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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을 위한 기술분야별 세부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11개국은 미래혁신형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를 결
성,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계획 중이다.  

본 연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개발과 관련하
여 국내 연구개발 세부 계획의 수립과 국제 공동연구 참여 프로젝트의 내용과 수행 방안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의 단계별 목표 설정
  -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세부 연구개발 분야별 사업 내용 및 범위의 도출
  - 시스템의 완성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 분야 및 연구 항목
  - 국내 수행 연구 분야의 기술 내용 및 연구개발 범위
○ 세부 사업별 연구개발 추진 방안 및 체계(안) 개발 
  -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방안 및 추진 체계
○ 추진 일정 및 예상되는 사업 소요 자원(안) 산정 
  - 연구개발 추진 주요 이정표 및 소요되는 연구사업비와 연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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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 각 노형과 공통 기술분야에 대한 현황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계획에 대한 조사
○ 우리나라가 개발에 참여할 시스템의 국내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분

야의 전문가가 세부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
○ 원자력 및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 

도출
○ 국내 가용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구비 및 인력 활용 계획 수립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 사업 참여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매우 긴요
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세부 연구개발 계획과 이의 수행 방안은 미래의 연구개발 
착수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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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Planning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II. Objectives of the Project

Eleven countries hold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including Korea,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 etc. organized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and are planning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his study aimed at the planning the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the formulating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 contents and executive plan for “A 

Validity Assessment and Policies of the R&D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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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blish the objective of each stage for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grams for Gen IV

- Formulate the contents and the range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ach 

technology field

- Develop the executive plan and the systematical organization of the specific programs

- Estimate the expected overall schedules and required resources of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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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follows;

- Survey of the technology state in the fields of the Gen IV system specific technologies 

and the common technologies, and the plans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 Drawing up the execu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by the experts of the relevant 

technology field for the systems which Korean will participate in.

- Formulating the effective conduction plan of the program reflecting the view of the 

experts from the industry, the university and the research institute.

- Establishing the plan for estimation of the research fund and the manpower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domestic available resources

IV. Proposals for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useful material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can be valuably 

utilized to establish the strategy for the effective conduction of the program.

The executive pla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was produc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to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stablishing the guiding direction and the strategic 

conduction of the program wh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launc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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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동향
1. 해외 동향

1.1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 시스템은 액체금속로 기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50여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였
고, 약 250 노․년의 운전 실적을 쌓은 실용화 직전의 기술이다.

'60-'70년대에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수로 및 농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
를 위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금속로를 개발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안전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하였고, 초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및 핵무기용 플루토늄 연소로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소듐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념 혁신에 의한 경제성 확보를 최
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기후협약의 발
효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환경 친화형의 중추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우라늄자원의 효율
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량 저감방안으로서의 소듐냉각 고속
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건
설계획, 운전 및 폐쇄된 소듐냉각 고속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다.

1.1.1 미국
신형 핵연료주기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AFCI)와 Gen IV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Gen VI 프로그램과 AFCI는 미래 에
너지수요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장기 기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폐기물
관리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핵연료주기 개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6년 
이후 Gen IV 원자로는 고속로가 대상으로  소듐냉각로(SFR), 가스냉각로 (GFR), 납냉각
로(LFR)가 고려되고 있으며 소듐냉각로 개발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Euratom이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2 프랑스
Phenix 원자로의 최종 개선 작업을 2003년 3월에 완료하고 현재 마이너 액티나이드

와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질 변환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이 진행중이다. 유지보수 및 핵연
료 재장전을 위해 2004년 2월에 2주간 계획정지를 한 후 2004년 3월에 재가동해 총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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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안 핵변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2009년에 운전을 종료하게 된다. 
Superphenix 원자로의 폐로가 현재 진행중으로 2003년 3월 19일에 마지막 핵연료집합체
가 노심으로부터 인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큰 시설의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미래 원자력발전 시스템 개발은 가스냉각로 개발, 경수로 혁신,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까지 최초의 GFR인 20~50 MWt급 가스냉각 실험로 
EDTR(Experimental Technology Demonstration Reactor)를 개발, 운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5년에 운전될 가스냉각 원형로 건설을 2019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는 기 확보 지식을 보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Gen IV 소듐냉
각 고속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 12월 31일 제정된 법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관리 관련 장반감기 폐기물 분리 및 
변환, 심지층처분, 장기간 보관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수로, 
소듐냉각 고속로, 가스냉각로,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3 일본
일본은 소듐냉각 고속로 소듐냉각로를 국가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연

구로 수행중이며, 열 및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4S 소형 원자로를 미국에 설치하기 위하
여 미국 NRC에 설계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로 조요(JOYO)를 보유하고 있
으며 조사시험 성능 향상을 위해 출력을 140 MWt로 높인 MK-III 노심구성을 마치고 전 
출력 운전 중이다. 소듐냉각 원형로 몬주(Monju)는 1995년 12월 소듐냉각 누출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나 2005년 2월 7일 후꾸이현 지사가 몬주 재가동을 위한 보수에 
동의를 함의로써 2005년 3월부터 몬주 보수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재가동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고속로주기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타당성 평가연구는 
1999년에 시작되어 1단계 2000년까지 여러 고속로주기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2단계(2001~2005)가 진행중으로 2015년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유망한 고속로와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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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현재 2009년 12월까지 운전될 계획이며 이후 BOR-60M 원자로로 개조되어 운전될 
예정이다. BN-800 원자로 건설이 진행중으로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BR-10은 현
재 해체중이다.

1.1.5 중국
65 MWt 소듐냉각 실험로 CEFR(Chinese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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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부분의 설계 관련 실증시험이 완료되었고 2004년 현재 상세설계는 약 95% 완
료되었으나 러시아로부터 제작, 수입될 원자로 용기의 제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2년정
도 지연되어 당초 2005년말로 예정되었던 최초 임계는 2008년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CEFR 후속으로 600 MWe급 소듐냉각 원형로 CPFR(Chinese Prototype Fast Reactor)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1.1.6 인도
13 MWe급 소듐냉각 실험로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이 운전중이며 2003

년 9월에 500 MWe급 소듐냉각 원형로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건설 승
인을 받아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IAEA-TM-22667 Technical Meeting on “Review of National 
Programmes on Fast Reactors and Accelerator Driven Systems,” 
Vienna, Austria 10 ~ 14 May 2004 



- 4 -

표 2. 해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현황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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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52

5148 63

6159 65

63(65)57 94/09

56 7263(65)

65 7269

70 9380

82 83 계획중지

개념선정 88 94 계획중지

55 7759(63)

66 9474(76)

62 8367

68 73(74)

77 9885(86)

KNK-I 개조 75 91/0877(79)

73 91/03 계획중지

76 87 계획중지

88 98 계획중지

70 77

80 94 95 운전중지

90

58    BR-557 73    BR-10

65 69(70)

70 80

86

노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풀형

풀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루프형

풀형

풀형

출력

25 kWth

0.2 MWe

1 MWth

20 Mwe

61 Mwe

20 Mwe

400 MWth

380 Mwe

155 Mwe

15 Mwe

250 MWe

40 MWth

250 Mwe

1240 MWe

20 Mwe

327 MWe

120 MWth

1580 MWe

100 MWth

280 Mwe

660 MWe

5/10 MWth

12 Mwe

600 Mwe

800 MWe

00

플랜트명

Clementine

EBR-I

LAMPRE

EBR-II

E.Fermi

SEFOR

FFTF

CRBR

PRISM

DFR

PFR

Rapsodie

Phenix

Super-Phenix

KNK-II

SNR-300

PEC

EFR

JOYO

MONJU

DFBR

BR-5/BR-10

BOR-60

BN-600

BN-800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험로

실증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실험로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국명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65 72(73) 99

76 85

03/09

루프형130 MWeBN-350 원형로카자흐스탄

루프형

풀형

15 Mwe

500 MWe

FBTR

PFBR

실험로

원형로
인도

착공 폐쇄초임계(운전)

운전중

계획중

98풀형25 MWeCEFR 실험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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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듐냉각고속로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1.2.1 21세기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방향
21세기 들어 가장 큰 명제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
고,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면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
라의 환경에 적합한 두뇌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망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원자력발전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처리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물
질인 반면에,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현재 몇몇 국가에서 습식 재처리에 의해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원자로에 재순환시키고 있으나 여기에는 플루토늄의 회수에 따른 핵
확산 저항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Dirty Fuel, Clean 
Waste" 개념이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Pyroprocessing이다.

Pyroprocessing은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TRU (Np, Pu, Am, Cm 등)를 함
께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습식 재처리 공정에 비해 핵확산 저항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공정이 단순하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 경제적이며, 사용
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장수명 핵종을 모두 회수하여 재활용을 통한 소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핵연료주기일 뿐만 아니라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어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 4세대 원자로시스템에서도 
Pyroprocessing 을 핵연료주기 공정에서 최우선 공정으로 선택하고 있다. 

1.2.2 미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Program)

2002년 말까지 미국의 상용 원자로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44,000 톤이며, 매
년 약 2,0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항 것으로 예상된다. Yucca Mountain 처분장의 법
적 용량은 상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63,000 톤이며, 이는 2015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만을 수용할 수 있다. Yucca Mountain 처분장의 물리적 용량 한계는 약 120,000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의 발생량 추이로는 새로운 처리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2010년 1월 1일까지 에너지부장관은 제2처분장 건설여부를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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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AFCI 프로그램의 제2처분장 용적 감축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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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용후핵연료의 감용을 통한 제2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후핵
연료를 핵비확산성 처리공정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하여 이는 저준위폐기물로 천층처분 혹
은 재활용하며, 악티나이드 핵종 중 플루토늄과 넵투늄 및 핵분열생성물 중 장수명핵종인 
I-129 및 Tc-99를 분리하여 일차적으로 기존의 LWR원자로 혹은 플루토늄 전용 연소로
에 재활용 및 소멸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속로 혹은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를 건설하여 
TRU 및 장수명 핵종을 재활용 및 소멸처리하는 것을 새로운 관리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따른 제2처분장 필요성 배제, 플루토늄의 직접
처분에 따른 장기적인 핵확산 위험성 해소, 장수명핵종의 재활용 및 소멸을 통한 환경친
화성 제고 및 에너지 생산의 Sustainability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GEN-IV Reactor 및 관련 핵연료주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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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세계 주요 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개발 경험 및 현황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핵연료주기 기술의 대부분은 이미 1940년대와 1950년

대에 개발되었다. 이 당시의 주요 목적은 전략적 차원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전략 핵물
질의 생산과 핵잠수함의 핵연료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 당시에 개발된 사용
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 방법인 PUREX 공정은 현재까지도 세계의 상용 재처리시설의 주 
공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핵연료주기 기술은 원자력이 전력생산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며, 1951년 Idaho Falls에 EBR-I이 
가동되기 시작되면서 EBR 고속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재순환 연구가 ANL에서 착수
되었다. 이것이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처리기술개발의 본격적인 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대
형 상용 원자로의 등장과 함께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습식 재처리 기술은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목적의 핵연료의 재순환 목적에 적용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및 영국 등에서 대형 상용 원전이 가동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재순환,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중요성
도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
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으
며,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일본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및 고속증식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몇 차례의 대형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세계적으
로 당초 기대했던 원자력발전 도입속도의 둔화와 함께 기존 원전의 성능개선으로 우라늄 
수요가 감소되어 우라늄 가격이 폭락하면서 고속증식로 도입의 당위성이 쇠퇴하게 되면
서,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
에는 인도의 핵실험으로 세계적인 핵확산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의 증대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약의 강화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핵확산 위험성으로 인해 자국 내의 상용 재처리를 금
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Barnwell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상용 재처리시
설의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1년에 Nuclear Waste Policy Act가 제정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을 국가 후행 핵연료주기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프랑스, 
영국, 일본 및 러시아 등은 유효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차원에서 사
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여기에서 얻어지는 유효 핵연료 자원의 재활용 정책을 고수하면
서 재처리에서 얻어진 플루토늄은 MOX로 기존의 원자로에 재순환시키는 정책을 지금까
지도 견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은 크게 습식법과 건식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PUREX 공정
으로 대표되는 습식법은 기술의 성숙도나 적용 경험 측면에서 재처리 기술을 대표하는 공
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성이나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건식 공정은 아직 성숙되지는 않은 기술이지만 핵확산 저항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세대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EN-IV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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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에서도 이를 Reference 공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식 처리공
정에 대하여만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1.2.3.1 미 국
미국에서의 Pyroprocessing 연구는 EBR-II 액체금속로 프로그램이 착수된 1952년부

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고연소도이면서 단기 냉각한 EBR-II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인 재순환을 위해서는 공정이 단순하고 고방사선에 의한 유기 용매의 열화 문제가 전혀 
없는 Pyroprocessing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1964년부터 
1969년까지 ANL-West의 FCF (Fuel Conditioning Facility)를 이용하여 약 5.3 tonnes의 
EBR-II 사용후핵연료를 Melt Refining 공정으로 처리하여 EBR-II 원자로의 핵연료로 재
사용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Melt Refining 공정은 아주 초보적인 1세대 
Pyroprocessing 공정이었다. 이어서 1984년 IFR (Integral Fast Reactor) 프로그램이 착
수되면서 동시에 Pyroprocessing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여 이를 통해 산화물 사용후핵연
료의 Li에 의한 환원 공정 및 Electrorefining 공정이 개발되었다. EBR-II 프로그램이 종
료된 1996년부터는 EBR-II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Conditioning 방안으로 
Electrorefining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의 실증을 1999년까지 성공적으로 완
료한 바 있으며, 이어서 2000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에 의해 매년 약 600 ~ 1000 
kg 정도의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있다.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Pyroprocessing 연구는 1960
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의 공정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본격적인 연구는 1999년 10월에 착수한 ATW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s)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초 ATW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에
서 TRU를 포함한 장수명 핵종을 회수하여 이를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에서 소멸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채택한 기준 공정은 먼저 UREX라는 습식 공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분리한 다음 Pyroprocessing에 의해 TRU를 분리 회수하여 미
임계로에서 소멸시키는 개념이었다. 이 ATW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AAA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됨과 동시에 연구개발 목표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축하여 
제2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포
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의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4세
대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함으로서 제4세대 원자로시스
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AFCI 프로그램에서는 기준 분리공정으로 습식 처
리공정인 UREX+ 공정과 Pyroprocessing 공정인 PYROX 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2007년까지 Engineering-Scale 실증시험과 상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를 완료할 예정이다. PYROX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및 탈피복, 전기화학적 
금속전환 및 고방열핵종의 분리, Electrorefining에 의한 우라늄 및 TRU의 분리 회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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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ANL-West의 HFEF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금속전
환 공정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실증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이 AFCI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5년부터 상용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며, 순차적으
로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여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시킴으로서 제2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할 예정이다. 

1.2.3.2. 일 본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Pyroprocessing의 일환으로 불화물휘발법에 대한 연구개

발을 착수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에 접하게 되는 계기는 1988년도에 미국의 IFR 프로그
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다. 1995년까지 약 8년여에 걸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자료도 입수하였다. 이어서 1999년부터는 JNC 주관
으로 범 국가 차원의 “The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ized FR Cycle Systems" 연
구가 착수되어 이의 일환으로 Pyroprocessing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착수되었다. 
여기에서는 Pyroprocessing 기술로 불화물휘발법, Metal Electrorefining 공정 및 Oxide 
Electrowinning 공정이 후보 기술로 선정되었으며, 1단계의 평가 결과로부터 불화물휘발법
을 후보기술에서 배제하고 현재 나머지 2가지 기술에 대한 2단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006년까지의 2단계 연구에서 Engineering-Scale 실증시험을 통해 한 가지 기술로 압축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 2015년까지 상용규모 시설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을 자립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일본은 Pyroprocessing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자체 연
구개발도 수행하고 있지만 주로 국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예로 
Electrorefining 공정개발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EC/JRC-ITU와 공동으로 ITU 연구소의 
Hot Cell을 이용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Oxide Electrowinning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RIAR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3.3 러시아
1960년대 초반 러시아 RIAR 연구소에 고속증식로 시험로인 BOR-60 건설계획이 확

정되면서 이의 핵연료주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자적인 Pyroprocessing 연구개발이 착수
되었다.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로 개념에 맞춰 Oxide Electrowinning 공정에 근
거한 DDP (Dimitrovgrad Dry Processing)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서 회수한 MOX
를 고속로에 재순환하기 위한 Vipac 핵연료 제조공정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 
Engineering-Scale 실증시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BOR-60 고속증식로 시험로에 필요한 
핵연료 전량을 이 공정에 의해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기술의 실증에는 동경전력을 
비롯한 일본으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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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1.3.1 세계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3.1.1 고온가스로 전반
초고온가스로는 1960 ~ 1980년대 개발된 고온가스로를 개량하여 안전성을 더욱 향

상시키고, 열효율과 열이용범위를 수소생산까지 확장시키려는 원자로개념이다. 즉, 출구온
도 750~850oC는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라 부르며, 
더 높은 900~1,000oC를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라고 
부른다.

고온가스로는 1960년대 유럽이 참여하여 영국에 건설된 Dragon 원자로에서 개념이 
실증된 피복입자핵연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피복입자핵연료 기술을 발전시켜 독일과 
미국은 1980년대까지 고온가스로를 개발, 건설, 운전하고 상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한 상태
이다. 독일은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이후 반핵정책으로 운전을 중단하였으며, 미국은 
잦은 발전소 운전 중단으로 발전소를 자진 폐쇄하였다. 1990년대에 일본은 고효율발전과 
고온열이용에 적합한 30 MW급 초고온가스 실험로를 건설하고 운영중이며, 중국도 10 
MW급 실험로 HTR-10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은 열출력 300 MW급 고온가스로 
GTHTR-300의 설계를 진행중이며 중국은 열출력 400 MW급 고온가스발전로 HTR-PM
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열출력 400 
MWth급 초고온가스로 PBMR을 24기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림 3. 고온가스로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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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전중인 수소생산용 가스냉각로 실험로
실험원자로 착공 준공 1차 목표 2 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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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활성화를 위해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Generation-IV)을 국제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대까지 수소생산에 적합한 초고온가스로의 상용배치를 
목표로 추진중으로,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스위스, 
유럽이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참여 의사표시하고 있다. 또한 IAEA 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중소형 및 수소생산용 원자로로 고온가스냉각로 국제협력 프로그램 진행중이며, 
OECD/NEA는 2000년부터 원자력 수소생산에 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고온가스로의 열을 이용한 연구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 되었
으며, 유럽 특히 독일에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 석탄액화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석유값의 안정, 체르노빌사고의 여
파에 의한 반핵정서의 정치세력화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일본에서는 꾸준히 초고온가스로
에 의한 수소생산연구를 지속하였으며,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천연가스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실증과 열화학법에 의한 물분해 수소생산반응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고온가스로
에 의한 수소생산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2000년대초 급격한 기후변화, 석유매장
량의 한계,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우석유수요 증가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초
고온가스로에 의한 수소생산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석유매장량의 한계는 천
연가스매장량의 한계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천연가스원료의 증기개질법은 
매력을 잃게되어 일본은 천연가스증기개질 실증연구를 2004년부터 중단하고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화학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수소생산방법으로 기존의 알칼리 수용액 전기분해법은 상용화되어 있으나 효율이 나
쁘고 생산단가가 비싸므로, 초고온가스로의 고온 열를 직접 이용하는 열화학적 수소생산 
방법과 고온 전기분해법(HTES)에 의한 경쟁력 있는 수소생산 기술개발이 현재 Gen-IV 
연구개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1.3.1.2 초고온가스냉각원자로 설계
고온가스로는 직경이 0.8mm인 피복입자핵연료인 TRISO를 핵심연료로 사용하나, 원

자로에 장전하기 위해 두가지 형태의 핵연료 형태를 취한다. 미국에서 개발한 후 독일에
서 실용화한 형태는 페블형 연료이며 미국 GA에서 실용화한 형태는 블록형 연료이다. 일
본은 블록형과 유사한 환형콤팩트를 실험로인 HTTR에 사용하고 있다. 페블형은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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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전을 하며 블록형은 1~2년마다 교체장전을 하므로 노물리적인 특성이 다르며, 연료
의 노심배치형태가 다르므로 열유체적인 특성도 다르다.

페블형 원자로의 경우, 독일 FZJ(Forschung Zentrum Juelich)의 설계를 근간으로 남
아공은 400 MWth 급 직접 가스터빈 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을 중국은 450 MWth 급 간접 증기터빈 사이클 전기생산 원자로인 
HTR-PM (High Temperature Reactor - Pebble Bed Module)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형 원자로의 경우, 미국 GA(General Atomcis)의 설계를 근간으로 일본은 600 
MWth 급 직접 가스터빈 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GTHTR300과 수소생산 겸용 
Co-generation 원자로인 GTHTR300C를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600 MWth 급 간접 
가스터빈 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ANTARES 를 개발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개발 중인 PBMR Demonstration 원자로는 자국내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
으며, 2006년도 후반에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병행하
여 미국의 설계인증 (Design Certificate)를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 USNRC와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설계해석체계로 중국과 남아공은 해석체계를 독일 FZJ로부터 도입/개선 또는 자체개
발하여 일련의 설계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기존의 경수로해석체계로부
터 개선 또는 자체개발한  해석체계를 사용하여 일련의 설계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과 프랑스 등은 새로운 설계와 인.허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계 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
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cis)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설계해석체계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남아공은 설계해석체계의 검증, 해석모델의 개발 및 원자로 운
전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노심, 열수력 및 계통 Loop 실험을 수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노물리 특성의 검증은 주로 스위스의 PROTEUS 임계시험장치, 러시아 ASTRA 임계시험
장치, 중국의 HTR-10 노물리 시험, 일본의 HTTR 노물리시험 등 과거에 이루어진 임계
실험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PBMR 계획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ASTRA 임
계실험도 수행중이다. 열유체 특성의 검증은 중국의 HTR-10 운전결과, 일본의 HTTR 운
전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열수력 기반, 출구플레넘, 노심 및 RCCS 성능 
등 다양한 열수력 실험을 수행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Helium Test Loop과 관련하여, 프
랑스는 1 MWth 급 Helium Test Loop을 일본은 2 MWth 급 전력생산계통 Helium Loop
를, 남아공은 1 MWth 급 Helium Test Loop을 건조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페블노심
의 열전달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Gen-IV GIF를 통하여 CFD 코드, Pebble형 노심, Block형 노심, Air-Ingress, 핵문
열생성물 수송, 핵연료 성능, Pebble형 원자로 사고해석, Block형 원자로 사고해석, 전력
계통 과도해석 등 9개분야의 설계해석체계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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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기기장치
고온용 기기는 가동온도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로용

기는 현재 냉각방식을 이용하여 400℃ 이하에서 운전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650℃까지 설계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증, 규격설정, 용접기술, 품질보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열교환기는 950℃에서 성능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helical coil 형태의 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장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컴팩트한 열교
환기로 Heatric사의 PCHE(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 지고 있다. 고온 가스 덕트는 내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측에 특수 단열
층을 갖는 이중관 구조를 개발하여 가동온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전용 고온가스로에서는 고온 열교환기를 회피하고 고온에서 발전효율이 좋은 
Brayton cycle을 이용한 가스터빈 발전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복합화력발
전소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생산용 원자로에서 열교환기와 중
간 열교환루프는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한 용접, 단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1.3.1.4 핵연료
현재 TRISO 핵연료의 제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

시아 등, 과거 고온가스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를 위한 핵연료 수급을 해 온 나라와, 
일본, 중국 등 현재 고온가스로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는 나라 등으로 이들이 확립한 
제조기술로 조사시험을 통해 얻은 TRISO 입자 중 결함 입자의 수는 평균 1×10-5 이하이
다.

핵연료 입자의 조사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 십년 간 100개 이상의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독일 AVR 원자로를 운전하는 기간 동안 축적된많은 양의 조사
시험 데이터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소도는 7.5～15.3% FIMA (Fission per Initial Meta 
atom), 조사량은 0.1～8.5×1025n/m2의 범위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Kr-85m 
기체 핵분열 생성물의 R/B(Release per Born)는 제조회사에 따라 1×10-5～7×10-9으로 
SiC-coated TRISO 핵연료 입자의 파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SiC-coated TRISO 핵연료 입자는 20% FIMA 정도의 고연소도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중국 등의 고온가스로에서 TRISO 핵연료 입자의 최소 요구조건은 제조과
정 중 결함입자의 수가 1×10-6 이하이고 정상 운전시 R/B(85Kr)은 1×10-6 이하, 사고시 
R/B(85Kr)은 2×10-6 이하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VHTR 개념의 요구조건 중 냉각재 출
구온도를 950～1100℃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TRISO 
핵연료의 성능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 TRISO 핵연료 제조공정/재료특성 개선 및 QA/QC 연구
- ZrC 등의 대체 코팅소재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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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소도(20% FIMA) 및 정상/비정상 운전시의 TRISO 핵연료 성능 연구
- TRISO 핵연료 설계 개선 및 노내거동 모델링 연구
- Pu 및 MA 커넬 핵연료의 설계, 제조 및 노내거동 모델링

과거에 독일, 영국 및 미국 등 HTGR 선진국에서는 kernel 제조, coating 기술 등을 
포함한 제조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및 일본은 현재 각 국의 HTGR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들 기술을 수요에 맞게 상용화하여 가동 중이다.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 중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와 고연소도의 핵연료에 대
한 연구로 SiC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피복층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온도를 200oC 정도 높일 수 있는  ZrC 피복재료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ZrC 코팅 기술은 일본 JAERI에서 개발하여 ZrC-coated 피복입자핵연료의 노
내 조사시험을 1990년대 중반에 완료하고 조사후시험을 거쳐 그 결과가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완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불충분한 형편이다. 현재 3kg/batch 규모의 
상용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1.3.1.5 고온재료
고온가스로의 노심구성재료인 흑연은 자연 흑연을 처리하여 재조한 등방성 인공 흑연

이며 원자로급 흑연이라고도 한다. 흑연은 승화 온도가 3000oC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
하나, 장기간 중성자 조사에 의해 수축, 팽창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취약해지므로 주로 중
성자 조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원료 흑연, 제조과정에 
따라 많은 물성 차이가 나타나는 세라믹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각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특정 품질 제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EC는 경제성, 안전성, 열효율, 폐기물관리 및 자원이용측면에서 뛰어난 신원자력시스
템(유럽형 HTR) 개발을 목표로 5 차 EURATOM Framework Programme (HTR-M, 
HTR-M1)에서 EC 5 개국 참여, 고온, 고조사시 흑연거동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5 개 원
자로급 흑연재료에 대한 고온, 고조사 시험 수행중이다. (HFR-Petten, 네델란드, 조사조
건: 25dpa, 900℃ 이상, 예산: 1,800 만 유로)

프랑스는 단기적으로는 2010 년까지 Direct Cycle Modular type 고온가스로를 상업
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열효율이 높고 수소생산이 가능한 1,000℃ 이상의  핵열온도와 핵확
산 저항성이 크고 고유안전성이 확보되는 VHTR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과 열이용
이 동시에 가능하며 핵폐기물 Actinide 변환도 가능한 고속중성자 spectrum 의 GFR 
(Gas Cooled Fast Reactor) 개발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흑연재료기술개발을 수행중이
다. 특히 고온가스로 안전성 확보와 관련,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화” 문제를 흑연재료조
건(porosity, impurity, density) 및 산화조건(온도, 가스성분 및 flow rate) 함수로 중점 
수행중이다.

일본은 1997 년 HTTR 완공을 계기로 현재에는 가동중 노심흑연거동 예측 및 평가연
구 (감시시험) 수행중이며 고온, 고조사 환경에서의 흑연거동예측(modelling)에 필요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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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확보를 위하여 2004 년부터 JMTR을 이용, 고온, 고조사시험 수행예정으로(950℃
이상, He 분위기, 조사량: 3 x 1022 n/cm2, 10 dpa), 2003 년 현재 고온 흑연조사시험장
치 제작중이다. GIF VHTR 및 EC 의 HTR-M, M1 공동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체적변화, 열특성 및 강도변화에 미치는 조사효과자료 확보중이다.

미국은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계획(Gen-IV)으로 수소생산용 원자로기술개발을 2017년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수소생산용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필요한 흑연재료로 자국내 UCAR 회사에서 생산하는 H-451 grade (GIF 표준 참고 흑연 
grade)를 선정, 현재 ORNL을 중심으로 900℃이상 고온조사특성시험을 수행중이다. (조사
량: 3.8×1022 n/cm2, E>50 KeV).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로는 9Cr1Mo강의 ASME 코드 등재, 용접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고온용 배관재료는 1970년대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고온가스로용 재료 프로그램을 시
작하였다. 8개 재료를 연구한 후 4개의 재료 즉, Nimonic 86, Hastelloy X, Alloy 800, 그
리고 Alloy 617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850℃ 이상까지 적용하기 위하여 Alloy 617, 
800H, Hastelloy X 재료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일본은 중기 프로그램을 수
행하여 Hastelloy X를 최적화한 (내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Al과 Ti 함량을 줄이고, 
유도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여 Co 함량을 제한함) Hastelloy XR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100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Ni-23Cr-18W의 W 첨가강을 연구중이다. 

제어봉 안내관용 재료는 C/C 복합체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응력해석 코드를 개발 중이다.  
미국에서는 핵융합로의 응용을 위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특성을 평가하고 있는 SiC 단미 
세라믹스 및 SiC/SiC 복합체를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 NERI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1.3.1.6 수소제조

1.3.1.6.1 열화학 수소생산기술
원자력 열에너지를 이용한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와 더불

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유럽연맹의 JRC (joint research center) Ispra
연구소에서 Sulfur 계열 18개 사이클에 대한 수소생산 기술에 대한 기술성 예비 평가를 
시행한 것을 필두로 하여 같은 시기 미국의 GA(General Atomics)사에서 IS사이클에 대
한 연구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시기적으로 유럽과 미국보다 조금 뒤 늦기는 하였지만 일본에서도 열화학적 수소생산
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Ispra의 Mark 13사이클과 유사한 UT-3 (브롬-칼슘-철)사이
클을 일본 동경 공대에서 착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도 IS사이클 연구
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1997년에 대기압 운전 모드의 비
커 규모(1 L/h) IS 폐사이클 운전에 성공하였고, 현재에는 30 L/h 규모의 실험실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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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2003년 8월 대기압 운전 모드의 폐사이클 연속운전에 성공한 이래 2004년 6월
에는 175시간의 연속 운전을 달성한 바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5년간, 년100억의 연구
비를 투자하여 30Nm3/hr급 IS(요오드-황산)싸이클 파일롯 플랜트 장치를 설계 운전하고 
2010년에는 HTGR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또한 2004년에 
JAERI-Oarai 부지내의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 시험시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파일럿 규모 IS 공정장치 시험시설을 설치하여 장치성능시험과 안전성시험을 시행
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에 걸쳐 30Nm3/hr급 파일럿규모 IS사이클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팀을 새로 구성하고 2010년경에 원자로와 접속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동경공대의 UT-3사이클은 90년대초부터 일본 문부성의 중점영역 과제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각 공정별로 운전 제어 기술 및 효율화에 관해 연구되었으며, 현재는 시
스템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DOE는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한 후보 기술로 현재 IS 사이클을 비롯하여 고온전
기분해(HTES) 기술 및 대안 기술로서 일본에서 연구 중인 UT-3 사이클 및 구리-염소 
사이클, 웨스팅하우스 사이클 등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 IS 사이클은  SNL 및 GA에 의해 프랑스의 CEA와 함께 I-NERI 과제의 일환으로 추
진 중이며, 고온 전기분해 기술은 INEEL이 Ceramatec의 기술을 지원 받아 Button Cell 
시험을 마치고 Stack 시험을 수행 중에 있는 한편 VHTR/HP 국제협력 의제로서 IS 사이
클 기술과 함께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VHTR/HP PMB 회의에서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구리-염소(Cu-Cl2) 사이클의 
공정 연구는 미국 ANL에서 연구수행 중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는 않지만 향후 주목받는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원자력수소 실증사업 목표는 최종적으로 2015년경에 아이다호 폴에 건설 예
정인 600 MW급 NGNP에 약 60 MW급의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 시설을 건설/접속하여 
시험한다는 계획아래 2012년경이면 여러 가지 후보 공정 중 가장 유력한 하나 또는 두개
의 공정을 선정하여 파일럿 시험에 임한다는 NHI Plan하에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CEA는 I-NERI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GA사 및 SNL과 함께 IS 사이클에 대
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IS 사이클의 열효율 평가를 통하여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IS 사이클의 최대 운전 효율이 36 %를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추정하고 이의 효율을 50 %까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분젠반응에 대한 연속운전 장
치 개발 및 요오드화수소의 농축/분해 및 수소의 선택적회수를 위한 멤브레인 개발에 열
중하고 있다. 프랑스의 CEA는 또한 고온 전기분해법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과 웨스팅하우
스 사이클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1.3.1.6.2 전기분해 공정기술
전기분해 공정기술은 19세기 말경부터 알려진 기술이다. 캐나다는 1989년부터 EQH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력 발전 전력으로 알칼리 수용액 전기분해 방법에 의해 수소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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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연구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1986년부터 HYSOLAR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전력으로 알칼리 수용액 전기분해 방법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350 kW급)
을 연구하였으며, 1995년에 완료하였다. 또한, 1985-1999년까지 SWB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태양광 발전 전력을 이용하여 알칼리 수용액 전기분해 방법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80kW급)이 연구되고 있다. 미국은 1994년-1997년까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이
용한 물 전기분해 기술, 수소가스 저장에 의한 수소 Station과 수소 엔진 차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DOE의 Hydrogen program으로 수소제조, 저장, 이용등
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온에서의 전기분해는 일단 전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효율이 낮고 비용이 비
싸게 된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에 의한 전기분해로는 1000oC 정도의 고온의 수증기를 전
기분해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국 INL에서 소규모로 진행 중이
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고온연료전지와 대부분 같으므로 실질적인 연구보다는 막대한 연
구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고온연료전지연구 특히 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연
구개발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3.1.6.3 천연가스 수증기개질 기술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기술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제조 방법으로 이미 상

용화된 기술이며, 수소제조시 CO2 방출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산업계에서 주로 이
용하는 수소생산기술이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기술을 이용하
여 100Nm3/h 급 플랜트 연구를 수행하여 HTTR과의 접속에 따른 안전성 연구와 격리변
(Isolation Valve)와 같은 컴포넌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2004년에 연구 종료되었다.

1.3.2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미국은 2010년까지 수소생산에 적합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5년사이에 

Idaho Falls의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
해 미국 DOE는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계획과 
원자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계획을 
2003년부터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DOE에서 제시하는 NGNP의 성능목표는 건설단가
(overnight) kW 당 1,000달러이하, 발전단가 kW-hr당 1 센트이하, 수소단가 휘발유기준 
갤런당 1.5달러 이하이다.

NGNP 계획에는 2003년 3백만, 2004년 14.4백만, 2005년도 19.3백만 달러를, NHI에
는 2003년 2백만, 2004년 6.5백만, 2005년 9 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 Gen-IV 
및 INERI 예산으로 배정된 2003년 14백만, 2004년 12.5백만, 2005년 10.4백만달러의 상
당 부분도 VHTR 관련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8.2
억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투자로 9.2억달러, 건설을 위한 산업계투
자로 9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개발을 위한 투자는 6.4억달러, 수소생산기술 개발
에는 2.8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NGNP의 실현을 위한 Project Integra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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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초에 공모하였으며 2005년중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NGNP Project Integrator
가 2 개의 노심개념을 1~2년간 병행 연구하도록 지원한 후 하나의 개념을 선택할 것이
다. 현재 예상되는 응모자는 General Atomics 의 GT-MHR을 향상시킨 가스직접발전식 
블록형 원자로 개념, BNFL/Westinghouse의 PBMR을 향상시킨 가스직접발전식 페블형 원
자로 개념, Framatome-ANP의 Antares 개념을 행상시킨 복합간접발전식 블록형 원자로 
개념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General Atomics사에서 Peach Bottom 1 호기와 Fort St. Vrain
에 발전용 고온가스로를 건설하고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 고온가스로를 개
발하여 상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Fort St. Vrain은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간
접루프방식으로 헬륨순환기의 잦은 누설 등의 고장으로 인하 낮은 가동율과 때마친 체르
노빌사고의 여파로 발전회사측에서 경제성 확보 실패에 따른 완전폐쇄를 단행하고 현재는 
천연가스발전소로 개조하였다. 그 후 General Atomics는 열출력을 600 MW이하로 제한하
여 피동안전성을 확보하고 헬륨순환기를 없앤 직접 가스터빈 발전개념인 GT-MHR을 개
발하고, 구소련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로에 대한 연구를 러시아의 
OKBM, KI 등과 수행하였다.

미국은 VHTR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열수력 관련 실험을 MIT, 
INL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히 수행 하였으며 미래 설계 및 안전 해석을 위하여 추가 실험
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NGNP 건설을 위한 설계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구체적
인 R&D Plan을 수립하였다. 세부과제로 CFD 해석체계 검증실험, 열수력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 노심 핵설계 해석체계 개발, 핵자료 구축, Liquid Salt 냉각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설계해석체계는 Pebble형과 Block형 각각에 대하여 INL, ANL, MIT가 개발 중에 있
다.

미국의 General Atomics에서 공급한 핵연료는 제한 열출력밀도가 5 Watt/cc이상이며 
UCO(Uranium Carbon Oxide)를 연료핵으로 사용하는 TRISO 핵연료이다. 그러나 이 핵
연료의 핵분열생성물 누설률은 독일의 TRISO보다 나쁘며  조사시험을 통해 얻은 TRISO
중 결함 입자의 수는 평균 1×10-4 정도이다. 따라서 TRISO의 성능을 독일 수준으로 높
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ORNL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NGNP 건설에 필요한 흑연재료로 자국 회사인 UCAR(전 Union Carbide)에서 생산하
는 H-451 grade (GIF 표준 참고 흑연 grade)를 선정, 현재 ORNL을 중심으로 900℃이
상 고온조사특성시험을 수행중이다(조사량: 3.8×1022 ncm-2, E>50 KeV). 

고온재료에 대한 연구는 ORNL을 중심으로 수행중이며 핵융합로의 응용을 위해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특성을 평가하고 있는 SiC 단미 세라믹스 및 SiC/SiC 복합체를 고온가스
로에 적용하기 위해 NERI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미국은 1976년부터 DOE의 지원으로 열화학수소제조를 연구하였으나,  1980년대 중
반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중단 정책으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1980년대 까지 General 
Atomics 사에서는 IS(요드-황산) 열화학싸이클법에 대한 연구를 Westinghouse사에서는 
황산분해-전기분해 혼합 열화학싸이클법을 연구하였다.  2001년이후 Sandia, Idaho,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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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CEA와 함께 IS 싸이클법에 대한 연구를 i-NERI 사업으로 개시하였다. 또한 ANL은 
일본 동경공대의 UT-3 싸이클을 개량한 Ca-Br 싸이클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하였다.

1.3.3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일본은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고온가스로의 고온핵열이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는 초고온가스로 개발계획하에 열출력 30 MW급 고온가스실
험로 HTTR을 건설하여 1998년 초임계를 달성하고 2001년말에는 850oC 전출력으로 운
전하였으며, 2004년 4월에는 950oC로 수일간 운전하였다. 고온가스로 개발과 병행하여 원
자로를 이용한 다양한 수소생산방법을 연구한 결과 IS열화학 싸이클을 가장 적합한 방식
으로 선정하여 연속공정에 의한 실증으로 1997년 시간당 1리터규모, 2003년에 시간당 32 
리터규모에 성공하였으며, 공학제작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당 100루베(Nm3)로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바, 후지쯔, 미쓰비시, 찌요다 등 여러 산업체가 참여하여 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HTTR과 연결하여 10 MW(연간 1천
톤) 규모로 수소생산을 실증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미국주도의 GIF의 VHTR 개발계획에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열출력 30 MW급 
초고온가스냉각 실험로 HTTR의 개발, 건설과정에서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제공
하는 열수력 관련 실험을 이미 완료하였다. 현재는 HTTR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
다. 

일본의 HTTR은 원자로 출구온도 950oC를 2004년 달성하였으며, 노심 냉각재 화학
분석 결과 원자로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온 운전은 단기적으
로 이루어 졌으므로, 이것이 상용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950oC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일본은 HTTR 개발 경험을 토대로 전력생산 전용로인 600 MWth 급 GTHTR300과 
수소/전력생산 Co-generation 600 MWth 급 GTHTR300C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상용로 
개발전략은 기 검증 기술의 적용을 우선한다. 이에 따라, GTHTR300의 원자로 출구온도
로 850oC를 설정하였으며, 가스터빈 등은 Mitsubishi사가 개발한 수평터빈 설계개념을 적
용하였다. GTHTR300C는 수소생산을 위하여 원자로 출구온도를 950oC로 설정하였다. 기
존 GTHTR300 설계를 기본으로 원자로출구 하단에 중간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수소생산계
통에 열을 공급하고, 이후 전력생산계통과 연결하는 설계를 적용한다. 수소생산계통으로는 
170 MWth의 열이 제공되고 430 MWth은 전기생산에 사용된다. 수소생산계통으로의 열
공급 용량은 기 개발된 중간 열교환기의 용량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현재, GTHTR300의 전력계통 부품에 대한 개별 실증실험이 수행 중에 있다. 전력계
통 전체의 과도거동 실증을 위하여 2 MWth 급 Helium Test Loop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05년 중에 시운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열출력 30 MW급 초고온가스냉각 실험로
인 HTTR의 개발, 건설과정에서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열수력 관련 실
험을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는 HTTR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



- 20 -

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다.
일본 도카이무라소재 NFI (Nuclear Fuel Industry)사에서는 독일 NUKEM 기술을 도

입하여 JAERI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량하여 HTTR의 초기 장정용 핵연료를 공급한 실적
이 있으며 현재는 HTTR의 재장전용 핵연료 제조와 남아공 PBMR에 핵연료제조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 JAERI는 ZrC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ZrC-coated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 조사시
험을 1990년대 중반에 완료하고 조사후시험을 거쳐 그 결과가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완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불충분한 형편이다. 현재 3kg/batch 규모의 상용생
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은 1997 년 HTTR 완공을 계기로 현재에는 가동중 노심흑연거동 예측 및 평가연
구 (감시시험) 수행중이며 고온, 고조사 환경에서의 흑연거동예측(modelling)에 필요한 추
가 자료확보를 위하여 2004 년부터 JMTR을 이용, 고온, 고조사시험 수행예정이다. (95
0℃이상, He 분위기, 조사량: 3 x 1022 n/cm2, 10 dpa). 2003 년부터 고온 흑연조사시험
장치 제작중이며, GIF VHTR 및 EC 의 HTR-M, M1 공동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
여 체적변화, 열특성 및 강도변화에 미치는 조사효과자료 확보중이다.

고온재료를 위해서 중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Hastelloy X를 최적화한 (내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Al과 Ti 함량을 줄이고, 유도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여 Co 함량을 제한
함)  Hastelloy XR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100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Ni-23Cr-18W의 
W 첨가강을 연구중이다. 

제어봉 안내관용 재료는 C/C 복합체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응력해석 코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 고온가스로 계획과 병행하여 열화학 수소제조방법중 IS(요오드-
황산)싸이클법의 연구를 계속하여 1999년 실험실에서 1 L/hr 규모 연속공정에 성공하였
으며 2003년에는 50 L/hr 규모에도 성공하였으며, 32L/h급 IS(요오드-황산)사이클 장치
의 175시간 운전을 2004년 6월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2004년부터 5년간 30Nm3/h급 IS
(요오드-황산)사이클 파일롯 플랜트 장치를 설계 운전하고 2010년에는 HTTR과 연계한
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고온가스실험로(30 MW급 HTTR)를 열원으로 사용한 
천연가스 수증기개질법을 적용한 대량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여 헬륨 열원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증기개질장치를 건설, 원자로접속을 위한 고온루프의 차단발브를 제작, 
HTTR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컴퓨터 모사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나, 2004년에 연구를 중단
하였다.

일본 동경공대는 반응온도를 낮출 수있는 UT-3(브롬-칼슘-철) 열화학싸이클을 개
발하고 있다. 일본동경공대의 UT-3사이클은 90년대초부터 일본 문부성의 중점영역 과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공정별로 운전 제어 기술 및 효율화에 관해 연구되었다. 현재
에는 시스템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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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중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중국은 고효율발전과 고온열이용에 적합한 고온가스로 (10 MW급 HTR-10)를 건설

하여 실험중이다. 이를 발전시킨 450 MW급 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중이다. 중
국은 Gen-IV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Pebble 형 고온가스로 기술을 도입하여 1995년에 HTR-10을 착공하
고 2002년에 초임계를 달성하였으며, 2003년에 전출력운전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HTR-10을 이용하여 유량상실, 반응도 삽입, 감압사고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Safety Demonstration Test를 수행 중이다. 중국은 HTR-10 설계/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450 MWth 급 HTR-PM 발전로를 개발 중이다. 이 발전로는 2010년까지 산동반도에 건
설될 예정이다. HTR-PM은 흑연 페블 볼 형태의 중앙 반사체 설계 개념을 적용한 열출
력 450 MWth 급 Helium 냉각 가스로로, 원자로 출구온도 750oC에 간접 사이클 형태의 
증기 전력생산 설계개념을 적용한다. 

중국은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조장비를 도입하여 HTR-10에 사용할 TRISO 핵
연료를 제조하였다. HTR-PM에 사용할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고온가스로 계획은 만주지방에 심지층에 매장된 중질유를 채굴하기 위한 열응
용 기술로 출발하였으므로 수소생산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동향
에 따라 수소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의 협력하여 원자력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를 원하고 있다.

1.3.5 프랑스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프랑스는 80% 가까운 전력을 경수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

료의 재활용을 위한 고속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스냉각고속
로(Gas Fast Reactor) 개념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프랑스 원자력연구기관인 CEA
가 중심이 된 연구계획은 산업체인 Framatome를 지원하여 VHTR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GFR을 개발하여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Gen-IV 및 
미국과의 I-NERI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VHTR 노형으로 Block형 노심을 채택하였으며, 산업체인 AREVA는 600 
MWth 급 Block형 원자로인 ANTARES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ANTARES는 원자로 출구온도 850oC, 간접 사이클 가스터빈
과 증기터빈의 혼합 전력생산 계통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산업체인 AREVA와 공동연구 형태로 설계해석체계를 개발
하고 있다. 코드 개발전략은 기존의 가압경수로형 체계를 개선하여 가스로에 적용성을 확
보하고, 이를 CFD 해석체계와 통합한 신개념의 코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설계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은 2007 또는 2008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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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석 모델 및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소형 및 중형 열수력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EU, IAEA CRP 및 Gen-IV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실험자료를 입수 또
는 계획하고 있다. 특히, CEA는 1 MWth 급 대형 Helium Test Loop를 건설하고 있으며, 
본 실험시설을 통하여 가스 열전달, 중간열교환기 개발, 전력계통 성능, 주기기 계통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Helium Test Loop은 2008 또는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ratom의 회원국으로 HTR project에 참여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10 
년까지 Direct Cycle Modular type 고온로(HTR)를 상업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열효율이 
높고 수소생산이 가능한 1,000℃ 이상의 GCR(가스냉각로) 와 핵확산 저항성이 크고 고유
안전성이 확보되는 GCR 등 두 종류의 GCR 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과 열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며 핵폐기물 Actinide 변환도 가능한 고속중성자 spectrum 의 GCR 개발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흑연재료기술개발을 수행중이다. 특히 HTR 안전성 확보와 관련,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화” 문제를 흑연재료조건(porosity, impurity, density) 및 산화조
건(온도, 가스성분 및 flow rate) 함수로 중점 수행중이다.

프랑스 CEA는 2002년부터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체결하여 IS사이클에 대
한 각 공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글로벌 수소제조 계획으로 독일의 
Aachen대학, 미국 GA사등이 함께 참석하여 IS사이클의 각 공정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
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I-NERI 프로그램으로 CEA는 IS(요오드-황산)싸
이클법 중 HI 분리반응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1.3.6 남아공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남아공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원으로 직접 사이클 전력생산 원자로인 400 

MWth 급 PBMR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4모듈의 고온가스로를 1개 부지에 건설하여 총 
24개 모듈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 모듈에 대해서는 2005년초 정부와 국회의 
사업추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10년 초임계를 달성할 예정이다. PBMR 설계는 독일의 
300 MWth 급 참조 설계와 비교, 연료장전 노심 중앙에 고체형 반사체 설계를 채택함으
로써 노심 출력을 400 MWth로 증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연료 재장전 계통의 설계를 
3 개로 증가하였다. 전력생산계통을 단일 Shaft Brayton cycle 형태로 전환하고 
Recuperator를 2대 설치함으로써,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현재, 기기장치의 구매
를 위한 계약을 진행중이다. 자국내 PBMR의 인.허가가 진행중이며, 미국의 Design 
Certificate 획득을 위한 논의도 USNRC와 진행 중에 있다. 

PBMR의 설계해석체계는 독일의 VSOP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남아공은 이를 개선하
여 PBMR의 설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로, 전력계통 성능해석체계로 FLOWNEX 
코드를 개발하였다. 코드 검증 및 전력계통 성능 실증을 위하여 PBMR Micro-Model 
Test 설비를 건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환형 노심의 Pebble Flow 및 재장전계
통 실증실험과 Valve 성능 실증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 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을 계
통 성능 실증을 위하여, 1 MWth 급 Helium Test Facility를 총 3천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완공될 예정이다. 본 설비를 이용하여, 계통 부품 성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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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압실험, 노심 제어봉 성능 실증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열전달 실험, 흑연반
응실험, 재료 조사실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아공은 일본 NHI의 핵연료제조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Pebble 연료를 시험제조하
고 있다. 또한, 일본의 Mistubishi와 함께 직접발전용 헬륨가스터빈을 실증하는 실험을 
2003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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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는 열병합이용 중소형가스로형으로 가스냉각로에 관한 정보교환을 1980년대 초
부터 주관하여 왔으며 총장자문회의인 TWGGCR (Technical Working Group for Gas 
Cooled Reactors)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설계해석체계의 검증을 위하여 CRP 
(Coordinated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로 규제지침 및 사고해석 지침
서의 작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TWGGCR의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EC, 남아공, 러
시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가입하였다.

OCED/NEA는 2001년부터 원자력수소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여왔으며 2004
년도부터는 미국주관인 GIF의 secretariat를 담당하고 있다.

Euratom은 유럽회원국의 공동프로젝트인 HTR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네덜란
드,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1960년대 ~ 1980년대 까지 Juelich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온가스로 AVR과 
THTR 건설 및 운영을 하여왔으며,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등 각종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국가의 원자력포기정책으로 국가 지원의 연구개발을 중단되었다. 그러나, 
Euratom의 연구개발기금으로 가스로의 안전과 관련한 소규모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남
아공 PBMR 프로젝트에 적극참여, 중국에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력을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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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1.4.1 계통개념 및 안전성 관련 분야
고온의 물이나 증기를 이용하여 냉각되는 원자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원자

로 개념 중의 하나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에 와서 일본, 러시아 및 캐나다에서 혁신적인 수냉각 원자로로써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개념이 연구되어 왔다. 

SCWR은 냉각재의 압력을 임계상태 (22.064 MPa 이상) 이상으로 가압하여 운전하며 
이때 초임계 상태의 물은 임계점 이하에서와 같은 상변화에 따른 급격한 물성변화를 보이
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 기존의 LWR 들의 33 - 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 정도의 열효율을 얻을 수 있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밀도가 10분의 1 정도로 변화하지만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임계열유속(CHF)의 우려가 없음. 단, CHF와 유사한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
지만 이는 CHF에 비해 미미한 영향을 끼치며 열유속과 질량유속을 조절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온도가 300℃에서 500℃으로 비교적 크게 변화함과 동
시에 유사임계점(pseudo-critical point)을 통과하면서 엔탈피가 급격하게 증가하므
로 냉각재의 엔탈피가 기존 경수로에 비해 높아 단위 노심출력 대비 냉각재 유량이 작
으므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크기가 대폭 작아지고 이에 관련된 기기들의 크기도 작아
져 건설단가가 낮아짐. 

○ 비등경수로(BWR : Boiling Water Reactor)과 비교하면 SCWR에서는 노심 내에서 냉
각재의 재순환이 없고 냉각재가 노심을 한번만(once-through) 통과하며 가열되므로 
노심의 크기가 작아짐. 

○ 초임계 상태에서는 비체적이 매우 작아 (약 200 kg/m3) fast-spectrum 노심을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고속증식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일본에서는 이미 고속증
식형 SCWR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EU도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연구에 
착수하였음.. 

○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SCWR은 기존의 경수로와 개념이 동
일하므로 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기술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SCWR은 기존의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및 초임계압 화석연료발전소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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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CWR의 운전조건 및 다른 원자로와의 비교
PWR ABWR Coal SC SCWR

Coolant System Indirect Direct with Recirculation Direct Once-Thru Direct Once-Thru
Eleectric Power (MW) 1,150 1,350 1,000 1,700
Thermal Efficiency (%) 34.4 34.5 41.8 44.0
Primary Pressure (MPa) 15.5 7.2 24.1 25.0
Inlet/Outlet Temperature (℃) 289/325 269/286 289/538 280/508
Coolant Flow rate (t/s) 16.6 14.4 0.821 1.97
Coolant Flow/Power [(kg/s)/MWe] 14.5 10.6 0.821 1.19

화석연료발전소에서의 초임계압 발전은 40여 년 전부터 상용화가 시작되어 일본, 유
럽 및 미국 등지에서 약 300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성공적으로 운전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도 이미 20여 개의 초임계압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태안화력 5, 6호기가 추가로 
계획되고 있다.

SCWR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57년에 미국의 Westinghouse가 수행한 SCR에 대한 
개념연구이며 direct cycle과 indirect cycle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1962년 
direct cycle, pressure tube 형의 흑연감속 열중성자 초임계압경수로 SCOTT-R (Super 
Critical Once-Through Tube Reactor)에 대한 개념연구도 완료하였다. GE의 Hanford 
Lab.은 1959년 중수로 감속하는 초임계압경수로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최대 온도와 압
력은 각각 621℃와 37.9 MPa이었다. 이후 SCWR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가 SCWR이 
GEN IV 대상 노형 중의 하나로 선정되면서부터 INL을 중심으로 노심과 계통에 대한 연
구가 재개되었으며 미시간대학과 ORNL과 MIT을 중심으로는 고온재료연구, 위스콘신대학
을 중심으로는 안전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동경대학에서는 BWR 설계를 기초로 한 초임계압경수로 SCLWR-H (Super 
Critical Light Water Reactor)의 개념설계를 1992년에 완료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안
전해석과 성능해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SCWR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며 연구성과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현재 SCWR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동경대
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WR 사업자인 Toshiba와 Hitachi가 참여하여 Japanese NERI 
Project를 2000년부터 5년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플랜트 개념설계, 열수력, 재
료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수행되었으며 플랜트개념설계 분야에서는 그림과 같은 BOP의 배
치도를 생산할 정도의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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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CWR 플랜트 계통도 

SCWR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 열전달상관식은 큐슈대학을 중
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매질이 프레온이어서 scaling effect를 확인해야 하는 과제가 남
아 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행하는 열전달에 관한 I-NERI 과제의 연구결
과와 비교검토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SCLWR의 노심은 당초 tight lattice를 가진 6각형 배열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4각형 
배열로 수정되었으며 일본, 미국, EU는 이 노심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5. SCWR 노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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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학에서는 열중성자로인 SCLWR-H 이외에 고속중성자로인 SCFR의 노심설계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도 1993년 증기발생기가 원자로용기 내에 내장되어 
있고 노심은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며 가압기는 원자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초
임계압경수로 B-500 SKDI의 개념설계를 발표하였다. B-500 SKDI의 노심설계는 VVER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Zr alloy나 stainless steel로 cladding된 121 개의 핵연료 집
합체가 있다. 전기출력은 515 MWe이고 노심출구 온도는 380℃이며 열효율은 38.1%이
다.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SCWR 관련 활동이 없으며 Toshiba와 AECL과 열전달 실험과 
관련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AECL은 전기출력이 375 MWe에서 1,150 MWe, 노심출구온도는 400℃에서 625℃에 
걸쳐 있는 4 개의 초임계압중수로 개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AECL은 일본, 미국, EU, 한국이 추구하는 pressure vessel type이 
아닌 pressure tube type으로 설계를 수행하므로 설계 자체보다는 다른 나라와 공동연구
를 통해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FzK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U 역시 상세한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square lattice의 노심을 채용하고 있다. 
EU는 SCWR의 고유명칭을 HPLWR(High Performance Light Water reactor)로 붙일 정
도로 적극적인 개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담당 업무를 보면 FzK는 Design & 
Integration, Method development, Heat transfer, Safety analysis를 담당하고 있으며 핀
란드의 VTT는 material을, 프랑스의 CEA는 Chemistry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Euratom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05년 말경에 계획서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
다.

1.4.2 재료 및 수화학 분야
초임계압수 원자로의 피복재 및 노심부품 소재로는 고 니켈합금 (High Nickel 

Alloys; alloy 690, alloy 625, alloy 718, alloy 800H, 등)과 철계 F/M 
(ferritic/martensitic) 강 (9Cr강 및 12Cr강)이 주로 고려되고 있고, 뛰어난 고온 기계적 
특성과 내 방사선 특성을 고려하여 산화물 분산강화합금 (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 MA956, PM2000,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고 니켈합금의 경우 대부
분 1960, 70년대에 개발되어 부식 및 고온 환경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바 있으나, 중성자 
조사 조건 하에서의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며 그것도 주로 spallation 
neutron source와 관련하여 alloy 718 에 국한되어 있다. 고 니켈합금은 미세조직의 안정
성이 뛰어나고 내 부식특성이 좋으며 고온 기계적 특성도 다른 합금들에 비하여 우수하나 
니켈원소는 열중성자에 의한 (n,α) 반응 단면적 (cross section)이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높아서 헬륨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취화현상
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계 F/M강의 경우 19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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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량/개발이 이루어
져 왔다. 1980년대 중반 미국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의하여 개발된 
modified 9Cr1MoVNb강의 경우 600℃/100,000시간 크리프 파단강도가 100 MPa에 이르
고 용접성도 뛰어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근래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강종개발
이 더욱 진전되어 140 MPa급 소재들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합금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강종들에 대해서도 중성자 조사 조건 하에서의 기
계적 특성 및 충격특성, 그리고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 철계 F/M 강들에 대한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은 근래에 미국의 미시간 대
학과 위스콘신 대학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핀란드의 VTT 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 및 히타치 연구소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 (ODS alloys)의 경우 경제성, 용접 가공성, 및 충격특성 등의 
제한으로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소재는 특히 조사특성
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므로 원자력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용합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는 2-3개가 있으며 항공용 
소재인 니켈기 ODS 합금과 고온소재로서의 철계 ODS 합금들이 있다. 일본 JNC에서는 액
체소듐로의 피복재에 적용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부터 ODS 합금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용 합금 규모 (수 백 킬로그램 수준)의 튜브재료를 생산하여 
중성자 조사 거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새
로운 조성의 ODS 합금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압수의 방사선분해 및 이의 재료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미국 ANL
연구소와 캐나다 AECL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NERI 프로그램; 1999). 초임
계압수 분자에 중성자, α, β 및 γ선이 조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분해 
반응에 영향을 주는 화학인자에 대한 연구를 미국 ANL 연구소와 위스콘신 대학을 중심으
로 진행된 바 있다 (NERI 프로그램; 2002).

일본의 경우 주로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초임계압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펄스 
방사선분해 (pulse radiolysis)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사선분해 반응과 전이
(transient) 화학종의 생성반응 속도상수를 결정하였고, 시간분해(time-resolved) 흡수분
광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가 G valu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바 있다. 그리고 핀란드 
VTT연구소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PSU)에서는 초임계압수의 조건에서 화학측정
을 목적으로 고온 pH와 산화환원 전극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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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동향

2.1 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의 하나인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은 '92년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금속로 개념안 개발 및 요소기술 연구 수준에서 각 국의 노형 특성을 비교 평가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본격적인 연구는 '97년초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기획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액체금속로 원형 실증로 건설을 위한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의 1, 2, 3단계 10년 
계획('97~'06)에 따라 수행되었으나, '98년 재기획시 국내외 변화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목표를 에너지 자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 기
술 확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대비한 후보모델 개발 및 기본 설계로 수정하고, STEPI 주관의 
'98년 10월 보완기획 및 과기부 주관 '98년 12월 정밀평가에 따라 대과제명을 『액체금속로
(KALIMER) 개발』에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로 변경되어 수행되었다. 

또한 세부과제인 『노심설계 기술개발』과제에 『금속핵연료개발』분야를 포함하였고,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기계설계 기술개발』,『안전해석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내용은 설계 기반기술 확보 및 원자로 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수준으로 축소하였다. 『소듐
기술개발』은 연구시설 및 장비를 축소하여 수행하고, 실증기술보다는 설계기반기술 확보에 필
요한 실험을 중점 추진하도록 변경되었다.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2~'06)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기술 개발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
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단계 ('97~'01) 연구개발을 통하여 150MWe급 용량의 KALIMER-150 액
체금속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개념설계에 필요한 기본 전산체제를 확보하였다. 

3단계 ('02~'04)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
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신개념 계통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600MWe급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원자로의 기본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개발된 KALIMER-600 원자로 개념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에서 일본의 JSFR 
원자로와 함께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었으며, ‘04년 3월에
는 우리나라 원자력 장기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기술지도 작성을 통하여 향후 집중
적으로 개발해야 할 원자로형으로 선정되었다.

2.1.1 노심설계 기술
1～2 단계의 KALIMER-150 개념설계 개발에 따라 노심설계에서는 우라늄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증식비가 1.18인 증식특성노심 개발에 이어 U, Pu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평형주기 
150MWe급 노심 개념안이 개발되었다. 이후 원자로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용량이 격상된 
U-TRU-Zr 금속연료의 600 MWe급 KALIMER-600 평형주기 노심 개념이 개발되었다.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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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핵자료 및 단면적 생산 기술, 노심 정특성 분석 기술, 노심 동특성 
분석 기술, 노심 차폐 설계기술과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유의 액체금속로 핵설계용 전산 체제인 K-CORE 전산체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전산체
제의 검증을 위해 러시아 IPPE와 공동으로 BFS-73-1, BFS-75-1, BFS-55-1, 
BFS-55-2 임계 실험 노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핵설계에 필요한 모든 전산코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일부는 국외에서 
도입하고, 국내에서는 섭동이론 코드(PERT-K), 동특성자료 생산 코드(BETA-K), 다차원 노
달수송이론 코드(SOLTRAN), 봉출력 재구성 코드(RPIC)을 비롯한 많은 전산 코드가 독자적
으로 개발되었다.

액체금속로 노심 설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ENDF-B/VI, JEF-2.2 핵자료에 근거한 
KAFAX 단면적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KAFAX 단면적 자료로부터 핵설계에 사용되는 유효단면
적을 생산하였다.

다양한 노심 개념안을 바탕으로 노심 모형, 구성 성분, 노심구조 변경 등 다양한 설계인자 
변경에 의한 노심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노심 구성을 위한 Know-how를 축적하였다. 이
러한 다양한 노심 개념설계 정립과 설계기술 개발을 통하여 핵확산저항성, 안전성이 향상된 독
자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개념설계 기술을 확보하였다.

노심 열유체 설계기술은 노심 유량분배와 온도분포 계산 및 집합체간 유동 특성 해석 등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기본 체계를 정립하여, 소형 및 중형 노심의 설계 및 해석에 활용하였
다. 향후에는 개발된 방법론과 계산 체제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실험 
등을 통하여 계산 체제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 기본설계를 위한 전산 체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연료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연료계통 설계기술은 연료봉 설계기술, 집합체 설계기술, 코드개발 및 검

증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되며, 국내에서는 안전성, 노내 성능, 핵적특성, 경제성 뿐만 아니
라 특히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금속핵연료가 액체금속로 연료로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
다.

현재까지 금속핵연료의 기술현황, 타당성분석, 건전성 예비분석, 금속핵연료봉의 노내 
정상상태하의 성능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집합체덕트 열기계적 거동모델 개발 등이 수행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핵연료의 개념설계는 정립된 상태이다.

연료봉 설계기술은 지속적인 금속연료심 거동특성 평가, 연료심/피복재/냉각재 양립성 
평가 및 연료봉 설계인자 평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금속연료봉 개념설계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축적된 설계기술을 통하여 연료봉 성능한계를 평가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구측하기 위해서는 물성자료 및 주요현안 평가기술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원자로 개념에서 금속연료의 조성이 3원합금에서 MA (Minor Actinide)
가 포함된 U-TRU-Zr 연료로 채택됨에 따라, MA가 포함된 연료심 물성 및 노내성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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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주요 현안중의 하나인 공융평가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집합체 설계기술은 집합체 열기계적거동 평가, 봉/덕트 상호작용 평가, 기본적인 부품

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개념설계 수준이상의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평가 및 집합체 
구조분석 기술을 확보되었으나, 제어봉집합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해석 코드개발 및 
평가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코드개발 및 검증 기술은 열전도도 거동 및 fission gas 방출거동 모델을 근간으로 
MACSIS 전산코드를 자체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상상태의 연료봉 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내 고유의 연료심 특성실험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국제공동연구등을 통한 연료물성 및 노내외 조사시험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다. 이에따라 코드 검증을 위하여 정상/과도상태시 조사실험 및 피복관 특성시험이 수행되
어야 하며, 이들 연구결과 및 확보되어 있는 전산모델을 결합하여 성능해석코드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Gen IV 원자로 개념에 따른 금속연료 연구활성화 및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금
속연료 기술을 통하여 우수한 노내성능 및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금속연료설계 기술이 완성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3 유체계통 설계기술
유체계통설계 기술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통 개

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 기기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열유동 전산해석 해석기술, 설계
종합 및 연계기술 분야로 크게 분류가 된다.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은 원자로 전체 계통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된 계통이 목적
하는 성능과 안전성이 구현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소듐을 사용하는 풀형 
원자로 개념, 능동형 기기를 완전 배제하고 중력 및 자연대류 등의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피동 안전계통 설계개념, 과열 증기 싸이클 증기 및 급수계통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
으로 KALIMER-150 및 KALIMER-600 설계개념 개발과 같은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는 세부 계통 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PWR의 설계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현상인 소듐-물 반응 현상에 관련
된 상세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통을 설계하는 설계방법론 등이 개발되었다.  
대용량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피동 잔열제거 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와 같은 독자적인 설계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개발 수준이 되었다. 또한 계
통 성능 분석 기술개발 측면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SDRS 및 PDRC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소
듐-물 반응 현상으로 인해 계통의 거동을 분석 할 수 있는 SPIKE 및 SELPSTA 전산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원자로 전체 계통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LSYS 계통 성능분석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기기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측면에서는 소듐과 같은 액체금속을 사용하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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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전자펌프 및 관성보완장치, 중간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와 같은 주요기
기의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기기의 설계특성을 분석하였고, 소듐-물 반응 현상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IHTS/SG일체형과 같은 기기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도달하였다. 전자펌프에서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자기장 뿐 만아니라 유체유동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전류에 의한 유도전자기장에 의해 유동 불안정 특성이 발생한다. 이
와 같은 현상을 해석하여 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해석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였으며, 중간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와 같은 소듐-물/소듐-소듐의 열전달 현상을 고려한 계통 
설계 및 성능해석 코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계통의 운전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운전
되는 기계식 펌프의 설계 및 성능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에서는 복사, 대류 및 전도와 같은 복합 열유동 현상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은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차원 정밀 전산 열유동 해석기술이 필요하
며,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기기 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차원 상세 전산유
체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 열유동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 실험 전에 구체
적인 내부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예로서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현상인 난류요동 및 자유
액면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현상 해석, 대류 및 복사 복합열전달 현상 해석, 전자펌프
에서 발생하는 MHD 유동과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였다.

설계종합 및 연계 기술은 유체계통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이다. 유체계통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야는 기계 구조분야, 계측제어 설계분야, 노심설계분야, 안전해석분
야 및 BOP 설계분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통 개념을 설정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펌프, 
밸브, 열교환기와 같은 기기 공급자들과도 정보 교환 및 연계자료를 설정하여야하고, 설계인자
의 설정을 위해서 많은 관련부분 설계 분야와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설계를 종합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분야의 업무는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기술로 경수로 설계경험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는 
국내 산업체의 기기 생산 및 BOP설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로 향
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2.1.4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은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 액체금속로 고유 계

측 및 제어기술, 계통설계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전성 검증기술의 4 가
지 분야로 구성된다.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은 액체금속로만이 지니는 고유한 계측제어 핵심기술로
서, 증기발생기 누설탐지기술, 핵연료 집합체 유로 폐쇄 감시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의 열유체
적 특성 및 고속로 노심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 제어논리기술 등이 포함된다. 증기발생기 누설
탐지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기초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 적용연구단계에 있고, 유
로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응답시간을 가지는 열 유
체 특성을 고려한 고유 제어 논리는 현대적인 제어 기법을 근간으로, 현재 기초적인 개념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고속로 노심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노심 제어 논리는 충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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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되어 있지 못한 분야이다.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은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필연적인 연구항목으로, 

상업용 경수로의 경우에도 최근에야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도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
는 상업용 경수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적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 및 현황 파악, 신뢰도 및 안전
성 증진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계통 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각 계통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기술로서, 계통 설
계기술은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기술을 종합하여 계통설계에 필요한 기능, 요건, 연계사항, 
사양 등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기존 경수로 설계 및 건설시 기본적인 설계기술은 국산화된 상
태이며 이를 액체 금속로에 도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에 대
해서는 현재까지 개념적인 수준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전성 검증기술은 설계된 디지털 계측제어계
통에 대하여 정해진 기능,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의 만족성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검증 기술에는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등을 포함된 계통설계 검증과 새
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기의 원자력 환경 검증기술,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발전소와는 다른 액체금속로 고유의 계통 기능 및 성능시험기술
이 포함된다. 국내 기술현황으로는 SMART 개발과제에서 계측제어계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여 성능/안전성검증을 수행하는 단계이지만, SMART 열수력 및 노심특성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

2.1.5 기계설계 기술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구조설계와 고온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평

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온 구조 건전성평가에는 비탄성 거동해석평가, 원자로용기 열좌굴 
해석체제개발 및 노심 지진응답 해석코드개발 등이 포함된다.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한 타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2∼‘96년도 기간동안 액
체금속로 요소기술인 고온구조물 및 면진설계기술개발, 대형박막 원자로용기의 지진시 유
체/구조물의 상호작용(슬로싱) 해석기술 개발, 면진베어링의 시제품설계, 제작 및 특성시
험 등이 수행되었다. 

‘97-’01년도 기간에도 노심 및 유체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원자로구조계통, 원
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 및 격납용기, 원자로헤드, 원자로 지지구조물, 배관계통 등의 구
조 개념연구가 수행되고 KALIMER-150 구조 개념설계를 수행되었다. 2004년까지는 설
계용량 변경기술을 개발하여 대용량 원자로 구조개념 설계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KALIMER-600 구조 개념을 도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액체금속로 고온구조 해석 및 
건전성평가 관련기술의 자체 확보를 위해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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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온구조설계 및 지진설계 기술개발 등과 같은 전략핵심기술을 조기
에 확보하였다.

전략핵심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고온 구조시
험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항목이다. 확보된 주요 내
용은 고온구조물의 고온 환경 거동을 평가하는 NONSTA1.0 코드 개발로 이를 위해 다양
한 고온구조물 크립-피로시험과 고온구조물 건전성평가해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액체금속
로 노심의 구조특성에 적합한 노심지진응답해석용 SAC-CORE3.0 코드가 개발되었고, 
ANSYS와 ABAQUS 코드를 이용한 원자로구조물의 구조해석절차 및 ASME 설계코드 적
용절차가 개발되었다. 1-3단계의 주요 연구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부분에서 액체금속
로 개발 선진국들과 국제공동연구 및 공동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술 교류 여건을 보
유하게 되었다. 

2.1.6 안전해석 기술
안전해석 기준 분야에서는 1-3단계 연구를 통하여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계통과도 안전해석 분야에서는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L 코드를 도입하여 1-2단계를 

통해 반응도 궤환모델, 다차원 고온풀 모델, 풀 분석 모델, 소듐 비등 모델, 주요기기 모델, 보
호계통 모델, 장기냉각 모델 등을 개발하여 풀형 및 금속연료 원자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
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SSC-K 1.2를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하여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였고 계산 정확도의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 검증을 수
행하여 SSC-K 1.3을 개발 완료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완비하였으며 KALIMER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
나 해석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검증 등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3단계에서는 유로폐
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핵연료 집합체 내부 및 외
부유로폐쇄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HCDA 분석 분야에서는 1단계를 통하여 출력폭주시 일 에너지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3단계를 통하여 산화핵연료 HCDA 분석용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금속연료 관련 모델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HCDA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구비하였으며 KALIMER-600에 대한 기본적인 HCD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용융 금속
연료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이다.

격납 성능분석 분야에서는 1단계를 통하여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 코드를 
도입하였고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을 수행하여 격납성능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완
비하였으며 KALIMER에 대한 격납성능분석을 수행한바 있다.  그러나 소듐 내에서 핵분열생
성물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
적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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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석,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설계 최적화 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수준이다.

2.1.7 소듐기술 개발
소듐기술은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의 기본특성실험, 소듐 고유 측정기술의 

개발 및 전산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을 수행하는 분야로서, 소듐 관련 장치 및 시설의 운
용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축적하였다.

소형 소듐정제루프를 설계, 운전하여 소듐 속에 있는 비금속 불순물의 정제, 산소/수소 농
도의 측정 및 제어기술은 확립하였으나, 금속 불순물 및 방사능이 포함된 불순물에 대한 측정 
및 제어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고, 현재 실험장치의 안전관리 및 기기 재활용을 위해 사용후 소
듐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소듐의 수위, 유량, 온도, 열유속, 차압 등 정상상태에서의 측정/분석기술들은 기술도입 및 
자체개발을 통해 확보되었으나, 소듐 기포분율 측정 등과 같은 2상 상태 측정기술들은 문헌을 
통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되었다. 한편 장치 내부에서 소듐을 구동시키는 필수 항목인 소형 
전자펌프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중 규모 소듐화재 실험을 통해 소듐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평가하고 감지 및 소화기술을 
정립하였으며, 미량 소듐-물 반응현상 실험을 수행하여 소듐-물 반응 감시계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자장이 소듐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누출을 음향으로 감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였고, 이 논
리를 구현한 S/W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 논리 검증을 위해 생산한 9종류 배경소음
과 소듐-물 반응음을 혼합하여 시험한 결과, 신호와 노이즈의 비(S/N)를 1/100까지 분석해 
냄으로써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산모델 검증실험으로는 벽면 냉각에 의한 열 제거계통 해석코드(PARS)를 검증하기 위
한 PSDRS 실험과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의 성능특성 측정실험을 실제 소듐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고, 중간열교환기 셀측의 압력강하를 측정하는 실험, 대규모 물 누출시 소듐-물 반응에 의
해 발생되는 초기압력파 측정실험, 실규모 연료집합체의 압력강하실험, 핵연료집합체의 유동유
발 진동실험 및 상부 플레넘의 자유액면 구배를 측정하는 실험이 물 모의로 수행되었다.

소듐-물 반응사고를 배제하고 중간열교환계통을 단순화하기 위한 신개념 일체형 증기발생
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중금속인 우드합금을 사용하여 튜브 번들에서의 열전달 특성 실험이 
수행되었고, 소듐-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계통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실험 및 핵연료집
합체 출구에서의 난류혼합에 의한 thermal striping실험을 공기와 물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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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듐냉각고속로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국내에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인 건식기술은 1997년부터 원자력중장기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97년부터 시작된 중장기 사업의 1단계(1997-2000)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현황에 비추어 최종 처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핵
연료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 2단
계(2001-2003) 초기인 ‘01년 7월에 제 2차 원자력진흥계획이 발표되고, 이 계획에 의거 
우리나라의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은 경제성, 안전성, 원자력의 지속성 및 핵비확산성이 강
화된 핵연료주기 기술인 건식공정 개발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건식기술개발의 중장기 계
획(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Inventory를 줄이며, 장기적인 관점
에서 Closed Fuel Cycle 완성을 위해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금속핵연료 공급에 적합
한 Pyroprocessing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각 기술의 세부 국내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2.2.1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 (DUPIC)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DUPIC)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기술 기반을 

확보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를 OREOX 공정에 의해 처리하여 CANDU 원자로 핵연료
로 재사용하기 위한 공정으로, 1992년에 착수되었다. 1993년까지 2년간에 걸친 타당성 
연구를 통해 DUPIC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DUPIC 핵연료 제조공
정에 대한 Inactive Mock-up test를 거쳐 실증시설을 IMEF Hot Cell에 설치하고 PWR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DUPIC 핵연료 소결체 및 조사시험용 핵연료 봉 제조를 성공적
으로 완료하였으며, 하나로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봉의 조사시험을 통해 DUPIC 핵연료
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카나다 3개국이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IAEA도 참
여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은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라는 한국 고유의 핵연료주기 기술
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2.2.2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개발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용융염 상에서 금속전환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 세기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개발을 1997년
에 착수하여 염화리튬 용융염 상에서 리튬 금속에 의한 산화우라늄의 환원공정을 적용한 
20 kgU/batch 규모의 mock-up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아울러 금속전환공정에서 
취급이 매우 어려운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대신 산화리튬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인 방법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금속전환공정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20 
kgU/batch 규모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06년까지 PWR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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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20 kgHM/batch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완료할 계
획이다.

2.2.3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기술개발
고준위폐기물에서 장수명핵종을 분리함으로서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환경 위해

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여기에서 분리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Minor Actinide의 미임계로
에서의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기술
개발이 1992년에 착수되었으며, pyroprocessing 기술과 연계된 장수명핵종 분리기술은 
1997년부터 착수되었다. 1단계인 1997-2000년까지는 주로 미국 LANL이 제안한 용융염 
핵연료을 이용한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용융염으로 불화물
용융염(LiF-BeF2, LiF-NaF-KF)이 연구개발의 용융염으로 선정되었다. 분리 기술로는 
HF를 이용한 산화물의 불화반응 기술과 우라늄을 회수하는 Electrowinning 기술 그리고 
희토류 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환원추출기술의 개발이 수행되었다. 2단계인 2001-2003년
까지는 금속전환공정과 연계하기 위해 미국 ANL에서 개발한 Metal Electrorefining 공정
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용융염은 불화물 용융염에서 염화물용융
염(LiCl-KCl)으로 교체되고 Electrorefining 공정과 같은 핵심 공정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2단계까지 음극에서 우라늄금속 Dendrite의 회수, Cd 중류 및 
Reductive Extraction을 이용한 희토류 원소 분리 장치 개념들이 주로 확보되었다. 3단계
인 현재는 1kgU/batch 처리용 전해정련 시스템의 설계가 완료되고 시스템 제작 중에 있으
며, 현재 제작되는 전해정련 장치는 미국 ANL의 Mark-IV 형과 동일한 전해정련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식공정을 이용한 금속핵연료 물질회수 기술의 기반이 확보되고 있
는 과정에 있다. 또한 전해정련 이외에도 염을 증발시키는 Cathode Process, 사용후 용융
염내 악틴족원소를 회수하는 Electrolysis 기술, TRU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Cd 음극 및 
개량형 고체음극 기술들이 함께 개발 중에 있다. 한편 장수명 핵종의 핵변환과 관련해서
는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 HYPER (Hybrid Power Extraction Reactor) System에 대한 개
념을 확정하였으며, 원자로 core 설계기술, 핵연료기술 및 Pb-Bi 냉각재에 대한 부식특성 
및 열수력 특성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설계 부분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이 진행
되고 있고 기반기술로서 Pb-Bi 냉각 Loop가 제작되어 2005년부터 냉각재에 의한 부식 
및 열수력의 Dynamic 특성이 조사될 계획이다. 또한 Pb-Bi 냉각재와 관련하여 
MEGAPIE 국제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폐용융염의 처리공정에 대한 연구개
발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는데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고 방열성물질인 
Cs과 Sr을 제올라이트에 회수하고 회수된 Salt-loaded Zeolite를 고온 고압 하에서 압분
시켜 최종 처분이 가능한 Waste Form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또한 가능한 
한 폐기물 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폐용융염의 재생 및 재순환 기술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2.2.4 금속핵연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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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속핵연료 개발 현황을 보면 크게 하나로 조사재용으로 제조되는 금속 핵연
료와 일체형 원자로용 금속핵연료로 대별된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 핵연료 
국산화기술 개발은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순수한 Al 기지에 약 0.1㎜ 크기의 
U3Si 입자가 분산된 분산형 핵연료로서 1989년부터는 원심분무 방법을 이용한 구형 핵연
료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신공정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하나로 금속 핵연료 시제품을 제조
하고 노내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국산화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U-Mo합금 연료와 U-Zr-Nb합금 연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봉형의 
U-Mo 분산핵연료 개발을 목표로 조사시험을 통해 핵연료 성능을 평가 중이며, 한국원자
력(연)에서 개발한 원심분무방법은 분산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U-Mo 분말 제조에 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실용화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체형 원자로용 핵연료인 
U-Zr 금속 핵연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금속 핵연료가 세라믹 핵연료에 비해 높
은 열전도성, 높은 연소도, 우수한 증식성, 연료 제조방법의 편리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물질로 U, U-Xwt%Zr 및 Zr 분말을 사용해 혼합, 성형, 소결, 압
출 등의 금속 핵연료 제조 공정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제조된 금속핵연료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피복관과의 양립성, 노내 조사거동 분석 및 성능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속핵연료 분야에서는 일부 기술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2.2.5 핵연료주기 시험 시설 
실증규모 pyroprocessing 시설(PIPF)의 개발에 필요한 국내에서 기 확보된 기술개발 

현황으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로 조사재료 물질을 시
험할 수 있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및 조사재시험시설(IMEF)과 이들의 부속시설인 폐
기물 처리시설(RWTF)이 있으며, 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동위원소생산시설
(RIPF) 등이 있다. 조사후시험시설의 경우 불란서 차관 및 기술로 건조되었으나, 조사재
시험시설과 동위원소생산시설의 경우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설
의 핫셀 대부분이 베타-감마 핫셀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단지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
셀 만이 알파-감마 핫셀로 설치되어 현재 DUPIC 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알파-감마 핫셀의 필수조건인 핫셀 내 불활성분위기 유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기술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원자력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과제에서는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빈 공간으로 
확보된 예비 핫셀을 보완하여 이를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시험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
단계 연구기간 동안(2001～2003) 국내 설계용역회사와 함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특성과 
실증 규모 등을 고려한 핫셀시스템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안전성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확인한 후 정부로부터 시설개조공사 인허가를 획득한 바 있
으며, 2004년 한해동안 시설의 개조 공사를 수행하여 2005년 초 현재 마무리 공사 및 정
부로부터의 시설운영 허가와 후반기에는 비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inactive test를 준비 중
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 공정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핫셀의 설계와 안전성 분석 및 건설을 수행함으로서 차기 PIPF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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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6 원격조작기 
원격취급 및 유지보수 작업의 핵심 도구인 원격조작기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차폐

(주)에서는 기계식 MSM(Master Slave Manipulator)을 국산화하여 원자력 병원내의 동위
원소 취급작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력연구소에서 핫셀 내 유지보수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전기서보식 힘반영 조작기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는 기존 산업용/연구용
조작기와 비교하여 취급하중/자체 중량비가 30 % 이상 향상된 것이다. 원격작업에서의 작
업효율 향상을 위한 원격현실감 연구(힘반영 및 시각)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학기술원에서는 힘반영 마스터 조작기를 개발하여 원격수술 작업에 적용하였다. 한국원자
력연구소에서는 발전소의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하고자, Head mount 형 3차원 시각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힘반영 기능을 갖는 고하중 동력조작기(취급하중 100 kg)를 개발하
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시험에 적용하였다. 공정의 원격작업 분석 및 핫셀내 최적 배
치를 위한 Digital mockup 기술(3차원 그래픽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에 들어와 자동차 및 
조선 등 일부 산업계에서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Digital mockup으
로 구축하고 공정의 최적화에 활용 중이다. 한편, 원자력분야에서는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원자력발전소의 Digital prototype을 구축한 바 있으나 전시 또는 홍보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Digital mockup의 구축을 통한 공정 분석에의 활용은 아직 미진하다. 원자력연구
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장치을 Digital Mock-up으로 구축하여 핫셀에서
의 실증을 위한 종합적인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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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2.3.1 초고온가스로 전반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기술

자립, 핵연료기술자립에 착수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1996년 산업체로 이관하였으며, 1990
년대 후반에는 개량된 경수로(현 APR-1400)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해수담수용 일체형
원자로(SMART)를 개발하여 건설을 추진중이나, 수소생산에 적합한 950 ℃의 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냉각로와 IS 열화학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최근인 2004년부
터 착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2년부터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를 자체과제
로 수행하였으며, 기술현황조사, 원자로설계기술 기초개발, 핵연료제조기초실험, 수소제조
기초실험, 재료기초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2004년도부터는 정부의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원자력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
기간 중에는 수소생산전용 원자로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계통을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경수로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를 고온가스로 해석에 적합하도록 개량하
고, 이차계통인 열화학수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공정, 발전계통을 구성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설계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핵자료, 고온재료물성, 
흑연재료물성, 열화학반응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입수하였다. 한편, 피복핵연료의 제조기술
의 국산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핵연료커넬의 시험제조, SiC 피복을 수행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는 자료조사에 근거한 평가를 하였으나, IS 열화학 싸이
클에 대해서는 시험실규모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2005년말에는 시간당 1리터 규모의 
연속 수소생산이 예산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Generation-IV)의 일부인 초고온가스
로(VHTR) 개발 분야의 연구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 추진이 예상된
다.

2.3.2 초고온가스냉각원자로 설계
초고온가스로는 노심의 구조재인 흑연, 냉각재인 헬륨이 경수로와는 다르므로 노물리, 

열유체적인 특성이 다르다. 노물리적으로는 핵반응단면적이 경수로에 비해 작으므로 중성
자의 관점에서는 경수로의 1 ~ 2개 연료집합체 정도의 크기로 인식된다. 또한 노심의 온
도가 높고 연소도도 경수로의 2배정도이다. 따라라 이런 차이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며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노심해석에 필수적인 핵자료
는 근년에 공개된 ENDF/B-7, JEFF-3, JENDL-3 등에서 고온가스로해석에 최적인 자료
를 선정하여 핵설계에 사용할 예정이다. 노심핵설계 위해서는 범용코드인 MCNP-4를 참
조코드로 이용하고 독일의 코드인 VSOP-94를 사용하여 페블형노심, 블록형노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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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개념설계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VSOP-94의 제한성 때문에 이중비균질성을 취급할 
수 있는 다군정수 격자코드인 DRAGON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설계에 
사용하는 중성자확산코드로써 페블형노심에 대해서는 최신 노달법인 AFEN 방법을 채택
한 코드를 개발 중이며  블록형노심에 대해서는 경수로에 사용하던 MASTER를 다군정수, 
노심온도궤환을 가스냉각로에 맞도록 개량하고 있다. 해석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는 공개된 
자료인 스위스의 PROTEUS 임계실험과 IAEA의 CRP에서 제안하는 벤치마크문제를 입수
하는 한편 중국과의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NH-JRC)를 통해 HTR-10의 각종 실험결
과를 입수하여 해석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고온가스로의 설계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해석 방법론, 안전기준,  
규제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이 상용원자로 규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
제협력 및 자체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설계해석에 요구되는 방법론, 기준, 지침 및 법력
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경수로에 대하여 노심, 안전 및 성능 해석을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고해석 방법론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실제 경험이 풍부하며 
최적 노심 및 열수력 계통 해석코드의 국산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이 이미 이루
어져 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기존 가압경수로 해석체계를 개선하여 계
통 열수력 및 안전/성능해석체계 (MARS-GCR, GAMMA, LILAC)의 원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설계해석에는 추가적인 열수력 모델, 주기기계통 모델, 노심모델의 추가
적인 개발 및 검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실험자료의 입수와 자체적
인 실험 수행을 통한 고유 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VHTR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주기기 및 보조계통 설계 및 운전 등에
는 국내의 경험 및 제반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계틍의 설계, 성능평가, 성능 실
증, 운전 및 계통 공급자 현황 등 관련기술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3.3 기기장치
원자력수소시스템에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부구조물, 핵연료교환장치, 고온 열교환기, 고

온가스덕트, 고온격리밸브, 수소생산공정용 고온 내부식 반응용기, 압력용기, 각종 고온 내부
식 배관 등의 기기장치가 필요하다. 두산중공업에서 경수로용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제작
하고 있으나, 고온가스로에 사용할 고온기기 장치의 설계, 용접, 제작, 검사를 위한 연구, 개발
은 미약한 상황이다

2.3.4 피복입자 핵연료
2002년부터 2년간 수행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 과제와 2004년도

부터 착수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피복입자핵연료 기술의 현
황분석, 타당성조사 및 기초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며 UO2 kernel 제조, 유동층 코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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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Sol-Gel법에 의한 UO2 커넬의 시험제조장치를 제작하여 시

험제조하여 최적조건을 수립하고 있는 한편, 핵물질취급규제와 통제에 부합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피복입자핵연료제조용 핵물질취급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10 여년 동안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의 핵심기술인 PyC 및 SiC 의 coating에 관
한 기초연구가 산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PyC 및 SiC의 코팅에 대해 기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피복입
자핵연료에 대한 PyC 및 SiC의 코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
이다.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 중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와 고연소도의 핵연료에 대
한 연구로 SiC를 대체하여 950oC 이상의 노심출구온도에서 건전한 고성능 피복층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ZrC 피복재료에 대한 연구가 추진
될 예정이다.

제조된 TRISO 핵연료는 경수로의 격납건물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운전조건이나 사고조
건에서 1×10-5이하의 핵분열생성물 누설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복입자 성능평
가코드인 COPA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 TRISO 제조시 중성자 조사시험을 통해 건전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시험캡슐의 설계도 진행중이다.

2.3.5 고온재료
고온 노심재료인 흑연을 선정하기 위한 장기간 노내조사 특성에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고준위의 속중성자를 발생하는 고속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연구는 주로 IAEA에서 운용중인 중성자조사특성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에 연구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국에서 운영중인  14기의 흑연감속원자로 
AGR (이산화탄소 냉각재 사용, 노심최고온도 640 oC)의 자료가 주로 수록되어 있으며, 
초고온가스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기간에 실험이 가능한 
1,000oC까지의 이온조사자료를 생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기계적 특성, 산화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수행중이다.

원자로용기용 재료는 650℃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의 고온 배관과 액금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의 재료로 개발된 Modified 9Cr-1Mo강을 후보재료로 선정하고 있
다. 그러나 9Cr-1Mo 강은 마르텐사이트강이므로 낮은 온도에서 연성이 저하되며, 특히 
중성자 조사환경에서는 연성-취성 변이온도 (DBTT)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
재 9Cr-1Mo 개량강은 화력발전소에서 620℃까지 사용한 경험은 있으나, 원자로에서 사
용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재료거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
고 원자로용기와 같은 후판재료에서 용접부는 모재와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
로 고온에서의 균열성장 거동을 평가하고 있다. 고온배관 등 80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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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간화합물 등에 대한 연구는 항공산업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900℃ 이상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알로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2002년도부터 진행된 과제에서 
고온의 기계적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일부 구축하여 성능을 시험중이며 고온
재료의 특성을 정리하여 핸드북을 작성하고 있다.

2.3.5 수소제조
2002년도부터 수행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 연구”에서 20여가지의 원자력

수소생산공정을 검토한 결과 MMI 열화학싸이클, IS 열화학싸이클, 고온전기분해공정이 
원자력수소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2004년부터 기초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러
나, 증기개질법을 이용하여 폐싸이클을 구성하는 MMI 열화학싸이클은 기초연구결과 반응
효율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연구를 중단하였다. 고온전기분해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연구하여 고온가스로에 연결할 경우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성재
료와 수명, 경제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이용기술사업단”에서 
수행중인 “고효율 수전해 수소제조 기술”과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고온연료전지
(SOFC; Solif Oxide Fuel Cell)에 대한 개발진척을 주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착수한 IS 열화학싸이클에 대한 연구는 각 요소반응에 대한 실험은 완료
하고 2005년에는 이들을 결합한 시간당 1리터 규모의 폐쇄회로 구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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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GEN IV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GIF가 구성되고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

면서부터 SCW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SCWR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가 진행된 바 없다.

2001년 12월부터 3년간 I-NERI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INL과 협력하여 전
산해석 방법의 하나인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와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model로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유동장의 난
류성분을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2004년 말 종료).

2002년 12월부터 “SCWR에 사용할 후보재료에 대한 평가”와 “Advanced Corrosion 
Resistant Zirconium Alloys for High Burnup and Generation IV Application”의 두 연구
과제가 역시 I-NERI 프로그램으로 KAERI에서 착수되었으며 2005년말까지 수행할 예정
이다. 2004년 6월부터는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in Supercritical Fluids for 
Application to the Generation IV” 과제가 3년 예정으로 착수되어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NERI로 진행되는 국제협력과제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관고유사업으
로 SCWR 노심의 개념연구와 상용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을 
해석하는 연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SCWR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
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노심개념설계, 노심열수력 코드 및 안전해석코드 정비, 열전달 
실험을 위한 실험설비의 확보 등이 이루어졌으며 재료에 대한 연구도 I-NERI 과제를 통
해 일부 착수되었다. 이 과제는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으로 투입되어 본격적인 연구는 수
행되지 못하였으나 국내에 SCWR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과
제의 수행결과를 간략히 기술한다.

2003년 초부터 수행해온 원자력기반연구의 일부로 핵연료 격자코드인 HELIOS를 저
밀도 냉각재 조건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노심해석 코드인 NUREC에 열수력 
궤환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T/H feedback 모델을 수정하였다. SCWR 노심의 잉여반응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노심해석코드인 MASTER에 SCWR 노심 상태의 T/H feedback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집합체에 장전되는 핵연료봉의 수를 늘여 선출력밀도를 낮
추는 장점이 있는, 고체감속재를 사용하는 십(+)자형의 square tight lattice의 노심의 개
념을 제안하였다. 초임계압경수로 노심 설계 요건을 탐색하기 위해 십자형 고체 감속재 
개념을 도입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 설계 및 군정수를 생산하였다. 목표 연소도 성
취를 위한 핵연료 농축도 조절,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 출력밀도 감소 및 핵연료집합체별 
유량을 달리 하는 노심의 설계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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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CWR square tight lattice 노심  

SCWR은 우선 thermal spectrum을 추구하며 PWR에서 사용한 UO2 세라믹핵연료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피복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피복관의 최대 온도와 
pellet-피복관의 갭에서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기초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후보 핵연료 설계 요건 분석, 후보 핵연료 
예비 설계 및 평가, 정상 상태 성능 평가 등이 수행하였다.

노심열수력 분야는 MATRA를 이용한 부수로해석과 상용코드를 이용한 단일수로내의 
3차원해석을 병행해 수행하였다. 부수로해석을 위해서는 MATRA코드에 초임계압 유체의 
물성을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안전해석분야에서는 동경대학교의 안전해석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과도현상 및 사고 
유형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설계 제한값들을 도출하였다. SCWR의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IAPWS-IF97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 fo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을 이용하여 초임계압용 증기표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
였고 이를 Non-LOCA 해석코드인 TASS/SMR에 적용하여 TASS/SCWR을 개발하였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SCWR 피동안전계통 예비 설계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해석을 위한 도구는 일차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각종 상관식
을 개선하고 실증실험으로 이를 검증하는 작업과 검증된 코드를 이용하여 과도현상 및 안
전해석을 수행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심열수력과 안전해석의 해석코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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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실험은 CO2를 매체로 한 실험장치가 2004년말 원자력연구소
에 설치되었다. 이 실험결과는 물과 프레온을 이용한 미국과 일본의 실험과 비교하여 
scaling analysis에 활용함과 동시에 생산된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상관식은 SCWR 설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유체계통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계통의 열평형을 검토하
였으며 이 결과 direct cycle이 열효율 면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SCWR의 경
제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요구되었으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수행치 못하였으며 이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면 시급히 수행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이다. 

초임계압수에서의 부식연구는 한화연구소 등에서 주로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SCWO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나, 이의 운전조건은 
초임계압수 원자력발전소의 조건들과는 다르다 (즉 운전 온도가 400℃).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는 최근에 65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초임계압수 루프를 제작/설치하여 고온 초임
계압수 조건에서의 후보 소재들에 대하여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상기 고크롬 강종의 개량/개발과 관련하여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소에서 텅
스텐, 몰리브데늄, 니오븀 등의 첨가를 통한 9-12% 크롬강의 CRS (creep rupture 
strength) 향상 연구를, 그리고 탄소, 니켈, 규소함량의 조절을 통하여 기지금속 및 용접부
의 충격특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초임계압수 방사선분해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러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일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수행된 초임계압수의 화학특성 연구는 주로 유독성 유기물
의 분해(SCWO)와 금속산화물의 제조를 위하여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은 SCWR의 예상 
운전조건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SCWR에 관한 연구는 I-NERI, KAERI의 자체연구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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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3.1 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의 기술은 지난 기간동안의 중장기 기술개발을 통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 건설 및 운전경험이 없고, 설계결과의 검증 및 시장
성 제품의 설계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계통설계의 상호 상
충적인 것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설계 요소들 사이의 최적화가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성능, 운전성, 제작성 및 비용 등에 대한 기본자료 확보 및 경험의 축적이 요
구된다.

그러나 핵확산 방지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액체금속로 설계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히 제
한되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계통설계 기술 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액체금속로의 설계 및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의 국내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개발되는 코드에 대한 검증체제의 미흡으로 신뢰성 확보가 취약한 상태이
다. 기술 선진국 대비 각 분야의 국내기술 수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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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듐냉각고속로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노심설계 
기술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국제 
수준

ㆍ유럽연합은 JEF-2.2를 수정보완하여 JEF-3 
핵자료를 보완하고 프랑스의 Phoenix, 
Super-Phoenix원자로 설계와 운전을 통해 핵
자료와 단면적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
본도 MONJU 원형로 경험이 있음. 

ㆍ러시아는 실험로 BR-10과 BOR-60, 원형로 
BN-600에 대한 운전경험과 BN-800 원자로 
설계를 경험하여 단면적 생산 기술을 완비한 
상태임. 

100

국내 
수준

ㆍ고속로 임계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단면적 생
산 방법만을 습득하였을 뿐 검증 경험이 빈약
함.

70

노심 정특성 
분석기술

국제 
수준

ㆍ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실증로 설계 및 건설 
운전 경험이 있어 정특성 분석 기술이 풍부함.

ㆍ일본은 MONJU의 재가동을 위해 노심 정특성
에 대한 많은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여 상용화기술 수준 대비 
100%

100

국내 
수준

ㆍ지속적인 정특성 분석기술 개발과 3차원 노심 
분석 코드 개발을 통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기
술을 확보하였으나 불확실도에 대한 평가는 하
지 못함.

ㆍ노심내 구동 핵연료 제원 및 중성자 거동 모사
는 일정 수준에 이르 으나, 제어봉 설계 제원 
최적화 연구 및 노외로 누출된 중성자 및 감마
선에 의한 구조물 조사 손상 평가는 미진함

60

노심 동특성 
분석기술

국제 
수준

ㆍ러시아와 일본은 풍부한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해석 코드와 계산 사례가 많음 특히 일본
은 MONJU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수행
하여 이 분야는 일본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 
보유함. 

100

국내 
수준 ㆍ3차원 동특성 코드 개발이 진행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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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차폐해석 
기술

국제 
수준

ㆍ일본과 프랑스는 원형로 개발에 차폐 설계를 
수행하였고 미국은 상용 경수로와 고속로 실험
로 차폐 해석 코드 개발 경험이 풍부하여 이 
분야는 미국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 보유함. 

100

국내 
수준

ㆍKALIMER-150에 대한 기초적인 차폐 해석 
경험이 있으나 KLAIMER-600에 대한 차폐 해
석은 수행하지 못하고 노외로 누출된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구조물 조사 손상 평가는 미
진함.

70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국제 
수준

ㆍ프랑스는 Super-Phoenix 실증로와 EFR 설계
에 사용한 ERANOS 코드 개발과 검증이 완료
된 상태이고 일본은 JNC에서 자체개발한 코드
의 검증 경험이 풍부함. 이 분야는 미국과 프랑
스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 보유함. 

95

국내 
수준

ㆍ핵계산 기본체제는 외국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코드간 연계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를 위해 세부코드는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외
국 전산 코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유
의 코드 개발이 필요함.

ㆍ국제협력을 통하여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체제 
검증을 위한 자료를 꾸준히 입수하고 있으며, 
임계실험 및 측정 해석기술은 실험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0

노심 열유체 
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Phoenix와 Super-Phoenix 등의 건설 및 운전
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
스, JOYO와 MONJU 등의 건설과 운전 경험을 
보유한 일본, FFTF와 EBR-II등의 실험시설을 
보유한 미국이 이 분야의 가장 우수한 기술수
준 보유함. 

100

국내 
수준

ㆍ전체적으로 개념설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전산체제 검증 등을 통하여 기본 설계 기술 수
준에 이를 것임.

50

연료계통 연료봉 국제 ㆍ미국은 IFR 프로그램 및 PRISM 설계를 통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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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설계기술

설계기술

수준

상용화에 필요한 금속연료봉 설계기술을 확보
하고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기술타당성을 확인
함.

ㆍMA가 함유된 연료봉 설계는 물성자료가 부족
하여 상용화를 위한 노내거동 및 공융거동 평
가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

국내 
수준

ㆍ지속적인 금속연료심 거동특성 평가 및 연료봉 
설계인자 평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금속연료봉 
개념설계가 가능하며, 피복재 손상평가를 위한 
특성자료도 일부 확보함 

ㆍ상용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금속연료 물성, 피복
재 특성자료 및 노내외 조사시험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요함.

50

집합체 
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체개발 코드를 통하여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및 제어봉집합체 해석 
기술을 정립함.

100

국내 
수준

ㆍ개념설계 수준이상의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평
가 및 집합체 구조분석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제어봉집합체 해석 코드개발이 필요함.

50

코드개발 및 
검증

국제 
수준

ㆍ미국은 EBR-II 실험로를 이용하여 충분한 실
험자료를 축적하고, LIFE-M, FPIN2 등의 노
내거동 코드를 구축함

ㆍMA함유 연료봉 물성을 구축중
90

국내 
수준

ㆍ열전도 거동 및 Fission Gas 방출거동 모델을 
근간으로 전산코드를 자체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료봉 성능해석을 위한 기본 해석체제
를 확보함 

ㆍ국내 고유의 연료심 특성 실험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코드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특
성자료 확보가 필요함.

40

유체계통 계통 개념설정 국제 ㆍ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 경험이 가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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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설계기술

및 성능 
해석기술

수준 많은 일본 및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
을 보유함.

국내 
수준

ㆍ설계 및 건설 경험을 통하여 경수로 분야의 독
자적 원자로 설계기술이 확보되었으나 소듐 및 
기타 액체 금속로 분야 설계특성 차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임.

60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국제 
수준

ㆍ실증로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축적된 일본과 프
랑스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이나, 실증로 운전
을 통하여 개선점을 발견하여 연구개발이 수행
중임.

90

국내 
수준

ㆍ소듐 및 액체금속과 관련된 기기의 설계 및 생
산 제작경험이 없어서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함. 50

 열유동 전산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 경험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ㆍ기초 수준의 정밀 열유동 특성 소듐의 물성치 
차이 및 복사 열전달 특성이 반영된 부분을 제
외하고는 기존 경수로 해석경험이 활용됨.

75

설계종합 및 
연계기술

국제 
수준

ㆍ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 경험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ㆍ경수로 설계 및 건설을 통하여 체계적인 설계
종합 및 연계 기술이 확보되었으나, 관련 산업
분야의 소듐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고, 관
련 산업표준 및 인허가 관련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임.

50

계측제어 
설계 기술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국제 
수준

ㆍ실증로를 보유하여 운전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일본 및 러시아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
유함. 소듐 비등현상 및 소듐-물반응감지를 위
한 대체방안 연구중 

90

국내 
수준

ㆍ고유 계측기술 및 제어기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계측기 및 제어기를 선정하고 이
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단계임.

50

디지털시스템 
공통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경수로와 같은 기존 상업로에 도입하는 단계이
므로 운전경험은 많지 않음.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함. 필드 준위의 
디지털화 기술 및 성능/경제성 향상기술은 아직 
미흡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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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국내 
수준

ㆍ일부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기존 경수로의 설
계경험이 있음. 안전등급 디지털시스템의 안전
성 및 신뢰성 증대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으
나, 경제성 및 성능 증대를 위한 연구는 미흡
함. 

65

계측제어   
계통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실증로를 보유하여 운전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일본 및 미국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
함. 

 
95

국내 
수준

ㆍ액체금속로 고유특성에 따른 계측제어설계를 
제외하고 기존 경수로의 설계경험을 액체금속
로에 적용 가능함

75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국제 
수준

ㆍ실증로를 보유하여 운전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와 일본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함. 90

국내 
수준

ㆍ액체금속로 고유의 실험 및 시험이 아직 미흡
한 상태이나 프로토타입 제작 기술은 비교적 
높음.

50

기계설계 
기술

기계구조 
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실험로, 원형로, 상용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
험을 통한 경제성 제고 단계 90

국내 
수준

ㆍ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
로의 개념설계 및 설계변경기술을 확보. 60

고온구조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대규모 검
증시험 기술을 보유함. 90

국내 
수준

ㆍ대부분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비탄성거동은 전용해석코드 개발과 검증시험을 
수행 중에 있음. 

50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국제 
수준

ㆍASME-NH(미국),RCC-MR(프랑스),R5(영
국), BDS (일본)등 자체 설계평가 코드 보유 90

국내 
수준

ㆍ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개념설계 단계 
에서 고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기술을 상
당부분 확보함. 

65

원자로건물 국제 ㆍ원자력발전소용으로 면진설계지침서를 일본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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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면진기술

수준 서 개발하였고, 3차원 면진장치를 개발하는 수
준에 있음.

국내 
수준

ㆍ국내의 경우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면진장치는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
루어진 상태임.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고 있음. 

70

노심지진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 특성
해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
사하는 기술을 개발함. 

90

국내 
수준

ㆍ하부지지방식, 고밀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증연구가 진행됨. 

50

안전해석
기술

안전해석 
기준

국제 
수준

ㆍ미국의 기존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완비된 상
태이나 금속연료 신형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개발중

95

국내 
수준

ㆍ국내 소듐냉각로 인허가 요건 미비.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임.

75

계통과도 
안전해석

국제 
수준

ㆍ미국은 기존 고속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의 신
뢰성 확보 및 FSAR 작성 능력 확보 95

국내 
수준

ㆍ계통 과도해석 코드의 주요모델 개발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
체제 완비. 설계의 구체화 및 현상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해 검증 등 보완이 필요

75

HCDA 분석

국제 
수준

ㆍ미국은 기존 고속로 HCDA 분석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나 금속연료 고속로 분석기술은 개발중 70

국내 
수준

ㆍ단순모델 개발을 통하여 HCD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용융 금속연료의 물성치, 거동특
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
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

20

격납 국제 ㆍ미국은 격납성능 분석 평가기술의 확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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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성능분석

수준

국내 
수준

ㆍ격납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완비하였으
며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
진 상태. 소듐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고
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임.

65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및 활용

국제 
수준

ㆍ미국의 PSA 기술은 상용화 기술수준 대비 
70% 70

국내 
수준

ㆍPSA 일반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
유 사고 경위 분석 미비, 계통 및 기기 운전 자
료 미비, 설계 최적화 기술 미비

30

소듐기술 
개발

소듐 취급기술

국제 
수준

ㆍ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원자로 운용에 필요한 
최소기술은 기 확립하였고, 소듐-재료 공존성
에 관한 연구 및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 개발 
중임

97

국내 
수준

ㆍ소듐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 확
보

ㆍCold trap에 의한 비금속 불순물 정제, 소듐내
의 산소, 수소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 확립

ㆍ소듐 속에서의 탄소, 질소 및 금속 불순물, 방
사성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 미확보

ㆍ소형 소듐루프 설계, 운전 등을 통한 소듐 안전
취급 및 소규모 소듐시설 운용기술 확보.

ㆍ사용후 소듐 관리기술 개발 수행 중

60

소듐 열유체 특성 계측 및 검증기술

국제 
수준

ㆍ국외에서는 기술검증에 필요한 기본기술은 확
립하였고, 국소현상의 계측, 해석기술 개발은 
미흡

95

국내 
수준

ㆍ실험을 통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측정/분석 기술
은 확보되었으나, 과도상태 및 안정성 관련 기
술인 2상 상태의 측정/분석기술은 미흡

ㆍ소규모 소듐 실험 장치들을 설계, 제작, 운용하
여 측정 및 전산모델 개발/검증에 활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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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ㆍ소듐 장치에 필수품인 전자펌프를 설계, 제작하
여 활용하고 있으며, SASS 등 다수의 기기를 
개발함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국외에서는 소듐화재에 대한 방호대책은 확립
하였고,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한 현상해석과 
방호대책 그리고 조기 물 누출 감지 시스템 개
발 연구단계

90

국내 
수준

ㆍ소/중규모 화재실험에서 소화 및 화재현상 분
석

ㆍ기초적인 소듐-물 반응 연구를 수행하여 현상
을 해석하였고, 음향에 의한 물누출 감지기술 
개발단계

ㆍ소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 해석모델 개발단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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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듐냉각고속로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3.2.1. 기술개발 전망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50 여년의 연구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

서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착수된 만큼 전반적으로 국내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일
부 기술 분야에서는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보다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에 더욱 주력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핵연료주기 기술의 발전방향은 ① 우라늄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Sustainability 확보, ②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및 재활용에 따른 핵확산 저항성 제고, ③ 
고준위폐기물 감용 및 처분에 따른 환경위해도 감축, ④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
자력 이용의 확대는 인류문화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불
가결한 사항이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따라 여기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은 GEN-IV 원자로시스템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도 일치하
며, 2002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미국의 AFCI Program에서도 그 주요 달성 목표를 중단
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에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Radiotoxicity 및 발열량 감축과 GEN-IV 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인 추진지원을 통한 경제
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큰 원자력시스템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은 “Clean Waste, Dirty Fuel"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분리하여 부피를 감용하는 한편, 플루토늄을 포함한 TRU 원소는 분리하여 원자로에 재순
환시킴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따른 장기 핵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
시에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초 장기적인 환경 위해도를 저감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129나 Tc-99 등 처분에 따른 환경위해도가 큰 핵분열 생성물은 분리하
여 소멸시키며,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에서 주 열원인 Cs과 Sr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로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처리하여 TRU 원소와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은 분리하여 원자로에 재순환시키고 
반감기가 짧은 핵분열생성물만을 고정화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고속로 핵연료주기가 대
표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향후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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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듐냉각고속로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국내외 기술수준
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Head 
-end 
기술

SF집합
체 

해체기술

국제 
수준

ㆍ미국의 DOE는 PCDP(Prototypical Spent Fuel 
Consolidation Equipment Project) 프로그램에서 
SF 집합체 해체공정을 개발하여 1995년 비방사성 
시험(Cold Test)을 완료함.

100

국내 
수준

ㆍKAERI는 사용후핵연료 밀집.포장 공정 개발의 일
환으로 SF 집합체 해체공정을 개발하였으며 1/2 
크기의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이용한 비방사성 시
험을 수행한 바 있음.

65

SF Rod 
절단/Slit

ting 
기술

국제 
수준

ㆍ사용후핵연료 절단/탈피복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
리의 전처리공정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으나 
이를 Pyroprocess에 적용할 수 없음.

100

국내 
수준

ㆍPyroprocess에 필요한 건식 탈피복 기술의 수준은 
실험실 규모의 기초실험 단계임. 50

SF 
Pellet의 

건식 
분말화 

장치개발 
기술

국제 
수준

ㆍ일본 JAERI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2 kgHM/ 
batch 규모의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음. 50

국내 
수준

ㆍKAERI는 25 cm로 절단된 핵연료봉의 피복관을 
Slitting하여 탈피복하는 장치와 OREOX공정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산화.환원하는 기술개발 경험
이 있음.

50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국제 
수준

ㆍ미국 ANL은 Electrometallurical Treatment 
Program를 통해 Na Bond 제거기술은 물론 
EBR-II SF의 Head-end 기술을 완성한 상태임. 
특히 전해정련 공정의 도입에 앞서 용융염계의 온
도상승 및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방지를 위해 진공
가열방법으로 Na Bond를 제거하는 방안을 채택함.

80

국내 
수준

ㆍKAERI는 현재 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한 리튬금속 
회수 및 잔류 용융염 분리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경험을 통한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20

PWR SF 
전해 

환원기술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국제 
수준

□□KAERI와 미국 ANL은 본 기술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자국의 주요 프로그램인 ACP와 AFCI
의 핵심공정으로 채택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30

국내 
수준

□□KAERI는 20 kgHM/batch규모의 실증용 전해환원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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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일체형 
Cathode 

전극 
개발 및 
평가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의 STS Mesh로 구성된 Cathode 전극장
치는 장시간 반응시간 소요 및 낮은 전류밀도 등
으로 인해 Scale-up연구가 지연되고 있음.

30

국내 
수준

□□KAERI는 금속전환율(> 99 %) 및 Li2O Recycle 
구현이 가능한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에 대한 
기술소유권을 갖고 있음. 

60

 모듈형 
Anode 
전극

 개발 및 
평가기술

국제 
수준

□□미국ANL은 ‘00년부터 착수한 리튬회수공정의 
Graphite 대체전극 연구개발을 전해환원시스템의 
산화전극 개발에 연장하여 Composite 혹은 복합 
산화물 전극을 개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생산
하였음.

60

국내 
수준

□□KAERI는 ‘02년도부터 Fe3O4 등의 산화전극개발을 
착수한 상태로, 미국 ANL과 비교하여 세라믹 산화
전극의 전기전도도 향상기술, 성형 및 소결기술 분
야에서 큰 기술격차가 있음.

20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70년대부터 공학규모 Salt Transport 
공정의 용융금속 및 용융염 이송시스템에 대한 연
구경험, 그리고 악티나이드 리사이클 프로그램에서 
폐용융염 Ingot 제조 및 이송시스템 장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이 있음.

50

국내 
수준

□□KAERI는 고온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특성 등 밸브
의 요건을 만족하는 글로브 밸브 및 폐용융염의 
취급성 향상을 위한 폐용융염 Ingot 제조장치 개발
을 완료함.

60

 증발 
복합용융

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
 기술

국제 
수준

□□고온 용융염계에서 휘발성 핵종의 반응생성물 규
명 및 증발 염의 포집방법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국내.외 기술수준은 상용화 기술 
대비 20 % 정도임.

20

국내 
수준

□□KAERI와 미국 ANL은 LiCl-Li2O용융염계에서 휘
발성 핵종의 반응생성물 규명 및 환원전위 등의 
기초 데이터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단
계임. 

20

 
고온용융
염 장치 
재료개발

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90년 초부터 고온 용융염 처리 공정
장치의 최적 장치재료 선정 및 부식지연기술 개발
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본 공정요
건에 적합한 장치재료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임.

40

국내 
수준

□□KAERI도 ‘00년부터 장치재료 부식특성 연구를 본
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내부식 특성이 있는 KSA 
합금개발 등의 가시적 성과와 I-NERI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ANL 연구소와 공동연구에 주력한 결과, 
미국 ANL 대비 80 % 정도의 기술수준을 확보함.

30

 SF금속  U 금속 국제 □□미국 ANL은 90년 말에 악티나이드 리사이클 프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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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전해분리
 기술

회수를 
위한 

전해분리 
기술

수준

그램의 일환으로 리튬공정과 전해정련공정과 연계
하여 Oxide SF로부터 U금속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고, 이를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분하는 
연구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공학적 규모(20 
kgHM/ batch)의 전해분리 장치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AFCI 프
로그램의 PYROX 공정개발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 
수준

□□KAERI는 PWR SF 모의 금속전환체로부터 U 금
속을 분리회수하기 위한 전해정련장치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현재 100 gHM/batch 
규모의 전해분리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 하였음.

30

 TRU 
금속회수
를 위한 
전해분리 

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TRU 및 MA 핵종의 전해분리를 위
한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을 이용한 20 kgHM/batch 
규모의 전해정련장치 개발을 완료함. 이와 병행하
여 TRU 및 MA 핵종의 전해특성 및 공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고체음극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70

국내 
수준

□□KAERI는 대용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의 전해특성 평가 이외에 다공성 세
라믹 Membrane을 이용한 고체음극 개발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TRU 핵종의 취급 및 Hot Cell 부
재 등으로 기술개발에 제한이 있음.

20

 High 
Through

-put  
전해분리 
장치개발

 기술 
(계속)

국제 
수준

□□미국 ANL은 양극의 용해속도 및 음극의 회수속도 
향상, 그리고 음극 전착물 회수방법 개량을 통한 
공학규모의 고성능 전해분리 장치를 개발하고, 공
정장치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계속 수행하
고 있음. 

50

국내 
수준

□□KAERI는 실험실 규모의 전해분리 장치의 성능평
가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최대전류밀도 
구현, 용해속도 향상을 위한 양극 구조의 최적화 
및 음극면적 최대화를 통한 독자적인 고성능 전해
분리장치 개념을 도출하고, 실험적 평가를 위한 장
치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임. 

30

 
핵연료물
질 회수
 기술

 
액체금속 
증류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40 kgHM/batch 운전 경험을 보유하
고 있으며, 현재 실용화 단계임. 60

국내 
수준

□□KAERI는 수 g의 액체음극 증류시스템에 대한 성
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임. 40

 국제 □□미국 ANL은 실용화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잔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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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회수금속
중 잔류 
용융염 

분리기술

수준
용융염 분리시간 단축 및 잔류 용융염 분리효율 
최대화 그리고 Injection Casting 장치와 모듈화한 
신개념의 연속식 공정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수준

□□KAERI는 금속전착물의 결정형태에 따른 잔류 용
융염의 증발특성 평가를 통한 공정요건을 확립하
고, 1 kgHM/batch 규모의 장치를 개발중임.

40

폐용융염
중 악티 
나이드 

회수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Li 혹은 Bi 금속과 용융염과의 분배
계수 차를 이용하여 저농도의 TRU핵종을 회수하
기 위한 Extraction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공학적 
규모로 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Pyrocontactor 개
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전해화학을 이
용한 TRU 회수 연구를 착수함.

40

국내 
수준

□□KAERI는 대용물질을 이용하여 용융금속에 따른 
분배계수 데이터 생산 및 실험실 규모의 다단 추
출공정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공정개량을 위해 
전해화학을 이용한 공정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음. 

20

 SFR SF 
처리기술

 U 
금속회수
를 위한 
전해분리 

기술

국제 
수준

□□ANL은 EBR-II 금속연료 대상으로 년 1 톤의 SF 
금속 핵연료를 처리한 경험이 있음. 현재 20 
kgHM/batch 처리를 위한 Mark-IV형 전해정련장
치를 개발완료 하고, 상업적 규모의 전해정련 장치 
개발을 목표로 한 PEER 형 전해정련 장치의 연구
를 수행하고 있음. 

60

국내 
수준

□□KAERI는 대용물질을 이용한 우라늄 금속 전해분
리 특성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실험실 규모의 전
해분리 기술은 확보하고 있음. 

40

TRU 
금속회수
를 위한 
전해분리 

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TRU 및 MA 핵종의 전해분리를 위
한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을 이용한 20 kgHM/batch 
규모의 전해정련장치 개발을 완료함. 이와 병행하
여 TRU및 MA 핵종의 전해특성 및 공정시스템 고
도화를 위해 고체음극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
음.

60

국내 
수준

□□KAERI는 대용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 카드뮴 
액체금속 전극의 전해특성 평가 이외에 다공성 세
라믹 Membrane를 이용한 고체음극 개발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TRU 핵종의 취급 및 Hot Cell 부
재 등으로 기술개발에 제한이 있음.

20

SF 및 SF 국제 □□일본 JAERI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및 구성성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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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공정물질
 화학분석 

기술

특성계량
화 기술

수준 결정 등 핵특성 분석에 관한 기술을 확립함. 

국내 
수준

□□ACP 공정에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성성분에 
대한 분석기술은 JAERI의 기술수준에 근접한 상태
이지만, 연소도 결정과 불확도의 분석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함. 또한 NDA 방법의 정밀도를 
입증하기 위한 화학분석 기술개발이 필요함.

50

SF 
성분분석 
및 균질 

시료 
채취기술

국제 
수준

□□파괴적 화학분석 기술은 현 습식 재처리공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석기술의 오차 검증연구와 병행
하여 Spectrophotometer 등 기기분석 방법에 의한 
시료의 전처리과정을 배제한 직접 용융염 매질에
서 원소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국
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중임. 

60

국내 
수준

□□KAERI는 DUPIC 핵연료의 화학적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고온 용융염 매질내의 주요 핵종의 
분석 및 반응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Spectrophotometer 시스템 구축 및 기초연구를 수
행하는 단계로 원자력 선진국 대비 60 % 수준임.

60

공정발생 
폐기물 

처리기술
금속폐기
물 처리 

기술

국제 
수준

□□본 기술은 이미 습식 재처리공정에서 개발되어 상
용화된 기술로, 이들 집합체 부품재를 용융한 다음 
STS 혹은 Zr 금속과 합금 고화체를 제조하는 것
이 주요 기술임.

70

국내 
수준

□□KAERI는 다년간의 불연성 고체폐기물의 처리연구
를 통해 독자적인 처리공정를 개발하였으나, 공정
장치의 Demonstration경험은 아직 없음.  

30

 공정발생 
폐기물

 처리기술 

폐용융염 
재순환을 

위한 
고방열성 
핵종분리 

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복합용융염계로부터 고방열성 핵종을 
선택적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통해 
폐용융염의 재순환 기술을 확립하였음. 현재는 대
용물질을 이용한 공학규모 폐용융염 재순환 장치
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40

국내 
수준

□□KAERI는 고온 복합용융염계에서의 고방열성 핵종
의 흡착거동 특성 및 최적 흡착제 선정 등의 기초
연구이외에 침전제를 이용한 독자적인 공정개발에
도 주력하고 있음. 

30

폐용융염 
고정화 

및  
고화체 
안전성 

평가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폐용융염을 제올라이트와 Glass Frit
과 혼합한 후, 압축 성형하여 고화체를 제조하는 
공정개발과 병행하여 이들 고화체의 내침출성 및 
내열특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일본 CRIEPI에서는 폐용융염을 Sodalite와 혼합한 
후 고온조건에서 인공광석화하는 방안에 대한 실
험적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임.

60

국내 
수준

□□KAERI는 현재 모의 폐용융염 고화체 제조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수행하는 기초연구수준에 불과함. 30

폐기물 국제 □□EBR-II SF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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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저장/처
분용기개
발기술 

수준
및 우라늄 금속의 처분을 위한 개념연구를 수행하
는 단계로, 고온 용융염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의 저장 및 처분용기에 대한 개발은 현재 초
기 단계임.

국내 
수준

□□KAERI에서는 ACP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 저장용기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하
고, 폐기물 저장용기의 제작을 금년도에 수행할 예
정이며, SF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 등의 기술수준
을 고려할 때 원자력선진국 대비 50 %의 기술수
준임.  

40

공정발생 
잡폐기물
처리기술

국제 
수준

□□습식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기
술과 동등한 기술로 상용화가 완료된 기술임. 일본 
JNC는 고온 용융염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의 종류와 량, 오염 핵종의 정량적 평가 등의 폐기
물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한 상태임.

80

국내 
수준

□□KAERI는 압축감용, 시멘트 고화, 소각, 농축폐액
처리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준위폐
기물 처리에 대한 운전경험이 없음.

60

 
Pyroproce

ssing
 Process 
설계/제작

 기술
 

 공정 
Scale-u
p 기술

국제 
수준

□□미국 ANL은 5 tHM/y 규모의 EBR-II SF 처리시
설에 대한 설계경험, 수십년간의 고온 용융염 처리
공정의 연구경험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독자적으
로 Scale-up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 

□□일본 JNC 주관으로 10 tHM/y 규모의 핵연료 리
사이클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Phase 
IV(2020년 이후) 단계에서 상기 규모의 리사이클 
시스템의 건설 및 실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50

국내 
수준

□□KAERI는 20 kgHM/batch 규모의 전해환원시스템
에 대한 설계경험은 있으나, 공정 Scale-up을 위
한 공정 데이터 확보 및 해석능력은 원자력 선진
국 대비 50 % 수준에 불과함.

50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국제 
수준

□□일본 JNC는 고온 용융염 처리공정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을 완료함. 80

국내 
수준

□□KAERI에서는 핵임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기술 및 전산코드 시스템은 JNC와 동일한 수준에 
있음. 독특한 공정장치의 형태와 공정물질의 상변
화에 기인한 핵임계도의 불확도 발생에 대한 연구
와 공정물질의 정확한 선원항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대상 핵물질계에 대한 전산코드의 검증
계산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함. 

80

  국제 □□미국 ANL은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공정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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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원격취급
장치 설
 계 및 

제작기술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수준

사용되는 모든 장치(핵연료절단, 전해정련, 
Cathode Processing, 주조로 등)를 원격방식으로 
운전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증중
임.

□□영국 BNFL, 프랑스 COGEMA 등은 기존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 장비를 첨단의 자동화 장비, 원격조작
기, 원격 감시/검사 기기 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COGEMA는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UP3 재처리 공장을 90% 이상 무인 자동
화시킨 바 있음.

국내 
수준

ㆍKAERI는 DUPIC Program을 수행하여 소규모이지
만 원격조작 방식의 핵연료 제조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하였음.

40

 
원격취급
장치 설
 계 및 

제작기술

 
공정장치 

원격 
유지

 
보수장비 
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미국 ORNL은 1990년대초 전기식 서보조작기를 
개발하여 오염지역 환경복구 작업에 실증 적용한
바 있으며, 일본 JNC는 1990년대 중반에 ORNL의 
기술을 이전받아 양팔형 전기식 서보조작기를 개
발하여 RETF(Recycle Equipment Test Facility)
에 적용할 예정임.

80

국내 
수준

ㆍ최근 국내에서는 기계식 M/S 조작기를 상용화하였
으나 전기식 조작기의 개발경험은 기초 연구 수준
임. 즉, 2000년대초 미국 ORNL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전기식 서보조작기를 개발하였으나 Hot 
Test 경험이 없음.

40

 
핫셀/공

정장치원
격 

제염장비 
설계기술 

국제 
수준

ㆍ미국의 ANL은 레이저 제염장치를 개발하여 CP5 
연구로 해체작업에 적용한바 있음. 또한, INEEL은 
액체질소를 사용한 워터제트 표면제염 장치를 개
발함.

70

국내 
수준

ㆍKAERI는 CO2 Blaster와 주행형 흡입장치를 개발
하여 핫셀에 적용하였음. 30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국제 
수준

ㆍ건식공정 핵물질측정용 NDA 개발은 주로 사용후
핵연료 전처리에서 waste(cladding hull) 측정용으
로 개발되어 사용해오고 있음.

60

국내 
수준

□□그동안 건식공정물질에 대한 NDA 핵물질 측정시
스템은 DUPIC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 개발경험
이 있어 세계 최고 기술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됨.

□□실시간 계량관리기술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현재 
미미한 상태이며, 5단계 이후까지 계속 기술 개발
이 필요한 상태임.

60

 핵물질 국제 □□SNL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핵물질 전용 진단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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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기술 정성적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격납감시
기술

수준
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
용한 무인 원격 감시 기능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음. 

국내 
수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핵물질 전용 진단프
로그램이 개발됨으로서 감시 기술의 일부 분야에
서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과시한 바 
있음.

□□그러나 하드웨어 기술,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 원격 
감시 기능과의 연계 기술 등에서는 세계 최고 기
술과의 격차가 상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70

 핵확산 
저항성/

안전조치
성 평가 

기술

국제 
수준

□□핵확산저항성 평가 분야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INPRO 및 
GEN-IV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핵확산 저항성 
평가가 진행중에 있음. 

80

국내 
수준

□□그동안 안전조치성 평가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참
여, INPRO 및 GEN-IV 프로그램 내의 핵확산 저
항성 평가 분야 참여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관련 기술들을 습득한 상태임.

□□따라서 안전조치성/핵확산저항성 평가 분야는 세계
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80

 Pilot 
Integrated 
Pyroproce

ssing
Facility 
설계기술 

 PIPF 
개념설계 

기술

국제 
수준

□□1960년대 미국 ANL에서 용융염을 사용한 금속전
환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핫셀을 구조 변경한 바
는 있으나 PIPF 규모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는 수행
한 바가 없음.

80

국내 
수준

□□KAERI는 ‘02년에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전해환원시스템의 핫셀시설 개발을 위해 개념설계
를 1년간 수행한 바 있음.

80

PIPF 
기본 및 
상세설계 

기술

국제 
수준

□□미국 DOE는 PIPF 시설규모의 기본 및 상세설계를 
수행한 바가 없음. 80

국내 
수준

□□KAERI는 ‘03년에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전해환원시스템의 핫셀시설 개발 을 위해 기본 및 
상세설계를 1년간 수행한 바 있음.

80

PIPF 
시설건설 

기술

국제 
수준

□□미국 DOE는 기존 핫셀을 활용하여 관련 실험을 
수행한 바는 있으나, PIPF 관련 또는 유사시설의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한 바는 없음.

80

국내 
수준

□□KAERI는 ‘04년에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전해환원시스템의 핫셀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현
재 Inactive 시험 준비 상태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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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원자력수소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원자

로 및 핵연료 국산화사업, 원자력 중장기연구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고
효율수소제조 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료전지개발 사업의 경험을 적절
히 이용할 수 있다.

다음표에는 초고온가스로 수소생산플랜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수준을 각 분야별
로 대략 표시했다. 

표 7. 초고온가스로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원자로설계

핵설계기반기술
- 동특성산화 모의실험
- 핵자료 생산
- 격자코드 개발/검증

80% 60%

Pebble 노심 핵설계
기술

- 노심해석코드 개발/검증
- 열수력모형
- 핵연료온도모형
- 평형노심해석
- 연료구 유동모형

70% 30%

Prism 노심 핵설계 
기술

- 노심해석코드 개발/검증
- 재장전모형
- 열수력모형
- 핵연료 온도 모형

80% 60%

전산유체해석 기술
-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유동분포
- 전산유체해석코드 개발/검증
- 열수력 모델 개발/검증

70% 30%

계통안전/성능해석 
기술

- 계통 안전해석코드 개발/검증
- 기술검증/시험자료
- 열수력모델 개발/검증

90% 50%

Air-ingress 사고해
석 기술

- 흑연 화학반응 실험
- Air-Ingress 코드개발/검증
- 열수력 모델 개발/검증

80% 50%
격납건물 및 핵분열
생성물 수송해석 기
술

- 코드개발/ 검증
- 열수력 모델 개발/검증 90% 80%

노심핵설계
- 노심핵설계
- 노심출력성능분석
- 노심사고분석
- 연료주기분석
- 핵연료경제성분석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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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원자로설계

열수력계통설계
- 전산유체해석
- 계통설계기술
- 주기기설계기술
- 계통성능평가기술

100% 40%

안전/성능해석 및 인
허가

- 안전기준
- 안전해석
- 성능해석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 운전안전성
- 인허가

80% 40%

노심계통설계
- 노심보호/감시 계통
- 노심차폐설계
- 노심연계기술

100% 40%

보호/제어 계통설계
- 운전제어계통
- 헬륨 Inventory 제어/정화 계통
- 계통 보호계통

100% 30%

유체계통설계
- 일차계통
- 잔열제거계통
- 정화계통
- 안전계통
- 유체계통

80% 30%

기계구조설계

- 원자로계통기계설계
- 압력용기구조설계
- 핵열공급계통기계설계
- 전산구조역학
- 구조건전성평가
- 기계 연계기술
- 설계검증 및 성능확인 시험

100% 70%

계측제어 MMIS 설계
- 정보준위설계
- 제어준위설계
- 신호준위설계
- 인허가 및 설계 검증기술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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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기기장치

주기기설계

- 압력용기
- 노심구조물
- 가스덕트
- 격리밸브
- 제어봉 구동장치
- 중간열교환기
- 헬륨 순환펌프
- 압력용기 냉각장치

90% 40%

기기제작설계
- 제작설계기술
- Code/Standard 등
- 해석기술

90% 40%

기기제작
- 기기제작기술 (용접, 열처리, 가공 

등)
- 기기재료기술

90% 80%

품질보증기술
- 품질보증기술
- 품질관리기술
- 비파괴검사기술

100% 90%

주기기성능검증시험

- 제어봉구동장치 성능검증시험
- 가스덕트 성능검증시험
- 격리밸브 성능검증시험
- 중간열교환기 성능검증시험
- 헬륨순환펌프 성능검증시험
- 압력용기냉각계통 성능검증시험

100% 80%

핵연료

피복입자 핵연료 기
술

- kernel 제조기술
- 피복기술 90% 10%

핵연료집합체 제조
기술

- 페블형, 블록형핵연료 제조기술
- 성형가공기술 90% 60%

핵연료조사시험 기
술

- 조사시험장치기술
- 조사후 시험 및 분석기술
- 조사후 사고 모사시험

90% 40%

핵연료성능분석
- 핵연료설계
- 핵연료성능평가 코드개발
- 핵연료 안전성 평가

90% 40%

핵연료 기계/구조 설
계기술

- 설계요건설정
- 동하중 및 열하중 Triso 간 구조해석
- 페블간, 컴팩트-블록간 구조해석

90% 60%

피복입자 핵연료 실
용화기술

- 양산 제조기술
- QA/QC 기술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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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핵연료

핵연료 기계/구조 설
계기술

- 설계요건설정
- 동하중 및 열하중 Triso 간 구조해석
- 페블간, 컴팩트-블록간 구조해석

90% 60%

피복입자 핵연료 실
용화기술

- 양산 제조기술
- QA/QC 기술 90% 0%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 - 기체폐기물 포집기술
- 고체폐기물 감용고화기술 80% 10%

고연소사용후 핵연
료저장기술

-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기술
- 미임계 유지 기술
- 발전소 내,외 저장기술

100% 80%

폐기물처분 기술 -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기술
-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80% 70%

재료

압력용기재료
- 후보재료선종
- 용접기술
- 코드화 및 표준화 90% 50%

노심재료
- 제어봉 요소소재
- 노심단열 소재
- 접합기술

90% 20%

고온배관재료
- 단열재 접합기술
- 슈퍼알로이 피로시험
- 코드화 및 표준화

90% 10%

열교환기재료
- 용접특성
- 초고온 크리프
- 코드화 및 표준화

80% 30%

황산분해공정재료
- 비등황산, 황산분해공정 부식평가
- IHX 재료 헬륨분위기 부식평가
- IS 공정 개량재료

60% 10%

노내구조물용 흑연
- 기계적, 열적, 화학, 조사 물성자료
- 열적, 기계적, 중성자거동 특성평가
- 산화거동 평가
- 표면가공, 산화특성, 마찰 압력강하 

특성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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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IS싸이클 
수소생산

반응기 및 공정 설
계 기술

- 분젠 반응 공정기술
- 요드화수소 농축/분해반응
- 황산 농축/분해반응
- 부반응제어기술
- 반응기 설계

30% 20%

폐-사이클 운전기술
- 공정연계기술
- 연속운전 제어기술
- 연속운전 자동화 기술

30% 10%

고효율화 공정기술 - 전해-전기투석에 의한 HI 농축
- 분리막 반응기 제조 기술 30% 10%

재료기술
- 장치재료 탐색
- 재료 제조기술
- 장치제조 기술

80% 10%

촉매기술
- 요드화수소 분해 촉매 제조
- 황산분해 촉매 제조
- 촉매 분해율 측정

90% 50%

상용화 기술 - 수소제조 효율 분석
- 제품안전성 80% 80%

A/E 설계

설계관리 기술
- 설계기술관리
- 설계공정/비용 관리
- 설계행정관리
- 설계 품질관리

100% 100%

기계분야 설계기술
- 원자력수소 플랜트 요건분석
- 계통설계
- 기기선정 및 평가

100% 90%

배관분야 설계기술
- 기기 및 배관 배치
- 배관응력해석
- 배관자재 및 시방서

100% 90%

전기분야 설계기술
- 전력계통설계
- 주기기 및 보조기기 연계
- 기기배치 및 전선로 설계
- 전기설비 설계
- 전선 전산관리

100% 100%

계측제어분야 
설계기술

- 공정관리
- 제어계통 구성 및 전산응용
- 주제어실 설계
- 계기 기술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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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 내용 국제
수준

국내
수준

A/E 설계
토건분야 설계기술

- 부지배치 및 일반토목설계
- 내진해석 및 특수구조해석
- 격납용기 구조설계
- 격납구조해석 및 설계
- 내진 구조물 해석 및 설계
- 수리/수문분석, 냉각수계통설계
- 건축설계

100% 90%

핵분야 설계기술
- 핵계통설계
- 재해분석
- 열수력계통 천이해석
- 방사선 방호

100% 90%

건설/시공 건설 및 공사관리기
술

- 건설 및 시공
- 공사관리 100% 100%

시운전

시운전 기술
- 시운전 절차, 공정
- 기기 인수시험절차
- 계통 기능시험 절차
- 데이터통신망 시험절차

90% 50%

시운전 운영
- 시운전 행정관리
- 인수인계 및 공정관리
- 교육 및 기술 관리
- 자료 및 자재관리

90% 90%

시운전 시험

- 단위기기 인수시험
- 개별계통 세정시험
- 방사선 감시
- 초임계 및 저출력 특성시험
- 출력 상승시험
- 폐기물 처리계통 시험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

100% 90%

사업관리

설계종합관리
- 원자로계통설계기술 관리
- 원자로계통설계 공정관리
- 원자로계통설계 사업관리
- 원자로계통설계 품질보증 기술

100% 90%

사업관리기술
- 역무, 계약/행정 관리
- 공정, 사업비, 자재 관리
- 자료, 품질 관리

100% 100%

부지환경조사기술
- 부지조사, 입지 환경조사
- 설계지진 평가
- 환경평가

100% 90%

인허가
- 안전해석보고서 작성 총괄
- 인허가 관련 업무
- 기술기준 작성 총괄

1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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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는 1950-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개념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1900년대 이후 일본, 러시아 및 캐나다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
서는 최근 들어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가 착수되어 진행 중이다.

표 7.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노심설계 
기술

노심핵설계

국제 
수준

ㆍSCWR 노심개념별 특성 분석 수행
ㆍSCWR 노심 개념 설계 수행
ㆍSCWR 노심분석 체계 확립

80

국내 
수준

ㆍ고밀도 냉각재 특성이 있는 LWR 노심 체계 및 분
석 경험은 있으나 저밀도 냉각재 특성 노심인 
SCWR에 대한 경험 미비.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및 붕산이용 외에 잉여반응도 제어 전략 개발 필
요)

ㆍSCWR 노심분석 체계 구비

70

노심열수력

국제 
수준

ㆍ초임계조건에서의 관유동에 대한 시험/분석 수행 
및 다수의 상관식 이미 개발하여 발표 

ㆍSCWR용 부수로해석 코드 구축 (예비 해석용) : 
일본

ㆍ설계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해석: 일본
ㆍSCWR 예비 노심 열수력 해석 수행: 일본

80

국내 
수준

ㆍSCWR 개발의 기반이 될 PWR에 대한 설계 기술 
및 코드 확보

ㆍ초임계조건 단순 유동 전산 해석 수행
70

핵연료설계

국제 
수준

ㆍ기존 경수로 핵연료와 유사한 형태의 UO2 핵연료
를 이용한 타당성 연구

ㆍ고온산화 저항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계열의 피복
관을 대안으로 고려

ㆍ스테인레스 계열의 합금에 대한 노외/노내 다양한 
시험 자료 확보

ㆍ초임계핵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80

국내 
수준

ㆍ핵연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제조 경험 보유
ㆍ초임계압 조건에서의 핵연료 성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노외/노내 시험 자료 미비
ㆍ초임계 핵연료 개념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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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노심보호 

및 
감시계통 

설계

국제 
수준

ㆍ노심보호계통 설계기술 보유
ㆍHardware 생산 기술 보유 90

국내 
수준

ㆍ노심보호계통 설계기술 보유
ㆍHardware 생산 기술은 현재 개발 중 70

유체계통 
설계

원자로냉각
재계통설계

국제 
수준

ㆍ경제성 분석을 통해 SCWR의 견제성을 확인
ㆍSCWR 원자로냉각재 계통 개념설계 완료 95

국내 
수준

ㆍ경제성 분석 미착수
ㆍSCWR 원자로냉각재 계통 개념설정 단계
ㆍSCWR에 대한 연구는 늦었으나 확보된 PWR 설계 

경험으로 SCWR 개념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확
보됨 

ㆍDirect cycle에서의 냉각재계통 설계 기술 확보 필
요

90

안전계통설
계

국제 
수준

ㆍ안전계통 개념설계 완료
ㆍ안전계통 기기 개념설계 완료
ㆍSCWR은 BWR과 유사하므로 BWR설계경험이 있는 

나라는 유리한 고지에 있음.
80

국내 
수준

ㆍ안전계통 개념설계도 착수하지 못한 단계임
ㆍSCWR에 대한 연구는 늦었으나 확보된 PWR 설계 

경험으로 SCWR 개념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확
보됨

ㆍPWR과 다른 SCWR에 고유한 안전계통의 설계는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음 

70

기계구조 
계통설계 원자로내부

구조 설계

국제 
수준

ㆍ내부구조물 기기 구성 및 GA 개념
ㆍVery large ΔT 열응력 감소 기술
ㆍ유동기인 진동평가(CVAP) 기술
ㆍ주기적 교체가 가능한 기기 배치 개념

90

국내 
수준

ㆍ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 기술은 대부분 그대로 
활용 가능할 것이나 고온, 고압 환경에 따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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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specific한 설계기술은 개발하거나 새로 도입하여야 
할 것임

원자로계통 
구조설계

국제 
수준

ㆍ대형 후판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 기술
ㆍ상세 3차원 Finite Element 해석 수행 (관통부, 노

즐, 열응력)
ㆍRPV 온도를 급수온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flow 

path 개념
ㆍ고압 하의 누설방지 및 밀봉개념
ㆍThick section (특히 용접부) 에서의 flaw 

evaluation 기술
ㆍ60년 수명기간의 중성자조사 영향 평가

90

국내 
수준

ㆍ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 기술은 대부분 그대로 
활용 가능할 것이나 고온, 고압 환경에 따른 
specific한 설계기술은 개발하거나 새로 도입하여야 
할 것임 

70

원자로 
보조기기 

설계

국제 
수준

ㆍ연료재장전 계통
ㆍ유지보수 및 검사장비
ㆍHandling equipments, 기타

90

국내 
수준

ㆍ가 분야의 기존 경수로 축적 기술 혹은 자립도는 
타 핵심기술분야 대비 취약함. 50

계측제어 
계통설계

제어계통설
계

국제 
수준

ㆍ디지털 신호처리기능을 사용한 분산제어 시스템
ㆍ모듈화 및 고장허용설계
ㆍ계기고장 탐지에 대한 진단기술을 적용, 계기의 신

뢰도 높임.
90

국내 
수준

ㆍ디지털 제어계통의 원전 적용은 부분적인 상태임 
통합제어 개념의 디지털 제어계통 개발 중

ㆍ디지털 분산처리 기술 개발
ㆍ비안전 등급 기기 제작 기술 확보 필요

90

보호계통설
계

국제 
수준

ㆍ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상용PLC를 이용한 보호계
통 개발 

ㆍ프로토타입 개발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연구를 통해 현재 상용 발전소에 적용 중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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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국내 
수준

ㆍPLC를 이용한 디지털보호계통 구현, DSP를 사용
한 계통구현 진행 중

ㆍ디지털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방
안 개발 필요

90

감시 및 
정보계통설

계

국제 
수준

ㆍ진단을 위한 원자로 건전성 감시 계통의 강화 적용
ㆍOn-line 기기상태 진단/감시 기능 적용
ㆍ운전원 인지모델의 지식기반 진단시스템 개발 중

90

국내 
수준

ㆍ안전성을 제고하는 진단 기능을 강화 및 고장 예측
시스템 개발 중.

ㆍ기능적 접근의 경보처리 방안 개념 개발 중
ㆍ이상상태 진단 및 지시기반 진단기능 적용 연구 중

90

계측계통설
계

국제 
수준

ㆍRadiation, GAS, Image, Semiconductor, Optical 
Detector등의 안전등급 센서개발 중

ㆍ감시 및 신호 검증을 위한 Online 소프트웨어 개발
ㆍ센서, 시스템 및 장비에 자가진단 및 감시를 위한 

기술 개발 진행중
90

국내 
수준

ㆍ국내 센서 개발은 방사선 감시용으로 일부 연구하
고 있으며 원전 안전등급에 사용되는 국내 센서는 
없을 정도로 연구개발 미비함

ㆍDSP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기술 
연구중

90

통신망계통
설계

국제 
수준

ㆍ레벨별 별도의 통신망구조
ㆍ안전등급 통신구조는 4채널의 이중화구조
ㆍ채널간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링크를 주로 채택

90

국내 
수준

ㆍ안전등급은 데이터링크 채택
ㆍTDM 방식의 광통신 스위칭구조 개발 중
ㆍ디지털 통합제어시스템에 적합한 통신망 개발 필요

90

안전해석 
기술

정상운전과 
운전과도기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SCWR 과도현상 안전 제한치 개발
ㆍSCWR 과도현상 해석코드 개발
ㆍSCWR 보호계통 설정치 개발
ㆍSCWR 제어 및 보호논리 개발
ㆍSCWR 과도현상 해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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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국내 
수준

ㆍPWR에 대한 과도현상 분류 및 안전해석 방법론
ㆍPWR 과도현상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SCWR 해석

코드 개발 예정
ㆍSCWR 보호계통 설정치 및 제어논리에 대한 설계

경험 없음
60

저빈도 
사고 해석 

기술

국제 
수준

ㆍSCWR 사고 안전 제한치 개발
ㆍ비상노심 냉각계통 구성
ㆍSCWR 사고해석 코드 개발
ㆍSCWR 사고해석

80

국내 
수준

ㆍSCWR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설계경험 없음
ㆍPWR 사고해석 코드 활용 60

제한사고 
해석기술

국제 
수준

ㆍSCWR 제한사고 안전 제한치 개발
ㆍSCWR 제한사고 해석코드 개발
ㆍSCWR 제한사고 분석

80

국내 
수준 ㆍPWR 사고해석 코드 활용 60

재료기술

상용소재 
평가

및 선정 
기술

국제 
수준

ㆍ초임계압수 조건에서의 부식/응력부식균열 평가 기
술 확립단계

ㆍ가속기 이용 조사 simulation 및 평가 기술 성숙단
계; 후보소재에의 적용 개시

ㆍ높은 중성자 조사재의 특성평가 기술 기 확립 (미
세조직 변이, 조사 취화, 조사팽윤, 조사 크리프,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90

국내 
수준

ㆍ초임계압수 부식 / 응력부식균열 평가 기초기술 수
립 단계

ㆍ가속기 이용 조사 simulation 및 평가 연구 초기 
단계

ㆍ조사특성 평가기술 일부분 확립 (인장, 파괴인성, 
등); 높은 조사량에 대한 취급경험 미비 (미세조직 
변이, 조사 취화, 조사팽윤, 조사 크리프, 조사유기 
응력부식균열)

75

소재 개량
및 

개발기술
국제 
수준

ㆍ고온용 F/M강 개발/개량 수행; 600℃/100,000hr; 
140MPa 수준

ㆍ내 방사성 특성이 우수한 분산강화 (ODS)합금 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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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세부기술 
항목 국제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수준 

(%)
용규모 (수백 Kg급) 제조, 기초 물성 시험 및 중성
자 조사시험 수행

국내 
수준

ㆍ고온용 F/M강 개발 개시 (목표 600℃/100,000hr 
110MPa 급)

ㆍ분산강화 (ODS) 합금 개발 기초연구 개시 80

최적 
후보소재
특성치 
확보 및
규격화

국제 
수준

ㆍ후보소재의 내 부식 및 내 응력부식 균열 특성치 
축적 중

ㆍ후보소재 (F/M강, 고니켈합금, ODS 합금)의 내 방
사성 특성 시험 착수

ㆍ개발 소재의 규격화 작업 수행 경험
80

국내 
수준

ㆍ후보소재의 내 부식 및 내 응력부식 균열 특성치 
축적 필요

ㆍ후보소재의 내 방사성 특성 시험 계획 중
ㆍ개발 소재의 설계적용에 필요한 규격화 경험 부족

75

초임계압 
수화학 

설계기술

초임계수 
방사분해

(radiolysis
) 규명기술

국제 
수준

ㆍ가속기를 이용한 초임계수 방사분해 연구수행
ㆍ방사선 조사 시 G value 측정
ㆍ초임계수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방사분해 반응 속

도 및 열역학 자료 수집 중
70

국내 
수준

ㆍ초임계수 연구는 유해물질 분해 분야에서 취급경험 
보유

ㆍ초임계수 방사분해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ㆍ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반여건은 확보(원자로, 레이

저, 감마선)
40

초임계수 
화학측정 

기술

국제 
수준

ㆍ초임계수 화학측정(pH, Eredox) 장치 실험실 규모
로 개발 

ㆍ초임계수 내 미량 금속화학종 분리 및 측정 기술 
확보

70

국내 
수준

ㆍ초임계수 조건에서 in-line 화학측정 경험 없음
ㆍ원자로 수화학분야의 기초 화학자료 해외 의존성 

높음
ㆍ초임계수 화학측정 (pH, Eredox, DH, DO) 기술구

축을 위한 연구인력 보유
40

초임계수 
원자로 
수화학 
기술

국제 
수준

ㆍ초임계수 원자로 수화학을 확립할 기반여건은 확보
ㆍ원자로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할 단계 아님 90

국내 
수준

ㆍ원자로 수화학 기술은 PWR부터 해외 의존
ㆍ원자로 수화학 전문인력 부족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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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듐냉각고속로 시스템 세부 기획

1. 사업목표
2025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인증 획득
○ 핵확산저항성 노심 및 핵연료 개발
○ 고유 안전성 및 피동안전계통 특성이 확보된 원자로 계통 개발
○ 원자로 계통 성능검증 및 표준설계인증 획득

2. 단계별 목표
단계 

(연도) 단계목표 주요연구내용(국내) 주요연구내용(국제공동)

 0단계 ('04-'06) -설계 비교평가 연구 -소듐냉각 고속로 전략핵심기술 확보
-증기발생기 신뢰도 향상 -ISI&R 웨이브가이드 센서개발-Gen-IV SFR 비교평가

 1단계 ('07-'10) -기본개념 설계

•혁신개념 개발-AECS 개념개발-IHTS/SG 일체형 개념개발• PDRC+INDIHX 성능검증• Gen IV SFR 후보노형 기본설계개념 개발• MA 함유 금속연료 특성평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비교평가  설계자료 생산
-용융핵연료 재배치 실험 및 해석모형개발

 2단계 ('11-'15) -상세개념 설계

• 혁신개념 성능 검증-개별성능 검증실험• Gen IV SFR 개념설계보고서 작성-원자로 연계설계 및 평가-경제성 평가-주요사고 안전성 평가-최적 설계개념 도출-PSA• 금속연료 성능 검증-MA 함유 금속연료 고연소 성능 및 신피복재 특성평

-MA 및 LLFP 단면적 민감도 및 불확실도 평가
-장주기 방사선 불순물 제어기술 개발

 3단계 ('16-'20) -기본설계
• 시스템 종합성능 검증-종합실험장치 건설-피동 안전개념 검증-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Gen-IV SFR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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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및 범위

3.1. 대상 기술 및 제품의 범위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6개의 GEN-IV 원자로 시스템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많

은 개발이 이루어진 설계개념으로 1.1 MWth(EBR-I, 1951)정도의 소용량 실험로에서부
터 1200 MWe (SuperPhenix, 1985) 용량의 실증로가 일본, 프랑스 및 러시아에서 운전
되었거나 현재 운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 건설 및 운전경험의 축적으로 원자로의 고유 및 피동 안전성을 제외
하고는 원자로계통에 대한 경쟁력 있는 이슈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GIF Roadmap에는 
SFR에 대해 주어진 연구개발 항목의 대부분은 원자로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연구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요한 기술 현안은 다음의 세부 항목에 기술되었다.

3.1.1 노심설계기술
핵설계 계산의 오차는 주로 핵자료와 단면적에서 비롯된다. 설계의 불확실도를 최소

화하기 위해 핵자료 평가와 단면적 생산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는 핵자료 측정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핵자료 평가 
기법과 유효단면적 생산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단계 
(연도) 단계목표 주요연구내용(국내) 주요연구내용(국제공동)

전산체제 검증-SFR 고유 계측제어 개념 검증• Gen IV SFR 기본설계 보고서 작성-노심설계 및 핵연료 사양-계통 설계요건-BOP 연계요건-안전성 분석 보고서-주요기기 및 구조물 사양• Draft SSAR 작성
4단계 ('21-'25) -상세설계

• Topical report 작성• Gen IV 상세설계 보고서 작성• SSAR 작성• 설계인증 획득
-Gen-IV SFR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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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 원자로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KALIMER-600 노심의 최적화를 위해 정특성 
분석에서는 노심 핵특성 분석과 성능인자 평가, 노심반응도 평가, 제어봉 설계 최적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되며 노심 보호계통과 감시 계통에 필요한 노내계측기 설정과 자료 생산
이 수행된다. 또한 KALIMER와 연계된 전체 핵연료주기 전략에 대한 연구와 향후 운전에 
대비한 운전 전략 개발과 운전 지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로 과도 상태 해석을 위한 3차원 노심 동특성 분석 연구에서는 과도상태 해석 기
술과 사고 해석 기술, 부하추종 운전 기법의 연구가 수행된다.

노심과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노내외 방사능 평가를 위해 노심  구조물에 
대한 차폐 모델링과 해석이 수행되며, 중성자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손상 정도를 평가하
는 연구가 수행된다.

외국에서 도입된 핵설계 전산체제는 낡은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발자들
의 은퇴로 수정 보완이 어려워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방법론
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심 분석이 가능한 국내 고유의 전산체제 개발이 필수적이
다. 경수로용 전산체제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전산체제를 개발하
는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체제 검증을 위한 실
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확보할 것이다.   

노심 열유체 설계기술은 노심 유량분배, 집합체내 부수로와 피복관의 온도계산, 집합
체간 유동 특성 해석 등을 통하여 노심환경에서 원자로수명 기간 동안 핵연료 피복재와 
집합체 덕트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노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및 해석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3.1.2 연료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핵연료설계 기본 목표는 핵확산저항성 및 핵연료주기와 연계되는 연료계

통을 구성하고, 낮은 노내 손상확률 및 고연소도 특성을 지닌 연료계통을 확립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하여 연료계통 설계기술은 연료봉 설계기술, 집합체 설계기술, 코드개발 및 검
증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된다.

연료 설계를 위해 연료계통 전산코드 개발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노내 성능시험을 통
하여 연료계통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연료봉 설계기술은 MA(Minor Actinide)가 함유된 연료심 거동특성 평가, 피복재 손
상평가, 연료심/피복재/냉각재 양립성 평가 및 연료봉 설계인자 평가, 과도시 핵연료 거동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연료봉 설계기준 및 설계 제한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설계기술개발을 통하여 연료봉 개념설계가 가능하지만,  신뢰도 
99.99%를 유지할 수 있는 세부기술 확보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국내자체 혹은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물성데이터 확보 및 설계 정확도 확보에 의해 연료봉 상세설계 기술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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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집합체 설계기술은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분석, 봉/덕트 상호작용 분석 및 제어집합체 

건전성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집합체파손 0.01% 이하 및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시 부반응
도 유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코드 도입 및 물성보완을 통하여 집합체 개념설계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건전성 평가 및 집합체설계 구체화를 통하여 집합체 상세설계 기술이 확보되어
야 한다.

코드 개발 및 검증은 정상/과도시 연료봉 성능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집합체 거동해석
코드 개발을 수행하고, 연료봉 및 피복관 특성시험에 의하여 성능해석 코드를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연료봉 파손 0.01% 이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
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자체 개발된 코드를 토대로 기본 해석체제를 확보하였으나, 국내 고유의 연료심 특성
실험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정확성 향상 및 물성모델 개선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국제공동연구등을 통하여 물성자료 및 조사시험자료를 확보하여 연료계통 
상세설계 및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수준의 코드를 개발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3.1.3 유체계통 설계기술
유체계통 설계기술 개발의 최종 연구목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소듐냉각 고속

로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가 많은 분야로서, 원자로
계통의 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의 피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IDINHX 설
계개념, 증기발생기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듐-물 반응의 근원적 배제를 위해 DTBSG 
설계개념, 이차계통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발전소 건설단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S-CO2 
Brayton Cycle과 같이 기존 원자로 설계개념에 비해 혁신적인 설계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혁신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개발된 개념을 원자로 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냉각재인 소듐은 경수로의 냉각재인 물에 비해 열전
도도가 매우 높고, 공기 중의 산소 및 물과 접촉되면 격렬한 산화반응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원자로 운전압력도 150기압으로 운전되는 경수로에 비해 대기압으로 운전되고 
원자로 운전온도는 경수로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계통의 특성차이로 
인해 기존 경수로에서 축적된 계통 설계기술이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건설 및 운전 경험
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험적 검증 및 설계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소듐의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이용하는 전자펌프 및 관성보완장치와 같은 신개념의 기기와 중간열
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와 같이 기존 원자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소듐의 높은 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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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성으로 인해 실험적 검증이 필요한 기기, 그리고 일차계통 순환펌프로 사용되는 원
심펌프 및 밸브 와 같이 기존 원자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계통의 작동특성으로 인
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기기와 같이 기기 설계개념 개발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소듐냉
각 고속로에 사용되는 기기는 전자펌프와 같이 기존 경수로 기기에 비해 설계개념 자체가 
다르거나 경수로와 유사한 설계개념이 적용되나 냉각재의 작동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계특성을 반영하는 기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산해석 코드의 개발과 검증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IDINHX 설계개념이 적용된 PDRC 및 DTBSG와 같은 신개념 
계통을 원자로에 적용하고 원자로의 열유동 과도 해석과 소듐-물 반응 현상 발생시 계통
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계통 성능분석 및 발전소 전체의 운전 및 제어를 위한 제
어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NSSS 전체 계통 성능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코드의 개발 및 검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풀 형 소듐냉각 고속로는 원자로 내부에 중간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원자로 내부의 유
로형상이 복잡하여지고 원자로 내부에서 순환되는 냉각재의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 기존 
경수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난류요동 및 자유액면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현상, 대류 복사 복합열전달 현상 및 원자로 내부 복합유로 해석과 같은 복잡한 
유동특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유동특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원자로 내부 다차원 상
세 열유동 전산해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설계종합 및 연계 기술은 유체계통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이다. 유체계통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야는 기계 구조분야, 계측제어 설계분야, 노심설계분야, 안전해석분
야 및 BOP 설계분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통 개념을 설정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펌프, 
밸브, 열교환기와 같은 기기 공급자들과도 정보 교환 및 연계자료를 설정하여야하고, 설계인자
의 설정을 위해서 많은 관련부분 설계 분야와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설계를 종합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분야의 업무는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기술로 경수로 설계경험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는 
국내 산업체의 기기 생산 및 BOP설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져야 
할 분야이다

3.1.4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설계개발의 목표는 디지털 시스템 개발 현안 해결을 통해 

완전하고 신뢰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디지털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을 완성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 
계통설계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전성 검증기술의 각 분야가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은 국내외적으로 풍부한 설계 및 운전경험을 축적
한 경수로 또는 중수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액체금속로만이 지니는 계측제어 핵심기술로
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기술이다. 여기에는 증기발생기 누설탐지기술, 핵연료 집합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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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쇄 감시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 고유 제어논리기술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기 기술이 기술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현재에도 증기발생기 물 누
설 조기탐지를 위한 음향 탐지법에 대한 연구와 유로폐쇄 감시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
고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누설감시기술 및 노심유로폐쇄감시 기술 개발을 위해 탐지방
법에 대한 분석, 논리의 개발, 그리고 실험시설을 이용한 성능검증이 요구되며,  액체금속
로의 열 유체 특성과 노심특성을 고려한 액체금속로 고유 제어논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기술은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필연적인 연
구항목이다. 기존 상업로인 경수로의 경우에도 비로소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이 도입되
고 있는 실정이어 아직도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
정이다. 액체금속로의 경우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을 갖는 원자로 개념이 
없는 실정으로 액체금속로 고유의 특성과 결합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완성하기 위해서
는 디지털 시스템 공통기술이 필히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 경수로와는 달리 장주기 
운전에 따른 계측제어기기 및 시스템의 가용도 요건, MTBF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필연적
이므로 이를 만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피동적 고장허용
구조를 탈피하여 능동적인 고장허용개념을 갖는 융합형 분산구조 설계에 필요한 관련기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계통 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각 계통을 설계하기 위한 기술이다. 계통 설
계기술은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술을 종합한 후 계통설계에 필요한 기능, 요건, 연계
사항, 사양 등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 계통은 안전제어 및 보호계
통, 비안전 제어계통, 계측 및 감시계통, 운전 및 유지보수지원 계통, 자료통신망, 제어실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들 각각의 설계는 계통의 등급과 특성에 맞게 설계된다. 계통
설계기술의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수행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디
지털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관련 기술을 계통설계에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디
지털화에 따라 가능해진 운전지원기능, 진단기능, 분산제어기능, 스마트 센서 및 구동기 
적용성 연구 등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이다.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성능/안전성 검증기술은 설계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
하여 정해진 기능,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새로
이 개발되는 계통 또는 기술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이다. 여기에는 계
통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등을 포함하는 계통설계 검증과 디지털 기기의 원자력 환경 검
증기술,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그리고 액체금속로 고유 계통기능 및 성능시험기술
이 포함된다. 기존 경수로 등과 같은 상업로에서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액체금속로 고
유 특성을 반영한 검증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1.5 기계설계기술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구조 개념을 도출하고, 고온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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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건전성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온 구조건전성평가에는 비탄성 거동해석
평가, 원자로용기 열좌굴 해석체제개발 및 노심 지진응답 해석코드개발 등이 포함된다.

액체금속로의 기계설계 기술개발은 노심, 유체 및 I/C, 안전해석 분야와 유기적인 연
계설계가 필요하며 원자로계통 전반에 걸쳐 경제성 있는 구조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액체
금속로는 저압(대기압)의 운전환경이지만 50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고온에 누출
된 구조물은 크립-피로, 열스트라이핑, 라체팅에 의한 구조손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듐 안에 잠긴 안전성 관련 구조물과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인과 각 위치에서의 수리 작
업을 위해 가동중 검사 및 수리 기술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액체금속로의 기계구조설계 및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에 적용되는 기술은 경․중수로 설
계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고온구조물에 대한 고온설계해석기술, 원자로건
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현저히 감소시켜 안전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면진설계 기
술이 있다. 또한 얇은 두께의 대형 용기에 대한 지진좌굴을 고려한 구조적 건전성 평가기
술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경수로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액체금속로 기계구조 설계 및 해석 관련기술은 개발선진국이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의 설계/건설/운전 및 고온 구조시험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기술전
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블록화 추세 속에서 선진국 기술에 예속되지 않기 위
해서는 국내에 관련 구조시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온
구조설계 및 지진설계 기술개발 등과 같은 전략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액체금속로 
개발 선진국들과 국제공동연구 및 공동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술 교류 여건을 
보유해야 한다. 

3.1.6 안전해석 기술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기준설정 기술은 과도 및 사고 상태에서 허용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기술로서 확보 가능한 경제성과의 균형 내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이 달성
되도록 안전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해석 기준 확
립 및 고속로 인허가 요건 확립이 최종목표이다.

계통과도 안전해석 기술은 과도 및 사고 조건을 모의할 수 있는 노심 거동 모델, 열
유체 모델, 구조체 열전달 모델 등을 사용하여 핵연료 중심 온도, 냉각재 최대 온도, 피복
재 표면 온도 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국내 기술수준은 계통 과도해석 코드의 주요모델 
개발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완비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등 보완이 필요하다.

HCDA 분석기술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심한 사고 조건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경우 
용융핵연료의 거동을 모델하여 사고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처 설비를 확보하는 근거
를 제공하며 인허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단순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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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HCD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용융 금속연료의 물성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으
로 이와 관련된 분석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격납성능 분석기술은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열전달과 열역학적 상태, 그리
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거동을 계산하여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피폭량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국내 기술수준은 격납성능분석을 위한 전산
체제가 완비된 상태이나, 소듐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으로 이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PSA 기술은 발전소 운전, 과도 및 사고 조건에서의 발전소 상태 변화 시나리오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노심 손상 확률을 정량화함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부품을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PSA 일반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석, 계통 및 기기 운
전 자료, 설계 최적화 기술은 미비된 상태로 고속로 종합 PSA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3.1.7 소듐기술 개발
소듐기술 개발은 액체금속로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으로 인해 야기되는 하드웨어적

인 문제들을 다양한 실험과 기술개발 및 현상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설계를 위해 개발된 
전산코드 및 설계/인허가에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기술자료 수집과 이론적 분석, 소규모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기술의 취약성, 난이도 
및 핵심기술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술체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험의 우선순위
를 설정한 후,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의 난이도가 비
교적 낮은 정상상태 기반기술은 이미 정립하여 고도화하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천이상태, 2상 상태, 소듐-물 반응, 소듐 내 방사성 불순물 처리 등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상용화 대비 약 50% 정도의 기술수준에 있다. 

소듐 취급기술은 화학적 활성이 커서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닌 
소듐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냉각재로서의 기준에 맞도록 소듐 속에 포함된 불순물을 측정/
분석/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소듐운용기술을 확립하였고, 주요 비금속 
불순물인 산소와 수소의 측정/제어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탄소, 질소 등과 같은 
여타 비금속 불순물과 금속 및 방사성 불순물의 측정/제어기술은 기초연구 단계이거나 미
착수된 상태이다. 사용한 소듐을 처리하고, 소듐으로 오염된 기기를 세정하는 기술은 실험
장치의 안전관리 및 기기 재활용 측면에서 현재 개발 중이다.

소듐 열유체 특성 계측 및 검증기술은 계통에서 소듐의 열유체적인 특성을 측정/분석
하고 계통을 운용하는 기술로, 궁극적으로 액체금속로 설계에 사용할 전산코드와 시스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정상상태 특성에 대한 측정기술은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이고, 온도의 요동성분 등과 같은 천이상태 특성에 대한 일부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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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개발 중이나, 안전성 검증에 필수적인 소듐비등과 같은 2상 유동 측정기술은 미
흡한 실정이다.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해석 기술개발은 구조재료의 결함과 소듐 고유의 화
학적 특성이 결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사고 및 소듐화재 
사고를 조기에 예측/감지/분석하여 방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기초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적용연구 단계에 있다. 현재 소규모 소듐-물 반응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 반응현상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기 개발한 음
향에 의한 누출 감지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대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 해석모델 개발, 
물 누출 사전 예측기술 개발, 대규모 소듐화재 및 소듐-물 반응 방호기술 개발은 추후 반
드시 수행되어야할 연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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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계별 연구내용
3.2.1 제0단계(‘04~’06)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노심설계
기술

ㅇ 핵자료 및 단면적
 - 유효단면적 생산 기술
   ∙유효단면적 생산 및 

적용 기술
   ∙비균질효과 평가 기술

 

ㅇ 노심 정특성 분석
 - 제어봉 설계 기술 
   ∙제어봉 수 및 위치
   ∙제어봉가 계산
   ∙제어봉군 결정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공동 연구 
참조노형 비교평가 
자료생산

ㅇ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
 - TRU 및 LLFP 

핵변환로 개념 개발

 -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자료 생산

 -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액체금속 핵변환로 
개념 개발

ㅇ 노심 동특성 분석
 - 동력학 계산 기술 
   ∙수반 중성자속 계산
   ∙동특성인자 생산
ㅇ 노심 차폐 설계
 - 노심 및 구조물 차폐 

해석 
ㅇ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 

코드
   ∙TRI-Z 섭동이론 코드
   ∙3D 노심 동특성 

분석코드 개발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전노심 해석기술

 
 -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을 위한 연계 
계산 자동화 작업을 
국내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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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연료계통 
설계기술

ㅇ 연료봉 설계기술
 - MA 함유 연료봉 및 

HT9M 피복재 사용시 연
료봉 설계인자 평가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피복재 특성 분석
 - 연료봉 화학적 거동해석 

모델 개발
 - 연료봉 설계 기술 

기반 구축 및 Gen 
IV 국제공동연구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연구 수행

유체계통 
설계기술

ㅇ 유체계통 전략 핵심기술 
확보 및 KALIMER-600 
개념설계

 - 혁신개념의 적용성 평가 
및 개념설정

 - 주요기기 특성분석 및 
성능개선

 - 원자로 정지 초기 노심 
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개념 (IDINHX) 개발

 - 신개념 계통 성능분석 
체제 개발

 - PDRC과도특성 해석코드 
개발 및 개선

 - 대류/복사 복합열전달 
해석체제 개선

 - 자유표면요동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 IHTS/SG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 개념 
개발 및 작동성 평가

 -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 계통 개념설정

 -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상세 
해석체제 기본기술 
개발

 - Gen IV SFR 시스템 
완성에 필수적인 
기술 중 국내 
기반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

 - IHTS/SG 일체형 
설계개념은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개념으로 GEN-IV 
국제공동연구 
항목으로 채택됨

-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 개념은 
SFR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개념이며, INERI 
과제를 통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외국과 동등한 
기술수준임.

-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은 
증기발생기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ㅇ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SG 누설탐지기술
 - 핵연료 집합체 유로폐쇄 

감시기술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일본/프랑스의 실험 
데이터 확보 및 기술 
협력을 통한 탐지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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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ㅇ 계측제어 계통설계기술
 - 계측 및 감시계통 

설계기술
 - 안전제어 및 보호계통 

설계기술
 - 비안전 제어계통 

설계기술

기계설계
기술

ㅇ 고온 원자로구조물 
개념설계 및 설계핵심기술 
고도화

 - 신개념원자로 구조 
개념설계

 - 고온구조 비탄성 거동 
평가기술 고도화

 - 원자로구조물 
크립-피로손상시험 및 
DB 구축

 - 노심 동적응답   
해석기술 고도화

ㅇ 부품설계 및 BOP
 - ISI&R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개발
 - 이종금속 용접부 크립 

손상 평가 기술개발

 - 두 현안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극복되지 많은 
현안으로 GEN-IV를 
통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함

안전해석 
기술

ㅇ안전성 평가 전략 
핵심기술 확보 및 
KALIMER-600 안전성 
평가

 -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 안전성 평가
 -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노심 3차원 열유체 
해석 모형 개발 

 - 용융 핵연료 거동 및 
재배치 특성 실험계획 
작성

 - Debris bed 원자로 
용기내 유지 실험계획 
작성

 - Gen IV SFR 시스템 
완성에 필수적인 
기술 중 국내 
기술기반 확보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

 - 민감기술 및 
선진국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은 
국제공동으로 개발

소듐기술
개발

ㅇ소듐 취급기술
 - 소듐 처리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 연구
ㅇ소듐 열유체 특성 측정, 

검증 기술
 -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 특성실험
 - 소듐 유량 측정의 신뢰성 

향상 연구
ㅇ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기술
 -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실험 및 소듐-물 
반응특성 해석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핵심 
기반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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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1단계(‘07~’10)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노심설계
기술

ㅇ 제 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개발
 - 경쟁력 강화 노심모형 

개발
   ∙노심 모형 도출
   ∙노심 모형 타당성 평가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비교평가 자료 생산

 -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자료 생산

ㅇ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 핵자료 생산처리 기술
 - 생산체제 및 유효단면적 

검증
   

ㅇ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ㅇ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
 - LLFP 타겟봉 모델링 

방법 개선
 - MA, LLFP 단면적 

민감도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개발

ㅇ 국제협력을 통한 
임계실험 수행

ㅇ 노심 정특성 분석
 - 핵특성 분석 기술 
   ∙노심성능인자 생산 기술
   ∙노심 반응도 평가 기술
 

ㅇ 노물리실험 예측 및 
   운전분석
 - Monju 노물리 및 차폐 

실험 결과 비교 분석 
- Monju 노물리 

실험자료를 이용한 
핵설계 전산체제 검증

ㅇ 노심 동특성 분석
 - 동력학 계산 기술 
   ∙동특성인자 생산 기술
ㅇ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 

코드
   ∙단면적 처리 코드 개발
   ∙3D 수송이론 코드 개발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노심 유량분배 및 집합체 

부수로 해석 기술
 - 노심 압력강하 계산 기술
 - 노심 내부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 기술
 - 설계 및 해석 코드 개발

 - 기본 개념설계는 
필요시 해외 기술 
자문을 받아 국내 
기술로 연구를 수행

연료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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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술

ㅇ 연료봉 설계기술
 - MA 함유 금속연료봉 

특성 평가
 - 과도시 핵연료 거동 분석

 

ㅇ 집합체 설계기술
 - 봉/덕트 상호작용 평가
 - 집합체 부품 평가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MA 함유 금속연료봉 

화학적 거동 해석 모델
 - 과도상태 연료봉 

성능해석용 전산코드 
Rev.0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MA 함유 금속연료봉 

조사거동 실험
 - 민감기술 혹은 

국외에서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설계기술 및 
코드개발은 국내에서 
연구 수행

 - 국내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금속연료봉 
실험자료 확보를 
위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 수행

유체계통 
설계기술

ㅇ 계통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 DTBSG 적용 NSSS 개념 
설정 및 격납개념 설정

 - 초임계 S-CO2 브레이튼 
사이클 SFR 적용 
연계기술 개발

 - IDINHX 실험적 검증 및 
수정보완

ㅇ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

 - DTBSG 및 Innovative 
Recuperator 제작성 평가 
및 설계개선

 - NSSS 주요기기 경제성 
평가기술 개발

ㅇ 열유동 전산해석
 -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 터빈 특성해석
 - DTBSG 다차원 열유동 

특성분석 및 검증
ㅇ 설계종합 및 연계처리
 - 원자로 보호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정

 - DTBSG 상세 설계개념 
개발

 -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 설계특성 평가

 -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을 통한 SG 신뢰성 
제고연구

 

- IHTS/SG 일체형 
개념 및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 기본 
설계개념은 
선진국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은 
첨단기술이며, 제안된 
참조노형에 
공통적용이 되는 
기본설계개념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원자로 노형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는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수행



- 91 -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 NSSS 계통 연계요건 

설정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ㅇ SFR 적용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소듐-물반응 계측기술
 - 핵연료 집합체 유로폐쇄 

감시기술
 - 파손핵연료 감시기술
 - 풀형 원자로 중성자속 

측정기술
 - 반응도 제어기술 
 - IHTS 제어기술
 - 이차측 제어기술
 - 보호변수 분석기술
ㅇ 디지털 시스템 공통설계 

기술  
 - 능동형 고장허용구조 

설정기술
 - 고장탐지 및 진단구조 

설정기술
 - 기능전환/융합 구조 

설정기술
 - 적응형 데이터 연계구조 

설정기술
 - 필드 디지털화 적용성    

평가기술  
ㅇ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융합형 분산 I&C 

구조설계
 -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고유 계측기술 중 소

듐-물반응 계측기술
은 GEN-IV 국제공
동연구를 통해 일본/
프랑스의 실험 데이
터 확보 및 기술협력
을 통한  신뢰도 확
보

 - 디지털 시스템 공통
설계기술과 융합형 
분산 I&C 구조설계
는 SFR 장주기 교체 
특성을 반영함. 이로 
인해  계통의 가용도, 
MTBF 등의 요건이 
기존보다 엄격해짐. 
따라서 기존의 수동
적 고장허용개념에서 
능동적 개념을 적용
함으로서 이 요건을 
만족함.  여기에 제시
되지 않은 타 공통기
술은 타과제 연구결
과 적용 예정임  

기계설계 
기술

ㅇ 구조계통 기본개념설계 및 
핵심기술 검증

 - 원자로구조물 기본개념 
설계

 - 고온구조물 설계 및 
건전성 평가지침서 
초안개발

 - 노심지진 해석코드 
응답특성검증

ㅇ 부품설계 및 BOP
 - ISI&R 웨이브가이드 

센서 검사시스템 개발
 - 고온 이종금속 용접부 

크립피로 손상 
평가기술 개발 및 검증

 - 파단전누설(LBB) 
평가기술개발

안전해석 
기술

ㅇ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역학적 상세 반응도 

모형 개발
   ∙소듐 비등실험 및 

 - 노심 3차원 동특성 및 
계통 연계코드 개발

 - 용융 핵연료 거동 및 
재배치 특성 실험 및 
분석 모형개발

 - Gen IV SFR 시스템 
완성에 필수적인 
기술 중 국내 
기술기반 확보에 
필요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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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폐쇄 분석모형 
검증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초기 핵연료 용융 실험 
및 모형 개발

 - PSA 방법론 개발
   ∙고속로 고유 PSA 

방법론 개발
ㅇ설계지원 안전해석
 - 혁신개념 설계지원 

안전해석
 - 예비 PSA

 - Debris bed 원자로 
용기내 유지 실험 및 
모형 개발

국내에서 개발
 - 민감기술 및 

선진국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은 
국제공동으로 개발

소듐기술

ㅇ 소듐 취급기술
 - 사용후 소듐 관리기술 

개발
 - 소듐내 비금속 불순물 

측정 및 거동해석 
기술개발 

ㅇ 소듐 열유체  특성 측정, 
검증 기술

 - 소듐 정상상태 
유동/열전달 측정, 
분석기술 개발

ㅇ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 기술

 - 화재사고 평가체제 개발
 - 대규모 소듐-물 반응 

해석기술 및 재료 손상 
해석기술 개발

 - 누출 사고후 감지기술 
적용성 검증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2차 계통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는 신개념 
노형 개발과 
SG에서의 소듐-물 
반응은  GEN-IV의 
중요 연구항목이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일부 기술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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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노심설계
기술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개념 특성 평가
 - 상세개념설계 사양 개발
- 상세 개념설계보고서   

 작성
   ∙세부 노심성능인자 및 

안전해석 인자 분석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비교 
평가 자료 생산

 -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 
자료 생산

ㅇ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 핵자료 생산 및 처리 

기술 검증
   ∙지발중성자 핵자료 생산
   ∙핵분열생성물 핵자료 

생산
   ∙감마선 생성 자료 생산
 - 반응도계수계산 체제 
    검증
   ∙도플러계수 및 

소듐기화반응도
   ∙기타 팽창반응도

ㅇ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
 - MA, LLFP 단면적 및 

핵특성 인자 검증
 - 외국의 실험자료와의 

비교, 평가를 Gen IV 
국제공동연구로 수행

ㅇ 노심 정특성 분석
 - 핵특성 분석 및 최적화 

기술 
   ∙노심설계제원 설정
   ∙비평형주기 묘사
 - 핵주기 연계 해석기술
   ∙핵물질 흐름도 평가 

기술

ㅇ 노물리실험 예측 및 
   운전분석
 - Monju의 운전 이력 

추적 계산 및 분석
 - Monju 운전 이력 

측정자료를 이용한 
핵설계 전산체제 
검증

ㅇ 노심 차폐설계 기술
 - 노심 맟 구조물 차폐해석 

기술
 - 중성자 및 감마선 

조사해석
 - 노심 차폐설계 검증
ㅇ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 

코드
   ∙비균질 3차원 전노심 

수송이론 코드 개발

ㅇ 노심 핵특성 분석 체제 
검증

 - 핵특성 분석체제 
정확도 평가

 - 국제협력을 통한 
임계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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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체제 기능성 입증
 - 실험 및 해석기술
   ∙노심 모의 임계실험 

수립 기술
ㅇ 노심 열유체 해석체제검증
 - 불확실도 인자 평가 기술
 - 설계 해석 코드 검증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설계 해석 코드 검증

 - 상세 개념설계는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기술로 연구 수행

 - 검증은 선진국의 
실험장비와 경험을 
활용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Gen IV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료계통 
설계기술

ㅇ 연료봉 설계기술
 - 고연소 성능평가 및 

상세개념설계
ㅇ 집합체 설계기술
 - 집합체 부품 평가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정상상태 연료봉 

성능해석코드 검증
 - 과도상태 연료봉 

성능해석코드 검증
 - 신피복재 특성 평가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정상상태시 고연소도 

금속연료 특성실험
 - 과도상태시 금속연료 

특성 실험 

-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확보

유체계통 
설계기술

ㅇ 계통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설계개념 검증

 - DTBSG 설계개념 검증
 -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계통설계 최적화 
기술개발

ㅇ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

 - NSSS포함 발전소  
경제성 평가기술 개발

ㅇ 열유동 전산해석
 - 주요기기 및 계통 구조물 

열유동 하중 특성분석 
방법론 개발 

ㅇ 설계종합 및 연계처리

 - 제4세대 SFR 참조 
발전소 설계개념 설정

 - 초임계 S-CO2 
브레이튼 사이클 
터빈 및 
Recuperator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성 
및 특성시험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수행

- 단일화된 제4세대 
SFR 참조발전소 
설계개념 설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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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기기 설계 연계요건 

설정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ㅇ SFR 적용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소듐-물반응 계측기술 
성능검증

 - 핵연료 집합체 유로폐쇄 
감시기술 성능검증

 - 파손핵연료 감시논리설정
 - 풀형 원자로 

중성자속감시방법 설정
 - 반응도 제어논리 검증 
 - IHTS 제어논리 검증
 - 이차측 제어논리검증
 ㅇ 디지털시스템 공통 

설계기술
 - 능동형 고장허용설계
 - 고장탐지 및 진단설계
 - 적응형 데이터 연계체계 

설계
 - 필드 디지털화 설계  
ㅇ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
 - 융합형 분산 I&C 계통 

개념 설계 
 - 계측제어계통 상세 

개념설계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고유 계측기술 중 소

듐-물반응 계측기술
은 GEN-IV 국제공
동연구를 통해 일본/
프랑스의 실험 데이
터 확보 및 기술협력
을 통한 신뢰도 확보

 - 고유 계측 및 제어논
리의 성능검증은 개
별 기술별 성능검증
을 의미하며 이 결과
를 반영하여 계측제
어계통 상세설계에 
반영

 - 디지털 시스템 공통
설계기술과 융합형 
분산 I&C 기술은 모
든 디지털 계통에 공
통적용되는 핵심기술
로서 이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계측제어계
통 상세 개념설계  
완성

기계설계

ㅇ 구조계통 상세개념설계 
 - 원자로구조물 

상세개념설계
 - 고온구조물 설계 및 

건전성평가 지침서 개발
 - 상부내부구조물 

진동검증시험
 - 보조기기 작동성능 시험
 - 원자로 면진시스템 설계 

검증시험
 - 원자로구조물 3차원 종합 

구조건전성평가기술개발

안전해석 
기술

ㅇ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금속연료 반응도궤환 

특성 실험 및 모형 
검증

   ∙피동형 안전계통 모형 

- Gen IV SFR 시스템 
완성에 필수적인 기술 
중 국내 기술기반 
확보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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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검증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이상유동 집합체 해석 
코드

   ∙노심용융 거동 해석 
코드

   ∙사고후 열제거 성능 
해석 코드

ㅇ설계지원 안전해석
 - 개념설계지원 안전해석
   ∙사고시 안전계통 성능 

평가
   ∙격납용기 성능 평가
   ∙Level-I PSA
ㅇ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개념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 초과사고
   ∙HCDA

- 민감기술 및 
선진국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은 
국제공동으로 개발

소듐기술
개발

ㅇ 소듐 취급기술
 - 소듐 내 금속 및 방사성 

불순물 계측, 제어기술 
개발

ㅇ 소듐 열유체 특성 측정, 
검증 기술

 - 소듐 과도/2상 
유동/열전달 측정, 
분석기술 개발

 - 전산코드 검증실험
ㅇ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기술
 - 소듐 화재 소화 및 방호 

기술 입증
 - SWR 중/후반기 거동 

해석 및 방호대책 입증
 - 물 누출 사고 예측기술 

개발 및 물 누출 
감지기술 입증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장주기 방사선 

제어기술과 중대 
사고시 안전성과 
관련된 소듐 비등은 
개발국 공동 관심사 
이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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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3단계(‘16~’20)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노심설계
기술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기본설계
- 노심 설계특성 검증

 - 운전지원 코드개발

ㅇ 노심 정특성 분석
 - 핵특성 분석 및 최적화 

기술 
   ∙초기노심 및 천이노심 

설계 최적화
   ∙제어봉 설계 최적화
   ∙노내/외 주기 핵연료 

분석기술
 - 핵주기 연계 해석기술
   ∙방사성 독성 평가기술

 

ㅇ 노심 동특성 분석
 - 과도상태 사고해석 기술
 - 부하추종운전 예측기술

ㅇ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 

코드
   ∙비균질 3차원 전노심 

수송이론 코드 개발
   ∙전산코드간 연계자동화
 - 보정인자 및 불확실도 

평가 분석

ㅇ 노심 설계특성 검증
 - 주요 노심설계 특성 

평가
ㅇ 국제협력을 통한 

Mock-up 노심 실험 
수행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설계 해석 코드 종합 

검증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설계 해석 코드 종합 

검증
 - 노심 유동특성 종합 

실험

 - 선진국의 실험장비와 
경험을 활용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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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Gen IV를 통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

연료계통 
설계기술

ㅇ 연료봉 설계기술
 - MA함유 

금속연료심/신피복재  
기본설계 

 

ㅇ 집합체 설계기술
 -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종합 평가 및 기본설계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과도상태 연료봉 

성능해석코드 Rev. 1
 - 집합체 열기계적거동 

검증 
 - 제어봉집합체 건전성 

평가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성능해석코드 비교검증  - 회원국간 코드 

비교계산을 통해 
신뢰도 구축

유체계통 
설계기술

ㅇ 계통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 SFR 표준 발전소 종합 
실험장치를 통한 
혁신설계개념 열유동 
특성검증 및 설계보완

 - SFR 표준 발전소 
계통설계 최적화 개념 
도출 및 계통 기본설계

ㅇ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

 - 기기 상세 설계요건 설정
ㅇ 열유동 전산해석
 - 원자로 구조물 및 기기 

과도 하중 설정
ㅇ 설계종합 및 연계처리
 - BOP설계 연계요건 설정
 - 표준안전성 분석보고서 

(SSAR)초안 작성

 
 - 제4세대 SFR 

설계최적화 및 실증로 
설계개념 설정

- 제4세대 SFR 
국제공동연구 참여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ㅇ SFR 적용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고유 계측기술 종합 성능 
시험

 - 고유 제어기술 종합 성능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제고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고유 계측기술 중 소

듐-물반응 계측기술
은 GEN-IV 국제공
동연구를 통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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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시험

ㅇ 디지털시스템 공통 
설계기술

 - 공통설계 기술 
안전성/신뢰성 검증

 - 공통설계기술 성능검증
ㅇ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 계측 및 감시계통 

기본설계
 - 안전제어 및 보호계통 

기본설계
 - 비안전제어계통 기본설계
 - 자료통신망 기본설계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계통 기본설계
 - 제어실 기본설계   
ㅇ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 

안전성/성능 검증
 - 계통 안전성/신뢰성 검증 
 - 계측제어계통 통합 

성능시험

프랑스의 실험 데이
터 확보 및 기술협력
을 통한 신뢰도 확보

 - 고유 계측 및 제어기
술은 종합 성능실험
시설을 통해 종합 검
증함. 

 - 설계된 계측제어계통
의 통합성능시험은 
구현된 각 세부계통
의 프로토타입을 자
료통신망을 통해 통
합한 후 성능, 안전성 
검증 

기계설계
기술

ㅇ 구조계통 기본설계 
 - 원자로구조물 기본설계
 - 고온구조물 설계 및 

건전성평가 지침서 보완
 - 원자로 보조기기 작동성 

평가
 - 예비 구조분야 SSAR 

작성

안전해석 
기술

ㅇ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종합검증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이상유동 집합체 해석 

코드
   ∙노심용융 거동 해석 

코드
   ∙사고후 열제거 성능 

해석 코드
ㅇ설계지원 안전해석
 - 표쥰설계지원 안전해석
   ∙PSA
   ∙보호설정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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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4단계(‘21~’25)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사고시 안전계통 성능
   ∙사고시 열유체 조건
   ∙사고시 격납용기 조건
ㅇ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표준설계 예비 안전해석 

보고서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 초과사고
   ∙HCDA
   ∙기술지침서 입력

소듐기술
개발

ㅇ 소듐 취급기술
 - 소듐 내 금속 및 방사성 

불순물 계측, 제어기술 
확립

ㅇ 소듐 열유체 특성 측정, 
검증 기술

 - 소듐 과도/2상 상태 
유동/열전달 시스템 분석/ 
평가기술 확립

 - 전산코드 검증실험
ㅇ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기술
 - 소듐 화재 소화 및 방호 

기술 확립
 - SWR 중/후반기 거동 

해석 및 방호대책 확립
 - 물 누출 사고 예측기술 

개발 및 물 누출 
감지기술 확립

ㅇ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
 - 소듐-물반응 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장주기 방사선 

제어기술과 중대 
사고시 안전성과 
관련된 소듐 비등은 
개발국 공동 관심사 
이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획득함

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노심설계
기술

ㅇ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상세설계

 - 노심모형 분석 최적화
 - 인허가 지원
 - 운전지원 자료 생산
 
ㅇ 노심 동특성 분석
 - 동력학 계산 기술 
   ∙설계기준 사고 동특성 

 - 인허가 업무 지원에 
필요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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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분석

ㅇ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노심보호 감시제어 
   코드개발
ㅇ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노심 열유체 상세설계

연료계통 
설계기술

ㅇ 연료봉 설계기술
 - 실증로용 금속연료봉 

spec 최적화 및 설계인증 
획득

ㅇ 집합체 설계기술
 - 실증로용 집합체 spec 

최적화 및 설계인증 획득
ㅇ 코드개발 및 검증
 - 조사시험자료 DB 구축
 - 금속연료계통 

성능해석코드 인증

 

 - 구축된 DB에 의해 
연료계통 성능해석 
코드 인증을 획득 
하고 상세설계를 
수행 

유체계통 
설계기술

ㅇ 계통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 계통 상세설계자료 생산
 - 발전소 운전 및 시험요건 

설정
ㅇ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
 - 제작 및 구매 가능성 

반영 기기 상세사양 설정
ㅇ 열유동 전산해석
 - 원자로 구조물 및 기기 

과도 하중 평가
ㅇ 설계종합 및 연계처리
 - 인허가 업무지원
 - 발전소 인허가 목적 혁신 

계통 설계개념 Topical 
Report작성

 - 표준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 제4세대 SFR 실증로 
상세설계 

- 제4세대 SFR 
국제공동연구 참여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

ㅇ SFR 적용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고유 계측기술 최적화  - 기본설계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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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내 국제공동 비고
 - 고유 제어기술 최적화
ㅇ 디지털 시스템 공통 

설계기술
 - 융합형 분산 I&C 구조 

최적화
 - 능동적 고장허용설계 

최적화
 - 적응형 연계체계 최적화
ㅇ 계측제어계통 표준 상세 

설계
 - 계측 및 감시계통 

상세설계
 - 안전제어 및 보호계통 

상세설계
 - 비안전제어계통 상세설계
 - 자료통신망 상세설계
 - 운전 및 유지보수지원 

계통 상세설계
 - 제어실 상세설계   

종합 성능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최적화를 
수행하여 상세 
표준설계를 완성함 

기계설계
기술

ㅇ 구조계통 상세설계 및 설
계최적화 

 - 원자로구조물 상세설계
 - 원자로건물 면진배치 

최적화
 - 원자로 보조기기 제작성 

개선 및 수명검증
 - 구조분야 표준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안전해석 
기술

ㅇ인허가 관련 전산코드 
모델 보완 및 개선

ㅇ설계지원 안전해석
 - 인허가지원 안전해석
ㅇ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표준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설계기준사고
   ∙PSA
   ∙설계기준 초과사고
   ∙HCDA
   ∙기술지침서 입력
ㅇ비상운전 지침서 작성



- 103 -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노심 설계 기술
○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 핵자료 생산 및 처리 기술
  - 유효단면적 생산 기술
○ 노심 정특성 분석

- 핵설계 특성 분석 및 최적화 기술
- 노심반응도 평가 기술

  - 제어봉 설계 기술
  - 노심 추적 및 운전 지원 기술
  - 노심감시 및 보호계통 설계 기술
  - 핵주기 연계 해석 기술
○ 노심 동특성 분석
  - 동력학 계산 기술
  - 부하추종운전 예측 기술
  - 과도상태 사고 해석 기술
○ 노심 차폐 설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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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노심 및 구조물 차폐 해석 기술
  - 중성자 및 감마선 조사해석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코드
- 실험 및 해석 기술

  - 전산체제 보정인자/불확실도 평가기술
○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노심유량분배 및 집합체 부수로해석기술
- 노심 압력강하 계산 기술
- 노심 내부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 기술
- 불확실도 인자 평가 기술
- 노심 유동특성 종합 실험 기술
- 설계 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

연료계통 설계기술
○ 연료봉 설계기술

- 연료심 거동특성 평가
- 피복재 손상평가
- 연료심/피복재/냉각재 양립성 분석
- 연료봉 설계인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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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과도시 핵연료 거동 분석
- 파손핵연료 거동 분석

○ 집합체 설계기술
-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평가
- 집합체 부품 성능 및 구조분석

○ 코드개발 및 검증
- 정상상태 연료봉 성능분석 전산코드
- 과도상태 연료봉 성능분석 전산코드
- 집합체 휨 거동 해석모델
- 제어봉 해석모델
- 봉/덕트 상호작용 해석모델
- 연료봉 특성시험
- 피복관 특성시험
- 연료집합체 성능시험 
- 비연료집합체 성능시험 

유체계통 설계 기술
○ 계통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KALIMER-600 유체계통 개념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계통설계 최적화
-SFR 표준 발전소 종합 실험장치를 통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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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설계개념 열유동 특성검증 및 설계보완

-SFR 표준 발전소 계통설계 최적화 개념 도
출 및 계통 기본설계

-계통 상세설계자료 생산
-발전소 운전 및 시험요건 설정
-IDINHX(원자로 정지 초기 노심 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개념) 개발 및 적용성 평가
-IDINHX 실험적 검증 및 수정보완
-DTBSG(IHTS/SG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 

개념) 개발 및 작동성 평가
-DTBSG 상세 설계개념 개발
-DTBSG 개념 적용 NSSS 개념 설정 및 격

납개념 설정
-DTBSG 설계개념 검증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계통 개념설정
-초임계 CO2 Brayton 싸이클 설계특성 평가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 SFR 적용 연

계기술 개발
-초임계 S-CO2 브레이튼 사이클 설계개념 

검증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응 다차원 상세해

석체제 기본기술 개발
-신개념 계통 성능분석 체제 개발
-PDRC과도특성 해석코드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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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
-주요기기 특성분석 및 성능개선
-DTBSG 및 Innovative Recuperator 제작성 

평가 및 설계개선
-NSSS 주요기기 경제성 평가기술 개발
-NSSS포함 발전소 경제성 평가기술 개발
-기기 상세 설계요건 설정
-제작 및 구매 가능성 반영 기기 상세사양 설

정
○ 열유동 전산해석
-대류/복사 복합열전달 해석체제 개선
-소듐-물 반응 다차원 해석을 통한 SG 신뢰

성 제고연구
-DTBSG(IHTS/SG 일체형 개념) 다차원 열

유동 특성분석 기술개발
-DTBSG 다차원 열유동 특성분석 및 검증
-자유표면요동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

발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 터빈 특성해석
-주요기기 및 계통 구조물 열유동 하중 특성

분석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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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원자로 구조물 및 기기 과도 하중 설정
-원자로 구조물 및 기기 과도 하중 평가

○ 설계종합 및 연계
-원자로 보호 계통 개념설정
-원자로 보호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정
-NSSS 계통 연계요건 설정
-주요기기 설계 연계요건 설정
-BOP설계 연계요건 설정
-표준안전성 분석보고서 (SSAR)초안 작성
-표준안전성 분석보고서 (SSAR)작성
-발전소 인허가 목적 혁신 계통 설계개념 

Topical Report작성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
○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 S/G 누설탐지기술
- 핵연료집합체 유로폐쇄 감시기술
- 파손핵연료 감시기술
- 풀형 원자로 중성자속 감시기술

  - 반응도 제어기술
  - IHTS 제어기술

- 이차측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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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보호변수 분석기술

○ 디지털시스템 공통설계기술
- 능동형 고장허용 설계기술
- 고장탐지 및 진단기술
- 기능전환/융합기술
- 적응형 연계설계기술
- 필드 디지털화 기술

○ 계측제어 계통설계기술
- 계측 및 감시계통 설계기술
- 안전제어 및 보호계통 설계기술

  - 비안전제어계통 설계기술
  - 자료 통신망 설계기술
  - 운전 및 유지보수지원 설계기술
  - 제어실 설계기술
○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 계통 설계검증기술
- 디지털 기기검증기술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 액체 금속로 고유 계통기능 및 성능시험/평가기술
기계 설계 기술
○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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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원자로계통 구조설계기술
- 고온구조 해석기술
  - 노심진동 및 지진해석기술
- 고온구조 건전성평가기술
- 기계연계설계기술
- 설계검증 및 성능확인시험

○ 기기 및 재장전계통설계
- 기기 구조설계
- 재장전 계통설계

○ 원자로건물 설계
- 원자로건물 개념 및 기본설계

  - 원자로건물 및 BOP 상세설계 
- 원자로건물 면진기술

안전해석 기술
○ 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SSC-K 고도화
∙ 노심 3차원 열유체 해석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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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노심 3차원 동특성 및 계통 연계코드 

개발
∙ 역학적 상세 반응도 모형 개발
∙ 금속연료 반응도궤환 특성 실험 및 모형 

검증
∙ 소듐 비등실험 및 유로폐쇄 분석모형 

검증
∙ 피동형 안전계통 모형 검증
∙ 종합검증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 초기 핵연료 용융 실험 및 모형 개발
∙ 용융 핵연료 거동 및 재배치 특성 실험 

및 분석 모형개발
∙ Debris bed 원자로 용기내 유지 실험 

및 모형 개발
∙ 이상유동 집합체 해석 코드
∙ 노심용융 거동 해석 코드
∙ 사고후 열제거 성능 해석 코드

- PSA 방법론 개발
∙ 고속로 고유 PSA 방법론 개발

- 인허가 관련 전산코드 모델 보완 및 개선
○ 설계지원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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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KALIMER-600 개념설계지원 안전해석
- 혁신개념 설계지원 안전해석 및 예비 PSA
- 개념설계지원 안전해석

∙ 사고시 안전계통 성능 평가
∙ 격납용기 성능 평가
∙ Level-I PSA

- 표쥰설계지원 안전해석
∙ PSA
∙ 보호설정치 해석
∙ 사고시 안전계통 성능
∙ 사고시 열유체 조건
∙ 사고시 격납용기 조건

- 인허가지원 안전해석
○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KALIMER-600 개념설계 핵심개념 안전해석 보고서
- 개념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 설계기준사고
∙ 설계기준 초과사고
∙ HCDA

- 표준설계 예비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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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설계기준사고
∙ 설계기준 초과사고
∙ HCDA
∙ 기술지침서 입력

- 표준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설계기준사고
∙ PSA
∙ 설계기준 초과사고
∙ HCDA
∙ 기술지침서 입력

○ 비상운전 지침서 작성
소듐 기술 개발
○ 소듐취급기술

- 소듐처리공정에서 반응성 완화 연구
  - 사용후 소듐 관리기술개발

- 소듐내 비금속 불순물 측정/제어 및 불순물 거동해석기술 개발
- 소듐내 금속 및 방사성 불순물 계측, 제어 기술 개발

  - 소듐내 금속 및 방사성 불순물 계측, 제어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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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소듐 정제체제 구축

○ 소듐 열유체 특성계측 및 검증기술
-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 특성 실험

  - 소듐 유량 측정의 신뢰성 향상 연구
- 소듐 정상상태 유동/열전달 특성 측정   및 분석기술 개발

  - 소듐 과도/2상 상태 유동/열전달 특성 측정 및 분석기술 개발
- 소듐 과도/2상 상태 유동/열전달 시스템  분석 평가기술 확립
- 전산코드 검증 실험
- 규제기관 인허가 관련 설계검증 실험

  - 안전성 평가실험
○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   기술

- 소규모 물 누출 음향감지 실험 및 소듐-물 반응 특성 해석
- 화재사고 평가 체제 개발
- 대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현상 및 재료 손상 해석기술 개발
- 물 누출 사고후 감지기술 적용성 검증
- 소듐화재 소화 및 방호 기술 입증
- SWR 중/후반기 거동 해석 및 방호 대책 입증
- 물 누출 사고예측기술 개발 및 누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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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4 ’05 ’06 ’07 ’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기술 입증

- 소듐화재 소화 및 방호 기술 확립
- SWR 중/후반기 거동 해석 및 방호 대책 확립
- 물 누출 사고예측기술 개발 및 누출 감지기술 확립
- 소듐 화재방호 대책 구축
- 소듐-물 반응 안전대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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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체계

4.1 추진전략
○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2~'06)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액체

금속로 기술은 전략 핵심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로
드맵 결과를 반영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의 연계하에 액체금속로 기술을 개발
함.

○ 전략 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함.
- 미래형 원자로 요건 만족여부 결정 기술
- 국내 필수개발 기술
- 국내 주도개발 기술

○ 기술체계도를 작성하여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를 수행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전
략 핵심기술을 도출함.

○ 소듐냉각 고속로 공통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지속성․안전성․경제성 등 강화된 미
래형 원자로 요건의 만족이 가능한 신개념 개발을 통하여 설계변경 기술 확보를 추진
함.

○ 핵연료 기술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과제 수행업무에 포함하며, 핵연료주기 기술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본방안 (Pyroprocessing) 이외의 선택방안 (Refabrication) 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함. 또한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함
-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국내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기술 확보

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함.
○ '03년 후반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방안을 상

세 연구계획 작성시 고려하고, 기술 및 협력대상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함.

○ 소듐실험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 소듐기반기술 확보에 우선적으로 중점
을 두며, 전산코드 및 설계 검증과 인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평가실험은 먼저 소규모 
선행되는 실험 및 측정기술, 현상해석기술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수행한다. 일반적으
로 실험규모가 큰 검증실험들은 다목적 실험시설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실험비용
을 최소화함.   

○ 소듐실험은 전반적으로 실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도출된 실험항목들 중  먼저 방법론
을 개발하고, 추후 실험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타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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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규모 및 비용을 최소화시킴.
○ 박막구조물의 지진건전성확보와 구조물 경량화를 통해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기기 및 

배관 배치개발을 수행하여 최적 구조개념설계를 수행함.
○ 500oC 이상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을 체계화하기 위해 고온구조 시험장치를 활용

하여 전산코드의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 기본자료를 확보함. 

○ 계측제어 계통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 경수로와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 및 계통의 경우 
기존 설계경험과 연구경험을 반영하여 액체금속로에 적합하도록 개선 및 보완.

○ 계측제어 분야 중 액체금속로 고유의 기술개발 항목과 관련된 기술개발항목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예상 미래 디지털 시스템에 대비한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
로 수행하며 필요한 분야의 경우 국제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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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진체계

그림 7.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2007 2010 2015 2020 2025

혁신개념
혁신개념
성능검증

AECS 개념개발AECS 개념개발

IHTS/SG 일체형
개념개발

IHTS/SG 일체형
개념개발

시스템
종합성능

검증

Topical
Report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전산체제

검증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전산체제

검증

피동
안전개념

검증

피동
안전개념

검증

SFR고유
계측제어
개념검증

SFR고유
계측제어
개념검증

종
합
실
험
장
치

건
설

종
합
실
험
장
치

건
설

Gen IV SFR 
후보노형
기본설계
개념 개발

Gen IV SFR 
후보노형
기본설계
개념 개발

Gen IV SFR

개념설계
보고서

최
적

설
계
개
념

최
적

설
계
개
념

경제성 평가경제성 평가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

PSAPSA

PDRC+IDINHX 
성능검증

PDRC+IDINHX 
성능검증

금속연료
성능검증

MA 함유 금속연료
고연소 성능 및

신피복재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고연소 성능 및

신피복재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특성평가

노심설계 / 
핵연료 사양

노심설계 / 
핵연료 사양

계통 설계요건계통 설계요건

BOP 연계요건BOP 연계요건

안전성 분석
보고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주요기기 및
구조물 사양

주요기기 및
구조물 사양

Gen IV SFR

기본설계
보고서

Draft
SSAR

Gen IV SFR

상세설계
보고서

설계인증
획득

SSAR

개별성능 검증실험개별성능 검증실험

원자로 연계 설계 및
평가

원자로 연계 설계 및
평가

2007 2010 2015 2020 2025

혁신개념
혁신개념
성능검증

AECS 개념개발AECS 개념개발

IHTS/SG 일체형
개념개발

IHTS/SG 일체형
개념개발

시스템
종합성능

검증

Topical
Report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전산체제

검증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전산체제

검증

피동
안전개념

검증

피동
안전개념

검증

SFR고유
계측제어
개념검증

SFR고유
계측제어
개념검증

종
합
실
험
장
치

건
설

종
합
실
험
장
치

건
설

Gen IV SFR 
후보노형
기본설계
개념 개발

Gen IV SFR 
후보노형
기본설계
개념 개발

Gen IV SFR

개념설계
보고서

최
적

설
계
개
념

최
적

설
계
개
념

경제성 평가경제성 평가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

PSAPSA

PDRC+IDINHX 
성능검증

PDRC+IDINHX 
성능검증

금속연료
성능검증

MA 함유 금속연료
고연소 성능 및

신피복재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고연소 성능 및

신피복재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특성평가

MA 함유
금속연료
특성평가

노심설계 / 
핵연료 사양

노심설계 / 
핵연료 사양

계통 설계요건계통 설계요건

BOP 연계요건BOP 연계요건

안전성 분석
보고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주요기기 및
구조물 사양

주요기기 및
구조물 사양

Gen IV SFR

기본설계
보고서

Draft
SSAR

Gen IV SFR

상세설계
보고서

설계인증
획득

SSAR

개별성능 검증실험개별성능 검증실험

원자로 연계 설계 및
평가

원자로 연계 설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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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자원 및 연구자원 배분
5.1 소요인력(단위: M․Y) 

5.1.1 국내연구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소
계

‘21 ‘22 ‘23 ‘24 ‘25
소
계

노심 설계 기술

○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1 1 1 3 1 1 1 1 4 1 1 1 1 1 5 9 0 0 1 1 1 3 1 1 1 0 0 3 6 18

○ 노심 정특성 분석 1 1 2 4 2 2 2 2 8 3 3 4 4 4 18 26 2 2 2 2 2 10 2 2 2 2 2 10 20 50

○ 노심 동특성 분석 0 1 1 2 1 1 1 1 4 3 3 2 2 2 12 16 1 1 1 1 1 5 1 1 1 1 1 5 10 28

○ 노심 차폐 설계 기술 0 1 1 2 0 0 0 0 0 1 1 1 1 1 5 5 1 1 1 0 0 3 0 0 0 0 0 0 3 10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2 2 2 6 2 2 2 2 8 3 3 3 3 3 15 23 2 2 2 2 2 10 1 1 1 1 1 5 15 44

○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2 2 2 6 2 2 2 2 8 4 4 4 4 4 20 28 3 3 3 3 3 15 3 3 3 3 3 15 30 64

계 6 8 9 23 8 8 8 8 32 15 15 15 15 15 75 107 9 9 10 9 9 46 8 8 8 7 7 38 8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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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소
계

‘21 ‘22 ‘23 ‘24 ‘25
소
계

연료계통 설계기술

○ 연료봉 설계기술 0.7 0.6 0.8 2.1 3 3 3 3 12 3 3 3 3 3 15 27 3 3 3 3 3 15 3 3 3 3 3 15 30 59.1

○ 집합체 설계기술 0 0 0 0 1 1 1 3 1.5 1.5 1.5 1.5 1.5 7.5 10.5 2 2 2 2 2 10 1.5 2 2 2 2 9.5 19.5 30

○ 코드개발 및 검증 0.7 0.7 0.9 2.3 4 3 3 3 13 3 3 3 3 3 15 28 3 3 3 3 3 15 2 2 2 2 2 10 25 55.3

계 1.4 1.3 1.7 4.4 7 7 7 7 28 7.5 7.5 7.5 7.5 7.5 37.5 65.5 8 8 8 8 8 40 6.5 7 7 7 7 34.5 74.5 144.4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소
계

‘21 ‘22 ‘23 ‘24 ‘25
소
계

유체계통 설계기술

○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해석기술

2 3 2 7 3 3 2 2 10 3 3 3 4 5 18 28 15 17 18 18 18 86 20 20 20 30 30 120 206 241

○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2 1 2 5 4 4 5 5 18 4 4 4 5 4 21 39 10 12 12 10 10 54 12 13 12 13 15 65 119 163

○ 열유동 전산 해석기술 1 1 2 4 2 2 2 2 8 1 2 2 2 2 9 17 2 2 2 2 2 10 3 3 2 2 4 14 24 45

○ 설계종합 및 연계기술 1 1 1 3 2 2 1 2 7 1 1 2 2 1 7 14 3 3 4 4 3 17 5 5 5 6 6 27 44 61

계 6 6 7 19 11 11 10 11 43 9 10 11 13 12 55 98 30 34 36 34 33 167 40 41 39 51 55 226 393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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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1 2 2 5 5 5 5 5 20 8 8 8 24 44 7 7 7 7 7 35 4 4 2 10 45 94

○ 디지털 시스템 공통
  설계기술

0 3.5 3.5 3.5 3.5 14 6 6 6 18 32 1.5 1.5 2 2 2 9 8 8 8 24 33 65

○ 계측제어계통 설계기
술

0.5 1.5 2 2 2 3 3 10 1.5 1.5 2 15 15 35 45 20 20 15 15 15 85 23 23 30 35 35 146 231 278

○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0 4 4 10 10 10 38 5 5 10 48 48

계 1 2.5 3.5 7 10.5 10.5 11.5 11.5 44 15.5 15.5 16 15 15 77 121 32.5 32.5 34 34 34 167 40 40 40 35 35 190 35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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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기계 설계 기술

○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8 8 16 7 7 7 6 27 6 6 6 7 7 32 59 6 7 5 6 5 29 8 8 8 8 6 38 67 142

○ 기기 및 재장전계통설계 1 2 2 2 7 3 2 5 12 2 2 2 2 2 10 2 2 2 6 16 28

○ 원자로건물 설계 1 1 1 1 1 1 4 2 2 2 2 2 10 14 1 1 1 1 1 5 3 2 2 2 2 11 16 31

계 0 8 9 17 9 10 10 9 38 11 10 8 9 9 47 85 9 10 8 9 8 44 13 12 12 10 8 55 99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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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안전해석 기술

○ 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5 4 3 12 3 3 3 3 12 3 3 3 3 3 15 27 4 4 4 4 4 20 20 59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2 2 2 2 8 4 4 4 4 4 20 28 6 6 6 6 6 30 30 58

- PSA 방법론 개발 1 1 1 1 4 4 4

- 인허가 관련 전산코드 
모델 보완 및 개선

3 3 3 3 3 15 15 15

○ 설계지원 안전해석

- KALIMER-600 개념설계 3 3 4 10 10

- 혁신개념 3 3 3 3 12 12 12

- 개념설계 7 7 5 5 5 29 29 29

- 표쥰설계 10 8 8 7 7 40 40 40

- 인허가지원 2 2 2 2 2 10 10 10

○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KALIMER-600 개념설계 0 1 2 3 3

- 개념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2 2 2 6 6 6

- 표준설계 예비 안전해석 
보고서

3 3 3 3 12 12 12

- 표준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4 4 4 12 12 12

○ 비상운전 지침서 작성 1 1 1 1 1 5 5 5

계 8 8 9 25 9 9 9 9 36 14 14 14 14 14 70 106 20 21 21 20 20 102 10 10 10 6 6 42 144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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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소듐 기술 개발

○ 소듐 취급기술 1.5 2.5 3 7 2 2 3 4 11 2 3 4 4 4 17 28 3 4 5 5 5 22 5 5 4 4 4 22 44 79

○ 소듐 열유체 특성계측 
및 검증기술

3 3 4 10 4 4 5 6 19 4 4 4 4 3 19 38 5 5 4 4 4 22 5 5 4 4 4 22 44 92

○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 
기술

3.5 3.5 4 11 3 4 4 5 16 3 3 3 4 4 17 33 4 4 4 4 5 21 4 4 4 4 4 20 41 85

계 8 9 11 28 9 10 12 15 46 2 2 2 2 2 53 99 0 0 1 1 1 65 14 14 12 12 12 64 129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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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제공동연구

* MONJU 연구의 Task Number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계 ‘21 ‘22 ‘23 ‘24 ‘25
소
계

노심 설계 기술

○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0 1 1 2 2 2 2 2 8 1 1 1 1 1 5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 노심 정특성 분석
  - 참조노형 비교평가
    자료 생산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 노물리실험예측 및
    운전분석(*, MONJU)

0 1 1 2 4 4 4 4 16 3 3 3 3 3 15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노심 핵특성 분석체제 

검증
  - 주요 노심설계 특성
    평가
  - 노물리실험예측 및
    운전분석(*, MONJU)

0 1 1 2 1 1 1 1 4 3 3 3 3 3 15 19 2 2 2 2 2 10 0 0 0 0 0 0 10 31

○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0 0 0 0 0 0 0 0 0 1 1 1 1 1 5 5 1 1 1 1 1 5 0 0 0 0 0 0 5 10

계 0 3 3 6 7 7 7 7 28 8 8 8 8 8 40 68 3 3 3 3 3 15 0 0 0 0 0 0 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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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연료계통 설계기술

○ 코드개발 및 검증
   -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Evaluation 
(*, MONJU)

0 0 0 0 3 3 3 3 12 4 4 4 4 4 20 32 1 1 1 0 0 3 0 0 0 0 0 0 3 35

계 0 0 0 0 3 3 3 3 12 4 4 4 4 4 20 32 1 1 1 0 0 3 0 0 0 0 0 0 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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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유체계통 설계기술

○ 원자로 계통개념 
설정기술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설계개념 
설정(3.1.3, CD)

2 3 2 7 7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과도특성 
전산해석 코드개발 및 
검증(3.2.3,CD)

6 8 6 6 26 26

○ 기기 설계개념 
개발기술

   - IHTS/SG 일체형 
개념 개발 및 작동성 
평가(3.1.2, CD)

2 1 2 5 5

   - IHTS/SG 일체형 
증기발생기 다차원 해석 
및 NSSS 주요기기 
배치(3.2.2.(2),CD)

6 6 6 6 24 24

○ 기기 성능 전산해석 
기술

   - 증기발생기 신뢰도 
향상(3.2.2(1), CD)

1 1 1 3 2 2 2 2 8 11

계 5 5 5 15 14 16 14 14 5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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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소듐-물 반응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3.2.2(1), 
CD)

0 0.5 0.5 0.5 0.5 2 0.5 0.5 0.5 0.5 0.5 2.5 4.5 0 4.5

계 0 0.5 0.5 0.5 0.5 2 0.5 0.5 0.5 0.5 0.5 2.5 4.5 0 4.5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기계 설계 기술

○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 ISI&R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및 검사
시스템 개발

     (3.1.1(1), CD)

1  1 2 1 2  2 1 6  0 6 0 0 0 8

  - 고온 이종금속 용접부 
크립 손상평가기술

    개발 및 검증
     (3.1.1(2), CD)

1  2 3 2  2  2 2 8 0 8 0 0 0 11

계 0 2 3 5 3 4 4 3 14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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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안전해석 기술

○ 전산체제 개발

- 노심 3차원 열유체 
해석 모형 개발 
(1.2.3(2)c, DS)

2 2 2 2 8 8 8

- 용융 핵연료 거동 및 
재배치 특성 실험 및 
분석 모형개발 
(1.2.3(2)a, DS)

5 7 7 7 26 26 26

- Debris bed 원자로 
용기내 유지 실험 및 
모형 개발 (1.2.3(2)b, 
DS)

5 7 7 7 26 26 26

계 12 16 16 16 6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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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소듐 기술 개발

○ 소듐-물 반응 및 소듐 
화재 특성 해석

 - 증기발생기에서의 
물누출 음향 탐지기술 
검증(3.2.2(1), CD)

0.5 0.5 0.5 0.5 0.5 0.5 2 1 1 1 1 1 5 7 0.5 0.5 0.5 0.5 0.5 2.5 2.5 10

 - 증기발생기 배경소음 
측정 및 분석(N/A, 
MONJU)

0.5 0.5 1 1 0 1

계 0 0 0.5 0.5 0.5 0.5 1 1 3 2 2 2 2 2 5 8 0 0 1 1 1 2.5 0 0 0 0 0 0 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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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요 예산(단위: 억원) 
5.2.1 국내연구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계 ‘16 ‘17 ‘18 ‘19 ‘20
소
계

‘21 ‘22 ‘23 ‘24 ‘25
소
계

노심 설계 기술

○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1 1 1 3 2 2 2 2 8 2 2 2 2 2 10 18 0  0 1 1 1 3 1 1 1 0 0 3 6 27

○ 노심 정특성 분석 1 2 2 5 5 5 5 5 20 4 4 5 5 5 23 43 3 3 3 3 3 15 3 3 3 3 3 15 30 78

○ 노심 동특성 분석 0 1 2 3 3 3 3 3 12 3 3 3 3 3 15 27 2 2 2 2 2 10 2 2 2 2 2 10 20 50

○ 노심 차폐 설계 기술 0 1 1 2 0 0 0 0 0 1 1 1 2 2 7 7 1 1 1 0 0 3 0 0 0 0 0 0 3 12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1 2 2 5 8 8 8 8 32 10 10 10 10 10 50 82 6 6 6 5 5 28 2 2 2 2 2 10 38 125

○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1 2 3 6 9 9 9 10 37 10 10 10 10 10 50 87 10 10 10 10 10 50 5 5 5 5 5 25 75 168

계 4 9 11 24 27 27 27 28 109 30 30 31 32 32 155 264 22 22 23 21 21 109 13 13 13 12 12 63 172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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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연료계통 설계기술

○ 연료봉 설계기술 1.1 0.9 1.2 3.2 5 5 5 5 20 6 6 6 6 6 30 50 4 4 4 4 4 20 5 5 5 5 5 25 45 98.2

○ 집합체 설계기술 0 0 0 0 0 2 2 2 6 2 2 2 2 2 10 16 5 5 5 5 5 25 2 2 2 2 2 10 35 51

○ 코드개발 및 검증 1.1 1.1 1.3 3.5 5 5 5 6 21 7 7 7 7 7 35 56 5 5 5 4 4 23 2 2 2 2 2 10 33 92.5

계 2.2 2 2.5 6.7 10 12 12 13 47 15 15 15 15 15 75 122 14 14 14 13 13 68 9 9 9 9 9 45 113 241.7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유체계통 설계기술

○ 계통 개념설정 및 성능   해석기술 4 3 2 7 6 15 15 10 46 6 7 6 8 5 32 78 30 34 36 36 35 171 40 36 34 35 36 181 352 437

○ 기기 설계개념 개발 및 특성분석기술 2 1 2 5 8 18 12 18 56 14 14 14 15 14 71 127 20 22 22 20 21 105 23 23 25 23 25 119 224 356

○ 열유동 전산 해석기술 2 1 2 4 4 15 8 15 42 5 4 4 5 5 23 65 5 4 6 4 5 24 6 5 6 5 6 28 52 121

○ 설계종합 및 연계기술 1 1 1 3 5 8 4 12 29 3 5 4 3 5 20 49 5 4 6 3 5 23 8  9 6 9 8 40 63 115

계 9 6 7 19 23 56 39 55 173 28 30 28 31 29 146 319 60 64 70 63 66 323 77 73 71 72 75 368 69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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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1 3 3 7 9 9 9 9 36 20 20 15 55 91 15 15 15 15 15 75 10 10 5 25 100 198

○ 디지털 시스템 공통 
설계기술

0 7 7 7 7 28 15 15 15 45 73 3 3 3 3 3 15 15 15 15 45 60 133

○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

1 2 3 3 3 6 6 18 3 3 5 30 30 71 89 30 30 30 20 30 140 45 45 60 70 70 290 430 522

○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0 30 40 30 20 20 140 24 20 44 184 184

계 1 4 5 10 20 20 23 23 82 38 38 35 30 30 171 253 78 88 78 58 68 370 94 90 80 70 70 404 77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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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기계 설계 기술

○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8 8 16 9 9 12 12 42 9 9 9 20 20 67 109 35 35 33 33 24 160 45 45 48 48 34 220 380 505

○ 기기 및 재장전계통
   설계

3 5 7 7 22 7 8 15 37 7 8 8 8 25 56 15 22 25 25 25 112 168 205

○ 원자로건물 설계 1 1 3 3 3 3 12 6 6 12 10 11 45 57 5 5 6 6 6 28 65 65 65 65 68 328 356 414

계 0 8 9 17 15 17 22 22 76 22 23 21 30 31 127 203 47 48 47 47 55 244 125 132 138 138 127 660 9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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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안전해석 기술

○ 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5 4 3 12 3 3 3 3 12 26 30 30 30 30 146 158 10 10 10 10 10 50 50 220

- HCDA 전산체제 개발 및 
검증

2 2 2 2 8 10 10 10 10 10 50 58 29 29 29 29 29 145 145 203

- PSA 방법론 개발 1 1 1 1 4 4 4

- 인허가 관련 전산코드 
모델 보완 및 개선

3 3 3 3 3 15 15 15

○ 설계지원 안전해석

- KALIMER-600 개념설계 3 3 4 10 10

- 혁신개념 3 3 3 3 12 12 12

- 개념설계 7 7 5 5 5 29 29 29

- 표쥰설계 10 8 8 7 7 40 40 40

- 인허가지원 2 2 2 2 2 10 10 10

○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KALIMER-600 개념설계 1 2 3 3

- 개념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2 2 2 6 6 6

- 표준설계 예비 안전해석 
보고서

3 3 3 3 12 12 12

- 표준설계 안전해석 보고서 4 4 4 12 12 12

○ 비상운전 지침서 작성 1 1 1 1 1 5 5 5

계 8 8 9 25 9 9 9 9 36 43 47 47 47 47 231 267 49 50 50 49 49 247 10 10 10 6 6 42 289 581



- 136 -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계 ’11 ’12 ‘13 ‘14 ‘15 소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소듐 기술 개발

○ 소듐 취급기술 2 2.5 3.5 8 4 5 5 5 19 12 12 13 13 14 64 83 12 13 13 13 15 66 5 5 5 6 5 26 92 183

○ 소듐 열유체 
특성계측 및 
검증기술

6 2.5 2.5 11 22 26 26 24 98 19 23 24 24 22 112 210 23 27 32 32 23 137 22 25 27 26 24 124 261 482

○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 특성 
해석 기술

2 5 7 14 9 10 10 11 40 8 9 9 8 9 43 83 8 9 9 8 8 42 9 11 11 11 9 51 93 190

  - 
증기발생기에서
의 물누출 
음향탐지기술 
검증 (     , 
CD)

5 5 2 2 2 2 8 2 2 2 2 3 11 19 3 3 3 3 4 16 16 40

  - 증기발생기 
배경소음 측정 
및 분석 (    , 
MONJU)

1 1 1 3 3 3

계 10 10 18 38 37 44 44 43 168 41 46 48 47 48 230 398 46 52 57 56 50 261 36 41 43 43 38 201 462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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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제공동연구

* MONJU 연구의 Task Number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소
계

‘21 ‘22 ‘23 ‘24 ‘25
소
계

노심 설계 기술

○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0 1 3 4 4 4 4 4 16 4 4 4 4 4 20 36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 노심 정특성 분석
  - 참조노형 비교평가자료 생산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 노물리실험예측 및 운전분석(*, 

MONJU)

0 2 3 5 8 8 8 8 32 10 10 10 10 10 50 82 0 0 0 0 0 0 0 0 0 0 0 0 0 87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노심 핵특성 분석체제 검증
  - 주요 노심설계 특성 평가
  - 노물리실험예측 및 운전분석(*, 

MONJU)

0 3 3 6 3 3 3 3 12 10 10 10 10 10 50 62 8 8 8 8 8 40 0 0 0 0 0 0 40 108

○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
  - 변환로 설계 기술 개발(1.1.1.a, 

DS)
0 0 0 0 0 0 0 0 0 3 3 3 3 3 15 15 1 2 2 2 2 9 0 0 0 0 0 0 9 24

계 0 6 9 15 15 15 15 15 60 27 27 27 27 27 135 195 9 10 10 10 10 49 0 0 0 0 0 0 4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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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JU 연구의 Task Number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Optimizatio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연료계통 설계기술

○ 코드개발 및 검증
   -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Evaluation 
(*, MONJU)

0 0 0 0 250 200 100 50 600 250 100 50 50 50 500 1100 10 5 5 0 0 20 0 0 0 0 0 0 20 1120

계 0 0 0 0 250 200 100 50 600 250 100 50 50 50 500 1100 10 5 5 0 0 20 0 0 0 0 0 0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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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유체계통 설계기술

○ 원자로 계통개념 설정기술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설계개념 
설정(3.1.3, CD)

0 2 2 4 4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과도특성 
전산해석 코드개발 및 
검증(3.2.3,CD)

15 14 15 16 60 20 21 21 22 23 107 167 167

○ 기기 설계개념 개발기술
   - IHTS/SG 일체형 개념 

개발 및 작동성 평가(3.1.2, 
CD)

0 0 1 1 1

   - IHTS/SG 일체형 
증기발생기 다차원 해석 및 
NSSS 주요기기 
배치(3.2.2.(2),CD)

15 16 18 20 69 16 18 18 20 22 94
16
3

163

○ 기기 성능 전산해석 기술
   - 증기발생기 신뢰도 

향상(3.2.2(1), CD)
1 1 1 3 5 5 6 6 22 22 25

계 1 3 4 8 35 35 39 42 151 36 39 39 42 45 201 352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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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액체금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기술

  -소듐-물 반응탐지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3.2.2(1), CD)

0 2 2 2 2 8 2 2 2 2 2 10 18 0 18

계 0 2 2 2 2 8 2 2 2 2 2 10 18 0 18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
계

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소
계

기계 설계 기술

○ 기계계통 설계해석기술                

  - ISI&R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및 검사
    시스템 개발 (3.1.1(1), 

CD)

2 5 7  5  5 5  5 20  0 20 0 0 0 27

  - 고온 이종금속 용접부 
크립 손상평가기술개발 
및 검증 (3.1.1(2), CD)

3 5 8  5  5  5 5 20 0 20 0 0 0 28

계 0 5 10 15 10 10 10 10 40 0 0 0 0 0 0 40 0 0 0 0 0 0 0 0 0 0 0 0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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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
계

안전해석 기술

○ 전산체제 개발

- 노심 3차원 열유체 
해석 모형 개발 
(1.2.3(2)c, DS)

5 5 5 5 20 20 20

- 용융 핵연료 거동 및 
재배치 특성 실험 및 
분석 모형개발 
(1.2.3(2)a, DS)

60 50 40 30 180 180 180

- Debris bed 원자로 
용기내 유지 실험 및 
모형 개발 (1.2.3(2)b, 
DS)

60 50 40 30 180 180 180

계 125 105 85 65 380 38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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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Design phase

총계0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소
계

4단계

계
’04 ’05 ’06 ’07 ’08 ’09 ’10

소
계

’11 ’12 ‘13 ‘14 ‘15
소
계

‘16 ‘17 ‘18 ‘19 ‘20 ‘21
‘2
2

‘2
3

‘2
4

‘25
소
계

소듐 기술 개발

○ 소듐-물 반응 및 소듐 
화재 특성 해석

 - 증기발생기에서의 
물누출 음향 탐지기술 
검증(3.2.2(1), CD)

2 2 2 2 3 2 9 4 4 4 5 4 21 30 2 2 2 3 2 11 11 43

 - 증기발생기 배경소음 
측정 및 분석(N/A, 
MONJU)

2 2 4 4 0 4

계 0 0 2 2 2 2 5 4 13 2 2 2 2 2 21 34 0 0 1 1 1 11 0 0 0 0 0 0 1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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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듐냉각고속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세부 기획
1. 사업목표

1.1 최종목표
○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소멸을 위한 SFR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완성 및 

100 tHM/yr의 Prototype Pyroprocessing Demonstration Facility의 상세 설계 
1.2 세부추진 목표

○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및 고방열핵종의 제거를 위한 전기화학적 금속전환공
정 실증

○ 금속전환체로부터 우라늄 및 TRU원소의 분리를 위한 Electrorefining 기술의 실증
○ SFR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실증
○ SFR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공정 실증
○ 공정 발생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재순환 및 고정화 기술의 실증
○ 핵물질 정밀정량, 원격 취급 및 유지 보수, Hot Cell 설계 및 건설 등 순환핵연료주기 

기술 구축
○ Pyroprocessing 공정의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확보

2. 단계별 목표

단계(연도) 목표

Viability
Phase

1단계
(2005-2007)

 - 건식 처리(pyroprocessing) 기술에 의한 SFR 핵연료
주기 핵심기술 기반 확보

2단계
(2008-2010)

 - 건식 처리공정 장치개발
 - Mock-up 시험(～ 20 kgU/batch)

Performance
Phase

3단계
(2011-2013)

 - Engineering Scale Mock-up 시험 (100 kgU/batch)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 (20 

kgHM/batch)
4단계

(2014-2018)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처리공정 실증(100 

kgHM/batch) 및 핵연료물질 시제품 생산
 - PIPF 시설 기본설계

4단계 이후
(2019-2025)

 - Prototype SFR Pyroprocessing Plant 건설 및 SFR 
핵연료 생산 공급(100 tH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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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및 범위

3.1 대상 기술 및 제품의 범위
현재 가동되고 있는 PWR과 Gen-IV 원자로 시스템으로 고려되고 있는 6개의 원자로

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는 다시 핵연료로 재순환할 수 있는 우라늄과 초우라늄(TRU) 
등과 같은 악틴족 원소들이 들어 있어 폐기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미래에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악틴족 원소 회수 및 재순환기술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속에 들어있는 장수명 핵종을 회수하여 핵변환로에
서 소멸처리하고 난 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면 처분 관리 기간이 1/1000로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 안정성과 관련된 규제조건이 완화될 것이고, 장수명 핵종 분리 과
정에서 고방열성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함께 제거할 경우 처분장의 처분 공간이 
AFCI 계산 결과를 준용할시 최대 1/60까지도 줄일 수 있어 처분 경비를 대폭 저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TRU 등의 악틴족 원소를 회수하기 위한 처리 기술로 용
융염을 사용하는 핵비확산성의 건식 처리공정인 Pyroprocess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이 
기술은 향후 GEN-IV와 연계하여Closed Fuel Cycle을 완성시키는 미래 핵연료주기의 핵
심기술이다. Pyroprocessing 기술에 기반을 둔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기술은 Compact한 
시스템으로 장래의 원자로 시스템과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 종래의 처리기술에 비해 
경제성 향상 및 핵확산 저항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형 연료(금속연료, 질화물 연료 등) 및 
기존 PWR 산화물 연료의 처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기술은 사용후산화물 핵연료를 대상으로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를 금속으로 회수
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순환시키는 기술 및 공정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
고, 본 기술개발을 통해 금속핵연료 시제품 및 향후 상용규모 시설 확보에 필요한 설계기
술 확보가 본 기술 결과물의 최종 목표이다. (그림 9, 그림 10 참조)

본 기술을 구현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세부 기술들은 아래와 같다. 

3.1.1 Head-end 기술
사용후핵연료 Head end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연료봉을 인출하고 

연료봉속의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로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개
발되어 상용화되어 있으나, 이를 건식 방법의 Pyroprocess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000
년대 초반 KAERI는 사용후핵연료 밀집˙포장 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건식 방법의 PWR 집
합체 해체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1/2 크기의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이용한 비방사성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토대로 한 실제규모의 집합체 해체장치 설계 기술
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대규모 핫셀이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방사성 시험이 수행
될 것이다. 집합체로부터 분리된 연료봉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탈피복 기술
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기초실험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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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정의 개발과 함께 향후 High Throughput과 신뢰도가 대폭 향상된 공학규모의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기계적 탈피복 기술과 관련해서는 분진을 발생시키
지 않고 고속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대용량 slitting 기술의 개발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하여 무비산 Multi-slitting 장치설계기술, pellet과 hull의 고속 자동 분리
기술 등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탈피복된 UO2 pellet을 산화하여 분말화하는 건식 분말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회수율 99.9 % 이상이고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한 대용량 분말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산화 핵연료물질의 분석기술, 반연속식 voloxidizer 설계 기술 및 장치의 원
격운전성을 고려한 장치설계 기술 등이 개발될 것이다.

3.1.2 PWR SF 전해환원기술
본 연구항목은 PWR SF를 금속전환과 일부 고방열 핵종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기술

로, 미국 ANL의 원천기술인 리튬공정의 기술적 문제점 해결은 물론 경제성과 공정 안전
성이 향상 가능한 신개념의 대체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유력한 리튬공정
의 대체기술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PWR SF의 금속전환반응과 Li2O의 전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메카니즘을 기초로 한 전해환원 기술이다. 현재 KAERI는 금속
전환율 및 회수율 99 % 이상 달성, 고 전류밀도 및 Li2O의 Closed Recycle 구현이 가능
한 20 kgHM/batch 규모의 전해환원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
으로 공정시스템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기술 주도권 확보와 더불
어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의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기술의 핵심인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는 공정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고 전류밀도(> 120 mA/cm2)의 구현 및 처리용량 극대화를 위한 공정변수 최적화와 고
온 용융염계에서 안정한 Porous Membrane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Hot 
Cell 운전 및 장치 성능요건에 부합되는 50 tHM/y 규모의 최적화된 장치를 개발할 예정
이다. Anode 전극장치개발에서는 고가의 백금전극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세라믹 산화
전극의 개발과 더불어 과전압 최소화 및 Anode 전극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치의 개
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3.1.3 SF 금속 전해기술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동시에 재사용

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하다. 
SF의 자원화 혹은 부피감축을 위하여 경수로 SF로부터 금속 전환된 잉곳은 금속 우라늄
과 초우라늄 원소 및 란탄족 원소로 구성된다. 이들을 분리하기 위한 공정은 전해정련과 
제련공정, 환원, 산화추출공정 및 석출물 회수공정 등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이들 공
정중 전해정련 공정은 핵분열 생성물을 용융염에 남겨 두고 악틴족 원소만을 회수하는 가
장 중요한 공정이다. 따라서 SF금속 전해기술의 핵심은 이들 원소의 분리를 위한 전해특
성을 파악하고 요소기술을 확립하는데 있다. SF금속의 전해정련 공정은 수분과 산소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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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격히 제어된 분위기 하에서 LiCl-KCl 공융염을 전해질로 하여 500℃의 온도에서 조
업하며 SF 금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있는 우라늄의 효율적인 분리를 위해 양극체의 구조
설계와 양극체내에 포함된 SF 구성성분의 양극용해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란탄족 
원소는 일부 미 환원된 산화물형태의 성분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
해조건의 확보와 양극체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류-전위 측정 및 해석기술이 필요하다. 또
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중 전극을 사용할 경우 상호 영향평가를 통한 구조설계 및 제
작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우라늄의 석출이 이루어지는 고체 음극과의 최적화 기술이 
필요하다. 고체음극기술 중에는 고순도의 우라늄 회수를 위하여 용융염 중에 용해된 란탄
족 원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류-전위 조건의 확보가 필요하며, 석출물에 혼입된 용
융염의 탈리기술 및 우라늄 석출물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한 고체음극 구조설계 및 운전기
술 확보가 요구된다.

요소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개발해야될 가장 중요한 기술중의 하나는 전해정련시스템 
설계 및 운전기술이다. 여기에는 1 kgU/batch 규모의 전해정련 반응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포함되며, 성능평가와 Scale-up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의 제반 문제점 파악과 동
시에 SF금속전환체의 처리용량, 전류밀도-전위조건, 물질전달 특성평가를 통해 설계자료
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High-throughput전해기술 개발의 기반 기술로 확보해야한다. 
High-throughput전해기술은 연속 혹은 준 연속작업개념의 전해정련기술로서 Planar양극 
및 음극 설계 제작기술이 포함되며, 전착된 우라늄 석출물을 Scrapping하고 연속적으로 
회수하는 기술개발 및 염증류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석출물중 염 함량 감소기술
개발과 더불어 전류밀도 최적화, 최적 Scrapping Frequency확보 등 운전기술을 개발하여
야 한다.

한편 TRU는 사용후 핵연료의 환원금속으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하는 공정을 거친 후 
용융염중에 잔존하는 우라늄과 TRU 및 희토류 원소들로부터 전해에 의해 회수하게 된다.  
TRU를 회수하기 위한 기술은 우라늄 회수 기술에 비하면 아직 문제점이 많으며, 기술 완
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액체음
극기술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액체음극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개량형 고체음극 기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개량형 고체음극연구
에서는 내부식성 양극물질의 개발연구가 포함된다. 개발의 적절한 단계에서 이들 기술들
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적절한 기술이 
선정된다. 장치 개발 등 기초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하며, TRU를 적용, 취급하는 연구는 국
제공동연구에 의하여 수행된다. 

음극에 회수된 TRU의 순도 향상을 위하여 RE(희토류) 분리 추출기술을 개발한다. 
RE의 분리추출 공정에서는 환원추출 혹은 산화추출의 방법을 이용하며, 산화제 및 환원제
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RE분리 추출공정을 위한 장치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연속식 
추출장치 개발과 운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1.4 사용후용융염 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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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를 건식처리할 경우 기존의 습식처리시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과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른 염화물계 용융염이 폐기물로 발생한다. 이들 용융염 폐기물은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 쉽게 분해하므로, 일단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만약 폐기물로 발생되면 처분장 수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고건전
성 고화체로 제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용융염을 유체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융온도 이상인 약 650℃의 고온에서도 안전하게 이송 및 관리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발되거나 휘발하는 핵종들을 포집하는 설비의 개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폐용융염 중 함유된 Actinide 회수와 관련한 요소기술을 개발함으
로 장반감기 핵종을 소멸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측면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폐용융염에서 분리할 
수 없는 고방열성 핵종인 Cs/Sr에 대해 물리화학적인 제거기술을 개발함으로 높은 관리비
용이 필요한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폐용융염 중에 함유된 주요 핵종이 제거되면 이들을 재사용/재순환하는 측면과 고화체로 
제조하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함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기술
도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처분장 조건에서도 수용 가능한 고건전성 고화체
를 만드는 기술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렇게 제조된 고화체에 대해 내구성 및 침출
특성 등과 같은 단, 장기 특성을 평가하는 기술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사용후 폐용융염을 처리하는 상기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확보됨으로 핵비확산성 건식
처리기술이 여타의 처리기술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대국민 원자력 안전성 
홍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1.5 연료물질회수기술
연료물질의 회수기술 개발은 전해정련 공정에서 사용되는 두개의 음극 즉, U이 전착

된 고체 음극과 TRU, RE 및 U이 전착된 액체음극(Cd)으로부터 최종 산물인 연료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의 확보에 있다. 액체음극인 Cd 금속에 함유되어 있는 각각의 금속은 녹는
점과 끓는점이 Cd 금속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Cd을 낮은 온도에서 쉽게 증류시켜 연
료물질을 분리/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금속들이 Cd 금속과 금속간 화합물로 존재하
게 되면 용융온도가 높게 되어 감압 증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만 분리회수가 가능하
다. 따라서 단일 금속 및 Cd-금속간 화합물에 대한 열역학 자료의 Database 기술이 확보
되어야한다. 그러나 Cd-다중 금속의 금속간 화합물에 대해서는 열역학적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실험을 통한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회분식 Cd 증류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일
반 조건에서는 회수 대상물질이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도의 불활성 분위기, 
증발된 Cd의 안전한 회수, 고온 운전 조건 확보 등 공정별 설계인자의 도출 및 장치 제작
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회분식 Cd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Cd-다중금속의 
증류실험, 진공도에 따른 등온/비등온 증류실험을 수행하여 최적의 증류조건의 확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연속식 증류장치의 개발을 위
해서 액체음극물의 연속적인 주입 및 회수, 가열방법, 구동부 등에 대한 단위공정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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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의 도출, 제작기술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한 최적 조건
의 도출이 필요하다.  

고체음극에 전착된 U을 회수하는 기술의 중점 부분은 용융염 매질에서 전착물이 형성
되므로 U 전착물 내에 동반 포획된 용융염(LiCl-KCl), 희토류 염화물, AmCl3 등을 분리
하여 순수한 U을 회수하는 공정이다. 전착된 U은 비표면적이 큰 Dendrite 형상으로 용융
염이 주로 외부 표면과 부분적으로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증류 공정에 의해 용융염
을 증발 제거시 U의 손실을 극소화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용융염에 존재하는 금속
염화물의 열역학적 Database 구축이 필요하다. U 회수를 위한 장치 개발에 있어서 U은 
산소 및 수분과 쉽게 반응하므로 고도의 불활성 분위기 조건이 필수적이며, 구동부, 염 회
수부, 가열부, 등에 대한 공정별 설계인자의 도출 및 장치 제작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
하다. U 손실을 극소화하기위한 증류조건 즉, 증류 온도, 진공도, 등의 최적 조건을 선정
하기위해 진공도에 따른 등온/비등온 증류 실험이 수행되어야한다. 이들 실험 결과들로부
터 연속적으로 U 전착물 주입, 증류, 용융 U ingot 제조공정이 연계된 연속식 저온 증류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우라늄 ingot의 소멸처리 연료로서 타
당성의 검증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정 확립을 위한 최적 조건의 도출이 요구된다.

3.1.6 사용후 금속연료 처리기술
한정된 핵연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의 수

급을 위하여 금속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고속로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고속로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사용후 금속연료를 처리하고 연료로 재가공하는 핵연료 재순
환 기술은 악틴족 금속의 회수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향상, 환경부담의 경감 및 핵비확산
성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용융염을 사용하여 악틴족 금속을 
회수하는 건식 처리기술인 Pyroprocess 기술은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주는데, 여러 
가지 건식 처리방법이 이용 가능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 
등의 용융염 전기화학, 진공증류를 포함한 휘발 공정, 용융염/용융금속의 접촉에 의한 추
출공정 등이 있다. 

사용후 금속연료로부터 U, TRU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은 전해 정련 및 음극 석출물 회수 공정이다.  건식 처리 조업은 기술개발의 현 싯점
에서는 회분식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회분식 조업에 드는 비용은 대략 동시에 
가동시켜야 할 회분식 조업의 수에 선형적으로 의존한다. 회분식 조업의 경제성은 회분식 
장치의 용량을 크게 하고 보수용 부품을 통일시키고 절차를 표준화시켜 향상시킬 수 있지
만 근본적으로 연속식 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 있는 처리속도를 위해
서는 회분식 장치를 동시에 여러 대 가동하는 당중 조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연료물질로 U, TRU, Zr의 합금을 사용하는 사용후 금속연료의 전해정련 공정은 
LiCl-KCl 공융염을 전해질로 하여 500℃의 온도에서 조업하며 음극으로 악틴족 원소의 
전해수송을 위해서 전해질 내 악틴족 금속 염화물의 농도가 2 mol%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후 금속연료를 양극으로 하고 용융염 중에 TRU 염화물대 UCl3의 농도비를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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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면 순도 높은 우라늄을 고체음극을 사용하여 회수하고 TRU는 세라믹 도가니 속에 
넣은 액체 카드뮴을 음극을 사용하여 함께 금속간 화합물의 상태로 회수시킨다. 이 때 소
량의 란탄족 금속이 카드뮴 음극에 함께 석출되므로 카드뮴 음극 속에는 약 10-30 wt%
의 U과 수 %의 란탄족 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의 핵분열 생성물 
(예, Cs 및 Sr)은 그들 염화물이 악틴족 금속 염화물보다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음극
에 석출되지 않고 용융염 상에 남아있게 된다. 이들 Cs 및 Sr과 같은 금속은 고방열성의 
핵분열 생성물이기 때문에 방열에 따른 용융염 상에서 열누적을 방지하고 원활한 건식 처
리 조업을 목표로 할 경우 용융염상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한다. 사용후 금속연료 집합체로
부터 연료핀을 분리하여 전해정련조의 양극에 장입시키기 위해서는 연료핀을 잘게 절단하
고 Xe, Kr 등의 핵분열 기체를 배출시켜 처리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용융염 전해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핵연료 재순환 시설은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해 미
임계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상 가장 중요하다.  용융염 전해공정은 회분식 공정이며 핵
임계에 따른 안전성은 회분식의 규모에 따른다. 용융염을 사용하는 건식 처리공정은 특성
상 고온 상태에서 운전하며 냉각기간이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사용후연료의 처리에 적
합하고 상당한 핵분열에 따른 발열이 동반된다. 용융염 1m3을 취급할 수 있는 전해정련 
장치는 수십 킬로와트 수준까지의 핵분열 생성열을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회분식 크기는 
핵임계도 관점에서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농축될 수 있는 TRU 생성물의 양에 의해 제약 
받는다. TRU 200 kg은 건식 장치의 용융염이나 용융 금속상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임계
도 측면에서 안전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양의 TRU 생성물을 용융시켜 모아 놓을 경우
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TRU를 취급하는 회분식 크기는 1-2 킬로와트 또는 그 이
하의 발열에 상당하는 약 5 kg의 TRU양 등에 의해 제약받기 때문에 핵임계에 따른 전해
정련 장치의 구조 설계기술이 중요하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 금속연료를 건식 처리하여 악틴족 금속 연료물질을 회
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확보가 필요한 주요 기술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전해정련에 의한 U/TRU 회수: U 회수기술, TRU 회수기술, 핵임계에 따른 전해정련 
구조 설계기술

○ Fission gas 제거 기술: 배기체 회수 및 처리기술
○ Fission product 제거 기술: 고방열성 핵종 추출기술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들 기술의 일부가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직전의 단계에 있

다고 여겨지지만 현재에도 전해정련에 의한 U 및 TRU 회수에 대한 연구와 고방열성 핵
종 추출기술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해정련에 의한 U 및 TRU 
회수기술의 경우 현재 기초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적용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3.1.7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TRU 금속핵연료 제조기술은 금속용해 및 정련기술, 연료심(pin) 제조기술, 연료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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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제조기술, 그리고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성능평가 기술 등과 같은 요소기술을 확보
해야 한다. 금속용해 및 정련기술은 TRU금속 용해기술과 U금속 첨가 및 농축도 제어기술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됨. TRU금속 용해기술은 TRU 금속 잉곳(ingot)을 가져와 다른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게 적절한 온도에서 용해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고연소도 150,000 MWD/MTU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함. U금속 첨가 및 농축도 
제어기술은 TRU 금속외 연소도를 제어할 U금속을 첨가하고 적절한 농축도로 조절 용해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고연소도 150,000 MWD/MTU 이상
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연료심 제조기술은 용해된 TRU 금속핵연료를 원하는 형태의 연료형태로 성형하는 기
술로 진공 주조기술과 사출성형 기술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된다. 진공 주조기술은 TRU금
속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진공 하에서 주조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사
출성형 기술은 TRU금속을 원하는 형태의 연료심으로 성형 가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
하다.

연료봉 및 집합체 제조기술은 봉단용접 및 연료봉 제조기술과 집합체 조립 및 제조기
술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됨. 봉단용접 및 연료봉 제조기술은 완성된 연료심을 피복관에 
장전하고 양 끝단을 밀봉 용접하고, 필요한 간격체를 부착하여 연료봉을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집합체 조립 및 제조기술은 집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완성된 연료봉을 각기 제 
위치에 조립하고 한 뭉치로 조립 또는 용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
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성능평가 기술은 제조 품질관리 기술, 조사 및 조사후 시험기술, 
그리고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됨. 제조 품질관리 기술은 매 제조 공
정에서의 산물에 대한 특성 평가와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 감시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
요하다. 조사 및 조사후 시험기술은 완성된 핵연료를 원하는 연소도로 연소시키고 그 특
성과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함.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핵연료 제조 특성과 
연소 특성, 연소 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조특성에 반영하는 핵연료 성능을 예측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건전성 고성능 핵연료의 목표인 고연소도 150,000 MWD/MTU 이
상과 핵연료 건전성 99.9% 이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3.1.8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술
건식 공정(Pyroprocessing)의 공정물질분석은 기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및 

구성성분 결정 등 핵 특성을 측정하고, 건식공정 중에 공정간 물질 계량과 공정개발에 중
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화학분석 기술은 파괴적 방법과 비파괴적 방법으로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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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계량하는 기술과 균질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을 수행하는 SF 성분 분석 및 균
질시료 채취기술의 요소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기술의 실
증 지원을 위한 공정물질 화학측정기술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자료생산을 위한 
정량기술과, 용융염내 악틴족 원소의 용해/전해 특성, 산화환원 거동 및 화학종 규명 기술, 
악틴족원소 동위원소 정량기술, 장수명핵종의 고순도 분리기술, 그리고 핵연료 제조를 위
한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평가기술, 고온 화학 열역학 자료 평가기술 및 고온 금속유체 화
학특성 규명기술 등을 포함하는 건식공정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기술이다.  

3.1.9 단위공정별 Mock-up 장치제작 기술[20 kgU/batch]
Mock-up 장치제작은 1단계 때 수행되게 될 SFR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의 공학적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서 건식공정의 핵심 단위공정의 장치가 20 kgU/batch로 
scale-up 된다. 이 기술을 통해 본격적인 장치개발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기술개발 
중간 단계이다. Mock-up 장치는 금속전환, U 회수 전해정련, 폐용융염 처리 및 고화체 
제조 장치로 구성된 핵심기술의 Mock-up 장치로 구성되어 연구개발 된다.

3.1.10 엔지니어링규모 설계/운전기술[100 kgU/batch]
2단계 때 확보된 Mock-up 운전 기술을 토대로 Pyroprocessing 기술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처리규모는 100 kgU/batch이며, 이 기술을 통해 
Pyroprocessing 기술의 전체 윤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임. 특히 엔지니어링 규모 설계/
운전시 각 단위 공정들이 통합된 Integrate Process를 구성하게 될 계획이다.

3.1.11 건식공정 Active 실증기술
상용규모 Pyroprocessing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3단계에서 확보될 inactive 공정의 기

술을 토대로 Active Test를 수행되게 된다. 이 기술은 Pyroprocessing 기술개발과 관련한 
전체 요소기술들이 핫셀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건식 공정의 기술 안전성, 경제성, 폐기
물 발생 등의 제반 기술적 자료가 생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임. 특히 실증장치는 기술 
개발의 성공을 위해 2단계로 진행되며, 처음에는 10 kgHM/batch로 운전하고, 여기서 얻
어지는 결과를 개량하여 100 kgHM/batch 공정을 운전할 계획이다.

3.1.12 원격취급 장치설계기술
핫셀에 설치될 모든 장치는 원격운전이 가능하고, 고방사선 환경에서 고장 발생 빈도

가 낮아야 하며, 고장시에는 원격방식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은 핫셀에 설치될 모든 공정장치를 원격으로 운전하기 위한 
기술로서 원격 운전성(부분 자동화 포함)을 고려한 공정장치 설계 기술, 원격운전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핫셀 내 카메라 시각정보의 3차원 전시 기술, 공정의 이상으로 



- 152 -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정장치의 이상 진단/감시 기술 및 공정장치와 3차원 
그래픽의 실시간 연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은 핫셀내에서 원격 방식으로 공정장치 및 유
틸리티 계통을 유지보수하는 장비의 설계 기술로서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천정이동형 원
격조작기 설계 기술 및 시각/청각/촉각 등을 원격작업자에게 전시하거나 느끼게 하여 핫셀
내에서의 원격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유지보수 지원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
이다.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은 핫셀내 방사선 분포의 시각화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은 연구개발 범위에서 제외하고 핫셀
내 방사선 분포의 3차원 시각화 시스템 설계 기술 및 지능형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등
과 같은 첨단 기술의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3.1.13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SFR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해서는 dirty fuel에서의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과 핵물질 

격납감시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미국으로 부터의 
사전 동의 필요)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성 평가와 핵확산저항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Dirty Fuel은 핵확산 저항성은 증가되지만, 핵물질 내에 감마선 및 중성
자를 방출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핵물질 측정 및 계량관리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LANL, 일본의 JNC 유럽의 JRC (Joint Research 
Centre), 한국 KAERI 등에서 관련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효율
적인 측정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동 중성자 비파괴 측정 기술과 holdup 측정기
술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비파괴 측정 장비의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실시간 핵물
질 분석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계량관리 능력을 보완할 것이다. Pyroprocessing 시설에 대
한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기술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기술도입은 어려우며,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분야 선진국의 전문기술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주로 사안
별 기술 자문형식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핵물질 격납감시기술은 중성자,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감시 기술과 영상을 이용하
는 광학적 감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며 이 두 기술을 혼합하여 감시기능을 최대할 활수 
있는 tool 개발과, 무인원격 감시기술개발이 병행될 것이다. 안전조치성 평가와 핵확산저
항성 평가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3.1.14 PIPF 설계기술
SFR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PIPF를 사

용한 Pilot 규모 종합공정 실증을 통해 그 기술의 안전성,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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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PIPF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들은 다음 단계인 상업적 규모시설 건설에 기
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PIPF 설계기술로는 기존의 새로운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조사후시험용 핫셀의 설계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안전성평가 기술은 그 핵심기술의 하나이다. 그러나 PIPF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새로운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건설을 고려할 때 기존 조사후시험용 핫셀 시설들
의 설계기술 적용 및 이를 바탕으로 한 Pilot 규모 Pyroprocessing 종합공정에 특성화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체계적 설계기술 개발이 추가로 요구된다.

PIPF 기본 설계요건 분석 및 평가기술은 PIPF 규모나 위치선정에 필요한 요건, 
Source Term 요건, 핵물질 및 폐기물 수송요건 등의 분석 및 평가 기술로 시설설계를 위
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설정하는 기술이다. PIPF 개념설계 기술은 pilot 규모 종합공정 특
성들을 분석 및 평가하고, 기본 설계요건에 맞는 취급 방사선원 및 기준선원 설정, PIPF 
입지의 선정 및 평가, 핫셀시설의 개념적인 구성 및 배치에 대한 분석, PIPF 예비 종합안
전성 평가 및 인허가 요건 분석, PIPF 부대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개념설정, 유틸리티 공
급 및 폐기물 처리방안 개념설정 등의 기술들을 포함한다. PIPF 기본 및 상세설계 기술에
는 pilot 규모 종합공정의 정밀한 mass & heat balance 분석, P&I Diagram 설계, 핫셀 
취급 장비/시설 및 공정의 최적배치 설계, 핫셀의 방사선차폐 설계, 관련 유틸리티 시설들
의 정확한 소요량 산정 및 PIPF의 최종 종합안전성 분석 등의 기술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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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 생산주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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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듐냉각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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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계별 연구내용

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1단계
(2005-
2007)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 SF 집합체 검사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 SF Rod 절단장치 개발기술 

 - SF Roduct Slitting 장치개발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

    발 기술

 - 건식분말화 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성능평가

○ SF Rodcut 및 분말 포장  기술

 - SF Rodcut의 포장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   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평가

PWR SF
전해환원

기술

○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 전해환원 반응메카니즘  규명
    기술
 - 최적 복합용융염 조성평가
     기술
  -  PWR SF의 금속전환 특성 평가
     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개발  및 평
     가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  개발
     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의 성능평
      가 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장치 개발
     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의 성능평
     가 기술
○ 고온 용융염 장치재료 개발
     기술  
 - 고온 용융염 반응기 장치재
     료 평가기술  
 -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전극 개
     발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의
     세라믹  Porous Membrane 개
     발기술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U회수 Electrorefining
 - 양극용해기술
 - 고체음극기술
○ High-Throughput Electrorefining 
     장치 제작 및 운전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개념 설계 기술

○ TRU 회수 Electrorefining
   전해기술
 - 액체음극 기술
 - 개량형 고체음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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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1단계

(2005-
2007)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 폐용융염 이송장치 개발기술 

 - 폐용융염 이송관 가열장치

     개발기술 

  - 폐용융염 액위 측정장치 개발

    기술  

○ 증발 복합용융염 및  휘발성 핵
     종의 포집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증발특성 평가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장치 개발/성능평가 기술  

○ Actinide 회수기술
  - 전해에 의한 Actinide 회수기술

○ Cs/Sr 제거기술
  - 핵종 제거메카니즘   규명기술

  - 매질 선정기술

  - 장치 개발기술

  - 사용후 매질 처리기술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 폐용융염 재생기술

  - 폐용융염 재활용기술

○ Waste Form 제조기술
  - 폐염 고정화 기술

  - 폐용융염 고화장치 개발

       기술

○ Qualification Test 기술
  - 단기 특성평가기술

    - 장기 특성평가기술

연료물질 

회수기술

○ Cd 증류기술
  - Cd 증류 조건 규명 기술

○ Salt 증류기술
  - Salt 증류 조건 규명 기술

  - 회분식 장치기술

금속핵연

료제조

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용해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조성분석

       기술

    - 금속핵연료 용해장치 개발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
     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 제어기술

  - 용해 핵연료물질 조성평가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
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장
       치 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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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1단계

(2005-
2007)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 핵연료 설계기술

  - 핵연료 구조 설계기술

SF 및 공정 

물질 화학 

분석기술

○ SF 특성 계량기술

  - 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계

       량 기술

  -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

       계량 기술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  

     기술

  - 균질시료 채취기술

  - SF 성분분석기술

  - 공정시료물질의 분석기술

단위공정

Mock-up 
장치제작/  
 운전기술

○ Mock-up 설계 기술

○ Mock-up 제작 및 설치기술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 /batch)
  - 기존 핫셀 보완 설계기술

○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 핵물질계의 상태 및 선원항 분

       석기술

  - 핵임계평가 코드개발 기술

  - 핵임계 안전성 평가기술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 원격운전을 고려한 공정장치 

       설계 기술

  - 운전 자동화 및 시각전시 기술

  - 이상 진단/감시 기술

  - 원격운전을 위한 3차원 그래픽 

       활용기술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천정 이동형 원격 유지보수장

       비 설계 기술

  - 원격 유지보수 작업자 지원

       기술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 피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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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1단계

(2005-
2007)

핵물질 안

전조치 기

술

  -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실시간 핵물질 분석 기술

  - 대용량 민감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 핵물질 격납 감시 기술

  - 시설 감시 기술

  - 무인 원격 시스템 기술

○ 핵확산 저항성/안전조치성 평

     가 기술

  - 단위 방벽 평가 기술

  - 핵확산 저항성 종합 평가 기술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
ing Facility) 
개발타당성 

분석

○ PIPF 관련 예비 경제성 평가

  -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국의 

       PIPF 관련시설 경제성 평가

  - 국내의 PIPF 관련 주요시설 예

       비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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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2단계
(2008-
2010)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 SF 집합체 검사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집합체 안전이송 장치 설
      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인출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 SF Rod 절단장치 개발기술
  - SF Rodcut Slitting 장치개발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
     발 기술
  - 건식분말화 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성능평가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 SF Rodcut의 포장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평가
  - SFR SF의 Na Bond 제거장치 
      개발기술

PWR SF 
전해환원

기술

○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 PWR SF의 금속전환특성 평가
       기술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개발
   기술
  - 금속전환 시스템 및 장치 설
    계 기술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제작 
    및 전해 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장치 개
       발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의 성능
       평가 기술
○ 고온 용융염 장치재료  개발
      기술  
  -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전극 
       개발기술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U회수 Electrorefining
  - 양극용해기술
  - 고체음극기술
○ TRU 회수 Electrorefining 전해
     기술 
  - RE 분리 전해 역추출기술
 
   

○ TRU 회수 전해기술
  - 액체음극 기술
  - 개량형 고체음극 기술
○ High-Throughput Electro-
      refining 장치 제작/운전기술
    - High-Throughput전해정련
      장치제작 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운전 및  전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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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08-
2010)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 폐용융염 액위 측정장치 개발
       기술  
○ 증발 복합용융염 및  휘발성 핵
     종의 포집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증발특성 평가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장치 개발/성능평가 기술

○ Actinide 회수기술
  - 전해에 의한 Actinide 회수기술
  - 환원추출에의한 Actinide 회수
        기술
○ Cs/Sr 제거기술
  - 핵종 제거메카니즘 규명기술
  - 매질 선정기술
  - 장치 개발기술
  - 사용후 매질 처리기술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 폐용융염 재생기술
  - 폐용융염 재활용기술
○ Waste Form 제조기술
  - 폐염 고정화 기술
  - 폐용융염 고화장치 개발
       기술
○ Qualification Test 기술
  - 단기 특성평가기술
  - 장기 특성평가기술

연료물질 
회수기술

○ Cd 증류기술
  - 회분식 장치기술
  - 연속식 장치기술

○ Salt 증류기술
  - 연속식 장치 개발 기술
  - Salt 증류 장치 재료 개발 
   기술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용해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조성 분석
       기술
  - 금속핵연료 용해장치 개발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ting 장치 
      개발기술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 핵연료 설계기술
  - 핵연료 구조 설계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 제어기술
  - 용해 핵연료물질 조성 평가  
       기술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
술

○ SF 특성 계량기술
  - 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
       계량 기술
  -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
       계량 기술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 
     기술
  - 균질시료 채취기술
  - SF 성분분석기술
  - 공정시료물질의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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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08-
2010)

단위공정별 

Mock-up 
운전기술

○ Mock-up 설계 기술

○ Mock-up 제작 및 설치 기술

○ Mock-up 운전 및 공정  개량 

     기술

엔지니어링  

Integrate   
Process  

설계/운전

기술  

○ 공정 설계기술  

  - 100 kgHM/batch의  종합공정

       설계(금속전환 및 전해정련)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batch)
  - 기존 핫셀 보완 설계 기술

  - 공정 장치 제작 설치 기술

○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 핵임계 안전성 평가기술

원격 취급 

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 원격운전을 고려한 공정장치 

       설계 기술

  - 운전 자동화 및 시각전시 기술

  - 이상 진단/감시 기술

  - 원격운전을 위한 3차원 그래

       픽  활용기술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천정 이동형 원격 유지보수장

       비 설계 기술

  - 원격 유지보수 작업자 지원

       기술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 

      비  설계기술

  - 지능형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 피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실시간 핵물질 분석기술

  - 대용량 민감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 핵확산 저항성/안전조치성

      평가 기술

  - 단위 방벽 평가 기술

  - 핵확산 저항성 종합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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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3단계

(2011-
2013)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 SF 집합체 검사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집합체 안전이송 장치 설 

       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인출장치 설계 및 제 

      작기술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 SF Rod 절단장치 개발기술

  - SF Rodcut Slitting 장치개발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개발 기술

  - 건식분말화 장치 설계 및 제

        작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성능평가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 SF Rodcut의 포장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장치 

      개발기술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High-Throughput Electro-       
      refining 장치 제작 및 운전

      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운전 및 전해 기술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Actinide 회수기술

  - 환원추출에의한 Actinide 회
       수기술

○ Cs/Sr 제거기술

  - 사용후 매질 처리기술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 폐용융염 재생기술

  - 폐용융염 재활용기술

○ Qualification Test 기술

  - 장기 특성평가기술

○ 전해정련 U/TRU 회수

  - U 회수기술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

     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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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3단계

(2011-
2013)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용해 핵연료물질 조성 평가 

        기술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 핵연료 설계기술

  - 핵연료 구조 설계기술

  - 핵연료 조사특성 및 성능평가 

       기술

○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

  - 핵연료 봉 제조기술

  - 핵연료 집합체 제조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ting
       장 치 개발기술

SF 및 공정 

물질 화학 

분석기술

○ SF 특성 계량기술

  - 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

       계량 기술

  -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
       성계량 기술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

     취기술

  - 균질시료 채취기술

  - SF 성분분석기술

  - 공정시료물질의 분석기술

엔지니어링 

규모(100 
kgHM/batch)  

   Integrate   
Process  

설계/운전

기술  

○ 공정 설계기술  

  - 100 kgHM/batch의 종합공정

       설계(금속전환/전해정련 등)
○ 공정 운전기술

  - 100 kgHM/batch의 종합공정

       운전(금속전환/전해정련 등)
  - Integrate 공정 운전평가

    기술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batch)
  - 공정 장치 제작 설치 기술

  - Active 운전 및 자료 Data-
    base화 기술

○ 공학 규모 Integrate Active
   Test(100 kgHM/batch)
  - 핫셀 설계기술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 원격운전을 고려한 공정장치

       설계 기술

  - 운전 자동화 및 시각전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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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3단계

(2011-
2013)

원격 취급 

장치 설계 

기술

  - 이상 진단/감시 기술
  - 원격운전을 위한 3차원 그래
       픽  활용기술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천정 이동형 원격 유지보수
       장비 설계 기술
  - 원격 유지보수 작업자 지원 
       기술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 
      장비 설계 기술
  - 핫셀내 방사선 분포 3차원 시
       각화 시스템 설계 기술
  - 지능형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핵물질 안전 

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 피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실시간 핵물질 분석 기술
  - 대용량 민감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Pilot Integrated Pyro- 
   processing Facility)의 설계요
   건 평가기술
  - PIPF 설계요건 분석
○ PIPF 개념설계
  - Integrated Pyroprocess 공정
    특성 분석/평가
  - 취급 방사선원 평가 및 기
    준 선원설정
  - PIPF 입지 선정/평가
  - PIPF 핫셀시설 구성 및 배
    치 분석 
  - PIPF 예비 안전성 및 인허
    가 요건 분석/평가 
  - PIPF 핫셀 및 부대설비 기
    술기준 및 설계요건 분석/
    평가 
  - 유틸리티 공급 및 폐기물 
    처리방안 분석/평가 
○ PIPF 기본설계
  - PIPF 핫셀 차폐설계 및 차
    폐능 평가 
  - PIPF 유틸리티 소요량 분석 
    및 공급설비 용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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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내 국외

4단계
(2014-
2018)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 SF 집합체 검사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집합체 안전이송 장치 설
      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인출장치 설계 및 제
       작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
     발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성능평가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 SF Rodcut의 포장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장치 
      개발기술

사용후금속연
료 처리기술 

○ 전해정련 U/TRU 회수
  - U 회수기술
  - TRU 회수기술
  - 핵임계에 따른 전해정련 구조 
       설계기술
○ Fission gas 제거 기술
  - 배기체 회수 및 처리기술
○ Fission product 제거 기술
  - 고방열성 핵종 추출기술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
      기술
  - 용해 핵연료물질 조성평가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ting장치 
       개발기술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 핵연료 설계기술
  - 핵연료 구조 설계기술
  - 핵연료 조사특성 및 성능평가 
       기술
○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
  - 핵연료 봉 제조기술
  - 핵연료 집합체 제조기술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술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
     기술
  - SF 성분분석기술
  - 공정시료물질의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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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 내 국 외

4단계

(2014-
2018)

건식 공정
 Active 

실증기술

○ 공학 규모 Integrate Active 
   Test (100 kgHM/batch)
  - 핫셀 설계기술

  - Active 공정 장치 제작기술

  - Active 공정 장치 설치기술

  - Active integrate 공정 운전

    기술

  - Pyroprocessing Process 연계

       핵연료 주기 평가기술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 이상 진단/감시 기술

  - 원격운전을 위한 3차원 그래

        픽  활용기술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천정 이동형 원격 유지보수 

       장비 설계 기술

  - 원격 유지보수 작업자 지원 

       기술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

      비 설계기술

  - 핫셀내 방사선 분포 3차원 시

        각화 시스템 설계 기술

  - 지능형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핵물질 안전 

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 대용량 민감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 기본설계

  - Integrated Pyroprocess Mass 
    & Heat Balance 
  - Integrated Pyroprocess P & I 
    Diagram   
  - PIPF 핫셀시설 및 공정장치 

    배치 

  - PIPF 공정장치 핫셀내 운전/
    조작성 평가 

  - PIPF 핫셀 차폐설계 및 차

    폐능 평가 

  - PIPF 유틸리티 소요량 분석 

    및 공급설비 용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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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분야 국 내 국 외

4단계

(2014-
2018)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 상세설계

  - PIPF 구조물 설계 

  - PIPF 설비 구매/제작 기술사

    양서

  - 공정장치 및 핫셀설비 설치 

    설계 

  - 계측/제어, 전기설비 제작/
    설치 상세설계

  - 배관 및 닥트, 배선 Race 
    Way 설계

  - PIPF 최종 안전성 및 인허

   가 요건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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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개발 추진일정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 SF 집합체 검사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집합체 안전이송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인출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 SF Rod 절단장치 개발기술
- SF Rodcut Slitting 장치개발 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발 기술
- 건식분말화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 성능평가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 SF Rodcut의 포장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평가
- SFR SF의 Na Bond 제거장치 개발기술

PWR SF 전해환원기술
○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 전해환원 반응메카니즘 규명기술
- 최적 복합용융염 조성 평가기술
- PWR SF의 금속전환특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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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일체형 Cath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 개발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의 성능평가 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장치 개발기술
- 모듈형 Anode 전극의 성능평가 기술

○ 고온 용융염 장치재료 개발기술  
- 고온 용융염 반응기 장치재료 평가기술  
-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전극 개발기술  
- 일체형 Cathode 전극장치의 세라믹 Porous Membrane 개발기술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개발 기술
  - 금속전환 시스템 및 장치 설계 기술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제작 및 전해 기술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U회수 Electrorefining

- 양극용해기술
- 고체음극기술

○ TRU 회수 Electrorefining 전해기술
 - 액체음극 기술
 - 개량형 고체음극 기술
 - RE 분리 추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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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High-Throughput Electrorefining 장치 제작 및 운전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개념 설계 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제작 기술
 - High-Throughput 전해정련 장치 운전 및 전해 기술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 폐용융염 이송장치 개발기술 
- 폐용융염 이송관 가열장치 개발기술 
- 폐용융염 액위 측정장치 개발기술  

○ 증발 복합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증발특성 평가기술  
- 복합 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장치 개발/성능평가 기술  

○ Actinide 회수기술
- 전해에 의한 Actinide 회수기술
- 환원추출에의한 Actinide 회수기술

○ Cs/Sr 제거기술
- 핵종 제거메카니즘 규명기술
- 매질 선정기술
- 장치 개발기술
- 사용후 매질 처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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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 폐용융염 재생기술
- 폐용융염 재활용기술

○ Waste Form 제조기술
- 폐염 고정화 기술
- 폐용융염 고화장치 개발기술

○ Qualification Test 기술
- 단기 특성평가기술
- 장기 특성평가기술

연료물질 회수기술
○ Cd 증류기술
  - Cd 증류 조건 규명 기술

- 회분식 장치기술
- 연속식 장치기술

○ Salt 증류기술
  - Salt 증류 조건 규명 기술

- 회분식 장치기술
- 연속식 장치 개발 기술

  - Salt 증류 장치 재료 개발 기술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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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용후금속연료 처리기술 
○ 전해정련 U/TRU 회수

- U 회수기술
- TRU 회수기술
- 핵임계에 따른 전해정련 구조 설계기술

○ Fission gas 제거 기술
- 배기체 회수 및 처리기술

○ Fission product 제거 기술
- 고방열성 핵종 추출기술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용해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조성 분석기술
- 금속핵연료 용해장치 개발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기술
- 핵연료물질 조성 제어기술
- 용해 핵연료물질 조성 평가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 용융금속 Injection Cating장치 개발기술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 핵연료 설계기술
- 핵연료 구조 설계기술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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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핵연료 조사특성 및 성능평가 기술
○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

- 핵연료 봉 제조기술
- 핵연료 집합체 제조기술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술
○ SF 특성 계량기술

- 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계량 기술
-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SF 특성계량 기술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기술
- 균질시료 채취기술
- SF 성분분석기술
- 공정시료물질의 분석기술

단위 공정별 Mock-up 장치 제작[       ～20 kgHM/batch]  및 
 운전기술
 ○Mock-up 설계 기술
  ○Mock-up 제작 및 설치 기술
  ○Mock-up 운전 및 공정 개량 기술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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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엔지니어링 규모[100 kgHM/batch]     Integrate   Process  설계/운전기술  
○ 공정 설계기술  
  - 100 kgHM/batch)의 종합공정설계[금속전환 및 전해정련등]
○ 공정 운전기술
  - 100 kgHM/batch)의 종합공정운전[금속전환 및 전해정련등]

- Integrate 공정 운전 모드 평가 작성 기술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batch]
  - 기존 핫셀 보완 설계 기술
  - 공정 장치 제작 설치 기술
  - Active 운전 및 자료 data-base화 기술
○ 공학 규모 integrate active Test[100 kgHM/batch]
  - 핫셀 설계기술
  - Active 공정 장치 제작 기술
  - Active 공정 장치 설치 기술
  - Active integrate 공정 운전 기술

- pyroprocessing process 연계 핵연료 주기 평가 기술
○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 핵물질계의 상태 및 선원항 분석기술
- 핵임계평가 코드개발 기술
- 핵임계 안전성 평가기술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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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 원격운전을 고려한 공정장치 설계 기술
- 운전 자동화 및 시각전시 기술
- 이상 진단/감시 기술
- 원격운전을 위한 3차원 그래픽  활용기술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천정 이동형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 원격 유지보수 작업자 지원 기술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 핫셀내 방사선 분포 3차원 시각화 시스템 설계 기술
- 지능형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 피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
- 실시간 핵물질 분석 기술
- 대용량 민감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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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핵물질 격납 감시 기술
- 시설 감시 기술
- 무인 원격 시스템 기술

○ 핵확산 저항성/안전조치성 평가 기술
- 단위 방벽 평가 기술
- 핵확산 저항성 종합 평가 기술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개발 타당성 분석
○ PIPF 관련 예비 경제성 평가

-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국의 PIPF 관련시설 경제성 평가
- 국내의 PIPF 관련 주요시설 예비 경제성 평가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의 설계요건 평가기술

- PIPF 설계요건 분석
○ PIPF 개념설계

- Integrated Pyroprocess 공정특성 분석/평가
- 취급 방사선원 평가 및 기준선원 설정
- PIPF 입지 선정/평가
- PIPF 핫셀시설 구성 및 배치 분석 
- PIPF 예비 안전성 및 인허가 요건 분석/평가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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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PIPF 핫셀 및 부대설비 기술기준 및 설계요건 분석/평가 
- 유틸리티 공급 및 폐기물 처리방안 분석/평가 

○ PIPF 기본설계
- Integrated Pyroprocess Mass & Heat Balance 
- Integrated Pyroprocess P & I Diagram   
- PIPF 핫셀시설 및 공정장치 배치 
- PIPF 공정장치 핫셀 내 운전/조작성 평가 
- PIPF 핫셀 차폐설계 및 차폐능 평가 
- PIPF 유틸리티 소요량 분석 및 공급설비 용량 평가/확정  

○ PIPF 상세설계
- PIPF 구조물 설계 
- PIPF 설비 구매/제작 기술사양서
- 공정장치 및 핫셀설비 설치 설계 
- 계측/제어, 전기설비 제작/설치 상세설계
- 배관 및 닥트, 배선 Race Way 설계
- PIPF 최종 안전성 및 인허가 요건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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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체계

4.1 추진전략
○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에 대한 로드맵 결과와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액체금속로 핵연료주기에 적합한 필수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되, 타 원자로시스템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본 연
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핵연료주기 기술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
써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기술체계도를 작성하여 장기적으로는 핵연료주기 분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기술확
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최단시일 내에 국제적으로 기술적 우
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과 외국의 가용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종합 실증시설을 확보하여 기술을 자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함.

○ 앞으로 결정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 일정계획에 맞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되, 핵연료주기 국제공동연구 방안 협상 시 우리의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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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진 체계

그림 10.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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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자원 및 연구자원 배분
  5.1 소요 인력                                                                                  (단위: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2 2 2 6 2 6 6 14 20 6 6 6 18 6 6 4 4 4 24 42 62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2 2 2 4 4 10 12 4 4 0 4 16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발 기술 2 2 2 4 4 10 12 4 4 4 12 2 2 2 2 2 10 22 34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1 1 1 2 2 5 6 2 2 2 6 2 2 2 2 2 10 16 22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1 1 1 4 4 9 10 2 2 2 6 2 2 8 18
PWR SF 전해환원기술
○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6 6 6 18 2 2 2 6 24 0 0 0 24
○ 일체형 Cath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4 4 4 12 0 12 0 0 0 12
○ 모듈형 An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4 4 4 12 4 4 16 0 0 0 16
○ 고온 용융염 장치재료 개발기술  5 5 5 15 2 2 17 0 0 0 17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개발 기술 0 4 4 6 14 14 0 0 0 14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U회수 Electrorefining 5 5 5 15 5 5 20 0 0 0 20
○ TRU 회수 Electrorefining 전해기술 3 3 4 10 6 7 9 22 32 0 0 0 32
○ High-Throughput Electroref- ining장치제작 및 운전기술 1 2 1 4 2 4 6 12 16 3 3 2 8 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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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3 4 2 9 1 1 10 0 0 0 10
○ 증발 복합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기술 1 2 2 5 2 3 5 10 0 0 0 10
○ Actinide 회수기술 2 3 2 7 4 2 3 9 16 3 3 3 9 0 9 25
○ Cs/Sr 제거기술 3 3 4 10 4 2 2 8 18 2 2 0 2 20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1 1 2 4 2 2 2 6 10 4 2 1 7 0 7 17
○ Waste Form 제조기술 4 4 4 12 4 3 3 10 22 0 0 0 22
○ Qualification Test 기술 4 2 2 8 2 1 1 4 12 1 1 1 3 0 3 15

연료물질 회수기술
○ Cd 증류기술 4 5 4 13 2 3 3 8 21 0 0 0 21
○ Salt 증류기술 4 4 4 12 4 6 6 16 28 0 0 0 28

사용후금속연료 처리기술 
○ 전해정련 U/TRU 회수 0 0 0 3 3 6 8 8 8 12 12 48 54 54
○ Fission gas 제거 기술 0 0 0 0 3 3 3 5 5 19 19 19
○ Fission product 제거 기술 0 0 0 0 2 2 2 4 4 14 14 14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용해기술  2 2 3 4 4 11 13 0 0 0 13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기술 2 2 4 4 4 12 14 4 4 4 12 2 2 14 28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1 1 2 3 3 8 9 3 2 2 7 2 2 2 6 13 22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2 2 4 4 4 12 14 4 6 6 16 6 6 2 2 4 20 36 50
○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 0 0 0 6 4 4 14 4 4 4 8 8 28 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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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술
○ SF 특성 계량기술 2 2 2 6 2 2 2 6 12 2 1 3 0 3 15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기술 2 2 3 7 3 3 2 8 15 2 2 2 6 2 2 1 1 1 7 13 28

단위 공정별 Mock-up장치제작[～20kgHM/batch]및 운전기술
○ Mock-up 설계기술 2 2 2 6 2 2 8 0 0 0 8
○ Mock-up 제작 및 설치 기술 6 6 6 4 10 16 0 0 0 16
○ Mock-up 운전 및 공정 개량기술 0 6 8 14 14 0 0 0 14

엔지니어링 규모[100 kgHM/batch]     Integrate   Process  설계/운전기술 

○ 공정 설계기술 0 3 3 3 3 3 0 3 6
○ 공정 운전기술 0 0 0 20 25 20 65 0 65 65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batch] 4 4 1 9 6 6 6 18 27 25 20 20 65 30 30 95 122
○ 공학 규모 integrate active Test[100 kgHM/batch] 0 0 0 20 20 30 70 80 68 70 318 338 338
○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3 3 3 9 1 1 1 3 12 0 0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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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4 4 4 4 4 12 16 4 3 3 10 2 2 4 14 30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2 2 2 2 2 6 8 2 2 2 6 2 2 4 10 18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0 1 1 2 2 1 2 2 5 2 2 1 1 1 7 12 14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1 3 4 8 4 4 4 12 20 4 4 3 11 1 1 2 13 33
○ 핵물질 격납 감시 기술 3 3 3 9 0 9 0 0 0 9
○ 핵확산 저항성/안전조치성 평가 기술 2 2 2 6 2 2 8 0 0 0 8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개발 타당성 분석
○ PIPF 관련 예비 경제성 평가 2 1 3 0 3 0 0 0 3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의 설계요건 평가기술 0 0 0 1 1 0 1 1

○ PIPF 개념설계 0 0 0 14 14 28 0 28 28
○ PIPF 기본설계 0 0 0 0 12 12 24 24 24
○ PIPF 상세설계 0 0 0 0 12 18 18 48 48 48

계 75 82 103 260 103 107 111 321 581 112 115 126 353 120 126 123 127 131 627 980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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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Head-end 기술
○ SF 집합체 해체기술 4 4 4 12 4 10 10 24 36 15 15 15 45 15 15 10 10 10 60 105 141
○ SF Rod 절단 및 Slitting 기술 4 4 4 6 6 16 20 10 10 0 10 30
○ SF Pellet의 건식분말화 장치개발 기술 4 4 4 6 6 16 20 10 10 10 30 5 5 5 5 5 25 55 75
○ SF Rodcut 및 분말 포장기술 2 2 2 4 4 10 12 5 5 5 15 5 5 5 5 5 25 40 52
○ SFR SF의 Na Bond 제거기술 2 2 2 6 10 18 20 5 5 5 15 5 5 20 40
PWR SF 전해환원기술
○ PWR SF의 전해환원 특성평가 기술 8 8 8 24 5 5 5 15 39 0 0 0 39
○ 일체형 Cath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6 6 6 18 0 18 0 0 0 18
○ 모듈형 Anode 전극개발 및 평가기술 6 6 6 18 6 6 24 0 0 0 24
○ 고온 용융염 장치재료 개발기술  5 5 5 15 5 5 20 0 0 0 20
○ 금속전환 고성능 장치 개발 기술 0 6 10 15 31 31 0 0 0 31
SF금속 전해분리 기술
○ U회수 Electrorefining 8 8 8 24 8 8 32 0 0 0 32
○ TRU 회수 Electrorefining 전해기술 6 6 6 18 10 15 15 40 58 0 0 0 58
○ High-Throughput Electroref- ining장치제작 및 운전기술 2 4 2 8 5 10 15 30 38 15 15 10 40 0 4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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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사용후 용융염 처리기술
○ 폐용융염 이송 및 취급기술  6 6 4 16 2 2 18 0 0 0 18
○ 증발 복합용융염 및 휘발성 핵종의 포집기술 2 4 4 10 4 4 8 18 0 0 0 18
○ Actinide 회수기술 5 6 4 15 5 5 6 16 31 10 10 10 30 0 30 61
○ Cs/Sr 제거기술 6 6 6 18 6 5 5 16 34 5 5 0 5 39
○ 폐용융염 최적화기술 2 2 4 8 5 5 5 15 23 10 6 4 20 0 20 43
○ Waste Form 제조기술 8 8 8 24 10 10 12 32 56 0 0 0 56
○ Qualification Test 기술 4 6 6 16 6 4 4 14 30 3 3 3 9 0 9 39

연료물질 회수기술
○ Cd 증류기술 8 8 8 24 5 10 10 25 49 0 0 0 49
○ Salt 증류기술 8 8 8 24 10 10 15 35 59 0 0 0 59

사용후금속연료 처리기술 
○ 전해정련 U/TRU 회수 0 0 0 10 10 20 25 25 25 20 20 115 135 135
○ Fission gas 제거 기술 0 0 0 0 10 10 10 15 15 60 60 60
○ Fission product 제거 기술 0 0 0 0 6 6 6 10 10 38 38 38

금속핵연료 제조기술
○ 회수 핵연료물질 용해기술  4 4 6 6 8 20 24 0 0 0 24
○ 핵연료물질 조성제어 및 평가기술 2 2 4 6 6 16 18 10 10 10 30 4 4 34 52
○ 용융금속 Injection Casting 기술 5 5 5 10 10 25 30 10 6 6 22 8 8 8 24 46 76
○ 핵연료 집합체 설계기술 3 3 8 10 10 28 31 10 15 15 40 15 15 4 4 8 46 86 117
○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 0 0 0 15 10 10 35 10 10 10 20 20 70 1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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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SF 및 공정물질 화학분석기술
○ SF 특성 계량기술 4 4 4 12 4 4 4 12 24 5 2 7 0 7 31
○ SF 성분분석 및 균질시료 채취기술 4 4 4 12 4 4 4 12 24 5 5 5 15 5 5 3 3 3 19 34 58

단위 공정별 Mock-up장치제작[～20kgHM/batch]및 운전기술
○ Mock-up 설계기술 4 4 4 12 4 4 16 0 0 0 16
○ Mock-up 제작 및 설치 기술 15 15 20 15 35 50 0 0 0 50
○ Mock-up 운전 및 공정 개량기술 0 15 20 35 35 0 0 0 35

엔지니어링 규모[100 kgHM/batch]     Integrate   Process  설계/운전기술 
○ 공정 설계기술 0 6 6 6 8 8 0 8 14
○ 공정 운전기술 0 0 0 100 100 100 300 0 300 300
건식 공정 Active 실증 기술
○ 실험실 규모 active component 시험[10 kgHM/batch] 20 20 10 50 20 25 25 70 120 300 300 300 900 200 200 110

0
122
0

○ 공학 규모 integrate active Test[100 kgHM/batch] 0 0 0 200 200 300 22
0 220 220 220 118

0
138
0

138
0

○ 공정장치 핵임계 평가기술 5 6 6 17 2 2 2 6 23 0 0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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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원격 취급장치 설계 기술
○ 공정장치 원격운전 기술 4 4 6 6 6 18 22 10 8 8 26 6 6 12 38 60
○ 공정장치 원격 유지보수장비 설계 기술 4 4 4 5 5 14 18 5 5 5 15 6 6 12 27 45
○ 핫셀 및 공정장치 원격 제염장비 설계 기술 0 2 2 4 4 2 4 4 10 6 6 3 3 3 21 31 35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2 4 4 10 4 4 4 12 22 10 10 6 26 3 3 6 32 54
○ 핵물질 격납 감시 기술 5 6 6 17 0 17 0 0 0 17
○ 핵확산 저항성/안전조치성 평가 기술 4 4 4 12 4 4 16 0 0 0 16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개발 타당성 분석
○ PIPF 관련 예비 경제성 평가 4 2 6 0 6 0 0 0 6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 설계기술
○ PIPF(Pilot Integrated 
Pyroprocessing Facility)의 설계요건 평가기술 0 0 0 3 3 0 3 3

○ PIPF 개념설계 0 0 0 30 30 60 0 60 60
○ PIPF 기본설계 0 0 0 0 20 20 40 40 40
○ PIPF 상세설계 0 0 0 0 20 40 40 100 100 100

계 142 157 190 489 209 239 255 703 1192 581 584 771 1936 654 365 329 355 359 2062 3998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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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세부 기획
1. 사업목표

1.1 최종 목표
○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설계 및 수소생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수행중인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2020년까지: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 목표) 
활용

1.2 세부추진목표
○ 초고온가스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로 건설

- 초고온가스로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 수소생산실증로 건설 및 운전실증
- 수소제조시설과 원자로의 연계장치개발 및 실증
- 원자력수소생산용 원자로 및 수소플랜트 상용화기술 및 설계확보
- 피복입자핵연료기술 실용화 및 제조

○ 열화학 수소제조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시설 건설
- 열화학 물분해 수소제조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 열화학 수소제조 실증시설 건설 및 운전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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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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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목표
Gen-IV 단

계
국내개발

단계 연도 단계별 목표

Viability
Phase

1 2004～2005
▹수소생산원자로 노형선정 및 용량결정
▹수소생산원자로 예비개념설계 완료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열화학수소제조 요소기술 개발

2 2006～2008
▹개념설계 완료
▹핵심기술 개발
▹설계해석체계 개발

Performance 
Phase

3 2009～2011
▹기본설계 완료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설계해석체계 인.허가
▹건설부지획득
▹열화학실증 실험완료

4 2012～2016

▹상세설계완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건설허가 획득
▹수소생산실증로 건설
▹운전허가 획득
▹핵심기술 실증완료
▹피복입자핵연료 기술실용화
▹장전용 피복입자핵연료 제조

n/a 5 2017～2019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완료
▹상용화 기술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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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및 범위

3.1 연구 대상기술 및 제품의 범위

3.1.1 연구 대상기술
□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기술은 원자로설계기술, 핵연료제조기술, 장치기술, 

재료기술, 수소제조기술, 폐기물처리기술, 계측제어기술의 종합기술이다.

그림 12. 수소생산용 VHTR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 VHTR의 원자로설계기술은 세라믹피복입자로 구성된 흑연 연료구 (Pebble) 또는 흑
연 연료 집합체 (Prism)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며, 헬륨을 냉
각재로 사용하는 노심에 대해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능해석, 여하한 사고에서
도 방사능물질이 원자로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해석 등의 기술을 대
상으로 함.

○ VHTR의 핵연료제조기술은 0.8 mm 크기의 구형 핵연료커넬의 제조 기술, 핵연료 수
명기간동안 핵분열생성물을 포획할 수 있는 탄소피복코팅 기술, 핵분열생성물의 누
설을 차단할 수 있는 SiC 또는 ZrC의 피막 코팅기술, 일부 누설된 금속성 핵분열생성
물을 포획할 수 있는 초열탄소피막기술을 대상으로 함. 또한 이러한 피복핵연료입자
를 연료구 (Pebble) 또는 집합체 (Prism)의 형태로 성형가공하는 기술과 원자로심내
에서 수명기간동안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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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기술은 900℃의 고열을 이용하여 물을 열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기술과 생산된 수소에 포함될 수 있는 방사능물질의 제거기술을 대상으로 함.

○ 재료기술은 1,000℃ 이상의 노심환경에서 원자로수명 기간의 중성자 피폭을 견디는 
흑연재료의 개발 및 선정, 평가기술과 650℃ 이상의 헬륨분위기에서 수명기간 동안 
견디는 압력용기재료의 개발 및 선정, 평가기술, 1,000℃ 이상의 고온분위기에서 견
디는 금속 또는 세라믹재료에 대한 기술을 대상으로 함.

○ 폐기물처리기술은 사용후 핵연료 또는 폐로후 감속재 흑연의 방사능을 자연에서 격
리시키는 기술을 대상으로 함.

○ 장치기술은 VHTR과 수소제조시설 간의 열전달을 위한 헬륨-헬륨 열교환기, 가스덕
트, 핵연료 재장전장치 등의 주요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및 검증기술을 대상으로 함.

○ 계측제어 기술은 VHTR과 수소제조시설의 계측제어 기술을 대상으로 함.

3.1.2 핵심기술/기반기술/관련기술 범위
□ VHTR의 설계를 위한 핵심기술을 원자로설계기술, 핵연료제조기술, 수소제조기

술, 재료기술로 한정하였다.
  • 장치기술과 계측제어기술은 외국의 관련연구와 타 산업분야에서 개발되는 기

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VHTR의 핵연료 폐기물처리는 후처리없이 직접매장을 고려하므로 실증로 건설

착수시점부터 연구에 착수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기타 폐기물은 공통 기
술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다.

○ VHTR의 원자로설계기술
- 최악의 사고에서도 방사능물질이 원자로 건물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함. 밀폐형 

격납용기를 채택하지 않을 때는 필터개발필요.
- 냉각재상실사고, 제어봉인출사고에 대한 안전입증 및 해석코드 검증.
- 핵설계, 열수력 등 노심 해석용 전산코드의 개발 및 검증
- 각종 노심 사고해석 전산코드의 개발 및 검증
- 사고시 유입 공기-흑연반응 개발 및 전산코드의 개발, 검증
- 종합안전성 향상 및 방사능 피복선량 예측을 위한 PRA
- 중간열교환기를 통한 수소, 삼중수소의 누설안전성
- 수소제조공정의 열적천이에 의한 노심 영향 및 안전성 분석
-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수소제조 공정 및 원자로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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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폭발, 미사일 폭격 등에 대한 안전해석
- 상기 각종 사고해석용 전산코드의 개발 및 검증
- 수소경제성 모형 및 전산코드 개발

○ VHTR의 핵연료제조기술
- 피복핵연료입자의 운전온도를 950～1,100℃, 사고시 내구온도를 1,600℃ 이상으

로 높이다.
- 피복핵연료입자의 최고연소도를 150～200 GWD/MTU로 높이다.
- SiC 및 ZrC 피복핵연료의 제조기술 및 노심내 조건에서의 성능검증.
- 피복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거동 개발 및 분석
- 탄소피막에 대한 산화부식 및 파손모형 개발 및 분석
- 대량 생산을 위한 품질보증

○ 수소제조기술
- 열화학 물분해 공정의 공장규모 실증
- 원자로 결합 공정 기술
- 생산된 수소의 방사능불순물 제거 기술
- 인화성 기체 연소, 폭발, 압력파, 해석 모형 및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 재료기술
- 노심온도 950～1,100℃와 중성자피폭량 25 dpa이상에 견디는 흑연재료의 특성

시험 및 성능평가
- 950～1,100℃의 헬륨환경에 견디는 금속재료 및 세라믹스재료의 특성시험 및 성

능평가
- 650℃와 중성자피폭에 견디는 압력용기재료의 특성시험 및 평가

○ 폐기물처리기술
- 피복핵연료의 직접매장시 환경영향 시험
- 감속재 흑연의 재활용 및 처분 기술

○ 장치기술
- 피동형 압력용기잔열제거 계통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
- 연속재장전장치(Pebble 형) 또는 핵연료교환장치(Prism 형)
- 헬륨 순환기, 중간순환계통, 중간열교환기, 격리밸브, 열충격흡수계통 등의 설계, 

제작, 시험
○ 계측제어 기술

- 다중 모듈의 계측 및 분산제어 계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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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계별 연구내용
첨부한 원자력수소 Tech. Tree에 근거하여, Gen-IV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국내자

체 개발내용과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 내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각 분야구분
은 현제 진행 중인 Gen-IV 국제공동연구의 5 개 PMB (Project Management Board) 
즉, 설계 및 안전성 (Design and Safety) PMB, 핵연료 및 핵주기 (Fuel and Fuel 
Cycle) PMB, 재료 및 기기 (Material and Component ) PMB, 수소제조 (Hydrogen 
Production) PMB, 이차계통 및 터빈장치 (BOP and Turbomachinery) PMB로 구분하였
으며 우리나라가 참여 예정인 앞의 4개 PMB에 대한 요약하였다.

3.2.1 설계 및 안전성 PMB
단계 (연도) 내 용

 V 단계 (2004～
2009)

[국제공동연구 참여]
- 원자력수소 노형 평가
- 위험도정보 평가기술 개발
-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초과 사고해석
- Air-Ingress 모델 개발 및 검증
- 고온가스로 열수력모델 개발
- 안전기준 설정 및 관련 실험
- 원자력수소계통 예비 위험도 평가
- 위험도기반 물리적 방호계통 설계
- 핵자료 Library 구축
- 다차원 유동분포 실험 및 CFD 코드 검증
- 핵설계 코드 검증
- 원자로계통 핵분열생성물 수송 모델 개발
- 계통 사고해석코드 검증
- 전력계통 과도해석코드 검증
[국내자체개발]
- 원자력수소계통 개념설계
- 고유 핵/노심설계 모델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
- 고유 안전/성능해석 모델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
- 고유 전산유체해석 모델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
- 예비 안전/성능해석 방법론 개발
- 개념설계 핵설계
- 고온가스로 고전환 토륨핵연료 주기 개발
- 개념설계 열수력 계통설계 해석
- 개념설계 안전/성능해석
- 개념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노심 계통 개념설계
- 보호/제어계통 개념설계
- 유체계통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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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도) 내 용

 
 P 단계 (2010～

2015)

[국제공동연구 참여]
- 초임계 CO2 전력계통 성능평가
- 개념설계 인.허가성 평가
- 고온가스로 열수력모델 개발
-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코드 개발
- 원자로계통 핵분열생성물 수송 모델 개발 및 검증
- 환경영향평가 모델 개발
- 원자력수소 계통 경제성 평가
[국내자체개발]
- 원자력수소계통 기본설계
- 고유 핵/노심설계 모델 개선 및 해석체계 구축
- 고유 사고해석 모델 개선 및 해석체계 구축
- 고유 전산유체해석 모델 개선 및 해석체계 구축
- 핵설계 해석체계 인.허가
- 안전/성능 해석체계 인.허가
- 안전/성능해석 방법론 인.허가
- 기본설계 핵설계
- 기본설계 열수력 계통설계 해석
- 기본설계 안전/성능해석
- 기본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노심 계통 기본설계
- 보호/제어계통 기본설계
- 유체계통 기본설계
- 개념설계 인.허가
- 원자력수소계통 상세설계
- 상세설계 핵설계
- 상세설계 열수력 계통설계 해석
- 상세설계 안전/성능해석
- 상세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노심 계통 상세설계
- 보호/제어계통 상세설계
- 유체계통 상세설계
- Tech. Spec. 개발
- 정상/비정상/비상운전절차서
- 기본설계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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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핵연료 및 핵주기 PMB

단계 (연도) 내 용

 V 단계 (200
4～2009)

[국제공동연구 참여]
- SiC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공정 개선 및 특성 개량
- ZrC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특성평가 및 분석 기술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시험 
- 피복입자핵연료 예비 개념설계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국내자체개발]
- Kernel 제조 요소기술 개발
- Kernel 특성분석 기술 개발
- PyC 및 SiC 피복층 코팅기술 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하나로 조사장치 및 조사시험기술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 조사핵연료 가열시험 및 분석

 P 단계 (201
0～2015)

[국제공동연구 참여]
- 피복입자핵연료 개념설계
-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후 시험/분석
- 피복입자핵연료 안전성 시험
[국내자체개발]
- 고성능 대체 피복소재 개발
- 구형 핵연료 집합체 제조기술 개발
- 하나로 조사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후시험/분석
- 조사핵연료 과도시험 및 분석
- 제조 시험시설 및 실용화시설 구축
- 제조 실용화 및 QA/QC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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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재료 및 기기 PMB
단계 (연도) 내 용

 V 단계 
(2004-2009)

[국제공동연구 참여]
- 노내구조물 및 고온배관용 내열합금 특성평가
- 원자로용기용 고크롬강 특성평가
- 노심구조용 고온 세라믹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
- 흑연 coke source qualification test (reference graphite: 

H-451, HLM: dimensional change, electrical resistivity, 
elastic shear modulus, poissons's ratio, sonic 
attenuat-ion, strength, CTE)

- 흑연 조사전.후 고온 thermo-mechanical property 시험. 
 자료확보 및 관련 해석. 평가(온도효과, 조사효과, 산화효
과)

- 흑연부식자료(H2O ingress, coolant impurity) 및 흑연부품 
부식평가코드 검증

- 흑연 파괴 및 비파괴시험 (구매 품질검사시험)
[국내자체개발]
- 노내구조물 및 고온배관용 내열합금 특성평가
- 원자로용기용 고크롬강 특성평가
- 노심구조용 고온 세라믹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
- 가속기이용 흑연 조사시험

 P 단계 
(2007-2015)

[국제공동연구 참여]
- 헬륨냉각재 양립성 평가
- 노내성능 평가
- 재료물성 DB 구축 및 재료규격 도출
- 흑연 조사전.후 고온 thermo-mechanical property 시험. 

 자료확보 및 관련 해석. 평가(온도효과, 조사효과, 산화효
과). 

 ㆍ Probablistic stress criteria 개발을 위한 Irradiation- 
induced dimensional change 시험 및 평가

  ㆍ Probablistic design criteria 개발을 위한 Irradiation- 
induced creep 시험 및 평가

  ㆍ 안전설계기준 개발을 위한 Fracture mechanics 시험 및 
평가

- 가상사고해석코드 검증, CO combution model 평가, 산화 
 에 따른 강도저하 평가, 질량감소율평가, 가연기체생성평가
를 위한 oxidation 시험 및 평가

[국내자체개발]
- 노내구조물 및 고온배관용 내열합금 특성평가
- 원자로용기용 고크롬강 특성평가
- 노심구조용 고온 세라믹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
- 가속기이용 흑연 조사시험



- 200 -

3.2.4 수소제조 PMB
단계 (연도) 내 용

V 단계
(2004～2009)

[국제공동연구 참여]
- IS공정의 설계요건  
- 열역학 데이타 베이스 구축
- 단위 반응속도 산출
- 트리튬 안전 기술
- 대규모의 연속공정 실험
- 열에너지 최적화 실험
- 내식성 재료기술 장기 실험 
- 수소 안전 및 인허가 기술
[국내자체개발]
- IS공정의 물질 및 에너지 수지 산출  
- 열역학 데이타 베이스 이용
- 단위 반응속도 측정
- 트리튬 안전 실험

P 단계
(2010～2015) 

[국제공동연구 참여]
- 대규모의 연속공정 실험
- 열에너지 최적화 실험
- 수소 안전 및 인허가 기술
[국내자체개발]
- 실험실 규모의 핵심공정 실험
- 열에너지 최적화 연구
- 수소 안전 실험 및 국내 인허가 기술
- 내식성 재료 거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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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개발 추진일정
□ 관련 연구개발은 Gen-IV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되는 부분만 각 PMB 별로 표시하였다.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System Design and Safety PMB
1.1 Design and Safety Studies
1.1.1 Design Studies
- Compare Prismatic Reactor and Pebble Reactor for Hydrogen Production
- Develop Risk Informed Design Framework for VHTR
- Performance Evaluation of Supercritical CO2 Power Cycle for Application to VHTR
- Development of VHTR System Parameter Analysis Code for Hydrogen Production
1.1.2 Safety Studies
- Analyze for Design Basis Accidents and Beyond DBAs
- Develop Air Ingress Model
- Evaluate the Licensability of the Conceptual Design (Domestic)
- Develop Thermal-Hydraulic Models for VHTR
- Establish of Safety Criteria and Related Experiments
- Multi-dimensional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Pebbl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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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Perform Preliminary Risk Assessment of VHTR and Hydrogen Facility for the Design Optimization
- Develop Risk Based Physical Protection System
- Determin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Circuits
- Develop Environmental Effect Model
1.1.3 Economics
- Analyze Economics of Hydrogen Production using a VHTR
1.2 Computational Tools
- Organize Cross Section Library for VHTR Physics
- Develop Pebble Flow Model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for Pebble VHTR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for Prismatic VHTR
- Develop Best Estimate Thermal-Hydraulic System Analysis Code for VHTR
- Validation of CFD Code
- Validation of Nuclear Design Code
- Validation of System Thermal-Hydraulic code
Fuel and Fuel Cycle PMB
2.1 TRISO fu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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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1 TRISO fuel fabrication technology
- Develop and optimize kernel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for coated fuel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technology and QA/QC technology  of coated particle fuel
- Build-up and assess in-pile/out-pile material database on 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 Improve Si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2.1.2 UO2/SiC and UCO/SiC fuel qualification
- Develop fuel irradiation test device for HANARO
- Perform irradiation test of Si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2.1.3 UO2/SiC and UCO/SiC Safety Testing and PIE
- Develop a heating test facility
- Perform high-temperature heating tests of irradiated fuel
2.2 Advanced fuel development for the VHTR
2.2.1 Advanced fuel supply
- Develop high performance coating material (e.g., ZrC) for  TRISO-coated particl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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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s.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and QA/QC technology of   ZrC-coated particle fuel
- Develop Zr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 Build-up and assess in-pile/out-pile material database on ZrC-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2.2.3 Advanced fuel qualification (UO2,UCO/ZrC)
- Perform irradiation tests and PIE of Zr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2.2.4 Safety testing and PIE (UO2,UCO/ZrC)
- Perform heating test of irradiated fuel at hot cell
2.3 Fuel performance Modelling
- Develop the code to analyz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the fuel and  fuel performance analysis.
- Optimize fuel design for ultra high burn-up and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Materials and Components PMB
3.1 Materials
- Reactor Pressure Vessel
- RPV Internals Metallic Materials, Hot Duct, and I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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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_ Graphite and Structural Composites
3.2 Components
- Reactor Pressure Vessel
3.3 Test Facilities
- Generic Technology and Analytical Test Benches
- Irradiation Test Facilities
3.4 Development of Analytical Codes and Methods
Hydrogen Production PMB
4.1 S/I cycle 
- Process system evaluation
- Lab. scale test and optimization
- Pilot scale experiments
- Demonstration scale experiments 
4.2 HTES cycle evaluation
4.3 Assessment of alternative thermo-chemical cycles
4.4 System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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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체계

4.1 추진전략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의 핵심기술확보를 중점목표로 추진

함.
○ 원자로운전에 필요한 피복핵연료의 국내 제조 능력을 확보함.
○ GIF VHTR 참여국과 적극 협력하여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함. (GIF 불참

국인 중국과는 한․중협력 이용)
○ 기술격차해소를 위한 과제는 국내에서 수행함.
○ IAEA의 가스냉각로프로젝트, OECD의 원자력수소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현

안과 첨단 기술정보를 획득함.
○ 국내 수소관련 연구소와 협력하여 고온가스냉각로에 적합한 수소생산 공정을 개발함.
○ 장기간 프로젝트이므로 대학에 기초연구를 위탁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함.
○ 실증시설 건설을 위해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2020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2011년까지 실증연구로 설계기술 확보, 2016년까지 원

자력수소생산실증연구 원자로건설.

4.2 추진체계

그림 13.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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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자원 및 연구자원 배분
5.1 소요 인력

(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System Design & Safety PMB
1.1 Design and Safety Studies
1.1.1 Design Studies
- Compare Prismatic Reactor and Pebble Reactor for Hydrogen Production 2 2 2 6 6 6
-Develop Risk Informed Design Framework for VHTR 0.5 0.5 0.5 1.5 1.5 1.5
- Performance Evaluation of Supercritical CO2 Power Cycle for Application to VHTR 1 1 1 3 1 1 2 5 5
-Development of VHTR System Parameter Analysis Code for Hydrogen Production 1.5 1.5 1.5 4.5 1.5 1.5 6 6
1.1.2 Safety Studies
- Analyze for Design Basis Accidents and Beyond DBAs 3 3 3 9 9 9
- Develop Air Ingress Model 1 1 1 3 1 4 4
-Evaluate the Licensability of the Conceptual Design (Domestic) 2 2 2 6 6 2 2 2 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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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Develop Thermal-Hydraulic Models for VHTR 1 1 1 3 1 1 1 2 6 1 1 1 7
- Establish of Safety Criteria and Related Experiments 1 1 1 3 1 1 2 5 5
-Multi-dimensional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Pebble Core 1 1 1 3 1 1 4 4
- Perform Preliminary Risk Assessment of VHTR and Hydrogen Facility for the Design Optimization

3 3 3 9 3 3 3 9 18 18

- Develop Risk Based Physical Protection System 1.5 1.5 1.5 4.5 4.5 4.5
- Determin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Circuits 1 1 1 1 1 3 4 1 1 1 5
- Develop Environmental Effect Model 1 1 2 2 1 1 1 3
1.1.3 Economics
- Analyze Economics of Hydrogen Production using a VHTR 1 1 2 2 1 1 1 3
1.2 Computational Tools
- Organize Cross Section Library for VHTR Physics 1 1 1 3 1 1 4 4
- Develop Pebble Flow Model 0.6 0.6 1.2 1.2 1.2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for Pebble VHTR 1.5 1.5 1.5 4.5 1.5 1.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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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for Prismatic VHTR 1.5 1.5 1.5 4.5 1.5 1.5 6 6
- Develop Best Estimate Thermal-Hydraulic System Analysis Code for VHTR 2 2 2 6 2 2 2 6 12 2 2 14
- Validation of CFD Code 1 1 1 3 1 1 2 2 5
- Validation of Nuclear Design Code 1 1 1 3 1 1 2 2 5
- Validation of System Thermal-Hydraulic code 1 1 1 3 1 1 1 1 3 1 1 7
 Design and Safety  합 계 23.6 23.6 24.0 71.2 22.0 16.5 13.5 52.0 123.2 10 3 3 16 1 1 2 18 141.2
Fuel and Fuel Cycle
2.1 TRISO fuel development
2.1.1 TRISO fuel fabrication     technology
- Develop and optimize kernel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for coated fuel 3.0 5.0 7.0 15.0 3.0 3.0 18.0 18.0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 2.0 2.0 2.0 3.0 3.0 8.0 10.0 10.0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technology and QA/QC   technology of coated particle fue 10.0 10.0 20.0 15.0 15.0 20.0 20.0 70.0 9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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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Build-up and assess in-pile/out-pile   material database on 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2.0 3.0 3.0 8.0 5.0 5.0 13.0 13.0

- Improve Si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2.0 2.0 3.0 7.0 3.0 3.0 10.0 10.0
2.1.2 UO2/SiC and UCO/SiC      fuel qualification
- Develop fuel irradiation test device for HANARO 1.0 1.0 2.0 2.0 2.0 4.0 4.0
- Perform irradiation test of Si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1.0 1.0 2.0 2.0 2.0 2.0 4.0 4.0 6.0
2.1.3 UO2/SiC and UCO/SiC      Safety Testing and PIE
- Develop a heating test facility 1.0 1.0 2.0 2.0 2.0
- Perform high-temperature heating   tests of irradiated fuel 2.0 2.0 2.0 6.0 6.0 2.0 2.0 2.0 6.0 6.0 12.0
2.2 Advanced fuel development for the VHTR
2.2.1 Advanced fuel supply
- Develop high performance coating material (e.g., ZrC) for  TRISO-coated particle fuel 1.0 1.0 2.0 2.0 2.0 2.0 6.0 8.0 2.0 2.0 3.0 7.0 5.0 5.0 12.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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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s. 1.0 1.0 1.0 1.0 1.0 3.0 4.0 2.0 2.0 2.0 6.0 3.0 3.0 6.0 12.0 16.0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and QA/QC technology of ZrC-coated particle fuel 2.0 2.0 2.0 2.0 2.0 2.0 6.0 3.0 3.0 6.0 12.0 14.0
- Develop Zr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1.0 1.0 1.0 3.0 3.0 3.0 6.0 6.0
- Build-up and assess in-pile/ out-pile material database on ZrC-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1.0 1.0 2.0 2.0 2.0 4.0 3.0 3.0 3.0 7.0

2.2.3 Advanced fuel  qualification (UO2, UCO/ZrC)
- Perform irradiation tests and PIE of Zr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1.0 1.0 1.0 3.0 3.0 2.0 2.0 3.0 7.0 7.0 10.0
2.2.4 Safety testing and PIE   (UO2,UCO/ZrC)
- Perform heating test of irradiated fuel at hot cell 2.0 2.0 2.0 2.0 2.0 2.0 6.0 3.0 3.0 9.0 11.0
2.3 Fuel performance Modelling
-  Develop the code to analyz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the   fuel and fuel performance analysis. 2.0 2.0 3.0 7.0 3.0 3.0 3.0 9.0 16.0 3.0 3.0 3.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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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Optimize fuel design for ultra high     burn-up and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2.0 2.0 2.0 3.0 3.0 3.0 9.0 3.0 3.0 6.0 15.0 17.0

Fuel & Fuel Cycle계 10 17 24 51 29 13 19 61 112 23 27 27 77 32 24 20 20 - 96 173 285
Materials and Components PMB

3.1 Materials 6
- Reactor Pressure Vessel 0.3 2 2 4.3 2 2 2 6 10.3  10.3
- RPV Internals Metallic Materials, Hot Duct, and IHX 0.3 2 2 4.3 2 2 2 6 10.3 10.3
- Graphite and Structural Composites 1 3 3 7 3 3 3 9 6 6
3.2 Components

- Reactor Pressure Vessel 1 1 2 1 1 1 3 0 2 2 2 6 6 6
3.3 Test Facilities

- Generic Technology and Analytical Test Benches 1 2 3 2 2 2 6 9 2 2 2 6 6 15
- Irradiation Test Facilities 0.5 0.5 1 1 1 1 3 4 2 2 2 6 6 10
3.4 Development of Analytical 
Codes and Methods

1 1 2 1 1 1 3 5 1 1 1 3 1 1 1 1 1 5 8 13
Material & Component 계 1.6 10.5 11.5 24.6 12 12 12 39 63.6 7 7 7 21 1 1 1 1 1 5 26 89.6

Hydrogen Production PMB
4.1 S/I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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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Y)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Process system evaluation 4.0 6.0 10.0 10.0 10.0
- Lab. scale test and optimization 14.5 32.0 21.5 68 14.5 14.5 82.5 82.5
- Pilot scale experiments 16.5 16.5 23.5 38.0 39.0 100.

5 117.0 20 20 40.0 40.0 157.0
- Demonstration scale experiments 22 22 42 86 42 42 42 42 42 210 296 296
4.2 HTES cycle evaluation 0.5 1.5 2.5 4.5 2.5 3.0 3.0 8.5 13.0 13.0
4.3 Assessment of alternative  

thermo-chemical cycles 0.5 0.5 0.5 1.5 0.5 0.5 2.0 2.0
4.4 System Analysis and  

Evaluation 1.0 1.0 1.0 3.0 1.0 1.0 2.0 5.0 5.0

 Hydrogen Production 계 20.5 41.0 42.0 103.5 42.0 42.0 42.0 126 229.5 42 42 42 126 42 42 42 42 42 210 336 565.5
합  계 55.7 92 102 250 105 84 87 278 528 82 79 79 240 76 68 63 63 43 313 553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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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요 예산
(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System Design & Safety PMB
1.1 Design and Safety Studies
1.1.1 Design Studies
- Compare Prismatic Reactor and Pebble Reactor for Hydrogen Production 2.6 2.6 2.6 7.8 7.8 7.8
- Develop Risk Informed Design Framework for VHTR 0.65 0.65 0.65 1.95 1.95 1.95
- Performance Evaluation of Supercritical CO2 Power Cycle for Application to VHTR 1.3 1.3 1.3 3.9 1.3 1.3 2.6 6.5 6.5
- Development of VHTR System Parameter Analysis Code for Hydrogen Production 1.95 1.95 1.95 5.85 1.95 1.95 7.8 7.8
1.1.2 Safety Studies
- Analyze for Design Basis Accidents and Beyond DBAs 3.9 3.9 3.9 11.7 11.7 11.7
- Develop Air Ingress Model 1.3 1.3 1.3 3.9 1.3 1.3 5.2 5.2
- Evaluate the Licensability of the Conceptual Design (Domestic) 2.6 2.6 2.6 7.8 7.8 2.6 2.6 2.6 7.8 7.8 15.6
- Develop Thermal-Hydraulic Models for VHTR 1.3 1.3 1.3 3.9 1.3 1.3 1.3 3.9 7.8 1.3 1.3 1.3 9.1
- Establish of Safety Criteria and Related Experiments 1.3 1.3 1.3 3.9 1.3 1.3 2.6 6.5 6.5



- 215 -

(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Multi-dimensional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Pebble Core 1.3 1.3 1.3 3.9 1.3 1.3 5.2 5.2
- Perform Preliminary Risk Assessment of VHTR and Hydrogen Facility for the Design Optimization

3.9 3.9 3.9 11.7 3.9 3.9 3.9 11.7 23.4 23.4

- Develop Risk Based Physical Protection System 1.95 1.95 1.95 5.85 5.85 5.85
- Determin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Circuits 1.3 1.3 1.3 1.3 1.3 3.9 5.2 1.3 1.3 1.3 6.5
- Develop Environmental Effect Model 1.3 1.3 2.6 2.6 1.3 1.3 1.3 3.9
1.1.3 Economics

- Analyze Economics of Hydrogen Production using a VHTR 1.3 1.3 2.6 2.6 1.3 1.3 1.3 3.9
1.2 Computational Tools

- Organize Cross Section Library for VHTR Physics 1.3 1.3 1.3 3.9 1.3 1.3 5.2 5.2
- Develop Pebble Flow Model 0.78 0.78 1.56 1.56 1.56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for Pebble VHTR 1.95 1.95 1.95 5.85 1.95 1.95 7.8 7.8
- Develop Advanced Core Analysis Computer Code for Prismatic VHTR 1.95 1.95 1.95 5.85 1.95 1.95 7.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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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Develop Best Estimate Thermal- Hydraulic System Analysis Code for VHTR 2.6 2.6 2.6 7.8 2.6 2.6 2.6 7.8 15.6 2.6 2.6 2.6 18.2
- Validation of CFD Code 1.3 1.3 1.3 3.9 1.3 1.3 2.6 6.8 6.8
- Validation of Nuclear Design Code 1.3 1.3 1.3 3.9 1.3 1.3 2.6 6.8 6.8
- Validation of System Thermal-Hydraulic code 1.3 1.3 1.3 3.9 1.3 1.3 1.3 3.9 7.8 1.3 1.3 1.3 9.1
 Design and Safety PMB 계 30.7 30.7 31.2 92.6 28.6 21.5 17.6 67.6 160.

2 13 3.9 3.9 20.8 1.3 1.3 2.6 23.4 183.6
 Fuel and Fuel Cycle PMB
2.1. TRISO fuel development
2.1.1. TRISO fuel fabrication     technology
  - Develop and optimize kernel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for coated fuel 10.0 12.0 15.0 37.0 10.0 10.0 47.0 47.0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 5.0 5.0 5.0 7.0 7.0 19.0 24.0 24.0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technology and QA/QC   technology of coated particle fue 20.0 20.0 40.0 40.0 40.0 50.0 50.0 180 220 220
- Build-up and assess in-pile/out-pile material database on 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6.0 8.0 8.0 22.0 12.0 12.0 34.0 34.0



- 217 -

(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Improve Si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6.0 6.0 8.0 20.0 8.0 8.0 28.0 28.0
2.1.2. UO2/SiC and UCO/SiC      fuel qualification
- Develop fuel irradiation test device  for HANARO 5.0 5.0 10.0 8.0 8.0 18.0 18.0
- Perform irradiation test of Si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4.0 4.0 8.0 8.0 7.0 7.0 14.0 14.0 22.0
2.1.3. UO2/SiC and UCO/SiC      Safety Testing and PIE
- Develop a heating test facility 6.0 6.0 12.0 12.0 12.0
- Perform high-temperature heating  tests of irradiated fuel 8.0 8.0 8.0 24.0 24.0 8.0 8.0 8.0 24.0 24.0 48.0
2.2. Advanced fuel development for the VHTR
2.2.1. Advanced fuel supply
- Develop high performance coating   material (e.g., ZrC) for  TRISO-   coated particle fuel 4.0 4.0 8.0 4.0 4.0 4.0 12.0 20.0 6.0 6.0 6.0 18.0 6.0 6.0 24.0 44.0
- Develop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elements. 3.0 3.0 4.0 3.0 3.0 10.0 13.0 4.0 4.0 4.0 12.0 6.0 6.0 12.0 24.0 37.0
- Develop commercial-scale   fabrication and QA/QC technology of ZrC-coated particle fuel 5.0 5.0 5.0 8.0 8.0 8.0 24.0 8.0 8.0 16.0 40.0 45.0
- Develop ZrC-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4.0 4.0 4.0 12.0 8.0 8.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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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Build-up and assess in-pile/out-pile material database on ZrC-coated  particle fuel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3.0 3.0 6.0 5.0 5.0 11.0 8.0 8.0 8.0 19.0

2.2.3. Advanced fuel qualification(UO2,UCO/ZrC)
- Perform irradiation tests and PIE of ZrC-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4.0 4.0 4.0 12.0 12.0 6.0 6.0 7.0 19.0 19.0 31.0
2.2.4. Safety testing and PIE      (UO2,UCO/ZrC)
-  Perform heating test of irradiated fuel at hot cell 6.0 6.0 6.0 6.0 8.0 8.0 22.0 8.0 8.0 30.0 36.0
2.3. Fuel performance     Modelling
-  Develop the code to analyz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the   fuel and fuel performance analysis. 5.0 5.0 6.0 16.0 6.0 6.0 6.0 18.0 34.0 8.0 8.0 8.0 42.0
 - Optimize fuel design for ultra high  burn-up and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5.0 5.0 5.0 6.0 6.0 6.0 18.0 8.0 8.0 16.0 34.0 39.0

Fuel and Fuel Cycle 계 31 53 67 151 82 36 52 170 321 67 73 67 207 76 62 50 50 - 238 445 766
Materials and Components PMB

3.1. Materials
- Reactor Pressure Vessel 0.6 4 3 7.6 3 3 3 9 16.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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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RPV Internals Metallic Materials, Hot Duct, and IHX 0.6 4 3 7.6 3 3 3 9 16.6 16.6
- Graphite and Structural Composites 2 6 5 13 5 5 5 15 28 28
3.2 Components
- Reactor Pressure Vessel 2 2 4 2 2 2 6 0 4 4 4 12 12 24
3.3 Test Facilities
- Generic Technology and Analytical Test Benches 1.5 4 5.5 3.5 3 2.6 9.1 14.6 4 4 4 12 12 26.6
- Irradiation Test Facilities 1 1 2 2 2 1.3 5.3 7.3 4 4 4 12 12 19.3
3.4 Development of Analytical Codes and Methods 1.3 1.3 2.6 1.3 1.3 1.3 3.9 6.5 1.3 1.3 1.3 3.9 1.3 1.3 1.3 1.3 1.3 6.5 10.4 16.9

Material & Component 계 3.2 19.8 19.3 42.3 19.8 19.8 18.2 57.3 99.6 13.3 13.3 13.3 39.9 1.3 1.3 1.3 1.3 1.3 6.5 46.4 146
Hydrogen Production PMB
4.1 S/I cycle
- Process system evaluation 1.0 2.5 3.5 3.5 3.5
- Lab. scale test and optimization 19.0 80.0 60.0 159 31.5 31.5 190.

5 190.5

- Pilot scale experiments 21.0 21 30.0 100 100 230 251 90.0 90.0 180 180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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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 구 내 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소계

- Demonstration scale experiments 50.0 65.0 350 465 350 350 290 120 120 1230 1695 1695
4.2 HTES cycle evaluation 1.0 2.0 6.0 9 4.0 4.0 8 17.0 17.0
4.3 Assessment of alternative 
        thermo-chemical cycles 2.0 1.0 1.0 4.0 1.0 1.0 5.0 5.0
4.4 System Analysis and 
       Evaluation 1.5 1.5 2.0 5 1.5 1.5 3.0 8.0 8.0

Hydrogen Production 계 24.5 87.0 90.0 201.5 68.0 105.5 100 273.
5 475 140 155 350 645 350 350 290 120 120 1230 1875 2350

합 계 89.4 191 207 487 198 182 188 568 1056 233 245 434 912 429 415 341 171 121 1477 2390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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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기사항
     ○ Gen-IV 공동연구는 요소개발이 협력의 중심이며 참여하는 각국은 이와 연계하
여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개발을 병행함.
     ○ 우리나라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과제로 실증플랜트시설의 국내 건설을 추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에 NGNP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이미 고온가스실험로 
HTTR을 보유고 있으며 수소생산도 HTTR에 연결하여 실증할 예정임.
     ○ 상업화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설계도구개발은 Gen-IV 공동연구의 대상이 
아니나 개발된 설계도구의 상호 비교 검증은 공동연구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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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초임계압수냉각로 시스템 세부 기획
1. 사업목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앞으로 수행될 SCWR 설계개

발의 기반을 조성함.

2. 단계별 목표

단 계 목        표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 SCWR 핵심기술 확보
- Square lattice 노심개념연구(고체 및 액체 감속재)
- 노심열수력 해석방법론 정립: MATRA 활용
- 핵연료 개념 연구 
- 초임계압 열전달 자료 확보: CO2, 10 MPa
- SCWR 핵심기술 실증: LOCA 및 핵연료 건전성 실증실험
- 안전해석 방법론 정립: TASS/SCWR 또는 MARS 기초 
- 유체계통 및 기계구조 예비 개념 연구
- SCWR 피복재 및 노심부품 추천 소재의 설계 요구 특성

치 확보 및 제공
○ SCWR 설계 및 소재 선정에 요구되는 초임계압수 방사화

학 기반자료 구축

2단계
2015 - 2020
(Performance 

phase)

○ SCWR 기본설계
- 노심 및 노심열수력 기본설계
- 핵연료 기본설계
- 유체계통 기본설계
- 기계구조 기본설계
-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 성능 및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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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및 범위

3.1 대상 기술 및 제품의 범위
대상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이다.

○ Pressure vessel type reactor

○ Thermal spectrum reactor

○ Square tight lattice core with solid or liquid moderator

○ Direct loop without steam generator and pressurizer

○ 열효율 44%

○ UO2 fuel with austenitic stainless steel or ferritic-martensitic steel, or Ni-alloy 

cladding

○ About 45 GWD/MTHM: 10-30 dpa

○ 냉각재 입구/출구온도: 280℃/510℃

○ 냉각재 압력: 25 MPa

3.2 단계별 연구내용

3.2.1 1단계(Viability Phase) 국제공동연구
Gen-IV 개발의 기본정신은 국제적인 분업체제 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최소한의 

연구개발투자로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SCWR의 개발은 1단계, Viability phase
와 2단계, performance phase로 나뉜다. 1단계는 실험과 해석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
여 SCWR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SCWR을 개발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은 노심의 핵설계, 노심 열수력설계, 핵연료 집합체 설계 및 in-pile test, 안전성 확
보를 위한 열수력실험(초임계 열전달실험, 종합효과실험), 안전해석 도구의 개발, 고온 내
부식성 재료의 개발, 초임계압 수화학 전략 개발 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국내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바 없으며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소에서 SCWR의 
국내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수행한 일본의 연구
와 설계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핵심기술로 분류된 연구분야 중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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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설계분야는 SCWR 개념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로 현재 일본
의 연구수준이 가장 높다. 국내에는 PWR의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노심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SCWR에 대한 연구경험은 없으므로 Axial Power Profile과 
Excess Reactivity Control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연구로 일본의 연구경험을 활용하여 노심
의 개념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노심열수력 분야는 PWR에 사용하였던 MATRA를 활용
하며 일본과 독일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로 MATRA의 SCWR version을 개발하고자 한
다. 핵연료는 PWR과 같은 UO2의 세라믹연료를 사용할 것이나 농축도는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소결체와 피복관에 대한 조사시험은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공동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안전해석분야와 노심열수력 분야에 활용될 초임계압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자료와 연구시설이 소요되므로 국제적인 분업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초임계압상태에서의 열전달에 대해서는 KAERI와 INL이 I-NERI를 통해 국
제공동연구를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제는 4-rod 핵연료 집합체 부수로의 열전달 현상을 
실험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후 Spacer나 roughness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면 이 
또한 국제공동연구가 바람직하다. 안전해석 분야는 SMART에 사용한 TASS를 기초로 한 
TASS/SCWR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석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건 분류, 
안전해석 허용 기준 정의, 사건별 주요현상 및 주요인자 도출에 대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 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도 많은 해석과 integral test loop을 이용한 실
증실험이 요구되며 이 분야에는 상당한 hardware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공동
연구가 바람직하다. 

재료분야에는 SCWR 용 지르코늄 개발과 SCWR 용 최적 후보소재의 개발을 위한 연
구과제가 국제공동연구(I-NERI)로 진행되고 있다. 고온 내부식성 재료의 개발을 위해서
는 각종 합금에 대해 실험을 통한 방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한 나라가 모든 연구
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료개발 분야에서는 후보합금의 중성자 조사 평가, 
개발 ODS합금의 접합기술에 대해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재료의 내부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자체의 내부식성의 향상과 내부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화학 분야에 대
한 연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수화학 분야에서는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
한 국내의 연구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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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도) 연구내용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국제공동연구】
■ 노심개념
•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응도 조절

-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 전략 개발 
- 반응도 조절을 위한 독물질 조절 방안 개발

■ 노심열수력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 물성치 모듈
- 노심 열수력 해석 모듈 
- 수치 안전성 평가
- 시험자료 예측 및 코드 평가

■ 핵연료 제조 시험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 소결체 제조
- 소결제 노내 시험

• 피복관 특성시험
- 피복관 제조
- 피복관 노내 시험

■ 안전성 관련 실험
• GEN IV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CO2의 열전달 연구(수행중)

- 실험장치 건설 
- 단일봉, 4봉 시편 설계 제작
- 큐슈대학 자료(annulus) 및 INL(4-rod) 자료와 비교 분석
- 실험 지원을 위한 전산해석 

• 환형유로와 4봉 부수로의 초임계압 CO2 열전달 실험 - 
spacer와 roughness의 영향 연구 

- 실험장치 개선
- 4봉 시편 및 스페이서 설계 제작
- 열전달 자료 생산 및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 실험 지원을 위한 전산해석 

• 임계유량 실험
- 초임계 임계유량 상관식 개발

• Integral test (국제공동 건설에 참여하는 형태)
- 실험장치 설계, Scaling analysis
- 실험장치 건설, 
- Test matrix 작성, 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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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도) 연구내용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단계(연도)

【국제공동연구】
■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 사건 분류
- 안전해석 허용 기준 정의
-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정의
- 사건별 주요현상 및 주요인자 도출

• 성능해석 방법론 개발
-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분류
- 성능해석 허용기준 정의
- 성능관련 제어논리 개발
- 운전 설정치 정의

■ 후보합금의 중성자 조사 평가
• 선정 후보합금 및 개발 ODS합금의 중성자 조사시험

   (up to 15 dpa; 300℃ 및 500℃)
• 조사후 기계적 특성 평가 (인장, 파괴)
• 조사후 조직 및 치수 안정성 평가
• 조사후 부식/응력부식균열 평가
• 용접부 조사 취화 특성 평가

■ 개발 ODS합금의 접합기술
• 이종합금 접합기술 (Brazing, TLP 포함)
• 접합 후 미세조직 및 특성변화 (취성 및 크리프특성) 평가
• 접합 후 열처리 기술 확보
• 접합부위 검증기술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 초임계수(SCW) 방사분해(radiolysis) 장치 확보
- 방사분해에 미치는 용존산소, 과산화수소 및 용존수소의 

영향
- 초임계수 조건(280-620℃)에서 방사분해물 재결합 속도

측정
- 조사형태(n, e, γ)와 조사속 (irradiation flux) 영향
- 방사분해 생성물 2차 반응 규명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 초임계수 내 화학종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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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단계(Viability Phase) 국내자체연구

단계(연도) 연구내용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국내자체연구】
■ 노심개념
• SCWR 노심개념설계 타당성 연구

- 추가 감속재를 고려한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 노심개념설계 인자 설정

• 노심개념설계 
- 핵연료집합체의 그룹 상수 생산
- 예비 노심 분석
- 출력 분석

■ 노심열수력
• 설계 요소기술 개발

  - 설계 한계조건 설정
  - 초임계 열수력 모델 평가 및 개발

 . 물성치 및 압력손실/열전달 상관식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 물성치 모듈 및 노심 열수력 해석 모듈 
 . 수치 안전성 평가
 . 시험자료 예측 및 코드 평가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개발
 . 연료봉 최고 온도해석/설계 수력 하중/설계 노심 우회류

• 노심 열수력 예비개념 설계 
 - 열수력 설계 입력 결정 
 - 열수력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정상상태 노심 열수력 특성 평가

■ 핵연료 개념 연구
• 연료봉 설계

- 연료봉 성능평가 모델 개발
- 연료봉 성능평가 코드 개발
- 연료봉 성능분석
- 연료봉 성능검증

• 연료봉 집합체 설계
- 구조 개념설계
- 상하단 고정체 설계
-지지격자 설계



- 228 -

단계(연도) 연구내용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국내자체연구】
■ 안전성 관련 실험

• 튜브내의 초임계압 CO2 유동의 연전달 연구 (수행중)
- 실험장치 건설
- 실험자료 생산
- 실험 지원을 위한 전산해석

■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해석 코드개발

- 기본 코드 선정
- 초임계압 물성치 모델
- 초임계압 열전달 모델
- 코드 성능 평가

• 예비안전해석
- 예비 계통 설계 입력
- 예비 노심 설계 입력
- 사건 해석
- 예비안전해석 보고서

• 예비성능해석
- 예비 제어논리 개발
- 예비 설정치 확정
- 설계기준 사건 해석
- 예비성능해석 보고서

■ 유체계통 예비 개념 연구
• 설계요건 개발

- 설계요건 적용성 검토
- 설계요건 기본 설정

• 계통구성 개념 설정
- 운전특성 결정(급수제어, 냉각재온도 제어, 기동 방법)
- 주요 기기 용량 및 운전특성 예비선정
- 안전계통 운전모드 결정

■ 기계구조 예비 개념연구
• 원자로 구조 예비 선정

- 원자로 최적 구조 개념 설정
- 원자로 재료 선정
- 고온관 열응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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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도) 연구내용

1단계
2005 - 2014

(Viability 
phase)

【국내자체연구】
■ 후보합금 평가 및 예비선정

•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 고온크리프 특성 평가
• 부식/응력부식균열특성 평가
• 장시간 (10,000시간 이상) 열적 안정성 평가

■ 후보합금 이온조사 평가
• Self-ion 조사시험 (up to 10 dpa; 300/500℃)
• 조사후 미세조직 안정성 평가
• 조사후 미세경도 (나노인덴테이션) 특성 평가
• 조사후 부식/응력부식균열전파 특성 평가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 SCWR 방사분해 해석기술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 초임계수 pH, 산화환원전위 및 전도도 측정기술
- 용존기체(산소, 수소) 측정기술
- 초임계수 내 미량 금속산화물 분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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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2단계 (Performance Phase) 국제공동연구
1단계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마무리 되므로 2단계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의 수요는 매우 적다. 노심설계, 유체계통, 기계구조설계 분야는 구제공동연구의 수요가 
없으며 노심열수력, 안전해석, 재료개발, 및 수화학 분야에 일부분의 국제공동연구가 계속
적으로 요구된다. 

노심열수력 분야의 MATRA 검증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1단계에서와 
같이 공동연구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국제공동으로 연구를 계속한다. 핵연료의 성능검증을 
위한 소결체와 피복관의 노내 검증시험도 역시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1단
계에 이어서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한다. 

일본의 동경대학과 Toshiba는 SCWR 안전해석에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안전 계통 개념 설계와 운전 제어논리 개념설계 
분야는 일본의 이러한 연구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재료개발 분
야는 Pilot scale ODS합금 개발 및 규격화에 대한 연구를, 수화학 분야는 운전시 화학조
건 도출과 화학조건 조절 기술 및 정비 시 화학세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구제공동연구로 
제안한다. 재료와 수화학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는 방대한 실험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
제적인 분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과 외국의 실험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점에서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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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도) 연구내용

2단계
2015 - 2020
(Performance 

phase)

【국제공동연구】
■ 노심열수력 기본설계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 부수로별 유량 분포
- 부수로별 엔탈피 분포
- 연료봉 표면 온도

■ 핵연료 기본설계
• 핵연료 성능 검증

- 노내 연소시험
• 핵연료 제조 시험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 피복관 특성시험

■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 계통 개념 설계
• 운전 제어논리 개념설계

■ Pilot scale ODS합금 개발 및 규격화
• 100Kg급 중간소재 제조

 • 튜브재 및 판재 개발
• 접합기술 개발
• 요구 특성치 확보 및 규격화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SCWR 수화학(coolant chemistry) 기술

 - SCWR 정상운전 화학조건 도출
 - SCWR 정지화학 조절 기술
 - SCWR 정비 시 화학세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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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단계 (Performance Phase) 국내자체연구

단계(연도) 연구내용

2단계
2015 - 2020
(Performance 

phase)

【국내자체연구】
■ 노심 기본설계

• 노심기본설계
- 노심설계인자 설정
- 추가 감속재를 고려한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 핵연료집합체의 그룹상수 생산
- 예비 노심해석
- 노심출력 성능 분석

■ 노심열수력 기본설계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 부수로별 유량 분포
- 부수로별 엔탈피 분포
- 연료봉 표면 온도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확립
- 전 노심 열수력 해석 부수로 모델 
- 연료봉 최고 온도해석
- 설계 수력 하중 
- 설계 노심 우회류

• 노심 열수력 개념 설계
- 열수력 설계 입력 및 불확실도 결정 
- 집합체 수력 하중 
- 열적 여유도 평가
- 연계분야 설계 입력 생산 및 제공

■ 핵연료 기본설계
• 연료봉 기계설계

-플레넘 스프링 설계
-봉단 마개 설계

• 핵연료 성능 검증
- 정상상태 성능 검증(노내 시험 제외)
- 비정상상태 성능 검증

• 연료봉 집합체 구조설계
- 구조 개념설계
- 안내관 설계
- 홀드다운 스프링 설계



- 233 -

단계(연도) 연구내용

2단계
2015 - 2020
(Performance 

phase)

【국내자체연구】
■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해석
- 계통 설계 입력
- 노심 설계 입력
- 사건 해석
-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성능해석
- 제어논리 개발
- 설정치 확정
- 설계기준 사건 해석
- 성능해석 보고서 작성

■ 유체계통 기본설계
• 코드/기준 적용
• 설계요건 및 기준설정
• 계통성능 분석, 평가
• 주요기기의 개념적 설정
• 냉각재계통 개념설계
• 안전계통 개념설계
• 운전모드 설정

■ 기계구조 기본설계
• 원자로 용기 구조설계
• 냉각재계통 구조설계
•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
•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
• 핵연료취급계통설계

■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 보호계통 설계
• 감시 및 정보계통 설계
• 통신망 설계
• 계측계통 설계

■ 최적후보소재 특성치 확보 및 규격화
• 최적 상용 후보합금 규격화

- 요구특성치 및 정량화 기술; 요구 특성치 확보 (고온인장, 인
성, 크리프), 상관 관계식 확보

- 규격화/규격적용 기술; 특성치 재현성 및 신뢰성 확보, 재료 
및 공정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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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도) 연구내용

2단계
2015 - 2020
(Performance 

phase)

【국내자체연구】
• 최적 ODS후보소재 규격화

- 요구특성치 및 정량화 기술; 요구 특성치 확보 (고온인장, 인
성, 크리프), 상관 관계식 확보

- 규격화/규격적용 기술; Pilot scale 소재 확보, 특성치 재현성 
및 신뢰성 확보, 재료 및 공정 규격화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SCWR 수화학(coolant chemistry) 기술

 - 초임계수 화학조절 기술
 - CRUD 생성 및 미세입자 부착특성 규명
 - SCW loop를 이용한 coolant 화학조절 실증시험



- 235 -

3.3 연구개발 추진 일정
연구개발 추진 일정은 국제공동연구와 국내자체연구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연구일정

이 2003년부터 작성된 것은 원자력연구소에서 기반연구로 수행한 것과 미국과의 공동연
구로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소요인력과 소요예산 산
정에는 이들은 제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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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응도 조절
•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 전략 개발
• 반응도 조절을 위한 독물질 조절 방안 개발

■ 노심열수력 개념설계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 핵연료 제조 시험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 소결체 제조
- 소결제 노내 시험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 피복관 특성시험
- 피복관 제조
- 피복관 노내 시험
- 피복관 특성시험

• 핵연료 성능 검증
- 노내 연소시험

■ 안전성 관련 실험
 • GEN IV에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CO2의 열전달 

연구 (수행중) 수 행 중
 • 환형유로와 4봉 부수로의 초임계압 CO2 열전달 

실험 - spacer와 roughness의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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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임계유량 실험
- 초임계 임계유량 상관식 개발

• Integral test 국제공동연구 참여
- 실험장치 설계, scaling analysis
- 실험장치 건설
- Test matrix 작성, 성능실험

• 피동안전 고려한 계통성능효과 실험
- Integral test loop modification
- 성능실험

■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 사건 분류
- 안전해석 허용 기준 정의
-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정의
- 사건별 주요현상 및 주요인자 도출

• 성능해석 방법론 개발
-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분류
- 성능해석 허용기준 정의
- 성능관련 제어논리 개발
- 운전 설정치 정의

• 3-D 원자로심 모델 개발
• 안전 계통 개념 설계
• 운전 제어논리 개념설계

■ Advanced Corrosion Resistant Zirconium Alloys 
for High Burnup and Generation IV Application 수 행 중

■ Developing & Evaluating Candidate Materials for 
Generation IV Supercritical Water 수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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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후보합금의 중성자 조사 평가
• 선정 후보합금 및 개발 ODS합금의 중성자 조

사시험 (up to 15 dpa; 300℃ 및 500℃)
• 조사후 기계적 특성 평가 (인장, 파괴)
• 조사후 조직 및 치수 안정성 평가
• 조사후 부식/응력부식균열 평가
• 용접부 조사 취화 특성 평가

■ 개발 ODS합금의 접합기술
• 이종합금 접합기술(Brazing, TLP 포함)
• 접합 후 미세조직 및 특성변화

  (취성 및 크리프특성) 평가
• 접합 후 열처리 기술 확보
• 접합부위 검증기술

■ Pilot scale ODS합금 개발 및 규격화
• 100Kg급 중간소재 제조
• 튜브재 및 판재 개발
• 접합기술 개발
• 요구 특성치 확보 및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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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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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 초임계수(SCW) 방사분해 (radiolysis) 장치 

확보
- 방사분해에 미치는 용존산소, 과산화수소 및 

용존수소의 영향
- 초임계수 조건(280-620℃)에서 방사분해물 

재결합 속도측정
- 조사형태(n, e, γ)와 조사속 (irradiation 

flux) 영향
- 방사분해 생성물 2차 반응 규명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 초임계수 내 화학종 측정기술

• SCWR 정상운전 화학조건 도출
• SCWR 정지 화학조절 기술
• SCWR 정비 시 화학세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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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국내자체연구

【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SCWR 노심개념설계 타당성 연구
• 추가 감속재를 고려한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수 행 중
• 노심개념설계 인자 설정

■ 노심개념설계
• 핵연료집합체의 그룹 상수 생산
• 예비 노심 분석
• 출력 분석

■ 노심기본설계 
• 노심설계인자 설정
• 추가 감속재를 고려한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 핵연료집합체의 그룹상수 생산
• 예비 노심해석
• 노심출력 성능 분석

■ 노심열수력 개념설계
 • 설계 요소기술 개발
 - 설계 한계조건 설정
 - 초임계 열수력 모델 평가 및 개발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개발
 • 노심 열수력 예비개념 설계 
 - 열수력 설계 입력 결정 
 - 열수력 주요 인자 민감도 분석 
 - 정상상태 노심 열수력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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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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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열수력 기본설계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 부수로별 유량 분포
- 부수로별 엔탈피 분포
- 연료봉 표면 온도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확립
- 전 노심 해석 부수로 모델 
- 연료봉 최고 온도해석
- 설계 노심 우회류
- 설계 수력 하중 

• 노심 열수력 개념 설계
- 열수력설계입력/불확실도 결정
- 집합체 수력 하중
- 열적 여유도 평가
- 연계분야 설계입력 생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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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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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개념설계
• 연료봉 설계

- 연료봉 성능평가 모델 개발
- 연료봉 성능평가 코드 개발
- 연료봉 성능분석
- 연료봉 성능검증

• 연료봉 집합체 설계
- 구조 개념설계
- 상하단 고정체 설계
-지지격자 설계

■ 핵연료 기본설계
• 연료봉 기계설계

-플레넘 스프링 설계
-봉단 마개 설계

• 핵연료 성능 검증
- 정상상태 성능검증(노내시험 제외)
- 비정상상태 성능 검증

• 연료봉 집합체 구조설계
- 구조 개념설계
- 안내관 설계
- 홀드다운 스프링 설계

• 핵연료 제조 지원
■ 안전성 관련 실험
• 튜브내의 초임계압 CO2 유동의 연전달 연구 수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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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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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성능해석
• 안전해석 코드개발

- 기본 코드 선정
- 초임계압 물성치 모델
- 초임계압 열전달 모델
- 코드 성능 평가

• 예비안전해석
- 예비 계통 설계 입력
- 예비 노심 설계 입력
- 사건 해석
- 예비안전해석 보고서

• 예비성능해석
- 예비 제어논리 개발
- 예비 설정치 확정
- 설계기준 사건 해석
- 예비성능해석 보고서

• 안전해석
- 계통 설계 입력
- 노심 설계 입력
- 사건 해석
-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

• 성능해석
- 제어논리 개발
- 설정치 확정
- 설계기준 사건 해석
- 성능해석 보고서 작성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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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계통 예비 개념 연구
• 설계요건 개발
- 설계요건 적용성 검토
- 설계요건 기본 설정

• 계통구성 개념 설정
- 운전특성 결정
- 주요기기 용량/운전특성 예비선정
- 안전계통 운전모드 결정
- 예비 유체계통 개념 설정

■ 유체계통 기본설계
• 코드/기준 적용
• 설계요건 및 기준설정
• 주요기기의 개념 설정
• 계통성능 분석, 평가
• 운전모드 설정
• 냉각재계통 기본계
• 안전계통 기본설계

■ 기계구조 예비 개념연구
• SCWR 원자로집합체 구조 개념 설정
• 원자로용기 쉘 구조물 상부헤드 집합체
• 냉각재배관 계통 개념연구
•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념설정
• 제어봉구동장치 개념연구
• 핵연료 취급계통 개념연구



- 245 -

【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erformance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기계구조 기본설계
• SCWR 원자로집합체 구조 설정
• 원자로용기 쉘 구조물 상부헤드 집합체
• 냉각재배관 계통 설계
•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정
• 제어봉구동장치 설계
• 핵연료 취급계통 설계

■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 계측계통 설계
• 제어계통 설계
• 보호계통 설계
• 감시 및 정보계통 설계
• 통신망 설계

■ 후보합금 평가 및 예비선정
•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 고온 크리프 특성 평가
• 부식/응력부식균열특성 평가
• 장시간 열적 안정성 평가

   (10,0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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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합금 이온조사 평가
• Self-ion 조사시험

  (up to 10 dpa; 300/500℃)
• 조사후 미세조직 안정성 평가
• 조사후 미세경도

  (nano-indentation) 특성 평가
• 조사후 부식/응력부식균열전파특성 평가

■ 최적후보소재 특성치 확보/ 규격화
• 최적 상용 후보합금 규격화

- 요구특성치 및 정량화 기술; 요구 특성치 확보 
(고온인장, 인성, 크리프), 상관 관계식 확보

- 규격화/규격적용 기술; 특성치 재현성 및 신뢰성 
확보, 재료 및 공정 규격화

• 최적 ODS후보소재 규격화
- 요구특성치 및 정량화 기술; 요구 특성치 확보 
(고온인장, 인성, 크리프), 상관 관계식 확보

- 규격화/규격적용 기술; Pilot scale 소재 확보, 
특성치 재현성 및 신뢰성 확보, 재료 및 공정 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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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 SCWR 방사분해 해석 기술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 초임계수 pH, 산화환원전위 및 전도도 
측정기술

- 용존기체(산소, 수소) 측정기술
- 초임계수 내 미량 금속산화물 분리기술

■ SCWR 수화학(coolant chemistry) 기술
• 초임계수 화학조절 기술
• CRUD 생성 및 미세입자 부착특성 규명
• SCW loop를 이용한 coolant 화학조절 실증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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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IF 추정 예상 소요예산
GIF에서 추정한 연구개발 소요예산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추정예산은 viability와 

performance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며 SCWR의 설계에는 개념설계 단계까지의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 예산은 Project Arrangement의 부속서인 Project Plan을 작
성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온에서 부식저항성을 갖는 재료의 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원자로계통의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SCWR이 이미 입증된 원자로 시스템인 BWR이나 PWR 설계의 대부분을 직접 활용
하거나 최소한의 연구개발투자로 이 기술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과 해석 분야이다. 이 중에 핵연료와 집합체의 in-pile test와 계통의 성능을 종
합적으로 검증하는 integral test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GIF의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추진일정 및 비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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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IF 추정 예상 연구개발 기간
GIF 산하에 SCWR에 관심을 갖는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Steering 

Committee는 GIF에서 작성한 Roadmap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일정표를 작성
하였다. V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기간은 대략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viability를 
확인하는 기간 중에 performance를 확인하기 위한 demonstration plant의 건설을 계획하
고 있다. 이 demonstration plant의 건설의 완료는 연구개발 착수 후 약 17년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이 demonstration plant를 운전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이 성능검증자료를 토대
로 SCWR의 상세설계(final design)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의 표는 Roadmap에서의 계획을 바탕으로 SCWR Steering Committee에서 작성
한 연구개발 일정이며 더욱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은 작성 중에 있으며 Project 
Arrangement의 부속서인 Project Plan에 수록될 것이다(2005년 하반기에 각국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함). 2004년 9월에 작성한 일차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에는 
Demonstration plant의 건설과 SCWR의 상세설계 추진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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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IF에서 작성 중인 초임계압수냉각로 세부연구일정(예)  

ID Task Name
1 T/H and Safety

2 SCW Loop Tests

3 design

4 construction

5 performance testing

6

7 Integral Facility Tests

8 design

9 construction

10 performance testing

11

12 Out pile testing

13 unirradiated and protons

14 SCC and Corrosion (unirradiated a

15 mechanical properties

16 creep tests

17 irradiated samples (HFIR)

18 irradiation

19 mechnicl properties

20 creep tests

21 corrosion and SCC

22 radiolysis

23 accelerator tests

24 modeling

25 Water chemistry

26 control strategy

27

28

29

30 In-pile materials and chem loop

31 conceptual phase

32 licensing.authorization

33 design 

34 construction

35 performance1

36 performance 2

37

38 prototype fueled loop

39 conceptual phase

40 viability phase (experimental)

44 design

45 licensing/authorization

46 construction

47 performance1

48 Peformance 2

49

50 Demonstration Unit (POAK)

51 conceptual design

52 Design Phase

53 component development and qualificatio

54 Licensing

55 Construction

56 Performance 1 (start up and system tes

57 Performance 2

58

59 SCWR

60 Conceptual Design

61 Outlet Temperature Decision

62 Basic Design

63 Detailed design

64 Final Design

06/01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Y14 Y15 Y16 Y17 Y18 Y19 Y20 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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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체계
4.1 추진전략

○ 핵심기술은 GIF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확보.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분업의 형태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선진기술에 접근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안전성확보를 위한 열수력실험, 재료 실험, 수화학 실험 등은 방대한 database가 요
구되거나 조사(radiation)시험시설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활
용하여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함.

- 국내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 연구 분야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수행함.
○ 한국형원자로 KSNP, 차세대원자로 APR1400의 개발에 참여하여 원자로설계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킨 국내의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 노심개념연구, 노심열수력해석, 안전성 분석, 열수력실험, 유체계통설계, 기계구조

설계, 계측제어계통설계 등.
○ 1단계 약 10년간은 viability를 입증하는 단계로 핵심기술의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심과 유체계통, 기계구조 등 원자력시스템의 기본적인 계통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여 
2단계(performance phase)의 기본설계에 대비.

○ 2단계 약 6년간은 viability를 통해 입증된 개념과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SCWR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며 이때 국제적으로 performance를 검증하기 위해 건설계획인 
demonstration unit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상세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In-pile test loop를 이용한 재료 및 핵연료집합체의 조사시험과 integral test loop를 
이용한 원자로시스템 성능검증, 핵연료 성능검증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 학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관련 기초실험을 수행토
록 하여 대형실험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도모

4.2 추진체계
○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SCWR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SCWR추진팀

을 구성하여 연구소 내 각 기능조직의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각 기능조직
의 인력은 업무의 load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part time으로 참여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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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와의 국제공동연구는 SCWR추진팀을 창구로 하여 GIF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SISC(System Integration Steering Committee)와 PMB(Project Management 
Board)에 참여하여 수행.

○ 학계, 산업체 및 협력은 SCWR추진팀을 창구로 일원화하여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연구소내의 각 기능 조직과 국제협력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함

그림 16. SCWR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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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자원 및 연구자원 배분
5.1 소요인력 

5.1.1 국제공동연구소요인력(M․Y)
【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노심핵설계 1 1.5 1.5 1 1 6 6

•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응도 조절 1 1.5 1.5 1 1 6 6
■ 노심열수력 개념설계 0.5 0.5 0.5 0.5 0.5 2.5 0.5 1 0.5 2 4.5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0.5 0.5 0.5 0.5 0.5 2.5 2.5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0.5 0.5 0.5 1.5 1.5

■ 핵연료 제조 시험 2 2 4 3 3 6 10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1 1 2 1 1 2 4
• 피복관 특성시험 1 1 2 1 1 2 4
• 핵연료 성능 검증 1 1 1 3 3

■ 안전성 관련 실험 2.5 3.5 3.5 3.5 2.5 2 2 19.5 19.5
• 환형유로와 4봉 부수로의 초임계압 CO2 열전달 실험 - spacer와 roughness의 영향 2 2 2 2 8 8
• 임계유량 실험 (상관식 개발) 0.5 0.5 0.5 0.5 0.5 2.5 2.5
• Integral test 국제공동연구 참여 1 1 1 1 1 1 6 6
• 피동안전 고려한 계통성능효과 실험 1 1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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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안전 및 성능해석 1 1 3 2 3 2 3 3 3 1 22 5 7 6 18 40
•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1 1 2 1 1 1 1 1 1 10 10
• 성능해석 방법론 개발 1 1 2 1 2 2 2 1 12 12
• 3-D 원자로심 모델 개발 3 3 2 8 8
• 안전 계통 개념 설계 2 2 2 6 6
• 운전 제어논리 개념설계 2 2 1 5 5

■ 고온 내부식성 재료 개발 2 3 6 7 7 6 5 5 5 5 51 2 3 3 3 2 2 15 66
• 후보합금의 중성자 조사 평가 2 3 4 4 4 4 3 3 3 3 33 33
• 개발 ODS합금의 접합기술 2 3 3 2 2 2 2 2 18 18
• Pilot scale ODS합금 개발 2 3 3 3 2 2 15 15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1.5 2 2 2 1.5 1.5 2.5 3 16 1.5 1.5 2 2 2 2 11 27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1.5 2 2 2 1.5 1.5 1.5 1.5 13.5 13.5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1 1.5 2.5 2.5
• SCWR 정상운전 화학조건 도출 1.5 1.5 1 4 4
•  SCWR 정지 화학조절 기술 1 1 1 3 3
•  SCWR 정비 시 화학세정 기술 1 1 2 4 4

국제공동연구 합계 4.5 6 15 16 17 13. 12 11. 14. 11 121 12 15.5 11. 5 4 4 5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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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5 5 5 5



- 256 -

5.1.2 국내자체연구 소요인력(M․Y)
【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노심 핵설계 2 2 2 2 2 2 2 2 2 18 4 4 4 4 4 4 24 42

• SCWR 노심개념설계 타당성 연구 2 2 1 5 5
• 노심개념설계 1 2 2 2 2 2 2 13 13
• 노심기본설계 4 4 4 4 4 4 24 24

■ 노심 열수력 설계 1 1 1 1 2 1     7 2 2 1 1    6 13
• 설계 요소기술 개발 1 1 1 1 4 4
• 노심 열수력 예비개념 설계 2 1 3 3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1 1 2 2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확립 1 1 2 2
• 노심 열수력 개념 설계 1 1 2 2

■ 핵연료 설계 2 3 3 3 4 3 3 3 3 3 30 5 5 4 2 1 2 19 49
• 연료봉 집합체 설계 2 3 3 8 8
• 연료봉 설계 3 4 3 3 3 3 3 22 22
•  연료봉 기계설계 1 1 2 4 4
• 핵연료 성능 검증 2 2 4 4
• 연료봉 집합체 구조설계 2 1 2 5 5
• 핵연료 제조 지원 2 2 2 6 6

■ 안전 및 성능해석 1 2 2 4 4 7 13 7 6 5 51 0 4 17 12 6 6 45 96
• 안전해석 코드개발 1 2 2 4 2 11 11
• 예비안전해석 2 2 4 4 3 2 17 17
• 예비성능해석 5 9 3 3 3 23 23
• 안전해석 4 8 4 3 3 22 22
• 성능해석 9 8 3 3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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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유체계통 설계 2 4 4 3 3 3 3 4 4 4 34 4 6 6 12 12 10 50 84

• 유체계통 예비 개념 연구 2 4 4 3 3 3 3 4 4 4 34 34
• 유체계통 기본설계 4 6 6 12 12 10 50 50

■ 기계구조 설계 3 4 5 4 3 2 2 2 25 10 10 8 4 5 3 40 65
• 기계구조 예비 개념연구 3 4 5 4 3 2 2 2 25 25
• 기계구조 기본설계 10 10 8 4 5 3 40 40

■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7 7 9 8 7 10 48 48
■ 고온 내부식성 재료 개발 4 4 5 5 5 5 5 5 4 2 44 4 4 4 4 4 4 24 68

• 후보합금 평가 및 예비선정 2 2 2 2 2 2 2 2 2 18 18
• 후보합금 이온조사 평가 2 2 3 3 3 3 3 3 2 2 26 26
• 최적후보소재 특성치 확보/ 규격화 2 2 2 2 2 2 12 12
• 최적 ODS후보소재 규격화 2 2 2 2 2 2 12 12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2 2 2 2 2 2 2 2 16 2 2 2 2 2 2 12 28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2 2 4 4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2 2 2 2 2 2 12 12
• SCWR 수화학(coolant chemistry) 기술 2 2 2 2 2 2 12 12

국내자체연구 합계 10 19 23 25 26 26 28 25 23 20 225 38 44 55 49 41 41 268 493



- 258 -

5.2 소요예산
      5.2.1 국제공동연구 소요예산(억원)

【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노심핵설계 1.5 2 2 1.5 1.5 8.5 8.5

•  축방향 출력분포 및 반응도 조절 1.5 2 2 1.5 1.5 8.5 8.5

■ 노심열수력 개념설계 0.5 0.5 1 0.5 0.5 3 1 1 1 3 6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개발 0.5 0.5 1 0.5 0.5 3 3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1 1 1 3 3

■ 핵연료 제조 시험 2 6 8 11 11 5 27 35

• UO2 소결체 특성 시험 1 3 4 3 3 6 10

• 피복관 특성시험 1 3 4 3 3 6 10

• 핵연료 성능 검증 5 5 5 15 15

■ 안전성 관련 실험 5.5
16.

5

16.

5

15.

5
7.5 7 7 75.5 75.5

• 환형유로와 4봉 부수로의 초임계압 CO2 
열전달 실험 5 6 6 5 22 22

• 임계유량 실험 0.5 0.5 0.5 0.5 0.5 2.5 2.5

• Integral test 국제공동연구 참여 10 10 10 2 2 2 36 36

• 피동안전 고려한 계통성능효과 실험 5 5 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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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안전 및 성능해석 1 2 4 3 4 2 4 4 4 2 30 7 8 8 2 25 55

•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1 2 3 1 1 1 1 2 1 13 13

• 성능해석 방법론 개발 1 2 3 1 3 2 3 2 17 17

• 3-D 원자로심 모델 개발 4 3 3 10 10

• 안전 계통 개념 설계 3 3 2 8 8

• 운전 제어논리 개념설계 2 3 2 7 7

■ 고온 내부식성 재료 개발 5 8 16 17 17 17 13 12 10 10 125 5 8 8 8 7 5 41 166

• 후보합금의 중성자 조사 평가 5 8 12 12 12 12 8 8 6 6 89 89

• 개발 ODS합금의 접합기술 4 5 5 5 5 4 4 4 36 36

• Pilot scale ODS합금 개발 및 규격화 5 8 8 8 7 5 41 41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4.5 6 3.4 3.4 2.5 2.5 4.0 2.5 28.8 2.5 2.5 3.4 3.4 3.4 3.4 18.6 47.4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4.5 6 3.4 3.4 2.5 2.5 22.3 22.3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4.0 2.5 6.5 6.5

•  SCWR 정상운전 화학조건 도출 2.5 2.5 2 7 7

•  SCWR 정지 화학조절 기술 1.4 1.7 1.7 4.8 4.8

•  SCWR 정비 시 화학세정 기술 1.7 1.7 3.4 6.8 6.8

국제공동연구 합계 8 12.5 33 44.5 42.9 37.9 27 25.5 27 20.5 278.8 26.5 30.5 25.4 13.4 10.4 8.4
114.

6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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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국내자체연구 소요예산(억원)
【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노심핵설계  3 3 3 3 3 3 3 3 3 27 5 5 5 5 5 5 30 57

• SCWR 노심개념설계 타당성 연구 3 3 1.5 7.5  7.5

• 노심개념설계 1.5 3 3 3 3 3 3 19.5  19.5

• 노심기본설계 0 5 5 5 5 5 5 30 30

■ 노심열수력설계 2 2 1 1 2 1 9 2 3 1 1 7 16

 • 설계 요소기술 개발 2 2 1 1 6 6

 • 노심 열수력 예비개념 설계 2 1 3 3

• 부수로 해석 코드(MATRA) 검증 1 1 2 2

• 노심 열수력 설계 방법론 확립 1 2 3 3

• 노심 열수력 개념 설계 1 1 2 2

■ 핵연료 개념설계 2 3 3 3 3 3 2 3 3 3 28 5 5 7 2 1 20 48

• 연료봉 집합체 설계 2 3 3 8 8

• 연료봉 설계 3 3 3 2 3 3 3 20 20

•  연료봉 기계설계 2 2 2 6 6

• 핵연료 성능 검증 2 2 4 4

• 연료봉 집합체 구조설계 4 2 1 7 7

• 핵연료 제조 지원 1 1 1 3 3

■ 안전 및 성능해석 1 2 3 5 4 9 13 10 8 6 61 0 6 19 15 8 6 54 115

• 안전해석 코드개발 1 2 3 5 2 13 13

• 예비안전해석 2 2 4 5 4 3 20 20

• 예비성능해석 7 9 5 4 3 28 28

• 안전해석 6 9 5 4 3 27 27

• 성능해석 10 10 4 3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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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체연구】연구내용 Viability Phase Performance Phase 총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소계

■ 유체계통 설계 3 4 4 4 4 4 4 5 5 5 42 6 7 7 15 15 12 62 104

• 유체계통 예비 개념 연구 3 4 4 4 4 4 4 5 5 5 42 42

• 유체계통 기본설계 0 6 7 7 15 15 12 62 62

■ 기계구조 설계 5 6 8 6 5 0 5 5 3 43 15 15 12 7 6 5 60 103

• 기계구조 예비 개념연구 5 6 8 6 5 5 5 3 43 43

• 기계구조 기본설계 15 15 12 7 6 5 60 60

■ 계측제어계통 기본설계 14 14 18 18 14 20 98 98

■ 고온 내부식성 재료 개발 11 12 13 13 13 11 11 11 10 10 115 10 15 15 13 11 11 75 190

• 후보합금 평가 및 예비선정 5 6 6 6 6 5 5 5 5 5 54 54

• 후보합금 이온조사 평가 6 6 7 7 7 6 6 6 5 5 61 61

• 최적후보소재 특성치 확보/ 규격화 5 7 7 5 5 5 34 34

• 최적 ODS후보소재 규격화 5 8 8 8 6 6 41 41

■ 방사화학 및 수화학 전략 5.4 4.4 4.4 3.4 4.4 3.4 3.4 3.4 32.2 4 4 4 4 4 4 24 56.2

• 초임계수 방사분해 (SCW Radiolysis) 
규명기술 3.4 3.4 6.8 6.8

• 초임계수(SCW) 화학측정 기술 5.4 4.4 4.4 3.4 4.4 3.4 25.4 25.4

• SCWR 수화학(coolant chemistry) 기술 4 4 4 4 4 4 24 24

국내자체연구 합계 19 31 38.4 41.4 39.4 39.4 37.4 40.4 37.4 33.4 357.2 61 74 88 80 64 63 430 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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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개발과 관련
하여 국내 연구개발 세부 계획의 수립과 국제 공동연구 참여 프로젝트의 내용과 
수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 각 노형과 공통 기술분야에 대한 현황과 국제공동연구

의 추진 계획에 대한 조사
○ 우리나라가 개발에 참여할 시스템의 국내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세부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
○ 원자력 및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 방

안 도출
○ 국내 가용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구비 및 인력 활용 계획 수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 사업 참여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매
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세부 연구개발 계획
과 이의 수행 방안은 미래의 연구개발 착수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
과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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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at the planning the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the formulating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 contents and executive plan 
for “A Validity Assessment and Policies of the R&D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follows;
- Survey of the technology state in the fields of the Gen IV system specific 
technologies and the common technologies, and the plans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 Drawing up the execu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by the experts of the 
relevant technology field for the systems which Korean will participate in.
- Formulating the effective conduction plan of the program reflecting the view of the 
experts from the industry, the university and the research institute.
- Establishing the plan for estimation of the research fund and the manpower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domestic available resources
This study can be useful material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can be 
valuably utilized to establish the strategy for the effective conduction of the program. 
The executive pla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was produc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to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stablishing the guiding direction and the 
strategic conduction of the program wh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launc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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