 목표로 제안한 

INTD(International Near Term Deployment)에 우리나라가 개발성공한 신형경수

로 APR1400과 소형 원자로인 SMART가 선정된 것이 이를 잘 증명해 다. 

한 우리나라의 KALIMER가 제4세  원자로 의 하나인 SFR 개념에 포함된 

것도 한 이를 잘 말해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추진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이 10년이 

지나면서 주요한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 고, 이것은 외국과의 국제 력에 있어서 

매우 요한 Bargaining Power로서 역할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공동연구(INERI)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을 지향하

여 력이 추진되고 있다.

상기한 사항들은 우리나라가 제4세  원자로 개발에서 기술 으로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제4세  원자로로 선정된 6개 개념 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이 있고, 한 개발 경험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을 잘 고려해야 한다.

즉, GFR과 VHTR은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체계 으로 추진한 경험이 없

고, SCWR은 경수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임계수에 한 경험은 없으며, 

MSR과 LFR은 기 인 연구개발이 진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6개 개념 에 

결국 우리나라가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SFR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 인 원자력연구개발 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형 연구 로젝트를 리하고 있는 등 제4세  원자로 개발 로그램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 경제․사회  측면

제4세  원자로가 개발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개발에 따른 경

제․사회  효과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이 요하다.

제4세  원자로 개발은 21세기 반 이후 화석연료를 실 으로 체할 

수 있는 량공 에 지원, 지구환경문제를 응할 수 있는 실  안 에 지

원, 수소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 지원 등이 원자력의 요한 역할이다라는 

인식을 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세  원자로는 지속성, 안 성, 경제성  

핵확산 항성을 획기 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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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 지문제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국가에 해당한다. 즉, 에

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 지해외의존도가 98%에 이르고, 에 지수입비용이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약 25%에 이르는 등 에 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에 지를 값싸고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

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이용

의 확 이다. 원자력은 기술에 지로서 기술을 가지면 바로 국산에어지가 되는 

것이고, 제4세  원자로는 21세기 반 이후를 책임질 원자력기술로서 개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표 형 원 을 시작으로 향후 신형경수로인 APR1400 그리

고 그 이후는 제4세  원자로로 가는 원자력개발 략이 원자력정책의 큰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망된다.

제4세  원자로 개발이 주는 경제․사회  의미 에는 방사성폐기물 리 

문제와 국민이해를 매우 요한 개발 목표 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4세  원자로는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다. 방사성폐기물 리는 후세 에 부담을 이고 

환경에 부담을 게 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제4세  원자로들은 이들 문제를 본질 으로 해결하고자 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 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4세  원자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안 은 원자력

을 국민이 수용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서 역할하고 있다. 제4세

 원자로는 이러한 을 요하게 고려하여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 의 안 성 

확보를 기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 연구개발 인 라 측면

제4세  원자로 개발을 정책 으로 결정하기 해서는 인 라에 한 분석

과 평가가 요구된다. 연구개발 자원인 인력, 재원  시설이 요한 상이 될 

것이다.

먼  시설 측면에서는 제4세  원자로 개발에 부합되는 연구시설이 충분한

지, 아니면 시설 확보나 시설 이용(외국시설 포함)이 용이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6개 개념에 모두 부

합되는 실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아지나 SFR 등의 개념

과 핵연료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련 시설들은 어느 정도 인 라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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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여진다. 제4세  원자로는 국제공동연구로 추진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

우 외국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인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까지 원자로를 개발한 경험많은 인력

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 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수

행을 통하여 핵연료, 핵연료주기, 재료, 원자로, 안 성 등의 분야에서 기술인력

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6개의 제4세  원자로와 개념간 공동연구분야를 모두 포 하는 인

력의 확보는 실 으로 불가능하고,  그 게 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나라가 

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분야의 인력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능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방안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많다. 재의 원자력연구개

발사업 산은 정부출연 과 원자력연구개발기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1,500

억원 수 이다. 제4세  원자로 개발 산을 기존 산에서 배분해야 할 경우 기

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매우 큰 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산으로 확보할 

경우는 정부출연 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먼 , 제4세  원자로 개발시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하는 정도를, 우리나라

가 GIF에 표명한 Gen IV R&D Interest 에서 High와 Medium 개념을 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GFR, SFR, SCWR  VHTR 개발에 개념별로 최  10%

에서 최고 15%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GIF에서 추정한 개념별 추정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연간 최  소요비용은 250억원에서 최고 320억원 수

이며, 총소요비용은 3,700억원에서 4,500억원 범 에 있다. 이 추정은 우리나라

가 Low Interest를 표명한 개념(LFR, MSR)과 공통연구분야(Crosscut)의 소요비

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인 소요비용은 이보다 많을 망이다.

그러나, 실질 소요비용을 산정할 때는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의 

복 투자분을 반 하여 할 것이고, 정부출연 으로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2. 제4세  원자로 개발 상  목표

가. 연구개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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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선진기술확보사업 기획 원회(2002. 11)에서 국내 기술기반  향후 

망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GIF가 선정한 6개 제4세  원자로 개념  

련 공통기술 (Crosscut Technology)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상을 선

정하 다. 

- 

-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계통설계기술 개발

-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 개발

- 신 개념 제4세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임계압수, 납합  는 가스를 냉각재로 하는 신 원자로 기술

나.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한국표 형원 (KSNP)과 신형경수로(APR1400)를 

이어 2020-2030년경 상용화될 력생산이 주목 인 제4세  원자로  련 핵

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의 단계는 제4세  원자로의 핵심기술 개발단계인 Viability 단계

와 원자로계통의 성능입증 단계인 Performance 단계로 나 어진다. Viability 단

계는 비개념설계까지이며, 상용화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단계 목표이고, 

Performance 단계는 개념설계를 완성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의 단계로 원자로의 개념설계가 완료된 후 원자로시스템 설계의 상용

화를 한 실증을 하는 Demonstration 단계로 이 경우는 산업체가 주도 인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여부는 연구개발의 완료 후 결정하게 된다.    

국내 연구개발의 추진은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주기/재료 분야는 

Performance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신개념의 핵심 원천기술 분야는 

Viability 단계까지 기획 후 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추가 추진여부 결정한다. 표 

5-1에 단계별 목표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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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제4세  원자로의 단계별 목표

단   계 목   표

Viability 단계 

(핵심기술개발)

- 기술 안 도출  해결

- 유사 조건하에서 기본 개념, 기술  

공정의 타당성 확인

- 비개념 설계 완성

- 상용화 성공가능성 확인

Performance 단계

(성능입증)

- 원형시설 조건하에서 공학  규모의 

공정, 상  재료 특성의 입증  

최 화

- 개념설계 완성

-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

Demonstration 단계

(설계실증)

- 상업화를 한 실증

- 산업체 심의 개발

다. 연구개발 내용

제4세  원자로의 연구개발은 크게 1)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계통설계 

개발, 2)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개발 그리고 3) 신개념 제4세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3가지로 수행된다.

각 세부과제별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 다.

(1)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계통설계 개발

 Viability 단계(’04-’06)는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핵심기술 타당

성 연구를 수행하며, Performance 단계는 2개의 세부단계로 나 어  

Performance 1단계(’07-’10)는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성능 입증 연구, 

Performance 2단계(’11-’15)는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개념/기본 설계

를 수행한다. 단계별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Viability 단계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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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함유 연료 특성분석

- Measurements of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and thermal 

expansion of recycled U-Pu-Zr w/ MAs

․MA 함유 연료 조사시험

- Steady-state irradiation testing of U-Pu-Zr with MAs

․연료 과도시험  분석

-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code based on  new fuel performance 

models

․Fabric 내 actinide 손실 최소화 연구

- Measurements of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and thermal 

expansion of recycled U-Pu-Zr w/ MAs

․고성능 피복  노외 시험

- Development of new concepts for fuel-cladding constituent interdiffusion

-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improvement of cladding material

․사용  검사  수리 기술 개발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ultrasonic sensors and array technique 

for ISI of under-sodium structures

․증기발생기 신뢰도 증진

  - Material characterization of high Cr ferritic steels for structural materials

  - Development of SG with high reliability

  - Improve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sodium-water reaction in SG

  - Development of acoustic leak detection monitoring system for SFR steam 

generator

․피동안 성 입증

- Development of coupled thermal-hydraulic-structural analysis tools for 

calculating reactivity feedbacks during undercooling accident

- Development of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PDH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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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for multiple PDHRS's

- Improvement of 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methods

․SASS 개발

․ 사고 상 시험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물 안정성 분석

-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 연료 분출  분산 상분석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 임계 CO2 터빈 타당성 연구

- Development of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technology

․ 비 개념설계

․설계  분석 산체제 개발

-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code development for advanced 

inherent safety of LMRs

- Bias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various basic data library by MCNP

□ Performance 1단계 (2007-2010)

․MA 함유 연료 특성분석

- Measurements of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and thermal 

expansion of recycled U-Pu-Zr w/ MAs

․MA 함유 연료 조사시험

- Steady-state irradiation testing of U-Pu-Zr with MAs

․연료 과도시험  분석

-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code based on  new fue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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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Fabric 내 actinide 손실 최소화 연구

- Measurements of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and thermal 

expansion of recycled U-Pu-Zr w/ MAs

․고성능 피복  노외 시험

- Development of new concepts for fuel-cladding constituent interdiffusion

-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improvement of cladding material

․사용  검사  수리 기술 개발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ultrasonic sensors and array technique 

for ISI of under-sodium structures

․증기발생기 신뢰도 증진

  - Material characterization of high Cr ferritic steels for structural materials

  - Improve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sodium-water reaction in SG

  - Development of acoustic leak detection monitoring system for SFR steam 

generator

․피동안 성 입증

- Development of coupled thermal-hydraulic-structural analysis tools for 

calculating reactivity feedbacks during undercooling accident

- Development of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PDHRS) and 

stability for multiple PDHRS's

- Improvement of 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methods

- Bias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various basic data library by MCNP

․SASS 개발

․ 사고 상 시험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물 안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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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 연료 분출  분산 상분석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 임계 CO2 터빈 타당성 연구

- Development of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technology

․설계  분석 산체제 개발

-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code development for advanced 

inherent safety of LMRs

․개념설계

□ Performance 2 단계 (2011-2015)

․MA 함유 연료 조사시험

- Steady-state irradiation testing of U-Pu-Zr with MAs

․연료 과도시험  분석

-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code based on  new fuel performance 

models

․사용  검사  수리 기술 개발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ultrasonic sensors and array technique 

for ISI of under-sodium structures

․증기발생기 신뢰도 증진

  - Material characterization of high Cr ferritic steels for structural materials

  - Improve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sodium-water reaction in SG

  - Development of acoustic leak detection monitoring system for SFR steam 

generator

․피동안 성 입증

- Development of coupled thermal-hydraulic-structural analysis tools for 

calculating reactivity feedbacks during undercool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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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PDHRS) and 

stability for multiple PDHRS's

- Improvement of 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methods

․ 사고 상 시험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물 안정성 분석

- In-vessel debris coolability and recriticality study

․용융 연료 분출  분산 상분석

- Analysis of post failure behavior for metal fuel during initiating phase

․설계  분석 산체제 개발

-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code development for advanced 

inherent safety of LMRs

- Bias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various basic data library by MCNP

․개념설계

(2)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개발

Viability 단계(’04-’06)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pyroprocessing) 핵심기

술을 평가하고 최  공정을 확정하는 것과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재료물성 

자료 생산을 한 연구를 수행한다. Performance 단계는 2개의 세부단계로 나

어지며 Performance 1단계(’07-’10)는 Engineering Scale 건식 처리공정 시험  

실증계획을 확정하고,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재료물성 자료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Performance 2단계(’11-’17)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처리 

공정 실증 (100 kgHM/batch)  핵연료물질 시제품 생산하고, 노내․외 성능평

가  재료 성능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다.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Viability 단계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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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핵심기술 평가  최  공정 개발

∙ Development of Head End Powder Preparation Process

  - 건식분말화 공정  slitting 장치개발

∙ Selection of Process Materials

  -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용융염 반응기 재료선정  평가  

  - 속연료 Casting  Salt Separation 장치재료 평가  선정

∙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Electrorefiner

  - High-throughput 우라늄회수 해정련 연속 공정개념 도출  장치개발

  - TRU 착 반응기구 규명  최 조업조건 선정

∙ Technical Development of Actinide Recovery from Used Salt

  - 환원추출 공학  장치 개발

∙ Development of Liquid Metal and Salt Separation

  - Cd 증류  용융염 분리시스템 개발

○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재료 물성자료 생산 비 연구 

∙조사특성 평가 요소 기술 개발

   - 고온 고 성자속 환경에서 재료의 조사시험  특성 평가

∙재료성능평가 기반기술 확보  평가체계 구축

   - 비조사/조사 재료의 고온 상  조직 안정성 평가

∙ 합  비 괴 검사 기반 기술 개발

   - 동종  이종 재료에 한 합 기술 개발

∙재료 code  standard 개발

   - 원자로별/부품별 재료 요구 특성 자료 생산  guide line 작성

□ Performance 1단계 (2007-2010)

○ Engineering Scale 건식 처리공정 시험  실증 계획 확정

∙ Selection of Process Materials

  - 기화학  속 환 공정용 최  양극재료 선정  평가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속 환공정의 Integrated Laboratory Scale Testing

∙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Electrorefiner

  - TRU 해정련의 Integrated Laboratory-Scal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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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ctinide Recovery from Used Salt

  - TRU를 이용한 환원추출 반응기구 규명  최 조업 조건설정  

∙ Development of Liquid Metal and Salt Separation Technology

  - Cd 증류 고온 구조재 개발  TRU 속 회수의 실험  검증 

○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재료 물성자료 생산

∙조사특성 평가 요소 기술 개발

   - 모사에 의한 조사손상평가 기술 확보

   - 조사용 장치  치구 요소기술 개발

∙재료성능평가 기반기술 확보  평가체계 구축

   - 비조사/조사 재료 기계  특성 분석  평가

   - 비조사/조사 재료 부식/응력부식 분석   평가

∙ 합  비 괴 검사 기반 기술 개발

   - 합부에서의 잔류응력과 합성 평가

   - 합면 결함 확인을 한 NDT 기술 개발

∙재료 code  standard 개발

   - 원자로별/부품별 비 code  standard 작성

□ Performance 2단계 (2011-2017)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처리공정 실증 (100 kgHM/batch)  핵연료물질 

시제품 생산

∙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ctinide Recovery from Used Salt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환원추출공정의 Integrated Laboratory-Scale Testing

∙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Construction of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Facilities

  - 고온용융염 해분리기술을 용한 GEN-IV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기술성 

종합평가

○ 노내․외 성능평가  재료성능 모델 개발과 테이터베이스 구축

∙조사특성평가  성능자료 생산

   - 하나로  가속기 사용 최  후보재료의 조사시험  특성 평가

∙재료성능평가 자료 생산  수명 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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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성능평가 자료 생산  수명 측 모델 개발

   - 비조사/조사 재료 부식/응력부식/고온산화 분석, 평가  수명 측 모델 

개발

∙재료 code  standard 체계 구축

   - 작성원자로별/부품별 비 code  standard 개정

   - 원자로별/부품별 최종 code  standard 작성

(3) 신개념 제4세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신개념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은 Viability 단계(’04-’15)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그 내용은 1) 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개념 연구, 2) 

가스냉각형 고속로 시스템의 개념   핵심설계 검증 연구 그리고 3) 납합  냉

각재 리-운  기술  핵심 코드 체계 검증 연구로 이루어진다. 세부 연구내용

을 정리하 다.

○ 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개념 연구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andidate material for SCWR cladding 

and reactor core

∙SCWR coolant chemistry

∙Assessment of thermal-hydraulic behavior for SCWR

∙Reactor core conceptual study

○ 가스냉각형 고속로 시스템의 개념  핵심설계 검증 연구

∙GFR 설계 개념  안  평가

∙GFR 핵연료 재료  노심구조 세라믹스 소재 연구

∙Safety Systems Design and Evaluation

∙Reactivity Control and Transient Analysis

∙Code development: neutronics, TH, core damage

∙Testing for code validation

○ 납합  냉각재 리-운  기술  핵심 코드 체계검증

∙납합  열수력 부식 실증 연구

∙납합 로 과도 해석을 한 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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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세  원자로 개발 추진 략

제4세  원자로의 개발을 한 략은 크게  

1) 필요기술의 효과  확보를 해 선택과 집 , 

2) 최소 투자, 최  성과확보를 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그리고 

3) 개발 성공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 사업추진 체계 구축

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선택과 집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는 Viability 단계는 국내 기술기반  여건을 고려

하고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1. 7)에 의한 국가 원자력정책에 의거하여, 

GIF의 6개 Gen IV 개념, 5개 공통기술(Crosscut Technology) 분야 에서 선택

과 집 의 략을 용하여 다음의 3 분야를 연구개발을 하여 선택하 다. 

우선 으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계통설계 개발”은 국내기술기반  

국가 원자력정책방향에 의거  분야로 선택하고 집  투자를 수행하고, 

한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재료기술 개발”은 제4세  원자로 공통기술  

시스템 완성을 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로서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신개

념 Gen IV 핵심 원천기술 개발”은 나머지 제4세  원자로 개념  미래의 가능

성에 비하기 해 Viability 단계까지 핵심원천기술 개발하고, 시스템기술을 

Follow up하는 수 의 국제공동연구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범 를 선정하 다. 

Performance 단계는 제4세  원자로의 상업화  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

기 한 투자에 을 두어, 정부와 산업체간 력투자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원칙 하에 신개념의 제4세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한 연구결과 평

가에 따라 향후 추진분야를 선택과 집 하여, 국가에 지정책 목표 부합성과 상

업화 가능성을 최우선 평가하고 첨단 신기술로서 타 산업분야 효과를 고

려하여 수행하도록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 다.

나. 국제공동연구 참여 략

 제4세  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최소 투자로 최 의 성과를 거두기 한 

목 으로, GIF를 통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투자 험의 최소화하고, 

최소투자로 지 재산권을 최  확보하기 한 투자 략을 설정하고 있다. 제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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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개발에 참여를 하여는 총비용의 약 10～15% 수  투자참여 필요한

데, 선택과 집 을 통한 참여 차별화로 투자의 효율을 최 화 할 수 있다. 

국제 표 인허가 개발  산업체 국제 력 강화 측면에서 제4세  원자로

의 상용화 원활화를 도모하기 하여, 국제 표 인허가 개발  산업체 참여를 

통한 국제 력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허가  산업체 국제 력과 련, 

문가 1명씩 견할 정이다.

다. 추진체계

제4세  원자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체계는 GIF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

진 체계에의 참여와 국내에서의 책임 사업추진 체계로 구분된다. 

GIF는 제4세  원자로 개발을 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GIF 

10개 회원국간 다자간 력으로 한국, 미국, 일본, 랑스, 국, 캐나다, 스 스, 

남아공, 라질  아르헨티나의 공동연구체계로 구성된다. 국제기구인 

OECD/NEA는 국제공동연구 추진 총 간사 역할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문가( 는 로젝트 수행자)들을 로젝트별  시스템

별 국제기술 원회( 는 국제운 원회)에 극 참여시킴으로써 국제공동연구 

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산․학․연 문가로 국제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하

여 계 기술분야별 기술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기술 원들은 해당 분야별 

기술개발 는 기술자문에 참여하며, 각 분야별 기술 원  1명은 GIF  국제

공동연구 운 원회와 로젝트 추진과 련한 의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5-1에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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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 체계

국제공동연구의 국내추진을 한 체계로 책임 사업추진 체계를 구상하여 

운 할 정이다. 연구인력의 확보  운용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인력의 최 한 

활용하고, 산․학․연 력을 통한 연구인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체  학의 참여를 확장하여 련 문인력 활용을 최 화하고, 특히, 제2단계 

이후는 산업체의 참여와 산업체 인력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여 기술이 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인력 운용은 공동연구 수행분에 

해서는 기술개발을 심으로 한 기술인력과, 외국 수행분에 해서는 기술추  

 확보(Follow-up)를 하여 필요 분야에 한 신규 우수인력 확충한다. 

연구시설 확보  운용에 있어서는 력국가간의 국내․외 기존 연구시설 

활용을 제로 국제공동연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 력으로 확보 는 

활용이 불가능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  운용은 원자력선진 10개국이 참여하

는 국제 으로 공인된 국제공동연구임을 감안하여 제1단계인 Viability Phase(핵

심기술개발)에서는 국가 로젝트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제2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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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Phase(성능입증)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되, 산업체 력 개발로 추진

하고, 이를 하여 정부와 민간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3단계인 

Demonstration Phase(설계실증)에서는 산업체가 심이 되어 정부의 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하여 산업체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한다.

책임사업추진체계(가칭 “제4세  원자로 개발단”)는 제4세  원자로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참여․수행을 한 기획, 연구개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4세  원자로 개발 추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단기

(～2003년)으로는 제4세  원자로 개발 기획업무 등을 단일화하고, 외 인 

공식 창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며, 기 (～Viability Phase)으로는 국가 로젝

트의 기획  수행․평가를 책임지고 외 인 공식창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하여 원자력법에서 인정하는 원자력 문연구기 이 심이 되어 책임운

체계를 구축한다. 

한, 제1단계(Viability Phase)  제2단계(Performance Phase)의 사업 특

성을 반 하여 단계별 추진체계를 차별화하여 구축하여, 장기 (～Performance 

Phase)으로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독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책임사

업추진체계와 함께 국제공동연구 로젝트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추진

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인력개발  기술이 이 상호 연계되게 함으로써 용이하

게 추진되게 하며, 국내에 기술분야별로 국내 산․학․연 문가로 기술 원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반에 한 력과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운 (기획) 원

회를 두어 책임사업추진체의 운 에 한 사항을 자문하고, 평가 원회의 평가결

과를 반 하여 단계별 기획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 5-2에 제4세  원자로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국내책임추진체계와 국제공동연구체계  국내 력체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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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자로 개발단 (가칭)
- 책임 사업추진 주체 -

제1단계
(Viability Phase)

제2단계
(Performance Phase)

원자력전문연구기관
중심의

책임운영 체제

산학연 공동의
독립추진체제
(독립 사업단)

• 핵심기술 개발
• 국가 프로젝트로 수행

• 기술 성능입증
• 정부주도/산업체 협력
프로젝트로 수행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협력

대표단
파견

국제공동연구 국내 책임추진체계

기술/운영위원회
참여

국내 산.학.연 협력

대학
(SNU, KAIST 등)

산업체
(한수원I, 두산중 등)

연구기관

연구/기술
협력

기술이전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국내 자체 연구개발국내 자체 연구개발

연구
개발
참여

추진 주체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국내 협력

GIF

운영(기획)위원회
상시전담평가단

단계평가위원회
국제공동평가

<그림 5-2>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책임추진체계

4. 기  성과  활용방안

가. 기술  기 효과

제4세  원자로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미래 에 지 시스템의 독자 설계능력

을 보유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래형 원자로의 원자로 핵심기술 확보

로 원자로 설계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핵연료주기분야의 공동연구에 참여로 

체 인 에서의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타산업분야와 공유하는 첨단

기술이 종합되어 국가 체의 기술력을 증진할 수 있다. , 선진국과 공동연구

는 국내개발 기술의 benchmark를 통한 기술수 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제4세  원자로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효과를 가진다. 고온의 공정

열과 풍부한 담수의 생산은 타 산업분야의 고효율 공정이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

을 증진시키고, 개발 기술은 타산업분야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신뢰성 

안 기술은 유해물질을 보유한 화학공장에 사용가능하고, 분산원격제어기술은 복

잡한 제어를 필요로 하는 교통시스템에 사용 가능하다. 한 모듈화한 공법의 발

소 건설기술은 토목분야의 공사기간 단축에 이용되며, 원자력을 이용한 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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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수소의 생산은 수소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

나. 경제․사회  기 효과

제4세  원자로는 에 지 수요의 충족과 지구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 우라

늄 자원의 효율  이용과 경제성의 확보로 증가하는 미래의 에 지 수요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갖춘 력의 공 과 수소  공정열의 생산, 

지역난방의 제공 등 에 지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이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획기 으로 감소시켜 

지구환경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국민복지와 과학기술의 발 을 한 인 라의 측면에서 안 성과 핵확산

항성이 증진된 원자로의 개발로 원자력에 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안정 인 력공 과 열병합발 을 통한 지역난방의 에 지 공   미래 수송

연료인 수소의 생산, 해수담수화를 통한 물 부족 해결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 기반 분야를 총 망라한 종합  성격의 원자로의 

개발을 통하여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활력의 창출과 국제 인 연구개발 인 라구

조의 생성이 가능하며, 선진국 원자력기술의 습득과 연구시설․설비의 활용으로 

원자력 분야의 고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 

다. 성과 활용방안

제4세  원자로는 우리나라의 에 지자립 기반 구축, 기후변화 약 응기

술,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 아시아 지역 원자력연구개발 심센터  수출상품으

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은 기술에 지로서, 기술을 보유할 경우 국산에 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세  원자로는 용량 력을 경제 이고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고, 한 고온 핵열을 이용한 수소에 지를 효율 으로 값싸게 생산․공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 지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원자력은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 지로, 제4세  

원자로는 고온 핵열 이용으로 미래 청정에 지인 소수에 지를 가장 값싸게 생

산․공 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 약에 응하는 가장 

실 인 에 지기술로 될 수 있다.

제4세  원자로는 신기술을 바탕하고 있고, 21세기 최고의 선진 원자력

기술 집합체로, 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연구자들이 창의 으로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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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제4세  원자로 개발의 아시아 지역 표  참여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지역 선진 원자력연구개발 허 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제4세  원자로는 략 수출상품으로 제4세  원자로 개발성공은 바

로 21세기 원자력기술 시장에서 기술표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원

시장에서 제4세  원자로가 최고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4세  원자로 기술은 향후 우리나라의 요 수출상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96 -



- 97 -

제6장 결론  건의 사항

제4세  원자로는 에 지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에 지안정공

 기반을 제공할 주력 노형으로서 역할 할 것으로 기 된다. 2015년 정도의 단

기 인 망에서는 제3세 형 원 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상되나, 그 이

후에는 환경측면, 지속성 측면, 안정성 측면  경제성 측면에서 획기 인 개선

이 이루어진 신형 원자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상된다.

제4세  원자로의 개발은 원자력선진국이 주도하는 규모 원자력 국제공

동연구사업으로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는 기술선진국으로의 국가 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제3세  원  기술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제4세  원자로 개발에서도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  원자력선진기술개발을 한 국내․외 추진 동향에 

한 조사․분석을 실시하 다. 한, 우리나라의 추진방안 기획(안) 개발의 기 자

료 확보를 하여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련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조

사하 다. 국내에서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의 미래 신 원자로 개발에 

한 정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 추진 동향 등에 해 조사하 으며, 

해외에서는 선정된 제4세  원자로 개념과 련한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조

사하 다. 

한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한 기획(안)을 

개발하 다. 기획(안) 개발을 하여 먼 ,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추진여건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4세  원자로 개발

의 필요성, 개발 상  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 략 등에 한 방안을 

개발하 다.

본 과제는 소내의 단장  정책자문회의와 연구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기술확보  개발방향에 한 연구소 정책방향을 설정하 고, 연구소내 선진

기술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반

하도록 하 다.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제4세  원자로의 성공 인 개발은 21세기 원자

력기술 주도권의 확보로 원자력선진국에의 진입을 이루고, 한 미래 원자력기술

의 표 이 될 것으로 망되는 제4세  원자로 기술에 한 원천기술을 확보하

게 됨으로써 세계 원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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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기술 선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4세

 원자로개발 국제공동연구 수행은, 우리나라가 제4세  원자로개발을 한 국

제공동연구의 심 축으로서 동북아 심연구센터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연구소가 제4세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한 우리나라가 미래 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선진기술확보사업에의 참여방안은 우리 연구소 장기 

연구개발정책  경 정책 수립에 반 되어 미래 연구소의 연구개발 역으

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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