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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미래원자력기술 국제공동연구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발리 로드맵｣ 채택(‘07.12.15)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가 불가피하며 원전 추가 건설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누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하고 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시대에 조기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인 원자력 기술개발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Gen IV 공동개발과 미국과
미래원자력기술분야에서 I-NER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국내적으로는 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중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 동향의 파악과 원자
력선진기술 확보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과 정립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 I-NERI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
발 추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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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o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조사 및 분석
o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 및 국제협력
o I-NERI 추진지원 및 국제협력
o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및 지원

Ⅳ.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 분석
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GIF, I-NERI 추진동향 및 전망분석
및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분석하였다.
1970~2002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는 87% 증가, 2030년까지 연평균 1.6% 상승하
여 현재(112억 TOE/년)보다 53% 증가한 171억 TOE/년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지속
적인 전 세계의 석유수요 증가와 OPEC 국가의 투자부진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소
비는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일본‧프랑스 등 원자력선진국은 원자력 이용을 확대․다변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자력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선진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인 GIF의
Gen IV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GIF 회원국간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GIF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 대표로 활
동하여 공동연구협정 등의 현안 및 공동연구계획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시스템 평가를
위한 방법론그룹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미 BINERIC 참여와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
진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국내적으로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안)을 마련되어 각계의 의견수렴
을 거쳐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동 계획에는 1) 친환경 고속로 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 개발 계획과 2) 원자력이용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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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 건의
본 연구는 Gen IV 공동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수행 중인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
발과 연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국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전략의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며 원자력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 선진국
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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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intensifying efficienc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energy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It seems to be inevitable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at is
stable and clean to prepare against the high oil prices and the enforcement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including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it should be prerequisite to
seek for the solutions to the unavoidable problems following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or

exampl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afe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clear hydrogen system actively as one of potent candidates for mass
production of hydrogen, for the early entrance into the age of hydrogen economy
when hydrogen is used as a substitute for fossil fuel.
Recently,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driven by the countries hold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s the Gen IV of the GIF and Korea and U.S. have
cooperated in the I-NERI. Also, Korea has launched long-term R&D plan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s in home.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concerning acquisition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he study that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nuclear systems, analyze and define the posture of
Korea

in

these

activities,

and

expand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required. And continuing study is needed
which i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en IV expected to initiate
earnestly in the near future,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I-NERI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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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For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carried out.
o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future nuclear
systems;
o Development of the plan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Gen IV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o Support for the activities related to I-NERI between Korea and U.S. and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 Support and analysis of the long-term R&D plan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s

Ⅳ. MAJOR RESULT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rive point of future nuclear system and the
trends of GIF, I-NERI program which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World energy consumption from 1970 to 2002 increased in 87%, it will reach
17.1 billion TOE in 2030 by increasing in 1.6% per annum on the average. On top
of that, due to the increase of petroleum consumption and sluggish investment of
OPEC countries, oil price will rise steadily. In this reason, majority of big energy
consumers such as USA, Japan, EU, China and India strengthen their diplomacy for
securing the energy resource supply. Fossil fuels will dominate the world energy
supply until 2030, at the same time the share of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s also expected to rise because of growing concerns about the secure
supply of energy and global warming.
Realizing that many countries try to expand and diversify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dvanced countries in field of nuclear energy such as US, Japan,
France have striven to develop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order to
preoccupy the greater part of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Also, they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driven by the countries hold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s the Gen IV of the GIF.
This study took part in the discussion among the GIF member countri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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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on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Policy Group, the Expert Group

researchers of this study have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the issues as collaborative agreement and the
reviewing the research plan,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Methodology Working
Group of GIF for development of

the system

evaluation methodology. Also,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the effort for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were being don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Bilateral
INERI Committee between Korea and U.S.
In domestic, the long-term R&D plan for the future nuclear systems was set
up. This plan was laid on the table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and passed
in

December

2008,

which

includes

1)

the

plan

for

developing

the

environment-friendly closed nuclear fuel cycle systems based on the fast reactor
and 2) the plan for developing the high-efficiency nuclear hydrogen system.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planning the research plan and setting up of the
strategy of integrat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domestic
R&D results by combining the Gen IV and the domestic R&D in the field of future
nuclear technology.
Futhermo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effective foundation
and broadening the cooperation activities not only with the advanced countries for
acquisition of the advanced technologies but also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export of the domestic nuclear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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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 각국은 고유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으나
최근 건설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인도 등도 대규모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발표한 원전 보유국의 2030년
까지 원자력시설용량(GW) 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 (98.5→109), 일본 (47.6→56), 러
시아 (21.7→43), 중국 (7.6→39), 인도 (3.5→15) 등 주요 국가의 원자력발전 규모가 현
재보다 최소 8 GW(일본)에서 최대 31 GW(중국)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국내 전력생산의 36%(2007년 기준)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
성이 향상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년
장기 에너지개발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임
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신형경수로 11기 내외를 추가 건설하여 원자력발전량 비중을
36%에서 59%까지 제고할 것임을 밝혔다.
원자력 이용확대와 더불어 주요 원자력 선도국들은 현재 원전기술의 한계를 극복
하고 원전 이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4세대(Gen IV) 원자력시스템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
개국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GIF)을 결성하였다. GIF는 2002년 전문가 검
토를 거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 6개의 시스템3)을 선정하고, 기술로드맵을 작성하
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6개 시스템 중 4개 시스템에 대한 약
정이 체결되어 회원국간 국제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
자력기술 선진국들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향후 형성

1)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DOE, 2006.6
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nuclear energy system) : 현재의 원전(제3세대)보다 지속가능
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미래(차세대)의 원자력시스템으로 주요
원자력선진국들이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임.

3)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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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미래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병행하여 독자적인 장
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속로 개발사업(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NGNP :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및

원자력선진국들과

양자

간

원자력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고속로 개발 프로젝트(FaCT :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및 원자력 수소 상용화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고속로(SFR)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25
년까지 고속로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공정의
하나인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20년에 고속로 원형로를 운전개시하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원자
력 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초고온가스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
속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장수명 핵종의 분리 및 제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폐
기물관리법을 2006년 6월 제정하였으며 원자력 수소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아레
바 (AREVA)는 600 MWt급 초고온가스로 ANTARES4) 개발을, 프랑스 원자력청 (CEA
: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은 수소생산 열화학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적으로는 원자력발전 이용확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증가하고5)
전 세계적인 원전이용 확대에 따른 우라늄 수요 증가와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우
라늄 가격 및 공급 불안이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는 청정 수소경제시대가 2030년대
구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경제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6).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포럼인 제4
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7)에 가입8)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4) AREVA New Technology based on Advanced gas-cooled Reactor for Energy Supply
5)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원전에는 약 9,71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연간 약
690톤이 발생함.

6) 2040년대 총 에너지 수요의 20%를 수소로 대체 (2005년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 계획)
7)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Ⅳ International Forum) : 2001년 미국을 중
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하여 결성한 연구포럼으로 현재는
13개국(스위스(‘02년), EU('03년), 중국/러시아(’06년) 가입)이 참여중. 우리나라는 2001년 설립
시부터 참여한 창설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8)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가입안 (2005년 8
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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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확보와 전력공급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
(SFR)와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 생산·공급을 위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
템(VHTR) 등 2개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소듐냉각고속
로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9) 기술을
2002년부터 미국과 국제 원자력 연구프로그램10)을 통해 공동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국
제공동연구에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원자력선진기술 확보 관련 우리나라 입장의 분석과 정립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
력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가까운 미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와I-NERI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참여를 위한 관련사
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9) 파이로(Pyro) 건식처리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분리‧정제하는 기술로서 순수한 플루토
늄 회수가 불가능하여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없어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성이 인정되는 공정임.
10)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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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 개발, I-NERI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선진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2008년
확정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개발 동
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현재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까지의 시스템별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평가방법론그룹 활동현황 및 GIF 정책그룹 및 전문가 그룹회의의 의제별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한미원자력 공동연구를 위한 I-NERI의 현재까지의 기술협력동향과
2008년 및 2009년 BINERIC 회의의 주요결과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2008년 12월 수립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의 수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계획 수립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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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3가지 형태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첫 번째는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는 GIF, Gen IV 기술지도, BINERIC 등의 회의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일환으로 GIF 정책 및 전문
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 관계자들에게 송부되도록 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회의 참석결과는 정리되어 관계부처로 보고되게 하였고, 출장보고서로 작
성하여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국내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의 운영으로서, 이를 통하
여 중요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원
자력기술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 기획위원회,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정검토 소위원회가 운영되었다. 이들 자문그룹을
통하여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추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심의, 국
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심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선정 등과 함께 주요 정책
사항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관․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국
내․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계자들에
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원자력학회 등을 통하여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
최하여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항
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는 관계 부처에 보고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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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환경

제 1 절 원자력이용 주변 환경
1.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수요의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에너지기구(OECD/IEA)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수요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ECD/IEA 통계에 의하면11)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0년간 세계 에너지 소비는
87%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6% 상승하여 현재(112억 TOE/년)보다 53% 증
가한 171억 TOE/년에 이를 전망이고 2050년까지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도 같은 기
간 동안 연평균 1.8%의 증가를 전망해 IEA보다 높은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12)
이러한 에너지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신흥공업국(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OECD/IEA는 신흥공업국이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76%를 차지하
고, 중국의 비중이 현 15%에서 2030년 20%로 확대됨으로써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은 2001∼2005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 9.5%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55% 급증하여 세계 에너지 소비의 블랙홀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추이를 살펴보면, 2030년까지도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
지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는 감소하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및 석탄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에 대한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0.7%로 낮은 수
준이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
라 주요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 중앙아시
아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의 에너지 통제권 확보를 위한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 World Energy Outlook 2006, OECD/IEA
12)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EIA/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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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13)
2004

2010

2015

2030

증가율
(‘04-’30)

비 중
(‘30년)

석탄

2,773

3,354

3,666

4,441

1.8

26.0

석유

3,940

4,366

4,750

5,575

1.3

32.6

가스

2,302

2,686

3,017

3,869

2.0

22.6

원자력

714

775

810

861

0.7

5.1

수력

242

280

317

408

2.0

2.4

바이오매스

1,176

1,283

1,375

1,645

1.3

9.6

신재생에너지

57

99

136

296

6.6

1.7

계

11,204

12,843

14,071

17,095

1.6

100.0

나. 석유 수급 전망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유의 발견양은 이미 1960년대에 최대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후에도 간혹 거대 유전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석유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되는 유전의 크기는 1960년대에 발견된 거대 유전에 비해서 아주 작고 탐
사 횟수에 비해 발견 성공률도 크게 떨어졌다. 60년대에는 해마다 발견되는 석유의 양
이 연간 40기가 배럴이었지만, 현재는 연간 6기가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
가 갈수록 발견되는 석유의 양은 크게 줄어들어 갔지만, 이에 반해서 전 세계의 석유
소비량은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세계 석유 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경제성장 등 개도국에서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2005년 8,400만 배럴/일에서 2030년 1억1,600만 배럴/일로 증가가 전망된다. 이러한 석
유 수요는 주로 수송부분의 석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문에서도 석
유화학 및 정제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4)
최근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상반기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기록하였다.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지속
적인 전 세계의 석유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구소련 지역에서의 석유공급 정
체 및 감소, OPEC 국가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석유생산 능력 부족 등의 가능성을 전제
로 할 경우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World Energy Outlook 2006, OECD/IEA
14)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EIA/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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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원의 한계와 에너지 공급 지역의 불안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
급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IEA는 향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과 가
치, 기술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석유가 여전히 40% 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중추적인 1차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
의 가용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석유
회사인 BP(British Petroleum)가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석
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5년, 석탄이 155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의 경우
도 연료를 증식시키지 않는 원자로를 계속해서 이용한다면 100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15)
이러한 자원량의 한계 전망에 따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에너지 소비 대국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에서도 화석자원의 자주적 개발은
물론이고 해외 에너지 여건에 영향 방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지속가능 에너지원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국가 발전과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 7월 글렌이글스에서 개
최된 G-8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행동지침’ 중에서 “우리는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
용하려는 G-8국가들이 원자력의 안전성, 신뢰성, 핵확산 저항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2006년 7월 페테스부르그에서 개최
된 G-8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주요의제로 다루어 졌으며 원자력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주요국 정치 지도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는 원자력의 환경 친화성,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 및 에너지자원 확보 외교 경쟁 등에 기인한다. 원자력은 연료인 우라늄
의 출처가 다양하며 또한 주요 공급자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있어 석유나 가
스보다 공급보장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우라늄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16)
화석연료에 비해서 수송과 저장이 매우 용이하다. 최근 주요 원자력 선진국은 지속적
인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 오고 있다.
1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16) 1톤의 우라늄은 1만～1만6천톤의 석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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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문제
가. 지구온난화
세계 경제가 확대되고 고도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지역 차원을 벗어나 지구
전체로 확산된 결과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특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국
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난 100년간(1906～2005) 지구 표면의 온
o

도가 0.75 C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1961년～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하였
o

다.17)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이 약 1.5 C

상승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
배를 상회하고 있다.
2007년 2월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에서는18),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금
세기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대 6.4oC ,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온
실가스, 특히 CO2의 대기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필수적
이라 밝혔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은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면서, 그 규모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가장 크며 증가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고 서술하였다.
IPCC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의 연간 CO2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19)
이는 2050년까지 연간 CO2 배출이 130억톤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
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050년에 CO2 배출은 연간 600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IEA는 이처럼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의 효율성
극대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대폭적인 확대 및 탄소포획/저장 기술의 대량 도입
등 사용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PCC가 제안한 연간
130억톤의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NEA의 시나리오는 석탄 대신에 원자력을 사용하면
연간 40억～120억톤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20)

17)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Syntheis Report of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1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보고서, 2007.2
19)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2000)
20) NEA, Nuclear Energy and the Kyoto Protoco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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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
서 IPCC가 결성된 이후, 세계 각국은 범지구적 차원의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97년에는 선진국들에게 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
토의정서가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2005년 11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는 포스트 교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
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결정하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졌던
37개 선진국 이외에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가해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효력은 2012년에 만료되고, 새 협약은
2013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21)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세계 각국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대체에너지 시설을 이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교토의성서는 원자력을
CDM의 공인된 기술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전분야가 CO2 배출부문에서 가
장 크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은 보다 먼 장기
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용한 옵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2004년 기간 중 연평균 3% 증가하였으며,
2005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591.1백만 CO2톤으로 1990년 대비 98.7%가 증가하였다.
이 중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4.3%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
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6위 수준이며 증가율은 90.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지위 - OECD와 비교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배출량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1990～'04)

90.1 %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GDP당 배출량

0.59 톤/천$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1인당 배출량

12.28 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21)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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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 2 절 국제 원자력 동향
1. 국제 원자력 이용 현황 및 전망
가. 국내 원자력발전 현황 및 전망
2008년 말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원전으
로부터 국내 총 전력의 약 40%가 공급되고 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10기(1,240만kW)의 신규 원전22)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08.8.27)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
여 20년 장기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에서
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 시대”에 대한 전략
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① 에너지원단위23)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하여 “에너지 저소비사회” 구현, ②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
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 ③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불가피
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24)까지 제고
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전력수급계획의 목표
치보다 10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
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한 기본 전제인 신규원전 부지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계획원전(완공시기) : 신고리 1(2010.12), 신고리 2(2011.12), 신월성 1(2011.10), 신월성
2(2012.10), 신고리 3(2013.09) 신고리 4(2014.09), 신울진 1(2015.12) 신울진 2(2016.12), 신규
1(2018.06) 신규 2(2019.6)
23) GDP 1천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
24) 1차 에너지 비중: 15%(2007) → 28%(2030), 설비비중: 26%(2007) → 41%(2030), 발전량
비중: 36%(2007) → 5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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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원자력발전 현황 및 전망
세계 원자력 협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의하면 2008년 6월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총 439기로 설비용량은 약 372 GW에
달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이 세계 원전 설비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
원자력은 16개국에서 전기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등 11개 국가에서 총 36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계획(현재 계획 중이거
나 제안된 원전) 중인 원전은 349기에 이른다. 현재 전력 수요 중 원자력발전소가 차지
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16%에 달하며 이중 의존도가 큰 국가는 프랑스(78.1%), 리
투아니아(72.3%), 스페인(48%), 우리나라(40%) 등이다.25)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
용 확대 또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 관련기구들의
예측에 의하면 각 기구별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2050년이 되면 원자력발전의 규모는
최대한 1400 GWe, 최소한으로도 580 GW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국제 원자력발전 장기 발전 시나리오26)

25) World Nuclear Power Reactors 2007-08 and Uranium Requirements (2008.6.9), WNA,
http://www.world-nuclear.org/info/reactors.html
26) Nuclear Energy Outlook 2008, OECD/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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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
가. 우라늄 수급 현황 및 전망
“NEA/IAEA Red Book 2005”로 알려진 “Uranium 2005: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에 의하면 우라늄 자원은 세계 56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정량은 1480만 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130 US$/kg-U 이하로 생산이
가능한 추정량은 1,182만 톤으로, 2004년 세계 우라늄 수요량 6만 7천 톤 기준으로 170
년 정도의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량 중 생산이 가능한 확인된 양은 추정량의
32%에 해당되는 474만 3천 톤으로 호주(23.1%), 카자흐스탄(18.5%), 캐나다(9.6%), 남아
공(8.6%), 미국(7.5%)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27) NEA/IAEA Red Book 2005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전 세계 19개국에서 40,263톤을 생산하였으며 캐나다(29%)와 호
주(22%)가 전체 생산량의 5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카자흐스탄(9%), 러시아, 니제르,
나미비아가 각각 8%, 우즈베키스탄이 5%를 차지하였다.
NEA/IAEA는 Red Book에서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경우 2025년에 449 GWe ~
533 GWe로,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는 8만 2천 톤 ~ 10만 톤으로 예측하였으며 우라늄
생산량은 2010년까지는 8만 3천 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는 8만 7천 톤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수요 증가와 우라늄 광산 사고 등으로 인한 우라늄 공급 차질
등이 겹치면서 국제 우라늄 정광(U3O8)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1년 1
월 국제 우라늄 정광 가격은 파운드 당 9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 5월 125 달러로 급
등하였고 이후 우라늄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2008년 9월 64 달러 수준으로 하향 안정
되었다.28) 그러나 장기적인 우라늄 수요 증가와 공급의 한정성 등을 고려할 때 우라늄
가격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라늄 농축역무의 경우도 2007년 4월 $139/SWU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상승 추세
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10∼2012년경 미국 및 프랑스의 노후 농축시
설(기체확산법)을 대체할 신규시설(원심분리법)의 막대한 건설비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대 중반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라늄 공급가격의 상승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우라늄광산
추가 개발, 고효율 신형핵연료 개발,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7) OECD/NEA and IAEA,「Uranium 2005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2006.
28) www.ux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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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및 전망
(1) 국내 동향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매년 700톤의 사용후핵
연료가 발생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4개 원전 부지에 총 9,42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저
장 중에 있다. <표 2-3>에 의하면 고리원전의 경우 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되며 그
외의 원전도 2016년을 기점으로 2～3년 내에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율 둔화 추세에 따른 2020년
원자력 점유율(43.4%) 유지를 가정하는 경우 2100년 원자력 발전량은 358 TWh로 추정
되었으며, 발전설비 이용률 80%를 가정하면 이는 원자력 발전설비량 51 GWe에 해당한
다. 현재의 원자력 이용추세를 감안할 때,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량이 2050년에는 45,000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고속로를 이용한 순환주기로 처분이 필요한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약 26,500 톤 정도의 규모이다.
<표 2-3>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용량 및 저장량
예상포화연도
구분

저장용량

저장량

현 용량기준시

저장능력
확충시1)

고리

2,253

1,623

2016

2016

영광

2,686

1,491

2016

20212)

1,214

2008

2018

1,642
울진
(2,327)3)
5,980
월성

5,092
2009
2017
(9,155)3)
1)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12.17) 의결사항에 명시된 예상 포화년도임
2) 영광 2,5,6 호기 저장용량 확장시 2021년까지 저장 가능
3) ( )내는 확장 완료시 저장용량임(울진 3,4: 2008년, 월성 1: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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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
분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표 2-4>에서 보듯이, 원전용량이 20 GWe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새로
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원전국가(핀란드, 스웨
덴)는 직접 처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경 원전용량이 20 GWe에 이를 신흥 원자
력 국가들(중국, 인도 등)도 미래 전망에 따라 이미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고독성의 방사
성 핵종을 연소․제거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속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표 2-4>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국가명

발전기수

발전용량(MWe)

미 국

104

99,049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
초우란 핵종 재순환 및 연소
(최종 방안 미결정)

프랑스

59

63,473

악티나이드 재순환주기 채택

일 본

55

47,577

재처리․고속로 연료주기 채택

독 일

17

20,339

직접 처분(현재까지 탈 원전 표방)

러시아

31

21,743

재처리 정책 추진

한 국

20

17,533

현재 소내 저장 (최종 방안 미결정)

중 국

11

8,587

재처리-고속로 연료주기 채택

인 도

17

3,779

재처리-고속로 연료주기 채택

20GWe 이상 국가

2020년까지 20GWe 이상에 도달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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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경제와 원자력수소
21세기 들어 화석연료의 고갈과 자원의 편재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
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의 86%를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기술의 개발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세계 선진국은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경제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인정하고, 2020년대 중반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수
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소경제 진입에는
수소생산, 저장∙공급 및 이용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
는 원자력수소를 중앙집중식 청정 대량 수소생산의 현실적 방안으로 선정하고, 기술개
o

발에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원자력수소는 950 C에서 안전운전이 가능
한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 또는 고온 전기분해 방법으로 직접
분해하여,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며,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현재의 수소의 주요 수요처는 정유와 석유화학산업으로, 2005년 현재 세계 약 5천
만톤, 우리나라는 약 1백만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화석연
료 공정열을 이용한 증기개질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가 생산 및 소비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정유제품의 황 함량 규제로 정유사의 수소의 수요는 현재 78만
톤/년에서, 2020년에는 116만톤/년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수소 및 신에
너지학회 논문집 17권 1호 (2006)).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미국의 정유사는 기존의 화석연료 공정열을 이용한 증기개질 수소생산 방법을 고온가
스로의 공정열을 이용한 증기개질 수소생산으로 대체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고온증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석유화학산업체도 고온가스로의 공정열로 대체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수소경제 시대의 미래 에너지로서 수소는 기존의 수소시장 외에도, 그림 1과 같
이 수송, 분산전원 및 가정용/휴대용 연료전지의 연료로, 그리고,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
용 메탄올 생산, 석탄액화/기화 등 합성연료 생산 등 이산화탄소 저감 신흥에너지 시장
등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것이다. 수소시장 규모는 수소경제 시대에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40년대의 수소시장 규모는 세계 500조원/년(16,700만
톤/년), 우리나라는 36조원/년(1,200만톤/년) 규모로 예측된다. 이러한 미래 에너지 시
장에서 요구하는 대량의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대량 수소공급
은 필수적이다. 2040년대 국내 총 수소수요의 25%를 원자력수소로 공급할 경우, 총 8개
이상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6개모듈, 36만톤/년 수소생산)의 건설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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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제 1 절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1. 해외개발 동향
미국은 Gen IV 프로그램을 통해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및 재순환핵연료주기 개
발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를 가장 활발히 개발 중인 국가이다. 2005년 제10
차 원자력 연구․이용․개발 장기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천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FaCT(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이는 궁극
적으로 고속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소듐냉각 고속실증
로와 관련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고, 2050년경부터는 상용로를 도입하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6년 1월 시라크 대통령이 2020년에 제4세대 고속로의 원형로 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속로 대상으로는 소듐냉각 고속로 또는 가스냉각고속
로(GFR)가 고려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으로는 소듐냉각 고속로가 제4세대
원자로로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는 제4세대 상용 고속로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경수로(제3세대)를 대체하며, ’70년~’80년경에는 경수로를 제4세대 고속로
로 완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3-1> 주요국의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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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소규모로 소듐냉각 고속로에 대한 기초기술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을 통해 본격적
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에는 소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150(150MWe)
설계개념을 완성하였다. KALIMER-150은 국내 최초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이며 미
국의 PRISM 원자로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개념설계를 완성
하였는데,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개념의 원자로이다. 비록 선진국보다 뒤
늦게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 소듐냉각 고속로 건
설경험이

없지만

국내

고속로

설계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KALIMER-600은 2002년에 미국과 일본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과 함께 제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국제공동연구의 참조개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미국
GE-Hitachi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

기술공급

MOU

(PRISM

Support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9년 하반기에 PRISM 원자로와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림 3-2> 우리나라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과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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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
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는 Gen IV의 6개 개발대상 노형 중에서 가장 국제협력이
활발한 분야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DOE), 일본(JAEA), 프랑스(CEA),
그리고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격 수행을 위한 시스템 약정이 2006년 2월 발효되었
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공동연구는 총 5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데 산화물 연료를 다루는 GACID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핵연료 분야(Advanced Fuel
Project), 기기 설계분야(Component Design & BOP Project)는 지난 2007년부터 수행되
고 있다. 한편 시스템 평가 분야(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Project)는 약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안전 분야(Safety & Operation Project)는 지난 2008년 10월 협력약정
이 확정되어 서명이 곧 완료될 예정이다.

<그림 3-3>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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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1. 해외개발 동향
미국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프로그램의

분리기술(Separation

Technology)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기준공정으로
PYROX(전해환원 + 전해정련 기술)를 제시하고, 전해환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BR-3(Beligium Reactor)에서 발생된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연
료를 대상으로 Bench-scale의 전해환원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해환원 시
스템은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망의 음극과 백금 양극을 이용한 Bench-scale의 장치에서 99%
의 금속 전환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cale-up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Lab-scale(1 kgU/batch)의 전해환원 시스템의 설
계 및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Active Demonstration과 병행하여 향후 주요 핵
종의 전해환원 거동에 대항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3-4> 아이다호 연구소의 파이로 공정 개념도

전해정련기술의 경우 EBR-II

프로그램이 종료된 1996년부터 EBR-II 사용후연료의 처

분을 위한 처리 방안으로 전해정련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의 실증을 1999년
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에 의해 매년 약 600～
1000 kg 정도의 EBR-II 사용후연료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처리속도 향상을 위하여 고효율
의 전해정련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EBR-II Blanket Fuel 처리를 위한 Mark-V의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PEER(Planar Electrode Electro Refiner)형 Electrorefiner의 연구개발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22 -

일본의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연구개발은 CRIEPI가 1988년부터 미국의 IFR(Integral
Fast Reactor)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90년대 초 CRIEPI는 금
속 핵연료주기에 대한 기초 연구는 물론 습식공정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로부터 TRU
원소 회수를 위한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IFR프로그램이 중단
된 이후 일본은 IFR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독자 개발을 모색하고, CRIEPI, JAERI 및 대학을 중심으로 파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기존의 전해정련장치 개량을 통하여 789 g-U/h
의 처리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규모의 장치개발에 성공하여 금속연료의 처리 실용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국내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국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사용후연료
재활용을 위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크게 「경수로 사용후연료 전처리 기술」과 「파이
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로 대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1997년부터 리튬 환원기
술을 이용한 단위공정의 반응성 평가 및 요소장치 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사용후
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2 단계에서는 건식 분말화, 금속
전환공정 및 리튬금속 회수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연료 차세대 관리기술에 대한 20
kgU/batch 규모의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리튬환원 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시스템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금속전환
율 99% 이상 달성이 가능한 Mock-up 전해환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5년에는 실증용
전해환원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건설된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에서 In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전해정련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고온 용융염 전해정련공정
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 조사 및 단위공정의 화학특성 규명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2001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전해분리효율 측정, 전
류효율 향상 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액체 및 고체전극장치, Cathode Processor 등 요
소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1 kg/batch 규모의 전
해정련 Mock-u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처리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세계 최초의 연속식 전해정련 개념을 2007년도에 완성하여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다.
염폐기물 처리기술의 경우, 국외의 경우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세라믹 고화체 제조 기초
연구와 핵종 제거에 의한 염 재생 개념 제시만 있을 뿐 실제적인 연구 수행은 거의 전무하였으
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독창적으로 염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이후로 미국 INL, 일본 CRIEPI의 제올라이트 이용 핵종 제거실험, 프랑스의 Ag를 이용한 습식
제거법, 스페인의 인산화법 핵종 제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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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국내 개발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염폐기물의 특성에 적합한 고유 개념의 핵
종 제거법(결정화법 및 산화/증류법)을 제시하고 우수한 성능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또
한 처분장 안전성 제고 및 부하 저감을 위한 신 개념의 무기매질(SAP) 고화법도 독자
기술로 확보함으로써 사용후연료의 건식처리 시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라는 비
전 달성을 가시화하고 세계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위치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KAERI 파이로공정 물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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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
1. 해외개발 동향
(1) 미국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해 미국은 1976년부터 DOE의 지원으로 열화학수소제조를 연
구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중단 정책으로 연구가 중단되었었
다. 그러나 2001년 발표된 에너지정책에서 미래에너지원의 하나로 수소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원자력을 비롯한 일차에너지원에서 청정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을 주장하였다.29)
2003년 1월 대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천명하였으며 같은 해 2월 DOE 장관연
설에서 수소개발지도(Hydrogen Roadmap)를 발표하고30)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연
료전지자동차, 수소생산, 인프라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시작하였다.
국회에서 2005년 8월 통과된 미국의 에너지 법안(Energy Policy Act)에31) 원자력수소생
산 원형로인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를 이용한 상용수소 생산기술개발
일정과 예산을 명시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로 개념설계를 추진 중이다. NGNP의 추진일
정은 제1단계인 2011년 9월까지는 수소생산시스템의 선정 및 타당성 입증, 에너지변환
기술개발 및 타당성 평가, 초고온가스로용 핵연료개발, 재료선정 및 시험, 그리고 원자
로 개발 관련 연구가 수행된다. 이어서 2단계인 2021년 9월까지 최적 원자로 선정 및
상세설계,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설 건설 및 운전을 시작한다.32) 현재 2008년 봄
산업체에게 정보요청 및 참여의향여부(EOI)를 요청하여, 2008년 가을 RFP 공고, 2009년
봄 선정, 2009년 가을 최종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위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33) NHI의 연구대상은 원자력에너
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여러 가지의 대안공정을 연구 개발하여
29) Cherney, D. et al. “National Energy Policy - Reliabl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for America's Futur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2001.5.
30) “National Hydrogen Energy Roadmap, Production, Delivery, Storage, Conversion,
Applications,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USDOE, 2002.11.
31) “Energy Policy Act of 2005,” USDOE.
32) “Pre-conceputal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NGNP) with
Hydrogen Prodcution - NGNP Umbrell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PC-000543,
General Atomics, 2007.7.참조
33) “Nuclear Hydrogen R&D Plan,” USDOE/NE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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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최적의 공정을 선정하고 NGNP 완료시점인 2017년까지 물분해 수소생산플
랜트의 상용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NGNP, NHI 등 VHTR 관련
예산에 의회주도로 2007년보다 배 이상 증가한 1억 2600만불(한화 1,250억원)을 배정하
여 NGNP 관련 설계와 연구를 중점추진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30MWt
열출력을 갖는 초고온가스 실험로인 HTTR을 운전 중이다. 950oC의 고온으로 1주일간
운전에 성공하였으며 2008년 후반에는 950oC로 50일 이상 운전하여 장시간 운전데이터
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전 중인 HTTR에 요오드-황 열화학 공정을 결합하여
2015년까지 상용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출력 600 MWt 초고온가스로
인 GTHTR300 및 GTHTR300C 설계 연구가 진행 중이며 GTHTR300 기본설계를 2007
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10년까지는 GTHTR300 기기테스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수소생산전용 초고온가스로인 GTHTR-H의 개념을 개발 중이며 산업체
와 함께 국내건설 또는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JAEA는 각종 원자력 수소생산 공정을
연구한 결과 요오드-황 열화학 싸이클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실험을 계
속 중이다. 1999년에는 세계최초로 연속운전에 의한 수소생산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가
압장치에 대한 요소실험을 진행 중이다. 장기플랜으로 운전 중인 HTTR에 10 MW급의
요오드-황 열화학수소생산 플랜트를 건설하여 2015년까지 수소생산기술 실증을 추진하
고 있다.

(3) 프랑스
2025년 상용화 추진을 위해 목표로 핵심 실험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Areva는
600 MWt급 850oC 출구온도인 고온가스로 ANTARES 개념을 개발하여 열공급시장
(heat supply market)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CEA는 IS 열화학공정 중 분젠반응을
연구 중이며 기초 열화학 자료를 실험으로 생산하고, CEA가 개발한 분젠반응기는 2007
년 미국 General Atomics사에 설치하였다.

(4) 기타 주요국
중국은 2000년부터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을 운전 중에 있으며, 현
재 HTR-10을 발전시킨 400 MWt 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 중이다. 2006년 과
기부 14대 성장동력기술개발 과제로 HTR-PM, 수소생산용 HTR-X 개발을 선정하였고
2010년까지 산동반도에 전력공급용 고온가스로 HTR-PM을 건설하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estern Cape에 있는 Koeberg 지역에 독일기술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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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력생산용 400 MWt급 페블형 초고온가스로 (PBMR)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페블베드형 원자로의 핵연료 공급을 위해 독일 NUKEM의 페블핵연료제조기술
을 도입하여 시제품제조를 마치고 2005년부터 NECSA에 핵연료제조공장을 건설중이다.
2012년까지 데모 원자로를 완공하기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기기 제작 계약을 진행 중
이며 흑연 (47M$, 독일 SGL), 압력경계 (50M$, 스페인 ENSA), I&C 설계(2.8M$, 미국
W) 등 계약을 완료하였다.
러시아는 1960년대부터 열이용을 목표로 VGR-50, VG-400 등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고 OKBM을 중심으로 고온헬륨루프를 건설하여 기기실증을 수행하였다. 1990대 이후
플루토늄이용을 목적으로 GT-MHR의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관련기기개발에 착수하여
소형기기실증을 완료하였다. 수소생산과 관련해서 Kurchatov 연구소에서 고온전기분해
소자개발에 성공하고 대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3-7> 주요국의 원자력수소 실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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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기술개발 현황
(1) 원자력수소사업 추진현황
우리나라도 2020년대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
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본격적인 원자력수소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
다.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하에, 국내 전문성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초고온가
스로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 한국과학기술원의 협동연구로, 기초 기반기술은 학계의 위탁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2006년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설계∙건설∙실증을 위한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은 향후
범부처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
및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필수 자립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
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6),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2006)의 국가중점육성기술 33개 특성화 기술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2)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
(가) 사업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원자
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업의 총괄 책임과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 연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은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원자력수소 기술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기술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다. 따라
서, 원자력수소의 기반기술 확보와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은, 향후 원
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수행과 세계 기술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사
업의 목표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검증과 도전적 기술현안 해
소, 그리고,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필수 자립기술의 확보로 설정하
였다. 원자력수소의 도전기술은 GIF (Gen IV International Forum(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 국제포럼)) 초고온가스로시스템 공동연구로 개발한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는 총 12년간의 연구로, GIF 공동연구 개발 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2006~2011)와 성능향상 및 검증 단계(2012~2017)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기술개발 단계의 1단계 연구(2006~2008)를 종결하고, 2단계 연구(2009~2011)에
착수하였다.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의 개념설계 착수 수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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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을 확보 하였으며, 이어지는 2단계 연구(2009~2011)는 실증시스템 기본설계 착
수 수준의 핵심기술의 개선 및 검증을 목표로 한다. 특히, 2단계 연구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도전기술의 실증에 집중 투자
하고 있다. 200L/hr 규모의 가압 수소생산 단위공정 skid 건조 및 종합 수소생산 실
증, 초고온/고압 헬륨루프 건조 및 공정열교환기 설계개념 및 성능 검증, 피복입자핵
연료 제조 품질개선 및 조사성능 검증 등이 주요 실증연구의 대상이다. 또한, 이미 세
계적 수준의 기술인 고유 설계해석 전산코드의 인∙허가를 대비한 검증 및 문서화 등
도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설계∙건설∙실증 단계별 필수 핵심기술의 제공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의 일정 및 기술수준을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일정 및 요구 기술수준에 따라 설
정하였다.
GIF 초고온가스로시스템 개발에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유럽연합, 중
국, 카나다,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아공과 러시아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
이다. 우리나라는 GIF 연구의 수소생산 (‘08년 3월 발효), 핵연료 및 핵주기 (’08년 1월
발효), 재료 (‘09년 초 발효예정) 및 코드 방법론/검증 (’09년 중반 발효예정) 등 4개 프
로젝트에 참여하여, 원자력수소의 도전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선진기술 보유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부족기술 확보 및 기술 선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5년 블록형 원자로의 개발자인 미국 GA(General Atomics)사
와 한∙미 원자력수소공동개발센타를, 2004년 10MWth급 페블형 연구로를 보유한 중국
칭화대학교와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여,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확보를 위하여, 독일의 NuKEM사로부터 Lab 규모
(2~3kg/batch)의

핵연료

제조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INL(Idaho National Laboratory)과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과는 I-NERI 사
업을 통하여 핵심 도전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남아공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프랑스 원자력청과는 주기적인
워크샾을 통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나) 1단계 연구 (2006~2008)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은 크게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고온 재료 및 기기 요소기술,
피복입자핵연료 및 열화학수소생산 기술로 구성된다.
초고온가스로의 핵심 설계기술로 <그림 3-8>과 같이, 핵설계, 계통성능 및 안전해
석 기반코드를 고유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핵설계, 열유체설계, 기
계설계 및 안전성 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초과사
고의 안전성 분석,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하여 실증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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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내 산업체에 전수함으로써, 원자력수소 실증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설계
해석 코드는 지속적인 개선, 검증 및 문서화를 통하여 인∙허가성을 확보하고, 해외 기
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고유 개발코드의 우수성은 이를
적용한 해석결과를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함으로써 입증되었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은 미국 에너지성의 원자력수소사업인 차세대원자로(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가스로 공생핵주기 사업인 국제핵에너지파
트너쉽(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및 심층연소 고온가스로(DB-MHR:
Deep-Burn Modular Helium Reactor) 사업에 83만불 규모의 기술용역 수출을 달성하였
으며, 이어지는 후속 사업에도 지속 참여할 예정이다.

Library

Library

MCNP

HELIOS/LIB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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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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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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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원자력수소 고유 설계해석 체계
o

또한, 950 C 초고온 운전조건에서 200 MWth급 실증로의 노심, 냉각압력용기와 공
정열교환기의 설계개념을 고유 원천기술로 확보하였다. 고유 노심개념은 축방향 재장
전, 독물봉 재배치, 농축도 영역화, 영역별 재장전 등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노
심에 대비하여 노심 출력밀도를 13~30% 상향한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노심개념이
다. 냉각 압력용기 개념은 고온의 냉각재와 압력경계와의 직접접촉을 방지함으로써, 내
고온 재료를 사용하는 압력용기가 아닌 경수로형 압력용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 개념
이다. 이로서, 압력용기의 국내 제조성과 재료 수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열교환기
는 초고온가스로의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공정을 연결하는 핵심기기로 1차측에는 헬
륨가스가, 2차측에는 삼산화황 가스가 흐르는 황산분해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세라믹형 열교환기의 제조성, 성능 및 용량격상 제한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금속재 기반 Hybrid형 고유 설계개념을 개발하였다. 1차측은 Printed Circuit 형태의 유
로를 갖으며, 2차측은 황산분해 촉매의 장입이 가능한 Plate-Fin 형태의 유로를 갖는다.
2차측 열전대 금속재 표면의 내부식성 향상을 위하여, 규화탄소재 피복 및 혼합 표면처
리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세라믹재에 비하여 제조성과 열전달 성능을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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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상시킨 기술이다. 현재, 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을 제조하여 10kW급 초고온 질소/
황산루프에서 개념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였
으며, 개발기술의 우수성은 미국의 NGNP 사업에서도 이를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
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설계(요건에 부합)
기술의 융합
초고온재료
- Hastelloy X

이온빔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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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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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루프 시험
- 열유체
- 고온시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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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냉각압력용기 개념

공정열교환기 개념

<그림 3-9> 원자력 수소 고유 노심, 냉각압력용기 및 공정열교환기 개념
초고온 재료 연구는 GIF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재료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압력용기(9Cr1Mo) 및 내부구조물(SiC-SiC) 및 열교환기(A617) 재
료의 단∙중기적인 특성시험과 흑연 재료 및 산화 특성평가 시험, 그리고, 황산 환경에
서 공정열교환기 재료선정을 위한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복입자핵연료의 제조기술 확보를 위하여, 실험실 규모(20g/batch)의 핵연료 제조
설비를 구축하여, 연료핵입자의 제조 및 피복공정의 제조조건을 최적화하였으며, 핵연
료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특성분석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
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반코드를 확보하였다.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개발 중인 도전기술로, 1단계 연구를
통하여 대기압 조건에서 황산분해, 분젠반응 및 요드화수소분해 공정 기반기술을 확보하
였다. 특히, 요드화수소 분해공정은 수소생산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요드의 재순환 공정과 고효율 요드화수소분해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공정의 단순화 및 저온운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요드화수소분해 공정의 대기압
시험을 통하여, 6시간 동안 3.5L/hr의 수소생산을 실증하였다. 또한, 황산 분해용 촉매와
SO2/O2 분리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수소 대량생산을 위한 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현재는
가압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단위공정 기술 및 skid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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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래원자력기술의 공동 개발 노력
제 1 절 Gen IV 공동연구 추진
Gen IV로 불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선
진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대표되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
전성과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1. GIF 추진 현황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은 새로
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로, 2000년 1월, 미국
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
동성명을 발표하고 결성하였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을 위한 국
제협력체로서의 역할과 운영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
되었다. 당초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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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년 스위스가, 2003년 유럽연합(EU)이 가입하였
으며, 2006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2009년 현재 13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프로젝
트약정 서명 추진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중이다.
GIF는 2002년 7월,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중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6개
의 가장 유망한 Gen IV 개념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전문가 그룹을 통해 6개 시
스템을 비교 평가하였다.
<표 4-1>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전문가그룹 평가 결과
시스템

중성자
스펙트럼

온도(°C)

연료주기

용량
(MWe)

활용

소듐냉각고속로
(SFR)

고속중성자

550

폐순환

300～1500

전기생산,
악티나이드 관리

초고온가스로
(SFR)

열중성자

900～1000

순환

250

전기/수소생산,
열화학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열/고속중
성자

510～625

순환/폐
순환

1500

전기생산

가스냉각고속로
(GFR)

고속중성자

850

폐순환

200～1200

전기/수소생산,
악티나이드 관리
전기/수소생산
전기/수소생산
악티나이드 관리

납냉각고속로
(LFR)

고속중성자

480～800

폐순환

50～150,
300～600,
1200

용융염로
(MSR)

Epithermal

700～800

폐순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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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는 2002년 12월,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Gen IV 기술로드맵(Gen 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하였다. 기술
지도는 6개 Gen IV 시스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추진 내용･일정
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
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로드맵을 보완할 예
정이다. 새로 발간될 수정보고서는 GIF에서의 공동연구와 향후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술보고서와는 별도의 보고서로 하여 “GEN IV R&D Outlook”으
로 2009년 9월경에 발간할 예정이다.
GIF는 또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진로에 대한 심포지엄을 2009년 9월 파리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GLOBAL '09의 plenary session 및 독립 심포지
엄으로 개최되며 GIF 전략 및 방법론, Gen IV 6개 시스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방
향 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F의 추진체제는 크게 운영조직과 연구개발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GIF 운영
에 있어 Gen IV 개발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
술적인 분야는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두 그룹을 보좌
하는 GIF 정책사무국(Policy Secretariat)은 현재 GIF를 주도한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정책사무국
의 기술국장은 GIF의 기술적 사항을 종합하며, 전문가그룹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또
한 방법론 그룹은 Gen IV 시스템의 경제성(EMWG), 안전성(RSWG), 핵확산저항성
(PRPP) 등에 대해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 개발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관리는 시스템운영위원회
(System Steering Committee : SSC)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 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하며, OECD/NEA는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사무국으로서 운영위원회와 프로젝
트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산업계의 관점에
서 향후 Gen IV의 도입까지의 과정에서 고려 사항 등의 필요성에서 국제원자력산업계
와의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계 자문 패널(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 SIAP)을 구성하여 Gen 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대비한 조언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그룹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전문가그룹에 한국연구재단의 원
자력단장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각 그룹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 각 1인이 함
께 참여하고 있으며 시스템운영위원회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
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연구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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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GIF 체제 및 국내 참여기관
초기의 GIF 추진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회원국 순환을 고려하여 체
제변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GIF의 출범 시부터 의장직을 수행해 온 미국에 이어서 프
랑스가 제2기 의장국이 되었으며, 제3기 의장국으로 일본이 추대되었다. 2006년 7월 정
책그룹회의에서 2기 의장으로 미국의 추천을 받아 프랑스의 J. Bouchard(CEA)가 선출
되었으며, 2006년 11월 프랑스 정책그룹회의부터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3기 의장으로는
일본의 Sagayama가 선출되었으며 2009년 12월 일본 정책그룹회의부터 2012년 12월까
지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2. Gen IV 공동연구개발 협정
GIF는 Gen IV 국제공동연구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3단계의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3단계 협정은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의 이행기관이 맺는 시스템약정(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적 연구주관기관이 맺는 프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으로 구분
된다.
GIF 공동연구체제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최상위 협정인 기본협정은 2004년 9월 제
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05년 2월28일,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국의 정부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미국, 영국34), 프랑스, 일본, 캐나다가 기본협정
서명식에 참여하였고, 이어 스위스(2005. 8), 우리나라(2005. 11)와 EU(2006.5)는 가입서
34) 영국은 국내의 사정으로 기본협정의 가입을 철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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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탁으로 추후 발효되었다. 현재 남아공은 2008년 3월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승인서
를 OECD에 기탁하였으며 러시아는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러시
아의 기본 협정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러시아 국내
문제이며 2009년 말 내에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4-2> 회원국별 시스템 참여 현황
회원국

GFR

LFR

MSR

SCWR

EU

○

프랑스

○

일본

○

○

○

○

○
○

○

한국
○

참여기관

○

NRCan

○

○

JRC

○

○

CEA

○

○

JAEA,
ANRE

○

○

MEST,
NRF

○

PSI

○

○

DOE

5

7

○

미국
참여국 수

VHTR

○

캐나다

스위스

SFR

4

2

2

3

시스템 약정은 Gen IV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시스
템의 실증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R&D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약정서명자들 간
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n IV 6개 시스템 별로 참여 회
원국의 이행기관이 서명하게 되는 시스템약정은 2005년 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에 착
수하여, 2006년 2월에 SFR(한국 등 6개국)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VHTR(미국 등 8개국), SCWR(일본 등 3개국) 및 GFR(프랑스 등 4개국) 3개의 시스템
약정이 발효되었다. 이외 2개 시스템(LFR 및 MSR)에 대한 시스템 약정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시스템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약정과는 별개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활동을 종합하는
MOU 체결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약정 하부의 프로젝트 약정은 시스템별로 개별 프로젝트로 체결하게 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간 계약적인 성격이 포함되
는 협력 약정이다. 본 약정은 2005년 말 협의에 착수하여 프로젝트약정 내용과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 SO
프로젝트(2009년6월) 및 VHTR의 Materials프로젝트(2009년 5월 한국서명)가 발효/서명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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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SFR 시스템 프로젝트 약정 현황
프로젝트

참가국

발효일

Advanced Fuel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07. 3. 21

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미국, 일본, 프랑스

‘07. 9. 27

Component Design & BOP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07. 10. 11

Safety and Operation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09. 6. 11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논의중

SFR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3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어 실질적 공동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최초로 2007년 3월에 핵연료
(Advanced Fuel) 프로젝트가, 9월에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프로젝트가, 11월에 기기설계 및 보조설비계통(Component Design and
BOP) 프로젝트가 발효되었다. 2009년 6월에 안전 및 운전(Safety and Operation)프로젝
트가 발효되었으며, 시스템종합･평가프로젝트(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가
진행 중이다. SFR 시스템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 연구 필요 분야와 활동 현황을 매년
검토하고 SIA PMB의 의견에 따라 연구개발을 update 하는 방향으로 SI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표 4-4> VHTR 시스템 프로젝트 약정 현황
프로젝트

참가국

발효일

Fuel & Fuel Cycle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08. 1. 30

Hydrogen Production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캐나다

‘08. 3. 19

Materials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캐나다, 스위스, 남아공

‘09. 5. 11
한국서명

Computational Method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남아공

논의중

Design & Integration

프로젝트 구성 추진중

논의중

VHTR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
며, 기본협정에 2008년 서명한 남아공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Fuel & Fuel Cycle) 프로젝트와 수소생산(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는 2008년
발효되었고, Material 프로젝트는 현재 약정 추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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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Material 프로젝트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 VHTR SSC는 남아공의 PBMR
프로그램이 Material 특성의 평가 및 선정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남아공의
프로젝트약정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VHTR은 현재 회원국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Mid-term 프로젝트인 남아공의 PBMR과 미국의 NGNP 등 프로젝트의 진행지연
으로 Gen IV 기본개념 구성 지연이 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추진에서 지
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DB(Database) 등의 관리가 주요 이슈이다.
SCWR은 캐나다, EU, 일본이 시스템약정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으며, 프랑스가 서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시스템 수준의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SSC의
승인에 따라 observer로 참석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참여하였던 우리나라는 시스템 연
구 수준이 아닌 프로젝트 수준에서 참여를 결정하여 시스템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2개의 프로젝트 약정 서명이 추진 중이고 참여국 중 일본이 산업계와 연구
기관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나 내부 콘소시움 약정의 협의 관계로 서
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보다는 기술의 실증을 위한 연
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이 참여하는 경우 품질관리체제(QMS) 적용
등과 대형규모 설비 등의 공동제작 등이 주요 현안이다.
GFR은 EU, 일본, 스위스,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으나, 시스템 약정 발효 후 회원국
의 참여활동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VHTR의 시스템공통기술 분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시스템 개발에 대학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LFR 시스템에서 2006년 시스템약정에 서명 의향을 표명한 일본과 EU 2개국 중,
EU는 시스템에 참여할 예정이나 일본의 시스템약정 참여는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일본은 프로젝트 수준의 참여는 확정되었으나 시스템약정의 서명은 내부 협의 중
이며, 2007년 11월 스위스가 LFR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LFR
은 연구계획(System Research Plan; SRP) 초안에 대한 EG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EG
의 검토의견, ELSY(European Lead-cooled System)의 예비 설계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8년 SRP 1차 초안을 발간할 예정이다. LFR 시스템은 소형(20MWe)과 중형
(600MWe)의 두가지 트랙에 대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냉각재인 납(Lead) 관
련 기술의 ADS(Accelerator Driven System)와 중복성, SFR과의 공통연구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LFR은 운전경험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참여를 표명하기
않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대체 노형으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회원국의 협력이 본
격화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MSR 시스템은 프랑스와 EU가 향후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러시아의 참여
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observer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SRP 초안 작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액체염의 화학적 특성, 구조재료, 평가코드 등이 주요 사항으로 VHTR, SFR과
연관성이 있다. MSR은 현재 시스템 연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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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프로젝트별 주요내용
GIF 회원국의 공동연구는 시스템별로 수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각 프로젝트는 하부에 유사작업을 구분한 작업군(Work Package)과 단위작업(Task)으
로 구성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SFR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기간은 2007 ~ 2016년의 10년으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스템종합‧평가
(SIA), 안전‧운전(SO), 신형핵연료(AF), 기기설계‧보조계통(CD & BOP)의 4개 프로젝트
에 참여/참여 예정 중이다.
Gen IV SFR 개념개발 계획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참조노형은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목표를 만족
가능성이 높은 노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KALIMER, 일본의 JSFR, 미국의 SMFR이 선
정되어 있다. 공동연구는 각국의 개념개발 연구를 존중하여 각 개념별로 진행하는
Multiple Tracks 으로 진행하며 공동연구의 목적은 공동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각국
의 제4세대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효율적 추진하는 것이다.
SFR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시스템종합․평가(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 SIA) 프로젝트: 다른

R&D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종합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개발 중인 개
념의 GIF 기술목표에의 부합성 평가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및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정 초안을 준비 중이다.
② 안전 및 운전(Safety and Operation : SO) 프로젝트: 개념설계의 안전성 평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동형 안전계통과 중대사고의 실험과 해석모델
개발을 수행하며 안전계통 구성도 연구한다. 또한 현존하는 원자로에서 운전과
기술시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및 EU가 참
여중이며 2009년 6월에 발효되었다.
③ 선진핵연료(Advanced Fuels : AF) 프로젝트: 고연소도 핵연료시스템(핵연료 형

태와 피복재) 개발과 핵연료 DB에 대한 연구와 마이너 악티나이드를 함유한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원격 핵연료 제작 기술 연구와 대안 핵연료 연구를 수
행한다. 한국, 미룩, 일본, 프랑스 및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3월에 발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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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기설계 및 보조설비계통(Component Design and Balance-Of-Plant : CD/BOP):

시스템의 보조설비계통을 개발하며 LBB(leak before-break)를 포함한 가동중 검사
/보수 기술의 시험 및 해석 평가를 수행하며 Brayton 사이클을 포함한 대안 에
너지변환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다. 한국, 미국, 일본 및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으
며 2007년 10월에 발효되었다.
⑤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프로젝트: 우라늄,

플루토늄, 마이너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모든 악티나이드 원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규모의 실증을 위한 R&D를 수행한다. 마이너 악티나이드 함유 핵연료
의 제작, 인허가와 몬주 원자로에서의 핵연료 핀 규모의 방사선조사로 구성되
어 있다. 미국, 일본 및 프랑스가 참여중이며 2007년 9월에 발효되었다.
SFR 시스템 각 프로젝트 Work Packages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5> SFR Work Packages 구성
WP 1.1.1 SFR system options definition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Project

WP 1.1.2 Contributed Trade Studies
WP 1.2.1 SFR R&D Needs
WP 1.3.1 General Assessment and Integration
WP 1.3.2 Contributed Assessment Studies
S.1 R&D for preliminary assessment of candidate safety
provisions and systems

Safety & Operation

S.2 R&D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safety provisions
and systems

Project

S.3 R&D for qualification of safety provisions and systems
Op.1 Tasks related to SIA project
Op.2 Tasks related to componet design and BOP project
WP 2.1 Preliminary evaluation of advanced fuels

Advanced Fuel Project

WP 2.2 MA-bearing fuels evaluation
WP 2.3 High burnup fuel behavior evaluation

Component Design and
BOP Project
Global Actinide Cycle

WP 3.1 Viability study of proposal concepts
WP 3.2 Performance tests for detail design specification
WP 3.3 Assessment of system performance
WP 4.1 Preparatory limited MA composition test

International Demonstration WP 4.2 Pin-scale Cm bearing fuel test
Project (GACID)

WP 4.3 Bundle-scale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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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Gen IV SFR 참여국의 연구개발 총 기여액(SIA 및 GACID 제외)은 24M
$이며 프랑스 27%, 한국 25%, 일본 24%, 미국 20%, EU가 4%를 분담하고 있다. 프로
젝트별 연구 기여액은 다음과 같다. 안전 및 운전 프로젝트의 총 기여액은 9M $이며
한국이 41%, 일본 27%, 프랑스 25%, 미국이 7%를 분담하고 있으며, 신형핵연료 프로
젝트의 총 기여액은 10.6M $로 프랑스가 32%, 미국이 30%, 일본과 한국이 14%, EU가
10%를 분담하였다. 기기설계‧보조계통 프로젝트 기여액은 총 4.5M $이며 일본이 44%,
미국이 22%, 한국이 18%, 프랑스가 16%를 분담하였다.
SFR 공동연구계획을 협의하고 각국의 공동연구 수행에 관한 회의인 시스템운영위
원회(System Steering Committee : SSC)는 2006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
되고 있다.
<표 4-6> SFR SSC 회의 현황
차수
1

일시/장소
‘06.9.12/서울

주요 결과
- SRP Rev.0 검토
- D&S, AF, CD&BOP, GACID 프로젝트 플랜 검토
- SRP 및 프로젝트 플랜 수정본 검토

2

‘07.3.6/파리

- D&S 프로젝트에 System Integration Work 추가 합의
- GIF-QMS 기준을 각 PMB에 적용 합의
- SRP Rev.1 검토

3

‘07.10.11/도쿄

- D&S프로젝트를 DIA와 SO프로젝트로 분리 합의
- QMS 적용방안 협의 및 RSWG 보고서 검토

4

‘08.3.19/칼스루에

- 참여국별 자체 QA 절차 적용 후 GIF 공통표지 사용 합의
- PRPP : 핵연료 형태 및 블랭킷에 대한 예비 논의
- SO 프로젝트 약정 승인

5

‘08.10.2/시카고

- QMS 이행 협의 : 차기회의시 참여국별 이행방안 보고
- PRPP WG 제안 검토 및 협력방안 논의
- 참여국 연구현황 및 PMB 현황 검토

6

‘09.3.11/서울

- QMS 이행방안 협의
- PRPP White paper 논의

7

‘09.9.4/까다라쉬
(예정)

- PMB 현황 검토
- PRPP 협력방안
- QMS 이행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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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종합․평가 프로젝트
시스템 종합․평가 프로젝트(SIA)는 프로젝트별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평가하여 Gen
IV SFR 개발을 위한 R&D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SIA 프로젝트
는 설계 및 안전(D&S) 프로젝트로부터 설계업무를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현재 프로
젝트 플랜 초안이 준비 중이다.

(2) 안전 및 운전 프로젝트
안전 및 운전 프로젝트(SO)는 Gen IV SFR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석, 실험 및
전산도구의 개발을 안전 측면에서, 안전특성 및 혁신기술 평가를 위한 가동중 SFR 운
전자료 활용을 운전 측면에서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후보 안전설비 및 계통의 예비 평가를 2009년까지 수행하고 안전
설비 및 계통의 성능 평가를 2012년까지, 안전설비 및 계통의 성능요건 설정 연구를
2011~2015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의 주요 국가별 연구내용은, 설계 옵션에
대한 안전 검토에서 우리나라는 PDRC 성능입증, 반경방향 팽창계수 궤한모델 개발,
용융 핵연료/구조재 혼합물 거동 실험 및 PSA 검토를 수행하고 미국은 ABR 안전성
및 인허가 관련 정의 및 준비를 수행한다. 일본은 SASS 조사실험, ATWS 모사실험,
피동안전해석 코드 개발, 증대사고 해석코드 개선 및 EAGLE 프로젝트 수행, 금속연료
중대사고 실험을 수행하고 프랑스는 초기사고 완화를 위한 원자로 용기 피동잔열제거
연구 및 노심 용융사고 확산방지 연구를 수행하고 다중방호개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원자로 운전 및 기술시험 분야는 2011년까지 SIA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Phenix 운전 자료, MONJU 시운전 자료 및 SPX 해체 자료 분석을 수행하며
2012년까지 CD&BOP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로 운전 및 기술
시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노물리 시험자료 및 부하추종운전 자료 분석을 Phenix
end-of-life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MONJU 배경소음 측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해체관련 원자로 설계 향상 연구와 자국의 소듐 기술 능력 파악 및
Gen IV 시스템의 컴포넌트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일본은 MONJU/Phenix 가
동중검사(ISI)의 feedback 해석, 풀형/루프형 소듐 화학특성 비교 및 MONJU 배경소음
측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비정상상태 해석코드 검증, 원자로 수명 후
재료조사 및Cathare-ML 코드를 검증하고 SPX 해체 경험 조사와 phenix 수명연장 설
계지침의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다. 또한 MONJU/Phenix ISI feedback 해
석 및 풀형/루프형 소듐 화학특성 비교를 일본과 공동으로 수행 예정이며 3중수소 축
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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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핵연료 프로젝트
SFR 신형핵연료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Gen IV SFR 용 마이너액티나이드(MA) 함
유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가 참여하고
있다. 연구는 2015년까지 진행되며, MA 함유 핵연료 제조 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그리고 고연소도용 피복관 성능 시험 및 검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형핵연료분야의 연구일정은 2007년까지 신형핵연료 예비평가 및 후보군을 도출
하여 2010년까지 MA함유 신형핵연료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MA함유 고연소도 핵연료 제조기술 및 성능 검증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신형핵연료분야의 2015년까지 연구목표와 각국의 주요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7> SFR AF 프로젝트 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WP 2.1 Preliminary evaluation of advanced fuels(’07)
회원국
한국
미국

주요내용
- 금속 핵연료 성능 평가
- 금속,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성능 및 제조성 평가
- 금속 핵연료 조사시험(ATR)
- 금속,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성능 평가

일본

- 산화물 핵연료 제조성 평가
- 금속 및 산화물 핵연료 조사시험(JOYO)
- 산화물, 금속 및 질화물핵연료 성능 평가

프랑스

-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제조성 평가
- 산화물, 금속 및 질화물 핵연료 조사시험(PHENIX)
- 산화물, 금속 및 질화물 핵연료 성능평가

EU

- 산화물 핵연료 제조성 평가
-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조사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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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2 MA-bearing Fuels Evaluation(’07~’10)
회원국

주요내용
- MA 금속 핵연료 성능분석 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

한국

- MA 금속핵연료 제조성 평가
- MA 금속,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성능 평가
- MA 금속,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제조성 평가

미국

- MA 금속핵연료 조사시험(ATR)
- MA 금속, 산화물 핵연료 성능 평가
- MA 산화물핵연료 제조성 평가

일본

- MA 금속 핵연료 조사시험(JOYO)
- MA 산화물 및 금속 핵연료 성능 평가

프랑스

- MA 산화물 및 금속 핵연료 조사시험(PHENIX)
- MA 산화물, 금속 및 질화물 핵연료 성능 평가
- MA 산화물 및 질화물 핵연료 제조성 평가

EU

- MA 질화물 및 금속핵연료 조사후시험

WP 2.3 Core materials for high burn-up fuels(’07~’15)
회원국

주요내용

한국

- 고연소 후보 피복재(FMS, ODS 및 Barrier) 특성시험 및 조사시험

미국

- FMS 및 ODS 피복재 특성시험 및 조사시험

일본

- ODS 피복재 특성시험 및 조사시험

프랑스

- ODS 피복재 특성시험 및 조사시험

SFR 신형핵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한 회의인 프로젝트관리위
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PMB)는 제1차 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하였다. 2007년
6월 14 - 15일 양일간 독일 ITU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핵연료 프로젝트 PMB 의장(Mr.
Mizuno-JAEA)

및

공동의장(Ms.

Delage-CEA)을

선출하고

2007년

연간역무계획

(Annual Work Plan)을 2007년 8월 17일까지 SFR 시스템운영위원회(SSC)에 제출하기
로 결의하였다. 또한 2007년 연간역무계획 및 2008년 연간역무계획을 2007년 12월 31
일까지 각 회원국이 작성하여 2008년 1월 31일까지 SFR SSC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SFR 금속핵연료를 연구하는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CRIEPI)의 Mr. Inoue가 옵저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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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CRIEPI가 JAEA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청함에 따라 추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제1차 PMB회의에서는 SFR 신형핵연료 후보들의 평가보고서를 2007년
12월 21일까지 작성하기로 하고 그 주요 내용으로 산화물핵연료, 금속핵연료, 질화물
핵연료 및 고연소도 핵연료(피복관 재료 포함)에 대해 작성하기로 하고 각 분야의 선
도 기관은 JAEA&ITU, INL, CEA 및 KAERI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미
국의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대한 현황 발표도 있었는데 GNEP
의 SFR 핵연료 연구는 SFR 신형핵연료 연구 내용과 일치하며, 현재 금속 및 산화물
핵연료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까지 최종 선정하고 2007년 6월 29일까지 미국은 SFR
신형핵연료 참여 연구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4) 기기설계 및 보조설비계통
SFR 기기설계 및 보조설비계통 프로젝트는 혁신기기 설계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채택을 통한 소듐냉각 고속로의 성능향상을 목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까지의 주요 연구는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분야의 가동중검사 및 수
리 기술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고온 LBB(Leak Besfore Break) 적용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향상이며, 보조설비계통(Balance of Plant; BOP)은 증기발생기 소듐-물 반
응 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개념 도출 및 개선,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을 통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주로 추진된다. 주요 일정과 회원국별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8> SFR CD & BOP 프로젝트의 분야별 연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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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고온 가스로 시스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남아공 및 중국이 참
여를 추진하고 있다.
VHTR 시스템 약정은 2006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실질적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
트 약정은 2008년 1월에 Fuel & Fuel Cycle 프로젝트가, 3월에 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가 발효되었다. VHTR 시스템운영위원회(System Steering Committee : SSC)는
VHTR 재료(Materials) 프로젝트에 남아공의 참여를 기대하며 약정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는 남아공의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이 재료 특성의 평가 및 선정에 중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 계획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
문이다. VHTR은 현재 회원국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Mid-term 프로젝트인 남아공의
PBMR과 미국의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등의 진행지연으로 Gen IV 기
본개념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추진에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DB(Database) 등의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VHTR 시스템 연구 개발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의 원자력수소핵심기술 개발과 연계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제조, 예비개념연구, PHE(SO3 분해기) 재료 개량 등
은 Gen IV 공동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 GIF VHTR과 국내 연구개발 과제 수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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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TR 개발도 SFR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고온가스로에 사용된 기술에 근거하며 제
작 및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현재 6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설계, 안전 및 시스템종합(Design, safety and system integration) 프로젝트 :

종합작업은 VHTR 기준(Baseline) 개념을 평가하며, 기술 R&D를 종합한다. 시
스템종합, 안전성․경제성평가와 인허가의 지원을 위하여 코드의 개발과 기계설
계 체계화, 시장 조사를 수행한다.
o

② 재료(Materials) 프로젝트: 1,000 C의 고온 및 비정상상태에서의 운전을 위하여

신 재료의 개발과 기능검증이 요구되며, 원자로노심과 구조물에 사용되는 흑연,
내부구조물, 파이프, 고온 열교환기 및 가스터빈부속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제
어봉과 피복재 및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중간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등의 세라
믹과 복합체(composite), 가스터빈 기기가 중점 연구 분야이다. 해당 조건에서
의 특성화 시험으로 방사선조사하에서의 열-기계 물성과 부식 저항에 대한
DB를 구축하며 이것을 통하여 설계기준체계(codes and standards)와 손상 및
수명주기 평가를 예측하는 모델의 개발을 돕는다.
③ 기기(Components) 프로젝트: 재료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요 원자로 계

통과 에너지변환시스템 기기에서 다루어져야할 설계, 건설 방법을 연구한다. 모
듈방식의 건설, 부지 건설 기술, 새로운 용접 기술 및 용접 후 열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헬륨시험 루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④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Fuel and fuel cycle): TRISO 피복입자는 VHTR 핵연료

의 기본개념으로 해당조건에서 기능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R&D는 UO2 커넬의
표준설계에 대한 이해와 연소도 증대와 핵분열생성물의 투과 감소 민 노심가열
사고에 저항성을 중대시키기 위한 UCO 커널과 ZrC 피복의 사용을 검토한다.
핵연료특성, 방사선조사후 검사, 안전시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평가, 화학 및
열-역학적 재료 물성을 종합하며, DB 구축과 핵연료의 노심내 거동을 분석하는
물리적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와 처분과 사용후 흑
연의 관리를 검토하며 순환형 핵연료주기의 지원을 위한 플루토늄과 마이너악
티나이드의 deep-burn도 검토한다.
⑤ 수소생산(Hydrogen Production): 두가지 주요 수소생산공정인 황/요오드(S/I)

열화학사이클과 고온 전기분해(high-temperature electrolysis : HTE)의 타당성,
최적화, 효율,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성능 평가와 최적화는 종합시험시설에
서의 평가를 수행하며 개량형 공정열교황기 등 기기의 개발도 포함한다. 수소
공정의 원자로와의 결합 기술은 수소폭발 등의 사고를 막고 트리튬의 침투와
열적 방해 등을 막기 위하여 질량 및 열 균형을 검토하며 설계와 연관된 위험
도 분석을 수행한다. 수소생산 및 전력생산과의 병행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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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평사를 통하여 다른 열-화학 또는 혼성 사이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⑥ 전산 방법론 검증 및 벤치마킹(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ing)

프로젝트: 원자로 성등의 평가를 위한 열-수력학, 열역학, 노물리, 화학적 수송이 전산
방법론 개발과 검증을 수행한다. 코드 검증은 기본 현상과 종합적 시험에 대하여
HTTR 시험이나 과거의 고온가스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시험과 코드간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다. 불필요한 설계의 보수성의 제거하거나 개선된 건설비용 예측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표 4-9> VHTR Work Packages 구성
WP 1.1 PIRT
WP 1.2 Thermal fluid dynamics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 Benchmarks

WP 1.3 Reactor core physics and nuclear data
WP 1.4 Chemistry and transport
WP 1.5 Reactor and plant dynamics
WP 1.6 Mechanics
WP 1.7 HTTR

Fuel and Fuel Cycle

Material

WP
WP
WP
WP
WP
WP
WP
WP

2.1
2.2
2.3
2.4
2.5
2.6
3.1
3.2

Irradiation and PIE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ies
Safety testing
Enhanced and advanced fuel fabrication
Waste management
Other fuel cycle options
Graphite
Metals

WP 3.3 Ceramics
WP 4.1 Sulfur-Iodine
Hydrogen Production

WP 4.2 High Temp. electrolysis
WP 4.3 Alternate cycle
WP 4.4 Coupling technology

(1) 전산 방법론 검증 및 벤치마킹 프로젝트
VHTR 전산방법론 검증 및 Benchmark 프로젝트(CMVB)는 VHTR 설계/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및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남아공,
OECD/NEA가 7개 work package에 참여하고 있다. VHTR CMVB 프로젝트의 기술개
발을 위한 PMB는 9차례의 임시 모임을 가졌으며, 이 모임에서 시스템연구계획(SRP)
및 시스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역무, 역무분장, 역무의 연구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
였다. VHTR 전산방법론 검증 및 Benchmark 프로젝트는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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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ing Tabel), 열유체 역학(TF dynamics), 노심 물리 및 핵자료(Rx. physics &
Nuclear data), 화학반응 및 수송해석(Chemistry & Transport), 발전소 역학(Plant
dynamics), 기계(Mechanics), HTTR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계해석
전산코드의 모델링 요건, 검증 Matrix 개발 및 실험요건 등의 개발을 위한 PIRT개발 역
무를 주도하고 있다.
CMVB PMB는 HTTR work packages에서 일본 HTTR의 실험 및 결과해석을 중점으
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기여도의 균형성 문제를 이유로, 4개 task(노
심핵설계, 계통과도, 화학/수송, 내진)에 대한 HTTR 실험자료 기여를 철회함으로써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의 발효 지연으로 성과물 내부보고서의 생산 및 유지
가 힘들어지고 참여국들이 코드 검증용 실험자료 기여를 꺼려해 work package별 task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2) 핵연료 및 핵주기 프로젝트
o

VHTR용 신형핵연료 개발은 냉각재 출구 온도 1,000～1,100 C 이상과 연소도 증가
3

(150～200 GWd/t), 출력 증강(6MW/m )을 목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남아공,
캐나다가 6개 work package에 참여하고 있다. 6개 work package 및 task는 기존의 HTR
핵연료 기술 및 SiC-TRISO 피복핵연료의 VHTR 활용가능 여부 타진에 역점을 두어 공동
연구로 도출하였다. 각 프로젝트 역무의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 4-10> VHTR F/FC 프로젝트 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WP 1. Irradiation and PIE
회원국
한, 미, 일, 프,
남아공, EU, 캐

주요내용
Task 1.1 Irradiation device and procedures
- OSIRIS, ATR, IVV-2M, HFR, HANARO,

남아공, EU, 캐 - SIROCCO-x, AGR-2/3, HFR-xx, HANARO-x

남아공, EU, 캐
한, 미, 일, 프,
남아공, EU, 캐

2007-2012

HTTR, NRU

한, 미, 일, 프, Task 1.2 Shared Irradiations

한, 미, 일, 프,

연구기간

2007-2012

Task 1.3 PIE protocol and procedures

2007-2010

Task 1.4 Irradiation and PIE Results

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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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 Fuel Attributes and Material Properties
회원국

주요내용

연구기간

Task 2.1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한, EU, 일, 프,

Critical M.P.
- 2 sub-tasks(irrd. mater. sample supply/mater.

2007-2009

prop.)
Task 2.2 Establishment of Fuel Material Property
한, 미, 일, 프, Database
EU

- VHTR-Fuel PMB Working Group for
Proc./critical evaluation

2007-2009

Task 2.3 Characterization Techniques of Fuel
한, 미, 남아공, Attributes
프
IAEA CRP-6
활용

- Round-robin testing, burn-leach testing/other
techniques foreseen
Task 2.4 Fuel Performance Modeling

2007-2008

WP 3. Safety Testing
회원국
한, 미, 일, 프,
남아공, EU

주요내용
Task 3.1 Pulse Irradiation Testing

연구기간
2007-2012

Task 3.2 Establishment of Heating Test Capability
한, 미, 일, 프,
남아공, EU, 캐

- review/collaborate on design/upgrades of
existing facilities

2007-2012

- common understanding on protocol,
calibration, materials, etc.

한, 미, 일, 프, Task 3.3 Heating Tests
남아공, EU, 캐 - Fuel specimens from shared irradiation tests
Task 3.4 Source term Ex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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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

WP 4. Enhanced & Advanced Fuel Fabrication
(각국의 노하우 도출 등의 민감성 때문에 공동연구 미수행)
회원국
한, 미, 일, 프

주요내용
Task 4.1 Process Development
- ZrC coating and UCO kernel

연구기간
2007-2010

WP 5. Waste Management
Task 5.1 Head-end process of irradiated fuel
Task 5.2 Graphite Management (우리나라는 Graphite 만 참여)
Task 5.3 Disposal behavior and Waste Package
WP 6. Other Fuel Cycle Options
Task 6.1 Pu burning and Transmutation
Task 6.2 Th Fuel Cycle

(3) 재료 프로젝트
VHTR 재료(materials) 프로젝트는 재료연구 대상기기에 대한 흑연, 금속, 세라믹 등
재료의 특성을 검증 및 실증을 목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남아공, 캐나다, 스
위스가 3개 work package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약정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
든 참여 국가가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VHTR 재료 분야 working group은 VHTR의 설계, 건설, 가동, 폐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 나라의 연구 개발 및 계획을 협의/조정/협력하기 위한 실무자 그룹으로 재료
분야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의 역무 범위 내에서 각국의 연구계획을 조정하고 연구결
과의 평가 등을 수행한다. Working group은 흑연, 금속, 세라믹 등 3개 전문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VHTR 재료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는 10차례의 임시 모임을
가졌으며 정식 모임을 2009년 9월 프랑스에서 가질 예정이다. 현재 2009년 연간 역무 계
획(2007/2008년 포함)의 양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가승인 하였으며 Gen IV 재료 database
정보입력 절차 및 보완사항 검토, 성과물 작성 방법 및 배포 절차 검토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2010년 연간 역무 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 확정 및 초안을 2009년 8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프로젝트의 각각의 Work packages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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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VHTR 재료 프로젝트 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Task 1. Data, Design Methodology and Construction
Task 1.1 Graphite qualification strategy
Task 1.2 Graphit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ask 1.3 Graphite Fracture Behavior
Task 1.4 Graphite Oxidation Behavior
Task 1.5 Graphite Component Testing
Task 1.6 Graphite Irradiation Effects
WP 1.
Graphite

Task 1.7 Graphite Irradiation Induced Creep
Task 1.8 Graphite Codes & Standards Development
Task 1.9 Graphite Behavior Model Development
Task 1.10 Links to Existing Graphite Irradiation Behavior Databases
Task 2. Operation and Inspection
Task 2.1 Methodologies for determining requirements for inspection
of graphite cores
Task 2.2 Methodologies for ISI of graphite cores
Task 3.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Task 1. Data generation
Task 1.1 RPV Materials
Task 1.2 Medium and high temperature alloys
Task 1.3 Very high temperature alloys
Task 2. Gen IV database
Task 3. Environmental effects
Task 3.1 Irradiation effects
WP 2. Metals Task 3.2 Corrosion effects
Task 4. Code and Standards
Task 5. Modeling
Task 5.1 Atomistic modeling
Task 5.2 Constitutive modeling
Task 6. Fabrication, welding & joining
Task 6.1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Task 6.2 Very high temperature materials

- 53 -

Task 1. Out of pile components: heat exchangers
Task 1.1 Design, fabrication, processing and assembling of materials
Task 1.2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ask 1.3 Environmental properties material
Task 1.4 Behavior Models development
Task 1.5 Acceptability tests
Task 2. Out of pile components: Insulating materials and structures
Sub task: Task 1.과 동일
WP 3.
Ceramics

Task 3. In Pile Components: Control rods
Task 3.1 Design, fabrication, processing and assembling of materials
Task 3.2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ask 3.3 Environmental properties material
Task 3.4 Radiation-damage resistant properties
Task 3.5 Behavior Models development
Task 3.6 Acceptability tests
Task 4. In Pile Components: Others internal structures
Sub task: Task 3.과 동일
Task 5. Codes and standard development
Task 6. Materials database

(4) 수소생산 프로젝트
VHTR 수소생산(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캐나다가 4개 Work Packages에 참여하고 있으며 OECD/NEA가 오랫동안의 국제공동연
구 추진 및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사무국으로서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를 지원하
고 있다. 또한 남아공, 스위스, 중국, 러시아가 추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VHTR 수소생
산 프로젝트 계획은 요오드-황(IS) 열화학 공정 및 고온 전기분해(HTE) 공정의 요소기술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적용, 원자력 수소생산 공정 및 연계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5월 2008년 annual progress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6월에 project
plan 개정을 위한 WP1부문을 보완 제출하였다. 2009년 9월 7~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
서 개정 project plan에 대한 각국의 기여분과 제시, multi-year work plan 자료제출, BPI
후속처리 문제를 의제로 4차 PMB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VHTR 수소생산 프로젝트의 4개 Work Packages와 각각의 연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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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VHTR 수소생산 프로젝트 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Task 1.1 Process evaluation
Task 1.1.1 Flowsheet evaluation for the global SI process(2007-2009)
Task 1.1.2 Benchmark exercise: code-to-code comparison on a
reference SI flowsheet 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2007-2008)
Task 1.2 Laboratory-scale test and optimization
WP 1.
Sulfur/Iodine
(SI) cycle

Task 1.2.1 Material database: screening of materials in various
environments relevant to the SI thermo-chemical cycle(2007-2009)
Task 1.2.2 Membranes and separation materials database: Selection,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separation techniques
and materials(2007-2008)
Task 1.2.3 Chemistry and thermodynamic database: Acquistion of
basic data(2007-2009)
Task 1.2.4 Catalyst data bas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catalysts for industrial(2007-2008)

Task 2.1 Flowsheet evaluation of HTE plants(2007-2009)
WP 2.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HTE)

Task 2.2 Experimental testing of HTE(2007-2010)
Task 2.3 Development of second generation for HTE(2007-2010)
Task 2.4 Heat Exchanger Development for HTE(2008-2010)
Task 2.5 Laboratory scale integrated experiment(2007-2010)
Task 2.6 Pilot scale experiment(2008-2014)

Task 3.1 Screening(2007-2008)
Task 3.2 Technical evaluation
WP 3.
Alternative
cycles

Task 3.2.1 Flow-sheet analysis(2007-2009)
Task 3.2.2 Provide experiments(2008-2010)
Task 3.3 Evaluation of economics(2007-2009)
Task 3.3.1 Evaluation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Task 3.3.2 Evaluation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coupled to
a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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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4.1 Process evaluation(2007-2010)
Task 4.1.1 Performance caculation in steady state for the SI process
Task 4.1.2 Performance caculation in steady state for HTE process
Task 4.1.3 Design-associated risk analysis focusing on the
separation between the reactor system and hydrogen production
system
Task 4.1.4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regarding safety
analysis and including accidental events such as explosion caused
WP 4.
Coupling
technology

by hydrogen production and tritium permeation
Task 4.1.5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system
integration including countermeasures to thermal disturbances from
the chemical unit to the nuclear unit
Task 4.2 Component technology(2007-2010)
Task 4.2.1 Advanced process heat exchanger(APHX) for the
chemical processes
Task 4.2.2 High-temperature isolation valve (HTIV)
Task 4.2.3 Thermal load absorber
Task 4.2.4 Hot fluid duct

다.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시스템
Gen IV SCWR 개발은 고효율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종합․평가(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열수력․안전(Thermal/Hydraulics & Safety), 재료․수화학(Materials & Chemistry), 연료 검
증(Fuel Qualification)의 4개 프로젝트에 캐나다, EU, 일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SCWR은 캐나다, EU, 일본이 시스템약정에 서명하여 2006년 11월에 발효시켰으며, 현재
프로젝트약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초기부터 참여하였던 우리나라는 시스템 연구
수준이 아닌 프로젝트 수준에서 참여를 결정하여 시스템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
며, 열수력․안전(Thermal/Hydraulics & Safety) 및 재료․수화학(Materials & Chemistry)
프로젝트 PMB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CWR 공동연구계획을 협의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관리하는 시스템운영위
원회(SSC)는 총 19회의 임시 모임을 가졌으며 정보교환모임(IEM: Information Exchange
Meeting)을 8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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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SCWR SSC 회의 현황
차수

일시/장소

13

‘06.10/요코하마

14

‘07.3/상하이

15

‘07.6/St. John(캐나다)

16

‘07.10/파리

주요 결과
- 프로젝트 약정 협의 논의
- FLP을 설계․종합 프로젝트의 work package 로 추진
- Khartabil(ACEL)을 의장, Schulenberg(FzK)를 부의장으로 선출
-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의 서명 일정을 검토
-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의 서명 일정 합의
- PMB 활동 현황 발표
- D&I PMB에서 분리하여 FQ PMB 별도 구성 논의
- SCWR취약분야 보완 위해 PRPP WG의 제안 수용
- 중국이 참여의사를 밝힘
- D&I PMB의 명칭을 SI&A로 변경 시 발생할 역기능 논의

17

‘08.5/올랜도

- FQ PMB의 구성을 최종 승인
- PRPP 관련 논의
-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에 QA 적용 지침 필요
- BNL에서 열린 PRPP 워크숍 결과 설명
- QA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18

‘08.10/아오모리

- EU는 HPLWR 2단계에 이어 2010년 3월 경 시작할 3단
계 제안서를 준비 중
- 일본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SCWR feasibility study 착수
- 일본은 Fast spectrum SCWR 연구추진 현황 발표
- 캐나다는 대학에 지원하는 SCWR 관련 연구 발표
- SI&A PMB 역할 검토

19

‘09.3/하이델베르그 - POAK 건설을 위한 R&D 2020 완료로 목표수정
- IAEA conference 및 GIF 심포지엄 논문 관련 협의

연구개발은 미래의 자본 및 시장 비용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준 SCWR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4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① 시스템종합․평가(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 Gen IV의 기술목표를 만족

하는 참조모형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의 협력은 핵연료 설계의 검
증을 위한 원자로내 핵연료 시험루프의 설계와 건설을 수행하고 있다. 핵연료 부
분의 활동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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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수력 및 안전(Thermal-hydraulics and safety) : 현재 초임계압 조건에서의 열전

달 및 안전성 DB에는 상당한 gap이 존재하여 프로젝트에서는 열수력학, 안전해
석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된다.
③ 재료 및 화학특성(Materials and chemistry) : 원자로심 내외부의 중요 재료를 선

택하며 초입계압 조건의 재료의 양립성과 방사학적 거동에 근거하여 참조 수화학
조건의 정의를 필요로 한다. 수소생산,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고속 스펙트럼의
SCWR 설계 등 시스템개발에 중요한 결오는 아닌 R&D 활동은 후반부에 수행 될
예정이다.
④ 연료 검증(Fuel Qualification) : SCWR 개념 개발을 위한 fuel loop 연구와 SCWR

의 운전과 안전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화된 연료 다
발에서 생산된 자료는 SCWR prototype의 인허가를 위해 디자인 또는 컴퓨터 코
드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1)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
SCWR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열수력현상, 안전, 유동불안정성, 해석코드 등에 대한 협
동 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는 11차례의 임시 모임을 가졌다. 5차 임시
모임은

2006년

10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가졌으며

국제과학기술센터(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Center; ISTC) 활용 가능성 협의, IAEA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진행상황 발표, 프로젝트 계획 작성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약정
협의는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를 시범 케이스로 하여 캐나다가 주도하기로 하였고 연구
개발을 위한 각국의 기여분은 매년 PMB가 재정보고서를 작성할 시 평가하기로 하였다.
6차 임시모임은 2007년 3월 중국의 상하이에서 가졌으며 프로젝트 계획, XJTU(Xi'an
Jiao-Tong University)와 bundle 테스트 관련 협력, ISTC 활용 bundle 테스트와 관련된
IPPE(러시아에서 미국의 ANL에 해당하는 국립 연구소)와의 협력 등을 검토하였다. 프로
젝트 계획에서는 그 수정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조항을 프로젝트 약정에 삽입할 것이 건
의되었으며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comment를 5월 15일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
영한 수정본을 6월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ISTC를 활용한 bundle test와 관련해서
는 캐나다가 IPPE의 제안을 6월 회의 이전에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 차기 회의에서 회
원국이 참여의사를 통보하기로 하였다.
7차 임시모임은 2007년 6월 캐나다의 St. John에서 가졌다. 7차 임시모임에서는 프로젝
트 계획의 1차 초안을 완성하여 프로젝트 약정 부속서로 채택하였으며 캐나다가 bundle
test와 관련하여 IPPE의 제안서를 배포하고 각국의 참여의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8
차 임시모임은 2007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7차 모임에 이어 프로젝트 계획 작
성 방안을 협의하였고 IPPE와의 협력은 캐나다 이외에는 관심 국가가 없어 종료키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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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시스템 코드 벤치마크 표본으로 Edward pipe case를 선정하였다.
9차 임시모임은 2008년 5월 미국의 올랜도에서 개최되었다. 본 모임에서는 중국이 참
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의 배포를 요청했으나 PMB는 중국의 공식적인 의
사를 확인한 후 배포키로 결정하였다. 차후 중국은 상해교통대학의 yang 교수가 옵져버로
참여할 예정이다. 10차 임시모임은 2008년 10월 일본의 아오모리에서 개최되었다. 본 모임
에서는 1-pin pre-test benchmark case 제시는 XJTU에서 실험 중 시편이 파손되어 다음 회
의로 연기되었고 system code benchmark problem은 한국과 캐나다가 계산결과를 발표하
였다. 프로젝트 약정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은 한/일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
력분야에 LWR(SCWR 포함)에 관한 협력을 제시하는 공문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하
였고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TH&S 프로젝트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11차 임시모임은 2009년 3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개최되었다. 본 모임에서는 한
국의 서명여부 결정 지연으로 일본, 캐나다, EU가 우선 서명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고
TH&S PMB의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의장단으로는 캐다나의 L. Leung와 EU의 J.Lycklama
가 선임되었다.

(2) 재료 및 화학특성 프로젝트
현재 SCWR 재료 및 수화학(M&C) 프로젝트에는 캐나다, EU, 일본, 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6차례의 정보 교환 모임(Information Exchange
Meeting)과 9차례의 PMB 임시 모임을 가졌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참여국의 현황(실험
장비, 실험가능 조건, 확보시료 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취합하여 정리하였으며 2차 PMB
모임에서 수정/보완하였다.
2005년 5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개최된 2차 PMB 모임에서는 2005년 6월말까지
Collaboration Table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서 제안된 프로젝트 계획의
중첩/미흡부분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가진 3차
PMB 모임에서는 SCWR 재료 및 수화학 부분의 시스템연구계획(System Research Plan;
SRP) 초안을 마무리하였다.
제4차 M&C PMB 임시모임은 2007년 5월 프랑스의 니스에서 가졌으며 공석이 된
M&C PMB 의장 및 공동의장을 재선출하고 M&C 프로젝트 약정 완성을 위한 추진 일정
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M&C PMB 의장으로는 David Guzonas(AECL)가 선출되었으며 2
명의 공동의장에는 Liisa Heikinheimo(VTT)와 Junya Kaneda(Hitachi)가 각각 선출되었
다. 새로운 의장은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SRP 초안을 수집/정리하여 PMB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PMB 위원들은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6월 중순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프로
젝트 약정 진행 일정과 관련하여 향후 6-8개월 내에 프로젝트 약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
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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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7차 임시모임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도출된 9
가지의 action item을 처리하였으며 각 참여국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하였
다. 또한 안건 ‘M&C 9 ; Send the japanese contribution to the M&C project에 대해서
상세히 토의하였다. 일본의 yamada는 일본의 M&C 프로젝트 참여 방안 및 콘소시엄 추
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2008년 10월 일본 아오모리에서 개최된 제9차 임시모임에서는 캐
나다에서 제시한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들이 자국의 현황에 기초하여 실험조건
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 일본이 추가 의견 및 기여부분 수정을
제의하였다. SCWR 수화학 프로젝트의 Work Packages는 다음과 같다.
<표 4-14> SCWR 수화학 프로젝트 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WP 3.1 SCWR Materials
Task 3.1.1 Un-irradiated Materials
Task 3.1.2 Irradiated Materials
WP 3.2 Radiolysis & Water Chemistry
Task 3.2.1 Radiolysis of SCW
Task 3.2.2 Corrosion Product Transport & Deposition
Task 3.2.3 Specify Water Chemistry for Detailed Testing
Task 3.2.4 Identify Methods for Chemistry Monitoring & Control

4. 평가방법론그룹 추진현황
가. 안전성방법론그룹
GIF 산하 안전성 방법론그룹(RSWG)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안전 및
규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공통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통일된(Unified) 안전성 평가 방법론 확립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안전/품질 목표 정의, 평가방법론 정립, 안전성 기본의 주요 현안 규명, 안전철
학, 바람직한 안전성 Level 정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자에
게 유용한 Guidanc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RSWG와 각 시스템의 설계 관련 프로젝트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각 시스템의 SSC를 지원하고 EG 및 PG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RSWG는 보고서(Ver 1.0, ‘07. 5)를 발간하여 Gen IV 시스템 개발에 고려할 것을 권고하
였으며, “Gen IV 시스템의 안전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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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에 발표하였다. 또한 JSFR을 예제로 PIRT, OPT, DPA 및 PSA 적용성을 수행하
였다. 평가방법론(ISAM : Gen IV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 보고서를 완료
하여 전문가그룹에 제출 2009년 말까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으며, SSC그룹과
2010년 초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효과적이며 기술 중립적인 인허가 및 규제
와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과의 협력 교류 및 위험기준 개발,
해석결과의 적용성 지침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경제성평가방법론 그룹
GIF 산하 경제성평가방법론 그룹(EMWG)은 경제성평가 모형 및 지침서 개발을 통
해 Gen IV 시스템이 GIF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MWG는 비용추정 지침서 개발, 소프트웨어(G4-ECON
S35)) 및 사용자 설명서 및 이용자 안내서 개발, 예제계산 수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경제성 평가부문에서 핵연료주기(Open Cycle, Partly Closed Cycle, Fully Closed
Cycle 대상)를 포함하여 전력생산 및 타분야(수소생산, 담수화 등) 비용 평가를 수행하
고 있으며, 현재 SYSTEM80+, GTR(GA), AFCI, JSFR 등을 대상으로 적용성 및 검증 계
산을 수행 중이다.
GIF 비용추정 지침서(Rev. 4.2)는 Integrated nuclear energy economic model의 구
조이며 top-down 비용추정 방법에 대한 지침, bottom-up 비용추정 방법에 대한 지침,
총자본투자비,

핵연료주기비,

비전력

산출물의

단위비용

산출

등을

수록하였다.

G4-ECONS을 활용하여 발전설비의 평준화 발전단가 산출, 핵연료주기 unit cost 산출,
비전력 생산물의 단위비용 추정하였다.
2009년에는 방법론 개발을 계속 추진중이며, 또한 G4-ECONS 관련 고속로연료주기
성능입증 및 장주기연료주기모델을 추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형상제어 개선, 참조노형
비용의 경제성평가 수행, 시스템평가 자문, 타 협력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 training package를 개발하고 비용분석에 대한 검토를 위해 SSC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모형활용 경험 반영, 다양한 사례분석 제공, 비용절감을 위한 기준
개발 등을 통해 비용추정 모형 및 비용추정지침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평가방법론 그룹
Gen IV 시스템의 기술적 목표로서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Proliferation
Resistance & Physical Protection : PR & PP)가 채택되었으며, PR & PP 관점에서 원
자력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Gen IV 로드맵

35) Generation IV EXCEL Calculation of Nucle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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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 주요 목표는 Gen IV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을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핵확산 및 안보 위협(Threat)의 특성분석, 시스템의 PR 및 PP 특성 파악, 측정 방안
개발, PR 및 PP 특성 평가방법론 개발 및 Implementation Guide (software-based
evaluation tool) 개발이다. 2002년 12월, 첫 번째 관련 전문가 회의가 미국 Washington
DC의 PNL에서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2002. 12 ～ 2003.12 (1년)

- PR 및 PP 관련 평가요건(Metrics) 및 평가방법 개론(Framework) 보고서 개발
○ 제 2 단계 : 2004. 1 ～ 2004.12 (1 년)

- PR 및 PP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hodology) 보고서(초안) 개발
○ 제 3 단계 : 2005. 1. ～ 2006. 12. (2 년)

- 평가방법론 보고서 발간 (Rev. 5, 2006. 9.)
- 평가 방법론의 ESFR (Example Sodium Fast Reactor)의 Pyroprocessing 분야에
대하여 시범 적용 (Demonstration Study)
- 사용자 매뉴얼 (Implementation Guide) 개발 및 DUPIC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하여 시범 적용
○ 제 4 단계 : 2007. ～ 2009. (3 년)

- Gen IV System에 대한 PR 및 PP 평가 ( 가칭, Sponsorship Program)
- 평가방법론 개선 및 원자력시스템 설계 개선사항의 제시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부문의 PRPP 방법론 그룹은 객관적인 핵비확산 및
물리적방호 평가를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 척도를 마련하였다. Gen IV 시스
템의 PR 평가를 위해 시스템 주요 목표지점에서의 핵물질 획득 혹은 전용이 예상되는
전용경로를 선정하며, 이들 전용경로들의 강건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Gen IV PR 평가
에서는 핵확산저항성 강건성 평가 척도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각의 평가 척도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 척도들의 세
부항목들은 2000년도 초기의 TOPS 보고서(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Global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s)의 핵물질 고
유장벽 (material barrier), 기술적인 장벽 (technical barrier), 외적 고유장벽(extrinsic
barrier)으로 분리, 요약된 내용들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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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핵확산 평가 척도
평가항목

주요내용

Technical
기술적 어려움, 핵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 요구되
Difficulty(TD) 는 고유의 기술적 복잡도, 핵물질을 다루는 문제 등
Proliferation
Cost(PC)

핵확산에 소요되는 자원, 핵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제약을 극
복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원

Proliferation
Time(PT)

핵확산에 소요되는 시간, 핵확산까지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
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Material
Type(MT)

핵물질의 품질, 핵폭발물의 원료로 사용될 때 영향을 미칠 핵물질
자체의 특성에 대한 분류

Detection
탐지확률, 핵확산 시도나 경로를 탐지하게 될 누적 확률
Probability(DP)
Detection
탐지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성, 국제 안전조치를 새로운 원자력
Efficiency(DE) 시스템에 적용할 때의 인력, 장비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
이러한 평가 척도들은 항목의 특성상 정량적인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등의 4단계로 핵비확산의 정성적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핵물질 전용 경
로를 설정하고 전용 경로별로 평가척도를 평가한다. 또한 모든 전용 경로에 대한 결과
를 비교 종합화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핵비확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PRPP 워킹그룹은 2009년 5월 13일~15일간 캐나다에서 19차 회의를 가졌다. 본 회
의에서는 Global 2009년 PRPP 세션 구성, Intrinsic & Extrinsic 측정에 대한 추가연구,
INPRO와의 연계 방안 및 SSC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PRPP 워킹그룹은 ESFR case study, GIF white paper등을 2009년 9월까지
완성하고 PRPP 평가방법론 업데이트를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PRPP는 GIF
시스템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 최근 개발된 GIF 평가 방법론에 대한 ESFR
case study 가 2009년 5월 완료되었다.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SFR과
VHTR에 대한 case study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PRPP 연구 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것
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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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 회의 현황
가. 현황
2001년 GIF의 결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정책그룹회의는 GIF공동
연구추진을 위한 정책적 사항과 운영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는 3차례의 정책그룹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4차 GIF 정책그룹회의
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5차 정책
그룹회의는 2009년 3월 4~5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7~8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6차 정책그룹회의가 있었다.
Gen IV 추진관련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책그룹에 건의를
임무로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2008년 10월 20~21일 양일간 중국에서, 2009년 5월
6~7일 미국 뉴욕에서 18, 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4차 정책그룹회의부터 러시아의 기본협정 비준 현황이 이슈가 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본협정 서명이 지연되고 있고, 러시아 정부는 기본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말 내에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26
차 정책그룹회의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2006년 11월 GIF 헌장 서명 후, 활성 회원국 자
격 요건인 기본협정을 유예기간 포함 1.5년 내에 서명/승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미승인
중이다.
GIF의 중요 조직인 SSC, PMB, MWG 및 SIAP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도 있
었다. GIF SSC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또는 2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
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논의에서는 R&D에서 리더쉽이 중요하므로 SSC의장
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였다. PMB년 매년 의장, 공동의장을 선발하고 SSC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토록 협의하였
다. MWG는 EG에서 검토 후 PG 승인하에 공동의장을 지명하기로 하였다. SIAP는 숙
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현재의 임기 2년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장기
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별 신상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GIF 기술사무국(OECD/NEA)은 회원국이 운영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책정된 2009년 GIF 기술사무국 분담금은 87,600유로이며 전문가(CFE)파견을 반
영하여 실제 현금 분담은 35,000유로로 예상된다. CFE 파견의 경우, 회원국이 해당비용
의 60%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회원국별
2008년 기여예산을 SSC 및 PMB와 조율하여 최종확인된 실제 기여액을 2009년 6월까
지 GIF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기여예산은 시스템별 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을 기술하도록 하며 개별 참여 국가별 자료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국가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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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data만 외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GIF 정책그룹은 기본협정 승인 회원국의 시스템약정(SA) 및 프로젝트약정(PA)에
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서(PS2008-1)를 25차 회의에서 승인하였다. 최근의 시스템
별 현황을 살펴보면 SFR 안전 및 운전 프로젝트 약정이 2009년 6월 11일 발효되었다.
중국은 시스템약정에 서명하였으나 프로젝트 약정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어 NEA에서
조속한 서명을 요구하였다. SCWR의 열수력 및 안전 프로젝트 약정 서명절차가 추진중
이며 GFR은 연료 및 노심재료 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시스템 약정 및 프로젝트 약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LFR과 MSR 시스템
의 MOU 추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잠정 회원국 간 시스템 연구개발 촉진 및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약정 대신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차원의 협력
을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MOU 참여 및 서명 주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책그룹은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보완한 MOU 약정서를 승인하였다. 향후 MOU가 체결될 경우 잠정적 참여국으로 LFR
시스템의 경우는 EU 및 스위스이며 MSR 시스템의 경우 프랑스와 EU(체코)이다.
제22차 GIF 경주 회의(2007년 11월)부터 논의된 시스템 종합․평가(SI&A) 프로젝트
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었다. SI&A 프로젝트는 각 시스템별로 프로젝트 연구결과
를 종합하고 평가하며 R&D 결과종합, 안전연구, GIF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라는 3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다. 현재 SFR 시스템은 연구개발에 있어 연구 필요 분야와 활동 현황
을 매년 검토하고 SI&A PMB의 의견에 따라 연구개발을 update하는 방향으로 SI&A를
추진중이며 VHTR 시스템은 SI&A PMB의 구성의 대처방안으로 프로젝트 약정을 통한
정보수집, SSC내 워킹그룹 구성 및 산업계 등 관심 있는 주체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검
토하고 있다. 정책그룹은 SI&A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임시 워킹그룹을 결성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논의 하
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10년의 GIF 연구개발 성과 및 향후 전망을 위한 1회 GIF 심포지엄 개
최 및 GIF R&D Outlook 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GIF 심포지엄은 2009년 9월
9~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GIF 10년의 성과 및 진로”라는 주제로 Global 2009의
plenary session 및 독립 심포지엄으로 개최된다. 본 심포지엄은 GIF 구성원 및 초정인
사 250여명을 초청하여 패널토의, 논문발표, 종합토의 등을 할 예정이다. GIF는 기술로
드맵의 중요 관점에서의 update와 연구개발계획의 관심과 인지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R&D Outlook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술계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 이전 5년의 결과를 반영하여 약 30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초안 완료되었으며 일
부 수정 및 보완하여 심포지엄 시 배포할 예정이다. R&D Outlook는 원자력의 역할 및
로드맵 추진현황, Gen IV 시스템별 계획, 방법론 및 공통분야 R&D 현황, 공동연구 진

- 65 -

행 지침, 이전 5년의 결과 등 6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GIF는 원자력선진기술보유국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INPRO는 연구개발 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자력도입 개도국 관심사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최근 두 협력체간 상호 교류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개도국
을 위한 혁신 기술 제공, INPRO 개발 방법론을 통한 Gen IV 시스템의 평가, Gen IV
시스템 실행 시나리오 논의,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Gen IV 시스템의 조직 활용 등의 분
야에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협력체는 2009년 11월 10
일~12일에 GIF/IAEA INPRO 간 교류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 인도와의 고속로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협력, 원자력 도입을 원하는 개도
국을 위한 R&D 방향 협의, 선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차세대과학자 훈련, 원형로/실
증로 건설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참여자간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나.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예측
최근 GIF는 GIF 2기 의장(J. Bouchard) 체제의 마무리로 9월에 파리에서 개최되
는 제1회 GIF 심포지엄과 GIF R&D Outlook 발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들을 진행
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성과 (러시아의 기본협정 미비준, SIA 약정 미추진, 일부 시스템
의 공동연구 추진 미흡) 탓인지 회원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개 Gen IV 시스템 중 SFR 및 VHTR 시스템이 다소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
며 SCWR 시스템은 회원국 간 약정서명이 진행 중이나 나머지 세 개 시스템(GFR,
LFR, MSR) 공동연구개발의 추진 동력은 매우 약해진 듯한 분위기이다.
혼재된 기술에 대한 병행 연구 및 평행 연구의 결과를 집약하여 유망 Gen IV
기술의 선정과 집중 개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특히 VHTR에서는 회원국의 자국 프
로그램을 근간으로 협력하는 간접협력 형태이므로 기술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시스템의 기술 현안과 향후 추진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분야와 의장단 간에 일
치하지 않는 이견이 개진되었다.
공동연구개발이 착수된 이래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실제적인 연구결과 생산
과 회원국 간의 협조활용 실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회원국 정부를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데 필수적인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
기간 성과와 관련하여 비원자력분야는 항상 원자력분야를 지켜보고 있으며 항시 비판
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공동연구 노력의 중간 결
실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결과 및 향후의 전망은 9월 파리에서 개최예정인
GIF 심포지움에서 강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28차 정책그룹회의(12월, 일본 후쿠이)부터는 3기 의장체제(일본)로 재편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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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일본은 현재보다 다소 강력한 의지로 실현성이 높은
기술 시스템을 중심으로 GIF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정책그룹회의의 Technical Director로 오랫동안 수고해온 미국 INL
의 Ralph Bennet는 개인 사정으로 INL을 퇴직함으로써 GIF Technical Director도 자
동 사임하게 되었으며, 후임으로는 INL의 Harold Mcfarlane이 26차 정책그룹회의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말에는 현 의장인 J. Bouchard 및 정책국장인
Massimo Salvatores도 은퇴하게 됨으로써 의장단 구성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일본 측
은 GIF 협력체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Technical Director는 유임시키고 Policy
Director는 프랑스 측에서 새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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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NERI를 통한 한/미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1. 추진 경위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
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원자력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 간 I-NERI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EU 및 OECD/NEA와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1999년 6월)에서 미국 측
이 한국에 자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관 회담
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
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
년 5월에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의 약 10개 과제
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 IV 개발을 위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 간 협정에 기초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
월 워싱턴 GIF 전문가그룹 회의 시, 한국 대표가 미국 DOE 관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
년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
다. 한∙미 I-NERI 협정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간 I-NERI 위원회(Bilateral
I-NERI Committee ; BINERIC)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양국은 본 프로그램을 관장할 BINERIC을 양국 동수의 대표로서 구성하고, 이
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가 주관하여 수행하
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I-NERI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Gen IV, AFCI, NHI를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I-NERI 협정 개정을 통해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변경하였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의 Technical
manager가 맡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대표가 Coordinator가 되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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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0
만불씩 지원하여 현재 총 35개 과제중 24개가 완료(중단 포함)되었고 11개 과제가 수
행중이다.
<표 4-16>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과제 추진 현황
연도

2002

선진경수로

4

4

I&C

2

2

Gen IV

2003

2004

SFR

1

VHTR

1

2

SCWR

1

1

1

2*

AFCI

1**

NHI

2006

1

1**

2007

2

2008

2***

6

1

1

5

6

계

7
5

1

2
1

2

3

1

1

기타(재료 등)
계

2005

4

10
1

1

1

4

7

4
3

35

(*) : 2차년도 후 과제 종료 (1개 과제) - 미측 요청(연구비)
-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김응호, KAERI)
(**) : 2차년도 후 과제 종료 (2개 과제) - 미측 요청(연구비)
-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프로그램 개발(이영진, KAERI)
-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심윤섭, KAERI)
(***) : 1차년도 후 과제 종료 (1개 과제) - 양국 합의(성과미흡)
- 소형 소듐냉각고속로 원격지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검증 기술 개발 (서균렬, 서울대)
I-NERI 추진에 있어 양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협의
를 통해 선정하는 상호호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숙원사업인 핵연료
주기기술을 포함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 등의 분야에 협력을 중점화하
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측은 초기에 원자력기초(재료, 모델링 등) 또는
제3세대 원자로의 안전연구 분야 등에 관심을 크게 두었으나, 현재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수소를 중점분야로 하는 것에 한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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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도 BINERIC 회의
2008년도 BINERIC 회의는 상반기 회의 없이 2008년 11월 13~14일 양일간 미국
리노에서 2005년 선정과제(2개) 최종평가 및 2006~2007년도 선정 계속과제(10개) 연차
평가와 같이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소듐냉각고속로 원격지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검증기술개발(2007-005-K)” 과제를 제외한 9개의 과제에 대하여 계속 지
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측은 2007-005-K 과제에 대하여 GIF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SFR 시스템 기기설계 및 2차 계통(CD&BOP) 프로젝트와 2005-001-K 과제와의
중복성 그리고 I-NERI 공동연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종료과제의 조치사항으로 2005년도 선정 2개 과제에 대해 종
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영문보고서를 2008년 연말까지 제출하여 통보하기로 하였
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2008년도 I-NERI 신규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아래의 3개 과제
에 대해 2011년까지 총 3년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17> 2008년도 한/미 I-NERI 신규 추진 과제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분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한국

미국

Advanced
Gen IV
Multi-Physics
Simulation Capability
(VHTR,
이현철
C.Lee
2008-001-K for Very High
Advanced
(KAERI)
(ANL)
Temperature
Computational
Gas-cooled Reactors
Methods)
(VHTRs)
Experimental and
Gen IV
Analytic Study on the
김민환 R.Schultz
(VHTR,
2008-002-K Core Bypass Flow in a
Thermal-Hydra
(KAERI)
(INL)
Very High
ulic)
Temperature Reactor
Nuclear Data
Uncertainty Analyses
AFC
길충섭 M.Dunn
2008-003-K to Support Advanced
(Safeguards) (KAERI) (ORNL)
Fuel Cycle
Development
합계

1차년도
연구비
한국 미국
(백만원) (K$)

300

300

320

470

300

300

920

1,070

본 회의에서는 2009년도 신규과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신규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에 있어 미국측은 회계 연도는 2008년 10월에 시작되나 정부개편 등
으로 2009년 3월 정도에 I-NERI 가용예산(안)이 결정될 예정임을 밝혔고 우리측은
2009년 신규과제로 계속과제의 예산범위에 맞추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09년 신규
과제 추진에 있어 한/미 양국은 2008년도 협력분야와 동일하게 Gen IV(다자간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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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함), AFC, Nuclear Hydrogen 분야를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
국측은 경수로의 지속가능성(aging, radiation damaging, long-term operation 등)을 신
규 공동 연구 분야로 채택할 의사를 밝혔으며 우리측에 세부협력 기술분야를 제공하
기로 하였다.
이외에 2009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는 제4차 한/미 원자력포럼과 연계하여 미
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NERI 결과물을
GIF 배경정보자산(BPI)로 기여할 경우 양측의 승인후에 기여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
으며 시한이 만료된 I-NERI MOU 부속서의 미국 측 제안 문서에 대해 한국이 최종검
토 후 양측이 서명하기로 하였다. 기타적으로 한미 양측은 과제책임자 변경 시 공식문
서로 상대측에 통보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 2009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
2009년도 상반기 BINERIC 회의는 5월 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
측은 200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에 있어 협력분야로 다음의 세부기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Advanced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including LWRs
② Safeguards and nuclear physics data including theory development
③ Advanced nuclear fuels including LWRs
④ Next-generation reactor and fuel cycle technology concepts
⑤ Advanced waste forms
⑥ Modeling and simulation
⑦ Advanced instrumentation & controls
<표 4-18> 2009년도 한/미 I-NERI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5월 21일

신규 과제제안서(Mini-Proposal) 공모

6월 18일

신규 과제제안서 접수 마감

6월 하순

1차 선정평가

7월 9일

2차평가(Full Proposal) 대상과제 선정

7월 16일

최종제안서(Full-Proposal) 공모

8월 13일

최종제안서(Full-Proposal) 접수마감

8월 하순

2차 선정평가

9월 3일

과제 선정

10월 1일

과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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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에서는 2009년 계속과제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2006-003-K,
2007-003-k 2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하였다. 2006-003-k 과제
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종현에서 이한수로 과책이 변경되었고 2007-003-k 과제
는 INL의 M. Meyer에서 R. Kennedy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7-001-k 과제의 균형있는 역무기여도 및 흑연샘플 제공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본 과제 수행에 있어 미측의 기여도 부족이 문제시 되었는데 이는 과제에 할
당된 예산 부족으로 과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미
측은 균형있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도록 미측 PI 요청하기로 하였다. 흑연 샘플 제공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충분한 샘플을 보유하고 있어 미측의 추가적인 샘플이 필요 없
으며 이를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7-003-k 과제의 경우 연구목적의 명확화에 관련된 의논이 있었으며 양측 PI는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TRU

함유

금속핵연료에서

“Fuel

Cladding

Chemical

Interaction(FCCI)"에 관한 역무는 매우 중요함을 공동 인식하고 연구목적에 있어 우리
측은 라이너 또는 코팅샘플을 제공하고, 미측은 샘플 시험을 통하여 금속핵연료의 성
능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과제의 경우 미국 INL에서의 TRU 실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현재 미측의 PIE 데이터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로 볼 수 없어 우리측에 제공할 수 없으며, GIF체제에 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미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은 자료
신뢰도는 미국 측의 판단에 좌우되므로, 미국 측에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서 GIF 체
제에서의 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2007-004-k 과제의 경우 2007년 11월~ 2010년 10월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미측
의 지연 요청으로 연구착수 시점을 2008년 11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우리도 1차년도
과제기간을 예산 증감 없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측은 서
신을 통해 본 과제에 대한 예산을 2011년까지 지원키로 하였고 2008년 10월부로 연구
를 착수하였다.
2007-006-k 과제의 경우 실험자료 제공에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 미측은 2009년 여
름까지 전해화학 분리공정 응용기술의 활동에 대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우리측에 통
보하고 이 지침에 따라 실험자료도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측 과
책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실험자료 공개 지침 수립에 관련된 진행사항 및 내용
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실험자료의 상호 공유는 국제회의나 저널에 기
발표된 자료에 한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본 과제는 향후 우리측의 3-D 전산모델
체계, 접근방법 그리고 Mark-IV, V 전해로 모형을 입력한 계산 결과를 미측의 2-D 모
델과 상호 벤치마킹하고, 가능하면 INL의 관련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전산모델을 평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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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7-k 과제의 경우 양측은 재료 선정과정을 연차보고서에 수록하고, 납에 관
련된 참고문헌을 연구범위에 맞게 LFR 관련 내용 및 참고문헌을 삭제할 것을 합의하
였고(2008년 BINERIC 결과) 이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I-NERI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 Guideline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07년 상반기 BINERIC 회의 결과에 따르면 I-NERI 사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산업
계가 사용할 경우 결과물 사용에 대한 관리 또는 합의된 Guideline을 작성하여 한미
양측이 합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 양측은 I-NERI 결과물을 GIF 배경정보자산
(BPI)으로 기여할 경우 양측의 승인하에 제공할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9년 상반
기 회의에서는 미측에서 작성한 I-NERI 기술관리계획(Technology Management Plan)
초안에 대한 우리측의 중간검토의견을 2009년 6월 초순까지 송부하고, 이에 대한 양측
의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I-NERI 연구결과물 활용 관리지침을 차기회의에서 최
종 완료하도록 합의하였다.
본 회의에서 수집된 미국의 최근 원자력연구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다. GNEP 관련
하여 미국 신정부는 Two Track Approach 중 track 1(단기적 관점)의 핵연료재순환센
터(CFTC :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 및 ABR 건설 및 운영 계획은 백지화
하였으며, track 2(장기적 관점)인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핵연료주기연구시설
(AFCF : Advanced Fuel Cycle Research Facility)의 건설과 ABR 사용후 핵연료 재활
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과 관련하여 미
신정부는 Yucca Mountain이 아니 제2처분장, 재활용, 소내저장 등 새로운 대안을 수
립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NGNP와 관련하여 미국 DOE는 수소생산방법(SI공정 또는 전기분해)을 2009년 7
월에, Fuel Type(pebble 또는 prism)을 2011년에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NGNP의 성공
적인 사업을 위해 현 연구개발 단계에서 미국 DOE와 NRC는 MOU를 체결하여 중복
되는 기술검증을 피하기 위해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GIF SCWR
참여와 관련하여 GE와 웨스팅하우스의 SCWR 시스템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
적 난제(재료, 부식, 침식, 열수력 관련)로 인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참여 계획은 없
으나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재료연구를 수행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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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 수행 현황
<표 4-19> 2009년도 한/미 I-NERI 수행과제 현황

구분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

(연구기간)

TRU 핵변환을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2006-001-K)

2006년

금속연료 전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중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2006-002-K)

선정과제 고온용융염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발(2006-003-K)

제4세대 원전용 고온재료의 환경 및 조사효과
연구(2006-006-K)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KAERI
(김영일)
KAERI
(김인태)
KAERI
(이한수)
KAERI
(류우석)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기술개발 (2007-002-K)

2007년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SFR용 TRU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
평가 (2007-003-K)

선정과제 금속연료 Pyroprocessing 공정발생 고준위폐기물의 고화
및 특성평가 기술개발(2007-004-k)

원전 폐기물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전해정련공정 전산모델
개발 (2007-006-K)
고온장주기 소듐냉각 고속로 고온구조설계기술 개발
(2007-007-K)

KAIST
(노희천)
KAERI
(박장진)
KAERI
(이병운)
KAERI
(조용준)
KAERI
(김광락)
KAERI
(구경회)

2008년

초고온가스로 노심우회유량에 관한 실험 및 해석연구

선정과제 (2008-002-K)

선진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핵자료 불확실도
분석(2008-003-K)

401,000
296,000
447,000

299,000
313,000
295,000
277,00036)
236,000
282,000
1,702,000

소 계 :
초고온가스로 다중물리거동 해석을 위한 고도전산모의능
구현(2008-001-K)

374,000

1,518,000

소 계 :
층류 현상의 실험적 연구, 흑연 산화, 공기침투 사고
완화에 대한 연구 (2007-001-K)

연구비
(천원)

KAERI
(이현철)
KAERI
(김민환)
KAERI
(길충섭)

300,000
320,000
300,000

소 계 :

920,000

합 계 :

4,140,000

36) 1차년도 연구기간 : ‘07.11.1~’09.10.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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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6-001-k, 김영일) TRU 핵변환을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
구

분

내

고속로 노심설계 전산코드 검증 및 TRU 핵변환용 대형 소듐
냉각 고속로 노심개념설계

과제 목표

1차년도

용

핵심
임계집합체 스펙트럼 평가 및 대용량 소듐냉각 연소로
성과
노심개념설계 출력별 후보개념 개발
목표
수행 600, 900, 1200 MWe급 연소로 노심개념을 개발하고, 각
출력별 노심성능분석을 수행함
성과
핵심
대용량 연소로 후보개념의 전환비 영향 평가 및 반응도 계수
성과
향상을 위한 설계인자 변경 연구
목표

연차별 2차년도
계획 및
성과

3차년도

BFS-55, 73, 75 임계 실험에 대하여 스펙트럼 지수, 노심
임계도, 기화 반응도 등의 핵자료 라이브러리 의존성 및 오차
수행
규명
성과
출력별, 전환비별 소듐냉각 연소로의 핵변환능, 안전성 인자
평가

핵심 ZPPR-15(미국 보유 실험)에 대한 한국 전산코드 활용 검증
성과 대용량 소듐냉각 연소로 최적화 (핵변환능, 안전성, 경제성,
목표
공학적 제작성 등 종합 검토)
수행 미국측 보유 임계실험에 대한 한국측 보유 전산코드 활용 계산
성과
결과 및 상호 결과 비교
BFS-73,75 임계집합체 핵단면적 라이브러리간 분석보고서

1차년도

대용량 소듐냉각 연소로 노심 출력변경 연구보고서 제공
소용량 소듐냉각 연소로 노심 연구보고서 입수

연구
결과물
2차년도

BFS-55,73,75 임계 실험에 대하여 스펙트럼 지수, 노심 임계도,
기화 반응도 등의 핵자료 의존성 및 오차 평가 보고서 제공
ZPPR-21 Phases A~F에 대한 노심 모델 및 미국측 계산 결과
보고서 및 중형 연소로 노심개념 설계 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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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미국측 보유 임계실험 (ZPPR-15 Loading 15, Loading 16,
Loading 20) 에 대한 노심 모델, 미국측 계산 결과, 실험
측정자료 입수
- 제공된 미국측 자료에 대하여 KAERI 핵계산 방법론에
의한 계산 결과 생산 및 상호 비교

연구
결과물

3차년도

BFS-73-1, BFS-75-1, BFS-55-1에 대한 노심 모델을 미국측에
제공

- 미국측 핵계산 결과 입수
대용량 연소로 출력별 안전해석 결과 생산 및 제공
중용량 연소로 대상 단면적 불확실도의 노심 핵설계 인자
영향 평가 입수
한국 업무
우리가
제공한 것
- 미국 보유 실험자료 활용, KAERI 전산코드 검증
(데이터, 코드,
- 대용량 연소로 노심개념설계
등등)
- 한국 보유 노물리실험자료의 제공 및 분석결과 공유

미국과의
협력

미국 업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 한국 보유 실험자료 활용, 미국 전산코드 검증
- 중소용량 연소로 노심개념설계
- 미국 보유 노물리실험자료의 제공 및 분석결과 공유
- 단면적 불확실도의 핵설계인자 영향 분석

활용 계획

KAERI 보유 핵설계 코드의 검증 및 전산코드 설계 사용 인
가 신청시 기본자료로 활용
원전 대용량화를 위한 추가 R&D 항목 도출 및 Gen IV 원자
로 용량 선정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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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6-002-k, 김인태) 금속연료 전해정련 공정발생 공융염중의 FPs핵종 분리기
술 개발
구

분

내

용

금속핵연료의 pyro공정 발생 공융염 폐기물중의

과제 목표

FPs 핵종의

물리/화학적 제거를 통한 공융염 재순환 요소기술 확보
핵심
성과
목표

▸ 공융염(LiCl-KCl)내 핵분열 생성물 핵종분리 기술의 평가 및
핵종제거 기초실험자료 확보
공융염 내 핵분열생성물 핵종 분리 선행기술 조사 및 평가
Surrogate 이용한 제올라이트 이온교환 실험장치 설치 및 공

1차년도
수행
성과

융염-제올라이트 이온교환 데이터 실험적 확보
공융염내 존재하는 I/II족 및 희토류핵종 분리를 위한 여러 가

지 화학적방법의 screening test에 의한 실험적 검증 : 침전제
(oxide, phosphate, carbonate) 첨가방법으로 99%이상 탄산화
효율 확보, 산소분산법에 의한 99.9% 산화효율 확보

핵심
성과 ▸ 도출 기술의 핵분열생성물 핵종 분리 성능자료 도출

연차별

목표

계획 및

Surrogate를 이용한 공융염-제올라이트계에서 이온교환 반응

성과

속도론적 변수도출 : Cs 4차 반응, 30분 내에 Cs ~70% 분리

2차년도

Surrogate를 이용한 I/II족 핵종제거 및 희토류 핵종 산화/침

수행

전 특성파악 : ANA법의 이온교환용량(0.1-0.6mmol/g) 확보,

성과

zone-freezing법으로 Cs/Sr 88%이상 분리조건 도출, 산화/침
전법에 의한 8종 희토류의 99% 이상 분리성능
I/II족 및 희토류 핵종을 모두 분리할 수 있는 복합핵종제거공

정 개념을 도출
핵심
3차년도

성과
목표
수행
성과

▸ 공융염내 핵분열생성물 분리공정 실증(INL의 hot-cell 이용)
및 종합평가
*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77 -

구

분

내

용

화학적 모델을 고려한 제거반응물질 설정 및 효율 도출

1차년도

Zone freezing 방법을 이용한 70%정도의 농축특성 확보
탄산화물 첨가에 의한 제거효율 검증 : Sr>99.9%
공융염내 4종(Ce,Nd,Pr,Eu) 희토류 공존 시 : 침전효율 >

99.9% 확보. 침전층의 층분리 확인(상부염층 재사용 가능)
Analcime 및 인산함유 SA에 의한 실험을 통해 제거용량특성

확인
희토류 산화/침전장치 설계/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8개 RE핵

연구

종들에 대한 산화/침전 특성 파악 및 최적 운전자료 도출

결과물

0

180
o

o

360

540

720
100

700 C

650 C

2차년도

80
60

conversion efficiency [%]

40

100

o

o

750 C

800 C

80
60
40

Eu 20
Pr
0
Nd
Ce
Y
Sm
Gd
La

20
0

0

180

360

540

720

sparing tim e [m in]

3차년도

우리가
제공한 것

미국과의
협력

연구 진행 중.

한국에서 개발한 핵종분리기술(산소분산법 및 무기매질에 의

한 이온교환)에 대한 실험결과 제공

미국으로부터

금속핵연료 전해정련공정 발생 염폐기물 조성자료

제공받은 것

제올라이트-4A를 이용한 핵분열생성물핵종 분리특성 결과

본 과제에 의한
한미협력의
중요성

미국 INL시설에서 우리기술의 실증을 통해 우리가 개발중인

PWR핵연료 파이로 건식처리 연구의 투명성도 확보 가능함

TRU 실증자료는 PWR 산화물 핵연료 파이로처리공정 발생

활용계획

염폐기물 중의 핵종제거성능 검증에 직접 활용
고속로 발생 금속핵연료의 파이로 재활용처리에 향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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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6-003-k, 이한수) 고온용융염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발

구

분

내

용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용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발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전해환원용 내부식 구조재료 합금(전이원소 첨가) 및 세라믹
코팅재료 개발
합금 원소에 따른 이론적 Ni base 합금의 평형 상태도 작성
완료

1차년도

수행 최적 Top coating 재료 선정 완료
성과 부식속도 0.3mm/year 달성 : 기존 Inconel 713LC 대비 1/5
감소)
TRU 대체 물질 선정을 위한 열역학적 물성 계산

핵심
성과
연차별

목표

계획 및
성과

Ce계의 고용도 조사 및 CFX를 이용한 응고 전산모사 수행
/N1, N2합금 Ce을 이용한 개량

2차년도
수행
성과

핵심
성과
3차년도

전해환원용 내부식 구조재료 합금(희토류원소 첨가) 및 세라
믹 경사기능 코팅재료 개발

목표
수행
성과

Top coat YSZ를 대상으로 2~5층의 경사조성 코팅 수행으로
접착력의 뚜렸한 증가 확인
1차년도에 개발된 N1 및 N2에 대한 ANL측의 교차 성능
평가 수행완료/ANL측에서는 N1 및 N2에 대한 열처리 조
건 확립
최적 합금/코팅재료 선정 및 실제형상 제작, 상호 교차검증
(ANL)

현재 진행중 : 2009년 11월 31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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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이론적 Ni base 합금의 평형 상태도 작성 완료
부식실험결과 상용 713LC합금 대비 부식속도 1/5감소
1.0

0.8

Corrosion rate (mm/yr)

1차년도

Requirement of engineering material
< 0.5 mm/yr

0.6

0.4

0.2

0.0
Inconel 713LC

작성된 Ni base

N-1

N-2

N-3

N-4

Superalloys

부식속도 비교평가
합금 상태도
Ce에 의한 합금 계량 및 응고해석 기반기술 확보 (3차년도
실 형상 제작 기반기술 확립)

연구

세라믹 경사코팅을 통한 계면 접착강도 향상

결과물

2차년도

주형재료에 따른
액상분포 계산결과(by
3차년도
우리가
제공한 것
미국과의
협력

경사기능 세라믹
코팅에 따른 접착강도

향상
CFX)
연구 진행 중 (2009년 11월 31일 종료 예정)
N1, N2합금 시료 제공
ANL측의 부식실험 시스템 자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N1, N2합금 열처리 조건
N1, N2합금 조직 사진 및 성분 분석자료

활용 계획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전

해환원반응기 도가니 재료로 활용 예정

- 80 -

□ 과제명 : (2006-006-k, 류우석) 제4세대 원전용 고온재료의 환경 및 조사효과 연구
구

분

내

용

고온 He 환경에서의 VHTR 초고온재료 특성 평가
VHTR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거동 평가

과제 목표

고온재료 물성 핸드북 작성

핵심

9Cr-1Mo강 및 A617강 조달, 용접

성과

하나로 조사캡슐 설계

목표

9Cr-1Mo강 (비조사) 특성시험: 인장강도, 충격강도
ASTM 규격을 만족하는 9Cr-1Mo강 및 A617 제품 구입,

1차년도

SMAW 용접 수행
수행
성과

하나로 OR 조사시험용 캡슐설계, 모캅 제작, 안전성 평가
모재 및 용접부에 대해 인장시험 (상온~700oC)

수행 및 충

격시험 (-50~100℃) 수행
대형 단조품 9Cr-1Mo-1W강 조달 및 용접
핵심
성과
목표

연차별
계획 및 2차년도

1차 조사시험 완료 및 조사캡슐 해체, 인장시험
2차 시험용 하나로 조사캡슐 설계, 제작
A617의 He환경시험 수행
9Cr-1Mo-1W (Grade 911) 대형단조품 구입, Narrow Gap

Welding 수행

성과
수행

9Cr-1Mo강 1차 조사재의 모재, 열영향부 및 용접부에 대해

인장특성 핫셀시험 (상온~700oC) 수행, 충격특성 핫셀시험 (
성과

-80~150℃) 수행
VHTR He 환경에서의 Alloy617 및 후보재료들 (Haynes230,

Hastelloy X) 의 900~1000℃ 산화특성 비교 분석
대형단조품 하나로 OR공 2차 조사시험
핵심
3차년도

성과
목표

2차 대형단조품 조사시편의 인장 및 충격특성 핫셀시험 및

데이터 자료집 작성
VHTR He 환경에서 크리프 응력 유무에 따른 후보재료들의

산화 거동의 비교 분석
수행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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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9Cr-1Mo강 소재 조달 및 용접
하나로 OR시험용 조사캡슐 제작

1차년도

9Cr-1Mo강 조사시험수행 및 인장 및 충격 핫셀시험 완료

연구

대형 단조품 (두께 110mm) 조달 및 narrow gap welding

결과물
2차년도

3차년도

2차 조사시험중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데이터 14건

등등)
미국과의
협력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데이터핸드북 매뉴얼 1건
데이터핸드북 기술보고서 1건
He 크리프시험시설 기술보고서 1건

Mod.9Cr-1Mo 강의 조사거동 DB를 구축하여

초고온가스로

압력용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활용계획

국내 제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및 미국의 제4세대

원전 건설시 국내 제조 기술을 적용하도록 함.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의 우수성을 미국에 홍보하여 하나

로의 해외 활용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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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7-002-k, 박장진)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기술개발
구

분

내

용

파이로 공정 효율 제고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

과제 목표

화공정 개발
핵심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이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성과 사용후핵연료 이용 1,200℃, 진공조건에서 핵종 휘발 및 포집
목표
실험
다양한 전처리 공정 방안 중 고도 휘발성산화 방안이 가장

1차년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1,200℃, 진공조건에서 Cs는 98%, Tc는 92%, Ru는 98%, Mo

수행
성과

62% 휘발됨을 확인함.
상기조건에서 휘발한 Cs, Tc, I 핵종에 대하여 KAERI 개발

필터에 의한 선택적 포집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연차별

회전형 고도 휘발성산화장치 설계 및 제작

계획 및

핵심 회전형 voloxidizer 와 SIMFUEL을 이용한 휘발성산화공정 조
건에서의 입도제어 실험
성과

성과
2차년도

목표 사용후핵연료 이용 INL핫셀에서 배기체처리 최적화 실험
SIMFUEL을 이용한 최대 10mm 정도의 U3O8 및 UO2 그래

수행
성과
핵심
성과
3차년도

목표

뉼 시제품 제조
포집능과 강도가 개선된 석탄회 및 칼슘 필터 시제품 제조
사용후핵연료 이용 INL핫셀에서 휘발성산화공정의 최적화 실

험(핵종 휘발, 입도제어, 핵종 포집)

수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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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INL 핫셀 배기체처리장치 중 석탄회 필터의 감마 스펙트로미
터 결과

1차년도

연구
결과물

회전형 고도 휘발성 산화장치에서 제조된 U3O8 그래뉼 시제품

2차년도

3차년도
우리가
제공한 것

INL 핫셀 실험용 배기체처리 필터 총 4세트 제공(각 세트는 석

탄회 필터, 칼슘필터, AgX 필터로 구성됨)

(데이터, 코드, SIMFUEL로 실험한 입도제어 실험결과
미국과의

등등)

비방사성 물질로 실험한 배기체포집 실험결과

협력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회, 고속로 사용후핵연료 3회 총 4회에
(데이터, 코드,

걸친 INL 핫셀 핵종휘발 실험결과

등등)

활용계획

KAERI가 SIMFUEL로 취득한 입도제어 기술, 회전형 휘발성 산화

장치 기술을 사용후핵연료 이용 미국 핫셀에서 실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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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3-k, 이병운)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SFR용 TRU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
평가
구

분

내

용

SFR 금속핵연료 (TRU 30% 이상)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과제 목표

금속핵연료/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시험 및 Barrier 피복재

성능검증
핵심 금속핵연료 예비성능평가
성과 HT9급 피복재 표면에 barrier 코팅
1차년도

목표 U-TRU-Zr 및 barrier 피복재 상호 확산 시험
AFC-1 금속핵연료 예비 성능평가

수행
성과

코팅 barrier 피복재 시편합금 제조 및 8개 시편 INL 제공
700℃, 100 시간의 상호확산 시험 수행

핵심 AFC 시험자료에 의한 성능코드 벤치마킹
성과 최적 Barrier 물질 선정

연차별
계획 및 2차년도
성과

목표 Barrier 피복재 성능 공동 시험 및 평가
AFC 시험자료 공동 분석중

수행 최적 barrier 피복재 선정을 위한 시편 제조 및 제공 예정
성과 650℃, 24 시간이상 조건에서 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공동시험 및 평가 예정
핵심 성능해석 모델 개선
3차년도

성과 피복관 내부에 barrier 설치
목표 Barrier 피복재 성능 평가
수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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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설계 변수 및 운전조건에 따른 AFC-1 연료 성능분석 자료
Barrier 피복재 시편합금 제조 (KAERI)
상호확산 시험용 U-TRU-Zr 및 Barrier 디스크 실험 장치
L-Clad strain
R-Clad strain
U-Clad strain
L-CDF
R-CDF
U-CDF

1.8
1.6

Clad strain, %

1.4

0.002

1.2
1
0.8
0.001

0.6
0.4

Cummulatve damage fraction, -

0.003

2

1차년도

0.2
0

0
0

2

4

6

8

10

12

Burnup, at%

AFC-1 연료
성능분석

연구
결과물

Barrier
피복재 디스크

금속연료심/b
arrier 피복재
상호확산쌍

AFC-1 핵분열생성가스 결과 및 모델 벤치마킹 자료
Cr 도금 및 V, Zr Barrier 시편

2차년도

U-TRU-Zr 및 barrier 피복재 상호확산 평가 자료
3 5 U - 2 9 P u - 4 Am- 2 N p - 3 0 Z r ( d ata )
3 5 U - 3 5 T R U ( 2 9 P u -4 Am- 2 N p )- 3 0 Z r ( e x i sti ng )
3 5 U - 3 5 T R U ( 2 9 P u -4 Am- 2 N p )- 3 0 Z r ( a dj u sted )

Thermal Cond. (W/cmK)

0 .3
0.25
0 .2
0.15
0 .1
0.05
0
0

200

40 0

60 0

80 0

1000

12 00

Temperatu re (K)

3차년도
우리가
한국 업무
제공한 것
- Barrier 피복재 제조
(데이터, 코드,
- 상호반응 평가 및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공동수행업무)
등등)
미국과의
협력
미국으로부터 미국 업무
제공받은 것
- TRU 함유 금속핵연료/Barrier 피복재 상호반응 시험
(데이터, 코드,
- 상호반응 평가 및 성능해석 코드 벤치마킹 (공동수행업무)
등등)

활용 계획

국내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TRU함유 연료 시험 결과를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드검증에 직접 활용하며, 국제공동으로
Barrier 피복재 시험 결과를 연료 성능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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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4-k, 조용준) 금속연료 pyroprocessing 공정발생 LiCl-KCl 공융염 함유
고준위 폐기물의 고화 및 특성평가 기술개발

구

분

내
사용후

금속핵연료의

파이로

용
처리시스템의

공융염폐기물

(LiCl-KCl) 저감화 공정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고건전성/

과제 목표

고감용성 고화체 제조 및 특성평가 기술 개발
핵심
▸ 공융염폐기물 저감화 공저발생 고준위 폐기물의 고화기술 방
성과
안 평가 및 고화체 제조 기초실험
목표
고화기술 방안평가 및 대상폐기물 특성자료 도출

1차년도
(2009년)

수행
성과

Hot-test를 위한 INL hot-cell(HFEF)내 고화제 제조장비 설치
Surrogate 폐기물을 이용한 고화체 제조 기초실험 : 공융염 폐

기물 저감화 공정 발생 고화대상 폐기물들의 특성 파악, 각
폐기물별 고화 세부조건 설정 및 고화체 내구성평가
▸ 고화체 제조 적정조건 및 고화체의 장단기 물리화학적 특성

연차별
계획 및
성과

2차년도
(2010년)

평가 (예정)
핵심 TRU함유 폐기물 이용 고화체 제조 및 제조된 고화체 특성평
성과
가 및 폐무기 흡착매질의 고화체 제조/특성평가 (미국)
목표
Surrogate 폐기물 이용 고화체 제조 적정조건 및 고화체 장단
기 물리/화학적 특성평가 (한국)
성과 향후 도출 예정

3차년도
(2011년)

▸ 처분대상 폐기물의 고준위 고화체 제조 최적화 (예정)
핵심
Mark-Ⅳ발생 TRU함유 실폐기물 고화체 제조실증(한국참여)
성과
목표 고준위 고화체 제조공정의 최적화
고준위 고화체 고화기술 및 제조공정 최종평가
성과

향후 도출 예정-

[참고]
1.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3년(‘07.11-’10.10)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FY08 DOE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미국 측의 요청으로 INL의 연구 착수시점을 ‘08. 11로 변경함.
이에 KAERI는 1차년도 과제기간을 예산증감 없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추진하였음.
2. 미국측은 공식적인 서신(‘08. 6. 5)을 통해 본 과제에 대한 예산은 2011년까지
지원키로 하였으며 금년도 한미 BINERIC에서 미국측은 INL에 예산을 지원하여
1차년도 연구를 2008년 10월부로 착수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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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용염 저감화 공정의 옵션에 따른 고화처리대상 폐기물 분

류 및 고화개발 필요한 폐기물특성분류
- 처리대상 폐기물 : 폐용융염, 희토류옥시염화물(REOCl),
zeolitic materials(INL), REOCl+핵종농축염
분류된 각각의 폐기물들에 대한 고화방법 설정 및 기초실험

- 폐용융염 : 고화매질(SAP 1071) 제조, 반응비 설정 및 생성
1차년도
(2009년)
연구

물 분석, 고화체 제조
- REOCl 폐기물 : Monazite based wasteform, CZT 제조
(CaO-P2O5-ZnO-TiO2) 매질이용 고화체 제조 및 특성분석

결과물

- REOCl + 핵종농축염 : CaPS 무기매질의 제조, 반응비 설
정 및 반응물 특성분석 및 고화체 제조
 상기 고화방법의 세부조건 설정 실험 및 고화체들의 내구

성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
2차년도
(2010)
3차년도
(2011)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제공한 것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향후 수행 예정
향후 수행 예정
공융염폐기물의 고화기초실험 결과자료
국내개발 고화매질(SAP) : 이전통제성 검토후 7월내 제공예정

연구 1차년도로서, 현재까지 제공받은 사항은 없음.

TRU실증자료는 PWR핵연료 파이로처리시스템의 FPs 핵종제

활용 계획

거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고화체 특성평가에 직접 활용
고속로 발생 금속핵연료의 파이로 처리 공정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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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2007-006-k, 김광락) 원전 폐기물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전해정련공정 전산모델
개발
구

분

내
용
PWR 사용후핵연료 소멸처리용 건식화학 전해정련공정 전산

과제 목표

모델 개발
핵심
성과
목표

전산모델 개발을 위한 건식 전해공정 모사체계 설계 및 전해

파라메타 설정
Electrorefiner 모사체계 요건 및 전해효율 향상인자 도출

- 전해질 유동기반 확산한계 3-D 전기화학 모델체계 수립
공간 전해특성 평가를 위한 3-D 전산체계 수립 및 인터페이

스 요건 설정

1차년도

- 상용 전산유체역학(CFD) 플랫폼 활용
수행

- CFD-전기화학반응 커플링 알고리즘 마련

성과 용융염 전해질 유동해석
- 전해질 교반조건에 따른 전극계면 확산층 분포도출: 최고
~500μm
용융염 전기화학 REFIN-1D 전산코드 결과 벤치마킹

- 아이다호대학 1-D 모델 결과와 벤치마킹으로 모사능 확인

연차별

Electroplating 전해모델과의 벤치마킹수립
Electrorefiner 공간 전산모형 개발

계획 및
성과

- 전해셀 구조기반의 전산모형 설정

핵심
2차년도

- 3D 전해/유동 복합모델 구축

성과

- 3D Electrorefiner 모델 수치해석 기법 개발

목표

- 용융염 전해모사 기반 물성치 DB 마련 및 비교평가
- 수용액 전해셀 실험장치 제작

수행
성과


Electrorefiner 전산모델 유용성 평가 및 벤치마킹

3차년도

핵심

- 열역학적 및 속도론적 용융염 전해 자료기반 상호검토

성과

- Electrorefiner 공간 전산모델 벤치마킹

목표

- 수용액 전해시험 및 결정 파라메타 도출
- 실험자료 비교검증 및 모델 유용성 평가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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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SNU/KAERI

보유

1차원

용
용융염

전기화학

전산코드

(REFIN-1D)의 벤치마킹

1차년도

(Mark-IV 음극의 퍼텐셜 비교)
Mark-IV전해로에서 용융염 전해질 유동해석을 통한 전극계면

연구
결과물

확산층 분포도출
S3

S4
S5

S2

5

S6

S1
S8

S7

Diffusion lay er
thickness (10 -6 m)
800

4

700

3

600

2
1

S8
S7
S6
S5
S4
P osition #
S3

500
400
300
200
100
0
1

S2
2

3

Position #

4

S1
5

(Mark-IV 음극계면의 확산층 분포)
2차년도



3차년도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미국과의
협력

REFIN-1D 전산코드 알고리즘 및 계산 결과자료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활용 계획

아이다호대학의 전산코드 계산 결과자료
INL의 Mark-IV 전해로 실험자료 1건(대외 기 공개된 자료로

추정됨)
전해정련공정 전산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 전해정련로 설계

및 운전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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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7-007-k, 구경회) 고온장주기 소듐냉각 고속로 고온구조설계기술 개발
구

분

내

용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60년 설계수명의 소듐냉각
고속로에 대한 고온구조설계해석 핵심 상용화기술 확보

과제 목표

핵심
고온 장주기 원자로 설계재료 선정 및 탄성 구조설계 해석
성과
및 평가기술 개발
목표
1차년도

ASME Subssection NH 재료 특성 분석 및 구조/기기 재료
선정

수행 사건별 설계천이하중 생산 및 포괄 설계천이하중 작성
성과
주요 고온설계구조물의 고온구조건전성 평가
Mod.9Cr 강의 고온 인장 및 응력완화 시험 데이터 생산

핵심
성과 비탄성 해석기술 및 비탄성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목표

연차별
계획 및
성과

ASME-NH 설계 규정에 따른 원자로 주요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2차년도

수행 비탄성 구성식 재료상수 시험 및 변수 규명
성과
- 반복주기하중, 라체팅, 응력완화, 크립 시험
ASME-NH 코드의 보수성 평가

- 누적비탄성 변형률 및 크립-피로 손상 평가

3차년도

핵심 지진건전성 및 고온 좌굴불안정성 평가
성과
목표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구조설계 개선
수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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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ASME-NH 설계재료 상세 특성분석 보고서
원자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해석 평가보고서

- 원자로 용기 및 지지물
- 원자로 헤드, 내부구조물, 중간열교환기 배관
SCI 논문게재 (3편):

1.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차년도

"Creep-Fatigue Design Evaluations Including Daily Load
Follow Operations for the Advanced Burner Reactor"
2. Metal and Material International
"Generation of the Isochronous Stress-Strain Curves by
Using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 Method of Modified
9Vr-1Mo Steel"

연구
결과물

3.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 Technology
"Assessment of High Temperature Crack behavior for a
316L Stainless Steel Structure with Defect5s"
SIE ASME-NH 전산코드 비탄성 평가절차 보고서

2차년도

ASME-NH 비탄성해석 절차 적용보고서 및 논문게재
비탄성 구성식 재료상수 시험 데이터베이스 및 논문게재

3차년도

미국과의
협력



우리가
한국 업무
제공한 것
- 국내개발 SIE ASME-NH 전산코드를 사용한 미국 ABTR
(데이터, 코드,
소듐냉각 원자로 고온구조설계/평가 수행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미국 업무
(데이터, 코드,
- 상세 ABTR 설계도면과 설계운전하중 제공
등등)

활용 계획

국내 개발 중인 Gen IV 원자로 고온구조 설계해석
SIE ASME-NH 전산코드 비탄성해석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 92 -

2008년도 선정 과제
□ 과제명 : (2008-001-k, 이현철) 초고온가스로 다중물리거동 해석을 위한 고도전산모의능
구현
구

분

내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1차년도
수행
성과

연차별
계획 및
2차년도
성과

용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핵적 열유체적 거동을 통합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고신뢰도 다중물리 전산모의 방법론
및 코드체계 구축
3D 전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SHARP의 VHTR 확장 (ANL)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핵-열유체 연계 계산 전략 개발 (ANL)
DeCART에 KARMA Library 취급 기능 추가
DeCART에 노심 해석 기능 개선
공명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개발
이중 비균질성 처리능 개선 방법론 개발
층분리 수송계산을 위한 방법론 개발
상세 열유체 해석 모델 정립

3D 전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핵심
SHARP의 VHTR 확장 (ANL)
성과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목표
핵-열유체 연계 계산 전략 개발 (ANL)

수행
성과

3차년도

3D 전노심 수송계산능의 고도화 (KAERI)
핵심
SHARP의 VHTR 확장 (ANL)
성과
열유체 방법론 개발 (ANL/KAERI)
목표
핵-열유체 연계 계산 전략 개발 (ANL)

수행
성과

- 93 -

구

분

1차년도

내
용
고온가스로용으로 기능 확장된 DeCART 코드

층분리 수송 계산을 위한 방법론

연구
결과물

국제 학술 회의 논문 발표 3편

2차년도
3차년도
한국 업무
- 경수로용으로 개발된 3차원 전노심 수송해법 코드인
DeCART 코드를 고온가스로용으로 확장
- 열궤환 효과 보정 위한 전노심 상세 열유체 해석모델 추가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등등)
- 개발된 DeCART 코드를 미국 측에 제공 예정
- 3차원 전노심 수송해석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인 DeCART 코
드를 제공하여 양국 노심 해석 코드 개발 연구에 기여
미국과의
협력

미국 업무
- 소듐냉각고속로용으로 개발된 다중 물리 해석 코드인
SHARP 코드를 고온가스로용으로 확장
- CFD 수준의 열유체 해석 모델 및 핵적/열유체적 계산 결합
방법론을 개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데이터, 코드,
- 개발된 SHARP 코드 및 DeCART 검증에 필요한 실험/수치
등등)
자료 한국 측에 제공할 예정
- 고정밀 열유체 해석 기능을 갖춘 SHARP 코드는 한국의
고온가스로 설계 및 코드개발 연구에 기여
-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고온가스로 실험 자료를 제공 받아
DeCART 코드의 검증에 기여

성과 활용 계획

DeCART 및 SHARP 코드를 블록형 실증로 건설사업의 개념
/기본/상세설계와 시운전/운전 노심설계에 활용
원천기술로써 원자력수소계통의 해외 수출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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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8-002-k, 김민환) 초고온가스로 노심우회유량에 관한 실험 및 해석 연구

구

분

내

용

블록형 노심의 열적 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과제 목표

노심 우회유량 실험으로 코드 검증 데이터 확보
노심 우회유량 평가를 위한 해석 체계 구축
우회유량 저감방안 도출 및 성능 확인

핵심 우회유량해석 체계 구축
성과
목표 우회유량 실험장치 설계
1차년도
우회유량 관련 기술현황 조사
수행
우회유량 갭 크기 변화 예측 모듈
성과
우회유량 실험장치 테스트 매트릭스

연차별
계획 및
성과

2차년도

우회유량 실험 설비 구축 및 실험
핵심 우회유량 측정 기술 개발
성과
목표 우회유량 저감 방안 개발
계통 열유체 코드 및 CFD 벤치마크

수행

성과

핵심 우회유량 저감방안 평가 실험
성과
목표 계통 열유체 평가 코드 개선 및 참조노심 민감도 분석
3차년도

수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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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우회유량 평가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자료
우회유량 갭크기 변화 예측 모듈
8.0
1
2
4
7
11
16
22
29
37

Gap (mm)

7.0

1차년도

6.0
5.0
4.0
3.0
2.0
0

연구
결과물

2

4
6
Block Layer Number

8

한미 공동연구 Kick-off 회의자료
우회유량 실험 매트릭스 작성 및 실험장치 설계(진행 중)
학회논문 발표 1건

2차년도
3차년도



한국 업무

- Air Test를 통한 코드 검증용 시험 데이터 생산
- 우회유량 해석 체계 및 모델 개선/검증(GAMMA+ 코드)
우리가
- 우회유량 저감방안 실험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등등)
- 미국 시험장치 설계 참고용 Unit-cell 시험 보고서
- Air Test 계통/열유체 코드 검증용 데이터(예정)
- Air Test 시험장치 설계보고서(예정)

미국과의
협력

미국 업무

- 세계 최대의 MIR(Matched-Index-of-Reflection) 실험설비를
이용한 코드 검증용 시험 데이터 생산
- 우회유량 해석 체계 및 모델 개선/검증(GAS-NET 코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 우회유량 저감방안 제시
(데이터, 코드,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등등)
- CFD 벤치마크용 MIR 실험 상세 데이터 확보(예정)
- 벤치마크 해석으로 모델링 방법론과 모델 검증(예정)
- MIR 실험장치설계 보고서(예정)
활용계획

확보된 실험 자료와 해석 체계는 950oC 노심출구온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노심 유량분포 최적화 설계와 열여유도 평
가에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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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2008-003-k, 길충섭) 선진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핵자료 불확실도 분석

구

분

내

용

선진핵연료주기(AFC)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자료의

불확실도 평가
계산된 적분인자의 신뢰도 평가 및 최적 설계를 통한

과제 목표

경제성 제고
AFC기술 개발을 위한 핵자료 생산

핵심
성과
1차년도

목표

성과

계획 및
성과

핵심
성과
2차년도

목표
수행
성과
핵심
성과

3차년도

공분산 자료 평가 및 생산
AFC기술 개발 및 Safeguard를 위한 Np-237, Pu-242, 히토류

수행

연차별

핵자료 평가 및 검증

목표
수행
성과

핵종, Lanthanide 핵종의 단면적 및 공분산 자료 평가
생산될 단면적 및 공분산 자료 검증 방법론 연구
공명영역 핵자료 생산
고에너지 영역 핵자료 생산

핵자료 검증
적분상수의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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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핵자료 평가 보고서 작성 중 (2009. 6월중 완료) : 50여 핵종

분석 자료가 보고서에 포함될 것임. (하단 첨부 예시자료)
1차년도
연구

단면적 및 공분산 자료 벤치마크 작성 중 (2009. 9월중 완료)

: 생산자료 검증을 위한 가상 무한 시스템 개념 도입.

결과물
2차년도



3차년도


EMPIRE 코드를 이용한 Pu-242 고속 단면적 생산 중(KAERI)

: ORNL에서 제공된 자료와 연계하여 생산 중임.
Cm-250 핵종의 고속영역 공분산자료 생산방법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등등)

연구 중(KAERI) : 공분산 자료 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중임. 실험자료가 없는 핵종이므로 반응단면적 사이의
correlation coefficient 자료 생산 방법론 연구결과 제공 계획.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단면적 자료의 검증 계산 및 원자로 임계도 등 적분인자에
대한 불확실도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된 Pu-242 공명단면적

미국과의
협력

입수 (ORNL)
Cm-250 핵종의 공명인자 공분산 자료 입수 (ORNL)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주요 액티나이드(U-233, -235, -238, Pu-239) 의 새로 작성된

공분산 자료 입수 (ORNL)
제공받은 성과물의 의미

- 핵관련 시설 건설 시에는 사전 검증 실험 시설이 필수적이
지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분산 자료를 활용한 불확실
도 해석을 통해 실험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예산 절
감 효과)
다양한 고속 원자로 검증 계산에 활용
활용 계획

원자로 임계도 등 핵설계 적분인자의 핵자료 불확실도

평가에 활용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의 핵반응 단면적 개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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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과제 현황
□ 과제명 : (김정택-2002)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내

용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한 상태감시 기술개발
기기상태 기반 보수유지를 위한 상시 상태감시 기술개발
AE, UT 통합 Fusion센서 이용 Check Valve 고장진단시스템

Prototype 개발
Piping Elbow On-line Condition Monitoring Prototype 개발
Check Valve의 누설상태 상시감시기술개발

∙Check Valve 내 유동특성 및 유동특성에 따른 최적 센서위치

과제

를 결정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계획 및
성과

수행
성과

∙Check Valve Test Loop 제작 및 시험
∙기기 상태감시 신호해석과 알고리즘 개발
Piping Elbow의 감육상태 상시감시기술개발

∙Piping Elbow/U-section 상태감시 Test Loop 제작 시험
∙기기 상태감시 신호해석과 알고리즘 개발
∙유무선 통신 Smart Sensor 및 Prototype 제작 시험
∙Smart Transmitter를 이용한 Check Valve의 누설상태 상태감
연구결과물

시시스템 Prototype 제작 시험
∙유무선 통신 Smart Sensor를 이용한 Piping Elbow의 감육상
태 상시감시 Prototype 제작 시험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등등)
미국과의
협력

∙Smart Transmitter
∙Check Valve 고장 및 Piping Elbow의 감육상태 Test Loop시
험 결과
∙Check Valve 고장 및 Piping Elbow의 감육상태 상태감시 신
호해석결과과 알고리즘 개발
∙Capacitance Displacement Sensor 및 신호특성 Data

미국으로부터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ensor)및 신호특성 Data
제공받은 것 ∙Advanced Optical Fiber Displacement Sensors 및 신호특성
(데이터,

Data

코드, 등등) ∙Check Valve와 Piping system의 유동특성과 최적센서위치 결
정을 위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es) 결과
연구성과
활용실적

제작된 Check Valve 고장 및 Piping Elbow의 감육상태 Test

Loop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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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한도희-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피동안전성 최적화 연구

구

분

과제 목표

과제

용

금속핵연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의 피동안전성 최적화 및

경제성 향상 설계기술 개발

핵심

3차원 노심 해석모형 개발/검증 및 혁신설계 특성분석에 활용

성과

초임계 이산화탄소(S-CO2) 브레이튼 싸이클 설계개념 개발

목표

사고후-열제거 분석모형 개발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3차원 노심 집합체 열유체 해석모형 개발 및 검증

수행

KALIMER-150 설계의 안전여유도 정량화 및 피동안전성 비교평가

성과

S-CO2 브레이튼 싸이클이 결합된 원자로 설계개념 개발

계획 및
성과

내

금속핵연료의 용융, 응고, 이동 재배치 특성 실험계획 수립
3차원 노심 집합체 열유체 해석 프로그램
KALIMER-150 피동안전성 평가 및 반응도궤환 노심설계의 최적화

연구결과물

S-CO2 브레이튼 싸이클의 원자로 설계개념 및 혁신열교환기 설계
금속핵연료 과도특성 실험 계획 및 소듐-CO2 반응실험 결과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부수로 해석을 위한 난류특성 모델 및 CFD 전산코드 해석결과
KALIMER-150 설계데이터 및 계통안전해석코드 SSC-K 해석결과
S-CO2 브레이튼 싸이클 및 혁신적 열교환기 설계개념
소듐-CO2 반응실험 계획 및 기초실험 결과
3차원 노심집합체 해석 프로그램 및 EBR-II 검증 해석결과

제공받은 것 계통안전해석코드 SASSYS-1의 해석모델 및 해석결과
(데이터,
코드, 등등)

S-CO2 브레이튼 싸이클 설계개념 및 과도해석 결과
금속핵연료 용융/응고 과도특성 실험 계획
공동 개발한 3차원 노심집합체 해석모듈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SSC-K 전산코드에 결합하여 피동특성에 의한 안전여유도 증진
연구성과
활용실적

S-CO2 브레이튼 싸이클 설계개념은 후속 I-NERI 기반기술로 활용
금속핵연료 특성실험 계획은 향후 독자적 또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될 실험의 기본계획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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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박성원-2003) Li 용융염 전해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용 반응
기 재료개발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과제

용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을 위한 Li 용융염 전해반응기 재료개발
Li 용융염 전해환원공정 조건에서의 내부식 특성평가에 의한

반응기용 후보재료 물질 도출 및 신 내부식 물질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1) 초합금의 내부식성 평가, (2) 부식거동

계획 및
성과

내

수행
성과

자료 생산, (3) 내부식 재료물질 기준 도출, (4) 표면개질에
의한 내부식성 향상, (5) 비합금물질인 Pyro-carbon의 내부
반응기 재료로의 활용가능성 확인 등을 통하여 Li 용융염 전
해환원공정에 적합한 반응기 재료를 개발함.
초합금재료의 내부식성 평가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

국 Argonne 국립연구소의 각각 19 종과 11 종)
내부식 재료의 조성 기준 도출 (Ni : 70 ～ 80%, Cr : 10 ～
연구결과물

20%, Fe : ≤ 1%)
초합금 내부식 재료로 Inconel 713LC의 선정 및 표면개질
에 의한 내부식성 강화
논문발표 및 게재: 22편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한국선정 초합금 재료 matrix
한국측 선정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 결과
미국 선정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교차평가 결과
미국선정 초합금 재료 matrix
미국측 선정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 결과
한국 선정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교차평가 결과
미래원자력시스템에서 중점 개발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의 전
해환원 공정 반응기 재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구조재료 기
준에 의하여 선정되었음. 부식 메커니즘과 원소조성 자료를
포함한 재료개발 자료와 내부식성 재료는 건식공정 전반의
공정장치 개발에 사용될 것임.
‘고온용융염 전해환원장치의 산화저항성 구조재료 개
발’(I-NERI, 2006년 12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미국
ANL) 과제는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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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정용환-2003) 초고연소도 및 제 4세대 원자로용 부식저항성 Zr 합금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과제
계획 및

용

초고연소도 및 제 4세대 원자로용 부식저항성 Zr 합금 개발
경수로뿐만 아니라 초임계수 원자로 조건에서도 사용 가

능한 고부식저항성 Zr 합금 개발
본 연구에서는 (1) 실험합금 제조, (2) 합금의 미세조직 분

수행
성과

성과

내

석, (3) 경수로 및 초임계수원자로 조건에서의 부식특성 평
가, (4) 산화막 특성 평가 및 (5) 부식기구 모델링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고연소도 및 제 4세
대 원자로에 사용 가능한 고부식저항성 Zr 합금을 개발함.
모델합금의 부식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합금원소의 종류

및 첨가량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수로 및

연구결과물

초임계수 조건에서도 우수한 부식저항성을 나타내는 합금
선정 (Zr-1.0Cr-0.2Fe).
Zr 합금의 부식기구를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산화막 특
성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산화막 성장 기구 규명 (TEM,
SEM,
Synchrotron
radiation
microdiffraction,
Nano-indentation test, EIS)
논문발표 및 게재: 6편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부식특성 평가용 한국측 모델합금
한국측 모델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 결과

한국측 모델합금에 대한 산화막 특성 평가 결과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부식특성 평가용 미국측 모델합금
제공받은 것
미국측 모델합금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 결과
(데이터,
미국측 모델합금에 대한 산화막 특성 평가 결과
코드, 등등)
경수로용 초고연소도 핵연료피복관 및 초임계수원자로의
노심재료로 사용 가능한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Zr 신합금 개발
에 활용됨.
연구성과

미국과의
협력

활용실적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Zr 합금설계/제조와 부식특성 및 산

화막 특성 평가 분야의 선진기술은 향후 국내 원자력재료개발
에 응용되어 원자력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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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장진성-2003) Gen IV 초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및 평가
구

분

과제 목표

내

용

초임계 경수로 피복관 및 노심부품 후보소재 1차 선정을 위한 특성
평가 (기계적특성, 부식/SCC 저항성, 이온조사 특성)
초임계 경수로 후보소재의 중성자 조사시험 준비 및 조사시험 방안 수립
o

핵심

 초임계압수 (374 C/22MPa 이상) 내에서의 주요 후보소재 특성 평가

성과

 주요후보소재들의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목표

 이온조사를 통한 조사저항성 예비 평가

1) 초임계 경수로 후보소재 평가
과제

가) SCWR 초임계수 예상 가동 온도/압력/수질 조건에서의 부
식 및 SCC 평가 수행

계획 및
성과

수행
성과

나) 조사 안정성 평가
- F-M강 및 상용 ODS합금 (MA956)에 이온조사 후 나노인덴테
이션 시험 수행
2) 분산강화합금의 시험제조 및 특성 평가
- 상용 ODS합금 (MA 956)의 열적취화 현상 확인 후, 산화물분
산강화합금의 시험제조
650℃/30MPa 초임계압수 부식(피로)/SCC 시험장치/시험기술 확보

연구
결과물

초임계압수 냉각로 예상 운전온도 영역에서의 주요후보소재들의 부
식/SCC거동
o

상용 ODS합금의 열적취화현상 확인 (475 C)

미국과의
협력

우리가
초임계압수에서의 후보소재 부식특성 평가결과 (T91, T92, T122,
제공한
Alloy 625, 800H, 690, MA956; 300-627℃/25MPa)
것
미국으 상용 T91 강 판재 (Bethlehem steel; 12.7 t)
로부터
proton 조사 후보소재의 특성시험 결과 (미세조직, 경도, 등)
제공받
o
은 것 천이고온영역 (800 C)에서 T122강 인장거동결과

연구성과
활용실적

비조사 후보소재들의 특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온)조사시험 계획
수립
o

상용 ODS합금의 500 C부근에서의 열적취화 확인 및 ODS 합금 독자
개발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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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이원재-2004)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 베이스 선정
구

분

과제 목표

내
용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체계 검증을 위한 방법론 및
현상학적 대표사고에 대한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개발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 수집 및 평가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체계 Key Scoping 해석

핵심
성과
목표
과제
계획 및
성과

고온가스로의 6개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국내외 실험 및 운전자료를 이용한 코드 검증 Matrix 생산
주요 대표사고 현상에 대한 코드 검증계산
코드 검증방법론 확립
6개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수행
성과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선정평가
 열수력/안전해석 실험 및 운전자료 정보
코드 검증해석
국내외 학회 논문발표: 10건

연구결과물

SCIE 논문게재: 1건 (심사 중)
GIF VHTR PIRT 워크숍 주관 (‘06. 12. 5)
기술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5건
6개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공동)

미국과의
협력

우리가
제공한 것 코드 선정평가
(데이터,
코드 검증 Matrix
코드, 등등)
코드 검증해석
코드 검증방법론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열수력/안전해석 실험 및 운전자료 정보
(데이터,
코드 선정평가
코드, 등등)
6개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공동)
코드 검증방법론, 검증 Matrix, 검증해석 및 코드 개선사항
-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코드 개발 및 검증에 활용

연구성과
활용실적

-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
6개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 GIF PIRT Work Package 주도
- GIF 기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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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배윤영-2004) Generation IV에의 적용을 위한 초임계압 유체 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내

용

초임계압 열전달 및 압력강하 실험
초임계압 열전달 및 압력강하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
전산해석 방법으로 실험경계조건 제공 및 초임계압 열전달
메커니즘 분석

과제
계획 및
성과

수행
성과

연구결과물

상향유동 열전달 자료 생산 (내경 4.4 mm 및 9.0 mm 튜브,
8 mm x 10 mm의 환형 유로, 내경 외경 9.5 mm x 12.5
mm 편심환형 유로)
유로 현상에 따른 열전달 상관식 개발, 기존 상관식과 비교분석
초임계압 열전달을 최적으로 모사하는 난류모델 평가
논문 5편 게재 (4편은 과제 종료 후 게재)
논문 16편 발표 (국내 8편, 해외 8편)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코드, 등등)

협력

미국으로부터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

제공받은 것 봉다발(2x2) 설계보고서 (과제 중간 미국 측의 참여 철회로
봉다발 실험은 무산됨)
(데이터,
코드, 등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 및 열수력 코드 검증에 관한 IAEA
CRP에 기여
타당성 연구단계에 있는 SCWR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심개념연구나 안전해석연구에 직접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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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김강석-2004)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고등 코드 체계 개발
구

분

과제 목표

과제
계획 및
성과

핵심
성과
목표

내
용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고등 코드 체계
개발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하여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하

는 2단계 노심 해석 체계 개발
본 연구에서는 (1) 노물리 해석 코드 평가, (2) 노심핵설계

수행
성과

가 가능한 2단계 전노심 계산체계 개발, (3) 전노심 수송계
산 코드 DeCART의 초고온로 적용성 구현, (4) 코드체계
검증.
초고온로의 노물리 해석과 설계를 위한 전세계 코드체계

분석보고서
프리즘형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2단계 해석 체계

연구결과물

HELIOS/PROLOG/MASTER 개발
프리즘형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전노심 3차원 수
송계산 해석 코드 DeCART 개발
이중비균질성 처리 방법론 개발
IAEA GT-MHR 벤치마크 계산을 통한 코드 검증
CNPS 임계실험 분석을 통한 코드 검증
논문발표 및 게재: 26편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2단계 해석체계 개발 관련 방법론 및 계산 결과
제공한 것
초고온로 전노심 수송계산이 가능한 DeCART 코드
(데이터,
GT/MHR 벤치마크 계산결과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전세계의 노물리 해석 코드 특성 분석보고서

제공받은 것 2단계 해석체계 개발 관련 방법론 및 계산 결과
검증 계산을 위한 CNPS 임계실험 관련 데이터
(데이터,
코드, 등등) 검증계산을 위한 MCNP 모델
초고온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2단계 해석체계 HELIOS/

연구성과
활용실적

PROLOG/MASTER 를 수소생산용 초고온로 개발과제에
서 노물리 해석에 사용됨.
미국 GA 사와 계약을 통한 Deep Burn 과제의 노물리 해
석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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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박장진-2004)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구

분

과제 목표

내

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개발
휘발성산화공정에서 방출되는 핵분열 기체 생성물의 측정 및

핵심
성과
목표

과제

특성 평가
휘발성산화공정에서 방출되는 핵분열 기체생성물 포집 및 회

수
INL 핫셀 설치용 배기체 포집장치 공동 설계, INL과 핫셀 공

계획 및

동 실험 및 배기체 처리필터 제작/공급

성과

수행
성과

사용후핵연료이용 고온 감압 휘발성산화 조건에서 핵종누출

및 핵종포집 실험(3회) : 핵종 누출 자료 및 성공적 포집 가능
성 확인
Voloxidation 공정에서 방출되는 핵종별 측정 방법, 핵종별

배기체처리 공정 현황분석 및 최적방법 선정 결과
연구결과물

Voloxidation 배기체 처리 공정도, 배기체처리장치 설계도, 배

기체처리 필터(석탄회필터, 칼슘 필터, AgX 필터)
고온 감압하 핵종별(Cs, Tc, Ru 등) 누출율 자료, 필터별 포집

특성 분석 자료
우리가

DUPIC 공정의 배기체처리 연구 결과

제공한 것

DUPIC 공정의 핵종 누출 실험 결과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INL 핫셀 실험용 배기체처리 필터 총 6세트 제공(각 세트는

코드, 등등)

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AgX 필터로 구성됨)
미국으로부터 3회에 걸친 INL 핫셀 핵종휘발 실험결과
제공받은 것
3회에 걸친 INL 핫셀 배기체 포집 실험결과
(데이터,
코드, 등등) DEOX 실험시 핵종 휘발 실험 결과
연구결과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INERI과제로 추

연구성과
활용실적

진 중임.
이 결과는 파이로용 전처리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심자료로 사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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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송태영-2004)납합금 루프에서의 재료부식특성 평가
구

분

과제 목표

내

용

납합금 냉각재 원자로의 납합금에 의한 핵연료 피복관 등의

철금속 구조재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핵심

납합금 루프에서의 재료 부식 특성 평가

성과

부식방지 목적의 납합금내 산소조절을 위한 산소센서 개발

목표

부식생성물 생성 및 이동 모델 개발

과제

450oC 이상 운전 가능한 납 부식루프 제작

계획 및

납 루프 부식 실험 : KAERI (450 C, 570 C)

성과

o

수행
성과

o

o

o

납-비스무스 루프 부식실험 : KAERI (450 C, 570 C), SNU

(450oC), LANL (450oC, 520oC, 535oC)
YSZ 센서 개발 및 450℃ 루프에서 산소 측정
납합금내에서의 구조재 산화막 생성 및 부식 생성 모델 개발
납 부식루프
YSZ 산소 센서

연구결과물

논문 게재 : 2건 (국내)
논문 발표 : 32건 (국내), 18건 (국외)
특허 출원 : 2건 (국내)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o

o

450 C, 570 C 납루프에서 HT-9 등의 재료 부식 실험 결과
기준 전극 Bi/Bi2O3를 사용한 YSZ 산소 측정 센서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520oC, 535oC 납-비스무스 루프에서의 재료 부식 실험 결과
(데이터,

납합금 내에서의 구조재 산화막 생성 및 부식 생성 모델

코드, 등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Gen IV 납합금 원자로의 냉각재 기술 개발
핵변환로인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의 표적 및 냉각재 기술개발
핵자료 측정용 전자가속기 중성자원 표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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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이종현-2004)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내
용
사용후 TRISO 핵연료로부터 연료물질 회수 및 재활용기술 개발
TRISO 연료를 구성하는 피복층의 효율성이 높은 파쇄기술 개발
파쇄된 외각 피복층만을 연료와 분리하는 분리기술 개발

목표
기술현황분석 및 신기술개념 도출 : EMS-CC공정 실현 가능성 확인

과제

RF를 이용한 TRISO연료 파쇄 가능성 조사

계획

EMS-CC 방법에 의한 파쇄실험장치 제작 및 검증 완료

및
성과

수행

열충격에 의한 TRISO 연료 코팅층의 파괴특성 조사

성과

새로운 코팅층 파쇄방법 제시 : 기-고 반응에 의한 파쇄방법 제시
분리장치 제작 및 최적 분리 조건 도출 : 최적 유동화 속도 도출

(1.5 cm/s) 및 분리효율 99.9% 달성
기체 FP 회수방법 조사
EMS-CC공정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 완료 : 용융염 전기분해법에

의한 TRISO입자 핵연료 피복층 제거 방법(2007-03-21, 700420)
유동화 분리장치 국내특허 등록 완료 :파쇄 TRISO 연료로부터 피

연구결과물

복층과 내부 입자 분리장치 (2007-09-12 759941)
공동연구논문(SCI)발표 : A Feasibilit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thods to Treat Spent TRISO Fuel : J.H.Lee,
J.B.Shim, E.H. Kim, J.H. Yoo, S.W.Park and C.T. Snyder, Nuclear
우리가
미국과
의
협력

Technology, 162 (2008) 250-258
EMS-CC 개념 제공

제공한 것 GNEP과 관련하여 DOE의 미국측 연구 취소로 3차년도 과제 중단
미국으로부터 EMS-CC 개념 열역학적 검증 제공
제공받은 것 GNEP과 관련하여 DOE의 미국측 연구 취소로 3차년도 과제 중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함유된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 전략 개발에
활용 고려

연구성과
활용실적

차세대 원자로(Gen IV) 핵연료 주기기술/상업용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에 활용 가능
Spent TRISO fuel 처리 기술의 핵비확산성 기술개발이 기대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따른 처분장 면적 감소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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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김성오-2005)초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사이클 에너지 변환계통 연구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내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하기 위한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및 기기 설계개념 설정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설계 기술 및 관련 전산코드

개발
소듐냉각

과제

고속로

KALIMER-600에

연계된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 설정

계획 및
성과

용

수행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주요기기(터빈, 압축기 및 고

성과

집적 열교환기) 설계 및 성능해석 방법론 및 관련전산코드 개
발완료
Na/CO2 화학반응 현상 해석모델 및 전산해석 방법론 설정완료
S-CO2 Brayton Cycle 주요기기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해석 전

연구결과물

산코드 5종 개발
SCI 논문 1편, 국내외 논문발표 18편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CFD 해석을 통한 터빈 및 압축기 성능해석 기술 및 해석결과
혁신개념 PCHE(Airfoil 형태) 설계개념

코드, 등등) Na/CO2 화학반응 예비 실험결과
미국으로부터 터빈 및 압축기 설계를 위한 기초 실험자료
제공받은 것
PCHE 실험자료(CO2/물 열전달)
(데이터,
코드, 등등) 출력제어를 위한 계통제어개념

연구성과
활용실적

서울대학교 : CFD해석을 통한 터빈 및 압축기 성능해석

방법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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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이영진-2005)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프로그램 개발
구

분

과제 목표

내

용

원자력 수소계통 수소 생산 효율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HyPEP 개발
원자력 수소생산의 효율을 계산용 프로그램 HyPEP 개발

핵심

- 고온전기분해 및 열화학 공정에 의한 수소생산 효율 계산

성과
목표

- Brayton 및 Rankine 싸이클의 전기생산 효율 계산
- 계통 최적화 및 컴퍼넌트 싸이징 계산
 HyPEP 개발에 필요한 다음의 기술 습득

과제
계획 및

- GUI 를 사용한 수소 생산 계통 모의 기술

성과
수행

- 수소 생산 계통에 필요한 물성치 계산 기술

성과

- 계통해석에 필요한 수치 해법 기술
- Brayton 및 Rankine 싸이클 모사 기술
- 고온전기분해 모사 기술
- 과제 조기 종료로 인하여 목표 연구 결과물 미생산
- HyPEP alpha 버전

연구결과물

- HyPEP beta 버전
- Draft HyPEP user manual
- Draft HyPEP models/correlation manual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HyPEP alpha 및 beta 버전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HyPEP 검증에 필요한 계통 모사 계산 결과

(데이터,

(HYSYS, ASPEN 등 상용 코드 사용 결과)

코드, 등등)
과제의 조기종료로 연구성과물인 HyPEP 개발이 미완료.

연구성과
활용실적

그러나, HyPEP 개발시 개발한 물성치, Brayton, Rankine 루

틴등은 추후 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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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심윤섭-2005)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계통 성능 개선연구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내

용

고온 가스로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잔열제거 성능을 개선시
키는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 개발
후보 설계개념 도출, 해석모형 및 코드 개발
후보 설계개념의 평가, 종합 성능해석 모형 및 코드 개발
잔열제거 계통 성능 해석체계 전산모듈 개발

. CFX 기반 기준해석 체제

과제
계획 및
성과

. AlgeHTA 중심의 고속 계산 체제
수행
성과

고온가스로(HTGR) 용량증대에 따른 잔열제거 성능의 40% 향
상 계통 개념(Liquid Metal Filled Decay Heat Removal
System, LFDRS) 개발
LFDRS는 기존의 설계 개념과 다른 독창적 개념으로 HTG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용량 증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함
전산코드 (RadRac, 2006-01-129-001362, Korea, 2006 )

연구결과물

잔열제거 성능 40% 개선으로 HTGR 용량 증대 개념
3차원적 분석코드 체제 개발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코드, 등등)
미국과의
협력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공기냉각 방식의 개선된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미국 측의 과제 중단에 따라 2년차에 조기 종료하였지만 공
기냉각 방식의 독자적 개념을 구축하였음.
물냉각 방식의 잔열제거 계통 개념
제공한 성과물의 의미

- 기존 개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산업
체와 연계되어 제공하지 않았음.
1차 년도만 수행.

연구성과

현재까지 없음

활용실적

VHTR 원자로의 용량 확대가 현안이 될 경우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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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박병흥-2005) 사용후핵연료 전처리를 위한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구

분

과제 목표
핵심
성과
목표

과제
계획 및

수행

성과

성과

내

용

PWR 사용후핵연료의 전해환원 공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PWR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공정 도입을 위한 전해환원 공
정의 대용량화 및 구성 성분들의 거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1) 공학규모 전해환원 시스템을 Demonstration
했으며 (2) 주요핵종의 전해환원 거동을 평가하여 (3) 전산
Code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전산 모델에 적용하였음.

- 공학규모 전해환원 시스템 Demonstration
․천연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모사를 위한 Simfuel을 사용한
공학규모 (20 kgHM/batch) 전해환원 실험에서 95% 이상의
금속전환율을 달성.
- 주요핵종의 전해환원 평가
연구결과물

․전해환원 시스템에서 Li 금속과 반응하는 I, Br, Se에 대한 전
해환원 거동 측정 및 결과물 분석.
․Bench-scale 전해환원 시스템(10 gU3O8/batch)을 이용하여
전류 및 인가 전하량에 대한 전환율 데이터를 생산한 결과
임계 전류 밀도 이상에서는 선형적인 관계를 얻음.
․전산 Code를 이용하여 공학규모 전해환원 시스템을 모델링하
여 기상의 유동 및 전기장에 대한 해석을 수행.

우리가
제공한 것
(데이터,
미국과의
협력

- 논문발표 및 게재: 6편
- 공학규모 전해환원 시스템 반응기 개략도
- 공학규모 전해환원 실험 결과 데이터
- I, Br, Se의 전해환원 거동 측정 결과 데이터

코드, 등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데이터,
코드, 등등)
-

상용코드를 이용한 전해환원 반응기 모델링 결과
미국 INL의 전해환원 시스템 (연구자 방문을 통한 견학)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전해환원 실험 결과 데이터
MOX 사용후핵연료 전해환원 실험 결과 데이터
전해환원 시료의 분석법

- 공학규모 전해환원 장치 개념을 개선하여 고속 전해환원 시스
템 개발에 적용함.
연구성과
활용실적

- 미국 INL의 금속 basket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해환원 공정과
후속공정인 전해정련 공정을 연결하는 일관공정 개발에 활용함.
- 사용후핵연료 전해환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 수지 작성
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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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
작년 12월 22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5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
여,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개
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시스템별 추진일정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 1 절 개요
1. 추진계획 수립 배경
세계 각국은 고유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 확
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30년간 원전건설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을
재개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인도 등에서도 대규모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
다.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가 발표한 원전 보유국의 2030년까지 원자력시
설용량(GW) 확충 계획37)을 살펴보면 미국 (98.5→109), 일본 (47.6→56), 러시아 (21.7→
43), 중국 (7.6→39), 인도 (3.5→15) 등 주요국의 원자력발전 규모는 현재보다 최대한 31
GW(중국)가 증대되고 최소한 8 GW(일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전력의 36%(2007년 기준)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원자력개발에 있어 국
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지
난 8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년 장기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
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
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신형경수로 11기 내
외를 추가 건설하여 원자력발전량 비중을 36%에서 59%까지 제고할 것임을 밝혔다.
원자력 이용확대와 더불어 주요 원자력 선도국들은 현재 원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
고 원전 이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
해 제4세대(Gen IV) 원자력시스템38)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
37)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DOE, 2006.6
38)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Ⅳ nuclear energy system) : 현재의 원전(제3세대)보다 지
속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미래(차세대)의 원자력시스템으
로 주요 원자력선진국들이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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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GIF)을 결성하였으며 2002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 6개의 시스템39)을 선정하고,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6개 시스템 중 4개 시스템에 대한 약정이 체결
되어 회원국간 국제공동 연구가 진행중이며, 소듐냉각고속로(SFR)40)와 원자력이용 수소
생산시스템(VHTR)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
발을 위해 독자적인 국가별 장기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사
용후핵연료 재순환 및 원자력수소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원전개발을 위해 고속로 개발사업(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및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독성 장수명
핵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세대 고속로 (ABR; Advanced Burner Reactor)의 실증로
건설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을 병행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고속로 개발 프로젝트 (FaCT;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및 원자력 수소 상용화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고속로(SFR)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25
년까지 고속로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공정의
하나인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20년에 고속로 원형로를 운전개시하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초고온가스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속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장수명 핵종의 분리 및 제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폐기물관
리법을 2006년 6월 제정하였으며 원자력 수소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아레바
(AREVA)는 600 MWt급 초고온가스로 ANTARES41) 개발을, 프랑스 원자력청 (CEA;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은 수소생산 열화학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수소생산 고온가스로 실증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며
2020년까지 실증용 고속로의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고속로 개발에 있어 중국은 2050
년까지 실험로-실증로-상용로 개발의 3단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기의 250 MWt급 고온가스로의 설계를 완료하여 인허가를 심사중이다.
39)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40)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 고속의 중성자로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여기에서 생산된 열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제4세대 원자로. 고속의 중성자를 이용하기 때문
에 사용후핵연료에 남아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초우라늄원소를 소각할 수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41) AREVA New Technology based on Advanced gas-cooled Reactor for Energ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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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적으로 원자력발전 이용확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증가하고42)
전 세계적인 원전확대에 따른 우라늄 수요 증가와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우라늄
가격 및 공급 불안이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는 청정 수소경제시대가 2030년대 구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수소경
제로의 진입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경제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43).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포럼인 제4
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44)에 가입45)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중,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확보와 전력공급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SFR)와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 생
산·공급을 위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 2개의 시스템 개발에 2006년부
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소듐냉각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
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46) 기술을 2002년부터 미국과 국제 원자력 연
구프로그램47)을 통해 공동 개발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부재
로 전략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참여중인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후핵
연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물질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이 연구개발의 추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장기계획
의 부재로 인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객관적이며 투명한 연구개발 추진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
회로부터의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내 관련 연구를 일관되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여 향후 원자력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원자력시
42)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원전에는 약 9,71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연간 약
690톤이 발생함.
43) 2040년대 총 에너지 수요의 20%를 수소로 대체 (2005년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 계획)
44)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Ⅳ International Forum) : 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
티나, 브라질, 남아공)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하여 결성한 연구포럼으로
현재는 13개국(스위스(‘02년), EU('03년), 중국/러시아(’06년) 가입)이 참여중. 우리나라는
2001년 설립시부터 참여한 창설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45)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가입안 (2005년 8
월 국무회의 의결)
46) 파이로(Pyro) 건식처리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분리‧정제하는 기술로서 순수한 플루
토늄 회수가 불가능하여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없어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성이 인정되는 공
정임.
47)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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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림 5-2> 국제 우라늄 가격 변동 추이
<그림 5-1> 국내 사용후핵연료 누적 예상량
(현물시장 가격)

2. 계획 수립 과정
추진계획은 국내외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등을 감안하고 2007년 Gen IV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미래 원전 로드맵”을 근간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한국원자력학회
와 방사성폐기물학회가 공동으로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가

입 결정 (2005년 8월, 국무회의 의결)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원전 로드맵 수립위원회”를 통해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시안)」마련 (2008년 5월 ~ 11월)
- 원자력학회와 방사성폐기물학회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2008년 5월) 및 공
청회 (2008년 9월) 등을 통해 상기 시안을 검토
○ 대국민 공청회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2008년 12월)를 거쳐 「미래 원자

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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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의 비전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신 패러다임
을 원자력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
발을 통한 기술 혁신 및 국가 발전 도모하고, 독창적인 원천기술 및 실용화기술의 개발
로 관련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누증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통하
여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및 대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소경제의 상용화 시점에
준국산의 수소생산기술 확보하는 것이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3>에 추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도식화하였다.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우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로와 실증로
운전경험은 미･일･프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획득하고 핵심 원천기술은 집중적인 투
자를 통해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동 추진계획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해 5년마다 수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연구개발은 핵비확
산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주기적으로 기술개발 추이와 국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는 충
분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산투입이 비교적 적은 기초･원
천 핵심기술 확보단계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과감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건설 및 운영 등 실증단계 진입
시에는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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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신 패러다임을
원자력으로 구현

추진

친환경 고속로

원자력이용 고효율

목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개발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당면
과제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탈화석연료, 친환경 수소경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필요

조기 진입 필요

국내 환경

환경
분석

국제 환경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 고유가 및 기후변화 문제
원자력 이용 확대 전망
대두로 원전 이용 확대
- 원자력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필요 - 고속로, 고온가스로 등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적극
- 원자력 기술선도국 도약을
추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필요

<그림 5-3>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 120 -

제 2 절 주요 내용
1.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가. 연구개발 로드맵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는 제4세대 원자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로 종류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와 연계한 사용후핵연료
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산성이 보장된 파이로(Pyro) 건식처리에 대한 기
술개발을 담고 있다.
제255차 원자력위원회(2008.12.22)에서 확정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계
획상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은 궁극적으로 2028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
속로 실증로 건설·운영을 목표로 2011년까지 제4세대 원자로 설계개념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실증로 표준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파이로 건식처리는 2025
년까지 실용화시설 건설·운영을 목표로 2011년까지 공학규모의 모의실험 시설을 구축
하고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실증시설을 완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개발일정에 비해서는 다소 늦지만 국내 기술능력과 사용후핵연
료 취급 관련 국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파이로
건식처리

<그림 5-4>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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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일정
(1)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내 독창적 원천기술을 적용한 소듐냉각 고속로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제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개발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되며, 차기단계 이행은 연구진척도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1단계(2007～2011)는 제4세대 기술목표를 만족시키는 상용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
념 개발 및 실용 가능성 입증 단계로서 2011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2008
년에 도출한 최적후보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각종 사양·제원 등을 구체화하여 최종 개
발대상의 고유개념 원자로 형상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지속성 및
핵확산 저항성 확보를 위한 Gen IV SFR 노심개념 개발, 경제성 및 안전성 입증을 위
한 계통개념 (PDRC48), S-CO249) 계통 등) 설정 및 TRU50) 금속연료용 신 피복재 합금
및 연료심 시제품 (U-Zr-X) 제조를 중점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까지 노심·
계통·기기 설계 기본제원 설정, 금속핵연료심 시제품 및 구조개념 요건 개발, 고유개념
안전성 평가 및 대용량 완전피동 잔열제거계통 성능검증장치 (SPINCS51))를 개발 할
예정이다.
2단계(2012～2021) 최종 건설 대상인 실증로 설계개발 단계로서 고유개념 원자로에
대한 개념설계가 착수될 것이다. 실증로는 국내 전력수급계획, 사용후연료 저장규모 등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300 MWe 급 이내의 소형 고속로를 고려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2012년부터 PDRC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실증실험에 착수하고, 2015년 핵심기술 검증용
종합실증시험시설을 완성하여 표준설계인가(Standard Design Approval)를 위한 각종
인허가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 SFR 실증로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까지 실증용 원자로계통 성능입증 및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2단계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념설계(2012～2013) 단계에서 실증로를
대상으로 노심, 원자로계통 및 2차 계통(BOP)52)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설계 전산코드
및 방법론에 대한 특정주제기술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
될 표준설계 단계에서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실증로 표준설계 착수 및 표준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완료 및 실증로 사전안전성 검토 신청, 원자로계통 종합실증 시험시설 완
48)
49)
50)
51)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Super-critical CO2
Transuranic Element
Sodium-cooled Performance test of INnovative design Concept for decay heat removal
System
52) Balance Of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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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015) 및 실증로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설계 인가 지원·
획득과 주요기기 발주 및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을 통해 표준설계 인가 및 예비설계
(2018～2021)를 수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 목표로 한 표준설계인가 획득이 이루어지면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3단계
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체 주도하에 상세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제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실증로가 2028년을 건설 완료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림 5-5>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일정(안)

(2) 파이로 건식처리기술
고속로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 건식처리기술의 경우 파
이로 건식처리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2011년)과 파이로 건식처리 실용화 시스템 개
발 (~2030년)의 2단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우선 천연 우라늄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
를 사용하는 건식처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2009년까지 개발 완료하
고 2011년까지 공학규모의 모의실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정
련연계 금속전환장치,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염 재생․고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를 이용한 목표성능 확보 및 공학규모
모의실험(Mock-up) 공정장치를 설계하며 파이로 일관공정(Integrated System)의 구축을
위한 공학규모 모의실험 시설(PRIDE)의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리고 PRIDE 시설 원격 운전 장치와 핵물질 안전조치 핵심기술의 개발도 2009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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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규모(10톤 U/년) 모의실험 장치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공정장치 개량 및 용
량격상(scale-up)기술개발,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 일관공정(Integrated System) 설계․
제작, 운전기술 확보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을 이용한 성능 검증, 공학규모 모
의실험시설(PRIDE)의 건설 및 인허가 획득, 핫셀(Hot-cell) 유지․보수기술 및 실증용 공
학규모 파이로시설(ESPF) 설계요건 개발, 대용량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파이로 건식처리 시설 완성을 위해 2016
년까지 공학규모의(10톤 HM53)/년) 실증시설을 완료하여 관련 실험을 수행하며, 2020년
에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100톤 HM/년, KAPF)54)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
지 준상업시설 규모의 실용화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시설(ESPF) 건설 및 인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후핵
연료 기계적 전처리공정 및 공학규모 파이로 건식처리 일관공정을 구축하며 모의 사용
후핵연료를 이용한 ESPF 파이로 일관공정 성능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을 실증(2017~2020)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
식처리 일관공정 실증,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100톤 HM/년) 구축을 위한 공정 설
계자료 생산, KAPF 시설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시설 안전성 분석 및 인허가 신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수행 후 2030년까지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시설을 완
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5-6> 파이로 건식처리 시스템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일정

53) Heavy Metal
54)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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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연구개발 과제
(1)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가) 고유개념 선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 개발을 위하여 기 개발한
KALIEMR-600 개념을 기본으로 노심, 핵연료 및 계통 측면에서 복수 후보개념을 2007
년 제시하였다. 도출된 복수 후보개념은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피복재
Barrier 후보, 루프 수,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의 인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일화
된 고유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후보개념을 2008년에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
된 최적후보개념은 2009년도에 계통개념 구체화 등 전체 원자로 형상화 과정을 거친
뒤 2010～2011년 기간 중 실용가능성 입증을 통해 최종 고유개념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림 5-7>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선정과정

(나) 성능입증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의 당면과제는 경제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개발 중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경
제성 측면에서 원자로용기 크기 축소와 통합기기 사용으로 원자로 계통 간결화, 중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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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단순화 및 소듐배관 축소, 신 개념의 가동 중 검사와 고온 LBB(Leak Before Break)
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기술의 독창적 개념인 완전 피동잔열
제거계통 PDRC의 성능을 입증하고, 소듐․물 반응사고 방지․방호, 그리고 이중벽 증기발
생기를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을 실증하기 위해 PDRC 성능검증을 위한 대용량 소듐 열유체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2011까지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는 PDRC의 성능
확인 및 열유체 실험자료 생산을 통해 계통개념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기 개발
KALIMER-600 원자로 기준으로 체적 비는 1/125, 높이 비는 1/5, 노심출력은 1.9 MW
로 실제 운전조건(유체, 온도, 압력)을 모의할 수 있다. 이 실험시설을 통해 PDRC 계통
의 초기냉각성능(안정적 자연 순환 유동 확보 검증), 중장기 냉각성능(72시간의 안전정
지 유지 기능 검증), 원자로용기 파손 시 잔열제거 성능과 잔열제거계통 루프내 소듐고
화 방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PDRC 성능입증 장치>

<종합실증 시험시설 계통도>

<그림 5-8> PDRC 성능입증 장치 및 종합실증시설 계통도
이후에는 BOP를 제외한 전체계통에 대한 안전성 및 계통성능 검증을 위해 2016년
까지 종합실증 시험시설(ITL: Integral Test Loop)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이 시설을 통
해서는 안전계통 검증실험, 계통 간 상호영향 평가․검증실험, 운전 및 제어논리 검증실
험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표준설계 인가 획득에 필요한 제반 실험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 금속연료(U-TRU-Zr) 개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용 금속연료의 주요 기술현안은 마이너 악티나이드(넵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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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아메리슘, 퀴륨)가 포함된 금속연료 제조기술의 실증, 고연소․고온 조건에서 건전성
을 유지하는 피복관 개발, 그리고 금속연료와 피복재간의 공융반응 방지개념 개발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성능목표를 충족하는 금속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속연료 제조에 필요한 TRU는 사용후연료로 부터 얻게 되는데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에 따라 2014년까지는 사용후연료 취급이 어려우므로, 2016년까지는 실험과 공정변
수 설정을 통해 TRU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대체물질(X)을 선정하여
집합체(U-X-Zr)

시제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까지

금속연료봉

(U-X-Zr) 및 2009년까지 금속연료심(U-X-Zr) 제조기술을 확립할 계획이다.
금속연료 집합체 시제품(U-X-Zr) 제조과정에서 기술의 진보와 제반 국제환경하에서
TRU 공급 여부에 따라 금속연료(U-TRU-Zr) 시제품을 제조하여 노내 조사시험(국내시
설 미확보시 해외시설 이용)을 거쳐 실증용 고속로에 장전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실증
로 가동시까지 TRU 물질 공급이 지연될 경우 실증로 초기 장전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 금속연료 장전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5-9>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용 금속연료 개발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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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로 건식처리기술
(가)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 개발
PRIDE 시설은 파이로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장비 및 공정의 개발 및 시험을 위한
cold 시험시설이다. PRIDE 시설은 우라늄 기준으로 연간 10 톤의 처리 규모를 가지며,
추후 ESPF 설계를 위한 파이로 일관공정에 대한 Cold 시험 및 공정간 연계성, 원격 취
급성, 유지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로써 ESPF의 최종 건설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 핵주기 공정 실증시설 설계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불활성 분위기 제어와 원격 운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PRIDE시설에 대한 상세설계를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고
온 용융염의 취급이 가능한 대형 셀 설계에 대한 경험은 전무한 상태로서, 본 연구에서
는 PRIDE 시설이 성능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수 장치 설계, 불활성 분위기 제어시
스템 설계,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대형장비
를 이송할 수 있는 대형 이송 시스템과 셀 간 소형 이송 시스템, 탈부착이 가능한 크레
인 설계기술은 추후 핵연료주기 시설에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천기술이다. 또한
대형 셀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feed through, 윈도우 및 기타장치를 설
계하여, 대형 셀의 누설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0> PRIDE 시설 조감도

(나) 파이로 시설 안전조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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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기술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성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파이로 공정은 재처리공정과 달리 순수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아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는 점이 미래원자력시스템으로 선정되는데 큰 장점으로 고
려되었다. 그러나 안전조치성 확보 관점에서는 기존의 순수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용
계량 기술을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관리에 적용할 수가 없어, 파이로 공정에서 발
생하는 혼합 핵물질을 계량하기 위한 고성능 계량관리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하고, 동
시설에 적용할 안전조치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다.
한편 일본 및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파이로 공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이로 공정 개념을 제시함에 따라, IAEA에서는 최근에 파이
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 시설에 적용할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에 IAEA는 파이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한국에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회원국 지
원 프로그램(MSSP)를 요청하였고, 동년 8월에 한-IAEA간의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
이 착수되었다. 향후 3년간의 IAEA MSSP 수행을 통하여 우리가 개발한 안전조치 기술
및 기준이 세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기술 분야는 미개척 분야이고, 도
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핵물질 계량기술에서 있
어서는, 미국의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LANL)에서는 1960년대부터 동 분야의 기술을
선도해 오고 있다.
KAERI는 2001년부터 LANL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전해환원공정의 실증시험에
적합한 핵물질 계량 장비(ASNC)(그림 29)를 개발해 왔다. 2007년에는 사용후연료 차세
대관리 종합시험시설(ACPF) 핫셀에서 사용후연료를 대상으로 ASNC의 성능시험을
IAEA 및 LANL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핵물질 계량의 핵심핵종인 Cm-244
를 2 % 오차이내로 측정함으로써 세계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장비의 원천
기술은 파이로 상용화 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고, 파이로 공정에 사용할 사용후연
료의 계량관리를 위한 감마-중성자 통합측정 시스템과 전해정련 공정의 회수우라늄의
계량관리에 필요한 능동형 중성자 계측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용 핵심장비를 근간으로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설계와
안전조치성 분석을 병행하고 IAEA MSSP와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IAEA가 검증한 파
이로시설의 안전조치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IAEA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적인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 파이로시설의 안전조치성 확보를 조기에 달성하여 파이
로 기술의 상용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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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전해환원공정 핵물질 계량용 중성자 계수기 (ASNC)

(다)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 기술 연구
원격 취급 기술은 핫셀 내에 설치된 공정장치 및 부대설비를 핫셀 밖에서 원격으로
운전하고 보수할 수 있는 기술로써, 파이로 기술의 실현을 위해서는 핫셀 설계 기술과
더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이다.
핫셀에서의 원격 취급 기술 개발은 원격 운전, 유지보수 장비 개발이 핵심 기술이
며, 소형 핫셀에서는 벽 부착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master-slave manipulator)
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파이로 시설과 같은 대형 핫셀에서는 벽 부착 조작
기만으로는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핫셀 공간에서 3차원적으
로 이동하면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수행 할 수 있는 천정이동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
보조작기 시스템을 2007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PRIDE 시설에 설치할 계
획이다. 또한, 2010년에는 벽 이동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도 개발하여
다수의 벽 부착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조작기를 대체함으로서 비용을 크게 절감
할 예정이다(그림 30). 원격 기술은 방사선 작업자의 피폭을 감소시키고 작업의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노후 시설 해체,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 노심 유지보수 등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극한환경(해양, 우주, 국방 등)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파이로 핫셀은 완전히 원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장치 및 부대설비 등이
원격으로 운전되고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작 완료 후에 구
축한 시설에 설치한 후 원격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취급성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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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간단한 문제점은 쉽게 개선이 가능하나,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설
계/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파이로 공정장치 제작 전에 설계 단계부터 설계도면 및 컴퓨터 기술
을 활용하여 향후 구축될 시설을 3차원 가상 환경으로 구축하고, 장치의 원격 취급성
및 공정의 원격 운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냄으로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 운전 분석 시뮬레이터를 2007년부터 개발하고
있다(그림 31). 이를 이용하면 공정장치를 핫셀 내에 최적 배치 할 수 있고, 시설의 규
모 및 최적 설계요건도 도출할 수 있다.

크레인

조작기

천정 이송장치
벽이동 양팔
슬레이브 조작기

공정 장치

PRIDE

벽이동 양팔
마스터 조작기

천정이동 양팔
슬레이브 조작기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 조작기

PRIDE 원격 운전 개념

작업자-가상환경 실시간 상호작용

원격 운전 분석 시뮬레이터

<그림 5-12> PRIDE 원격 운전 개념 및 운전 분석 시뮬레이터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개발은 건식처리 공정의 실증을 위해 사용후연
료, TRU와 같은 고속로 연료물질, 고방사성과 고발열성 핵종 및 기타 공정 발생 방사
성폐기물 등을 핫셀 및 관련 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핫셀 운반용기 및 접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재활용 물질의 저장 혹은 처분하기 전에 방사능과 발열
량 감소 등과 같은 저장 목적에 적합한 임시 저장시스템 개발을 포함한다. 향후 확보된
기술은 국내에 공학 규모 건식처리 공정에 필요한 최적화된 방사성물질 운반 및 저장
체계를 구축에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까지 파이로 공정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확립 및 임시
저장시스템 예비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2007년부터의 1단계 연구
에 의해 파이로 공정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 핫셀 운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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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안전성평가, 파이로 공정물질의 임시저장 방식을 선정하고, 20010년부터의 2단
계 연구는 핫셀 운반시스템의 성능을 평가를 통한 scale-up 설계자료 생산 및 공정물질
의 임시 저장시스템에 대한 예비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은 고
방사성물질 운반저장 특성 평가 및 logistics 평가,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설계, 파이로
공정물질의 임시 저장 설계기준 검토 및 저장 방안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직형 핫셀운반 접속시스템
o TRU연료물질

p세라믹폐기물

qTRU 오염물질

n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공학규모 실증시설

분류 및 재포장

r회수 U금속

수평형 핫셀운반 접속시스템

s금속폐기물 t 기타중전준위 폐기물

파이로공정 핵물질 및 폐기물 임시저장시스템

<그림 5-13> 파이로 공정물질 및 폐기물의 운반저장 개념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연구
선진 핵연료주기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핵
연료주기 대안을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저항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 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 핵연료주기의 실
용화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1단
계(2007-2009) 연구에서의 예비 분석 결과와 제2단계(2010-2011) 연구에서의 종합 분석
을 통하여 우리나라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축함을 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림 5-14>는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주
기 시스템 분석의 절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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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평가지표 개발

핵연료주기 분석 DB 설계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개발

핵연료주기 분석 DB 구축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모델 개발

사용후핵연료 특성 DB

물질흐름 분석
(핵물질, 폐기물)

핵주기분석모델/프로그램

폐기물 발생량 DB

핵확산저항성

핵확산저항성 평가모델

비용 DB

경제성

경제성 평가모델

종합평가

종합평가모델

기준 핵연료 선정

파이로시설
예비개념설계

비용평가

최적 핵연료주기 도출

<그림 5-14> 핵연료주기 시스템분석 절차도
2007년도에는 핵연료주기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핵연료주기 분석
에 필요한 사용후연료 특성⋅비용⋅폐기물 DB를 구축하였다. 2008년도에는 Gen IV 시
스템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DANESS 코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DANESS-K 버전을 개발하였고, 자체 개발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분석코드인 FAST 코
드를 개선하였으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모델 확립 및 비용오차 평가가 가능한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평가모델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용후연료 특성 DB를 활용
하여 파이로 시설 설계를 위한 기준 사용후연료를 선정하였으며, 연산 400톤 처리용량
의 상용 파이로 시설에 대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라. 추진전략
친환경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국내 확보가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자체개발하여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고유개념 (핵확산저항성 노심 모델,
완전피동형 잔열제거계통, 고온구조설계, 소듐·물 반응감지 및 안전성 분석 등)을 집중
개발하고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은 국제적으로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사용후
핵연료 금속전환기술, 연속식 전해정련기술 및 염 폐기물 재생기술 실증연구를 집중적
으로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시설의 국제 안전조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이용개발의 투명성과 실현성을 확보한다. 또한
국내 가용자원(예산, 인력, 시설)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국제공동연구(Gen IV, I-NERI,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에 일정규모를 투입하여 선진국 연구 성과물을 공유함으로
써 자원의 투입확대 효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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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
수적이므로 미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한다. 우리나라가 참여하
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개발 결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기술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속로 관련 IAEA 전문가 회의, 한·일
(KAERI-JAEA) 및 한·불(KAERI- CEA) 양국간 연례 기술세미나를 통한 국제협력체계
구축해 나간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직접 취급 및 관련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I-NERI
및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KAERI-10)"의 국제공동연구 등에 의한 미국과의 협력
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건식처리 실증연구(Active Demonstration) 및 핵확산저항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방안을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 프로그램 착수한다.
주요연구개발 점검 시점에서 차기 단계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고 핵심계통의 개념 완
성 시 실용화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실증시설을 구축하며 표준설계 인가 획득 후 실증
로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건식처리기술은 Pyro Mock-up 시설, 공학규모 Pyro 시설,
종합 Pyro 시설의 3단계로 추진한다.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공학규모와 상용 파이로 건식처리 시설 구축 및
2020년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플랜트 건설에 대비한 원자력 산업체 (KHNP,
KOPEC, KNF, 두산중공업) 및 인허가 기관(KINS)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 및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소듐냉각 고속로 및 파이로 시설)에 대한 설계인
증 획득을 위하여 연구개발·설계와 병행한 규제기준·기술의 적용으로 산업체 주도의 효
과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
다.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국내 인문․사회과학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정
책 및 전략수립 연구 강화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 의사소통전략 적용으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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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가. 연구개발 로드맵
2008년 12월 22일,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 수소경제 조기진입을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근간한 국가발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
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2022년까지 원자력수소시스템을
완공하고, 2026년까지 수소생산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시스템 핵심기술의 성능 검
증 및 기술현안을 해소하며 2019년까지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건설허가를 취득할 계
획이다. 이로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력수소 연구∙개발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선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및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은
<그림 5-15>와 같이, 국가 수소경제 비전에 맞추어 2020년대 중반 대량 원자력수소생
산 실증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08

’15

’20

’30

수소경제

기술개발 단계

기술실증 단계

도입 단계

화석연료고갈 및 기후변화협약 대처 방안
? 에너지안보 (기술주도형 국산에너지)
? 환경지속성 (청정에너지)
? 경제개발 (경제성있는 대체에너지)

연료전지상용화

대량 수소 수요 증가

Gen-IV
Gen-IV Viability
Viability

목표

Gen-IV
Gen-IVPerformance
Performance

원자력수소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및
및 검증
검증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초고온가스로,
초고온가스로, 연계계통,
연계계통, 수소생산,
수소생산, 핵연료
핵연료
경제성, 기술성 판단

설계/인허가 기술자료

‘22: 완공
‘26: 실증완료
‘30: 상용화

실증시스템 설계
개념설계, 기본설계, 사전인허가
운영허가

인허가성 판단

실증시스템 건설
상세설계, 인허가, 기기제조, 건설
건설허가

사회수용성, 시장수요, 사업성

실증완료

실증시스템 수소생산 실증 및 운전
초고온가스로 규제 연구

원자력수소 인허가/규제지침 확립
규제 기준

시운전, 안전시험, 수소생산 실증, 운전, 상용화

<그림 5-15>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로드맵
장기 추진계획은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 설
계∙건설∙실증사업(이하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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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은 정부주도 하에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필수 자립기술의 개발 및 검증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사업은
범부처적 사업으로 실증시스템의 설계∙건설∙실증을 목표로 한다.

나. 연구개발 일정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의 주요일정은 <그림 5-16>와 같이, 2011년까지 초고온가
스로 및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의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고, 2017년까지 원자력수
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술의 성능을 향상∙검증하고 기술현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핵심
기술 사업은 실증사업의 추진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필수 자립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은 실증사업의 설계∙건설∙실증을 위하여 요구
되는 단계별 핵심기술로 제공된다.

‘06

‘10

‘12

‘13

‘18

노형/수소생산방법 선정

‘20

건설허가
신청

건설허가
착공

’22 ‘23

‘26

완공/운영허가

‘30

수소생산 및 안전성
실증 완료

황-요드 열화학 수소생산

원자력수소

H 2O
O2
Heat

핵심기술

90 0 oC

초고온가스로

중간열교환 기

H2

SO2 H 2O

H 2S O4
분해

HI 분해

Bun sen
반응
H2 SO4

45 0o C

HI

개발
성능향상 및 검증

핵심기술 개발

설계, 기기/재료, 핵연료, 수소생산 핵심기술 검증
인.허가성/사회수용성/시장성

경제성/기술성, 핵심 설계기술

핵연료제조 및 수소생산시스템
핵연료장전

원자력수소
생산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건설

수소생산시스템 병입

실증시스템 수소생산 실증 및 운전

실증사업
건설허가 검토

초고온가스로
규제연구

운영허가 검토

원자력수소 인.허가
규제지침 확립

<그림 5-16>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주요 일정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은 초고온가스로 실증시스템과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
산 실증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사업은 기술적 리스크가 대부분 제
거되는 2010년 이후 착수한다. 초고온가스로 실증시스템은 개념설계(3년), 기본설계(5
년), 상세설계 및 건설(5년), 실증 및 운전 단계(4년)를 거쳐, 2019년까지 건설허가,
2022년까지 완공 및 운영허가 취득을 목표로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 취득을 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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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의 인∙허가 기간을 각 각 2년으로 설정하였다. 초기노심 핵연료는 핵연료 제조
설비가 완공되는 2018년에 제조에 착수하여, 실증시스템의 완공시점에서 노심에 장전
된다. 요드-황 열화학 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의 설계∙건설은 2018년 착수하여 2022년 완
공을 목표로 한다.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의 완공 후, 1년 간의 개별
시스템 시운전 및 안전성 시험 후, 2023년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을 병
합한다. 이후, 3년간의 수소생산 및 안전성 실증을 통하여, 2026년까지 원자력수소생산
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 추진 전략
우리나라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에 있어 후발주자로, 부족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국제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
과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 양자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의 협력체계인 제 4세대 (Gen IV)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결과를 공유한
다. 또한 대외 투명성 확보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
기술개발은 연구개발 단계, 상세설계 단계, 시스템 건설 및 실증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와 산업체가 그 역할을 달리하여 추진한다. 연구개발 단계까지는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시스템 건설을 위한 상세설계단계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얻
어진 기술결과물을 산업체에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단계로서 정부주도하에 산업체가 약
50%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시스템 건설 및 실증단계부터는 산업체 주도로 수행하며 정
부는 극히 제한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신뢰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학계, 산업계와 적극 협력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는 기초연구를 위탁하여 관련전문가를 양성한다.
원자력수소 사업은 부지의존성이 절대적이므로 사전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
부터 예산의 1~2%를 책정하여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원자력수소의 상용화
시점에 대중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 논리를 개발한다.
실증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되는 원자력수소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협의하
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실증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공청회나 설
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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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7>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 (원자력위원회 ‘08.12.22)

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관련 협약이 강화되고 있어 성장과 보전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화석연
료를 대체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지속,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에
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정
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원전의 이용 확대
와 안전성,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 위험 등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선진국은 자국 내의 프로그램과 국제공동연구를 활
용하고 있는데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이며, 미국은 원
자력선진국들과 양자 간 원자력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추진 중이다.
GIF와 I-NERI는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발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
고 출발하였으나 이의 성격과 전개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GIF는 원자력기술선진
국의 모임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I-NERI는 협력 대상인 양국간
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한되고 특수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현재 Gen IV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은 연구계획(SRP)에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
의 부족으로 프로젝트에서 다루지 못하는 연구내용 문제, IPR 효율성에 대한 우려, 재
정적 문제로 인한 프로젝트 내 협력의 미흡, 일부 프로젝트 약정체결 지연, 산업계와
대학의 협력 부족, 시스템간 협력 부족 등은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면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GIF가 INPRO 등의
협력체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의
협력체라는 점이므로 선진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서 다자간의 연구개발분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GIF를 통해 시스템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한미 I-NERI는 기본적으로 본 I-NERI 협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 IV, AFCI,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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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협력분야로 전망이다. 한미 I-NERI에서는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근건 마련의 필요성, Database(DB)의 GIF 공동연구에로의 제공 등이 현안문제
로 제기되었다. 향후 양국 정부 간의 협력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적 사용을 위해 명
확한 권리 또는 Guideline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I-NERI 연구결
과를 GIF 회원국과 공유하나 자동적인 공개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 정보와 지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
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I-NERI의 참여시에 양국간 협력을 통해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나 향후의 우
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장기적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2009년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연구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2008년 말에 새로
이 다가올 우리나라 원자력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
립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
과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 연구개발 수행시 국가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대등한 차
원의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도 기술개발의 타당성과 연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적으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원자력시스템 분야의 개발 청사진과
이정표가 제시되어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멀지않은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가 될 사용후핵연료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하
나의 기술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의 증진에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립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은 향후 20년 이상의 장기
간의 미래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세부계획에서는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일정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등의 투입요소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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