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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NPRO 력과제(CP) 참여를 통한 미래원자력기술개발 응 략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안을 해결하는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에 참여를 통한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응을 제공한다.  IAEA 신원자

로  핵연료주기에 한 국제 로젝트(INPRO)는 차세  원  개발을 한 연구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INPRO는 그동안 차세  원 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

에 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 다. 재 12개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를 통하여 평가 방법론 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 INPRO CP  

활발하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과 합한 4개 CP 즉, ① 

경수로에서 고속로로 환 체제에 비하고, ② 신연료 장시설에 한 핵확산 항성

(PR) 경로분석, ③ 미래 원자로내 잔열제거계통(DHRS)을 비교 평가하고, ④ U-233과 

토륨을 이용한 원자로내 핵연료 사용가능성 등을 선정하 다. 이들 선정된 4개 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INPRO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에 우리나라 문가 참여를 

지원하 다. 한 IAEA INPRO 제13차 운 원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

하 다. 개도국 원 도입시 필요한 인 라 지침서 공동개발에 국내 문가 참여를 지

원하 다. 그리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의 핵심성공요

인을 수립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는 IAEA 미래원자력기술개발 안을 해결하는 력과제(CP: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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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참여를 통한 INPRO에 한 지속  응을 제공하 다. 

첫째, INPRO 력과제(CP)에 우리나라 문가 참여를 지원하 다. INPRO CP  

활발하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과 합한 4개 력과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문가의 해당 활동 참여를 지원하 다. IAEA INPRO 제13차 운

원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는 운 원회에서 

INPRO 사업이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시 에 지난 10년간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비하는 장기 비  수립을 구하고 회원국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존 

INPRO 방법론 수정 보완 활동이 필요함을 지 하 다. 한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

국간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 다. 

둘째, 개도국 원 도입시 필요한 인 라 지침서 공동개발에 국내 문가 참여를 지

원하 다. 

셋째,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의 핵심성공요인을 수립

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체제를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에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 정부는 후속 조치로써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리 규정” 제

정을 추진 이다. 동 규정 제정에도 INPRO 력과제의 수행 결과가 반 될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INPRO 력과제에 참여를 통하여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

율  개발에 한 국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련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의 활성화의 

단 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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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with INPRO CP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several CPs of 

the IAEA INPRO which the Korea participate the projects and are actively 

operated. Thease are as follows; GAINS(Global Architecture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based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including a closed fuel cycle), 

PRADA(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DHRS(Integrated Approach for the Modelling of SG Decay heat removal system for 

Liquid Metal Reactors, Thorium(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233U/Th fuel cycle)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contains its national supports on the INPRO CPs which the ROK 

participate the project and are actively operated. It is also support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guideline for the Common User Considerations. 

In this study, it is also have the case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INPRO as one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jects.

IV. Major Research Results  

Among all CPs of the INPRO, we are participate 4 CPs because the costs and 

slow progress of others. In this study supports all 4 CPs. It is also supports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to draft the infrastructure guideline for the Common User 

Considerations of the IAEA. In this study, it contains the case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INPRO CPs as one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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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V.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refered on reviewing the agenda of the policy 

bodies of the IAEA and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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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는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안을 해결하는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에 참여를 통한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응을 제공한다.  IAEA 신원자

로  핵연료주기에 한 국제 로젝트(INPRO)는 차세  원  개발을 한 연구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INPRO는 그동안 차세  원 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

에 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 다. 재 14개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를 통하여 평가 방법론 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 INPRO CP  

활발하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과 합한 4개 CP 즉, ① 

경수로에서 고속로로 환 체제에 비하고, ② 신연료 장시설에 한 핵확산 항성

(PR) 경로분석, ③ 미래 원자로내 잔열제거계통(DHRS)을 비교 평가하고, ④ U-233과 

토륨을 이용한 원자로내 핵연료 사용가능성 등을 선정하 다. 이들 선정된 4개 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INPRO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에 우리나라 문가 참여를 

지원하 다. 한 IAEA INPRO 제13차 운 원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

하 다. 그리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의 성공모형을 수

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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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기술개발 황

1. 제4세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

미래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국제 공동 로젝트는 IAEA를 심으로 수행하는 

INPRO 이외에 미국 등 원자력기술선진국들 심으로 수행하는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이 있다. 

1950년  원자력 발 을 평화 인 력생산시장 진입을 추진한 기 원형로인 제1

세 원자로를 거쳐 원자력의 경제성을 향상하 고 재 세계에서 운 인 원자로

의 부분을 차지하는 2세  원  이후 안 성과 신기술을 목하여 력 생산 규모

와 경제성을 향상시킨 3세  원 을 개발하 다. 2010년이후 도입이 상되는 제3세  

+ 원자력 시스템을 거쳐서 2030년이후 도입될 제4세 원자로는 경제성과 안 성을 향

상하고 력생산이외에 수소생산, 방사성폐기물의 원자로내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었다. 한 핵확산 항성과 내재  물리  방호능력을 향상하 다. 제4세  원자력시

스템을 개발하기 한 국제공동연구인 GIF는 2001년 7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이 

모여서 창립한 이래로 2002년 1월 스 스, 2003년 9월 유럽연합, 2006년 11월 국과 

러시아가 신규로 가입하 다. GIF는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TRh 제4세  원자력시스

템에 한 후보 노형을 선정한 결과 2002년 7월 소듐냉각고속로와 고온 가스로 등 

6개 노형을 선정한 바 있다. 

2009년 6월말 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체제

를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로 확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으로 유가의 불안

정성,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원자력 이용 확  추세와 함께 국내 으로는 “미래 원

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GIF의 효율  추진을 하여 개편하고 있다. 재 

정부는 후속 조치로써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리 규정” 제정을 추진

이다. 

2. 신원자로  핵연료주기에 한 국제 로젝트(INPRO)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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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에 개최된 제44차 IAEA 총회의 결의, 즉 “핵연료주기, 특히 신 이고 핵확산 

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한 기술 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심있는 회원국

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청한다”에 따라 착수되

었다. INPRO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이 지속 으로 21세기의 세계의 에 지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잇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술보유국과 기술 활용국이 함께 모여 원자로  핵연료 주기에서 의도되는 신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국제  활동과 국가  활동들을 공동으로 고려함. 

INPRO 회원국은 2001년 출범당시에 7개국에서 차 으로 확 되어, 2008년 8월 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랑스, 국 등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이 참

여하고 있다. 

그림 1. INPRO 회원국

2001년 5월 제1차 운 원회를 시발로 공식 출범한 INPRO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단계(Phase)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한 조사․분

석과 원자력시스템에 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2개의 세부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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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PRO 추진 경과

⃝ Phase 1A (2001.5〜2003. 6) ; INPRO 평가 방법론 개발

6개 분야1)에 하여 기본원칙(Basic Principle (BP)),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UR)), 평가기 (Criteria)을 마련하 으며, INPRO 평가 방법론 개발을 

한 Case study도 병행 추진되었다. 여기서 개발된 평가 방법론은 IAEA 기술보고서

(IAEA-TECDOC-1362) 형태로 발간된 바 있다.

⃝ Phase-1B의 제 1단계 (2003.7〜2004.12) : 평가방법론 검증

Phase 1A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실제로 용하고 개선하기 해 14개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 다. 한국은 핵확산 항성분야의 방법론을 DUPIC 핵연료주기에 용

하는 연구에 참여하 다. Phase 1A에서 도출된 개선된 평가 방법론은 기술보고서

(IAEA-TECDOC-1434)로 발간되었다.

  

⃝ Phase-1B의 제 2단계 (2002.12 〜 2006.6) : 방법론의 용  개선

회원국들의 INPRO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용자 메뉴얼을 작성

하 다. 사용자 메뉴얼은 “An Assessment Methodology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IAEA-TECDOC-1575)"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었는데, 총 9개의 독립된 

1) 경제성, 환경,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인 라(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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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PRO 세부 분야

권(volume)으로 되어있다. 사용자 매뉴얼의 작성은 신원자로시스템에 한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의 용을 표 화화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보고서 

구성은 각 분야별로 1) 개요 (매뉴얼의 목표, 용어 정리), 2) INPRO 평가를 해 필요

한 input  시나리오의 역할, 기본원칙(BP), 사용자요건(UR), 기 (Criteria), 지표

(Indicator), 허용범 (Acceptance Limits) 등의 정의, 3) 기타 정량 인 분석의 사례 등

을 실고 있다. 

한편, INPRO는 2006년 말 8차 INPRO 운 원회의 결과에 따라 물리  방호분야

(Physical Protection) 분야가 추가되면서 그림 3과 같이 총 7개 분야로 확 되었다. 

⃝ Phase-2 (2006 〜 ) : 공동연구 수행  국제 력

2006년도부터 시작된 Phase 2에서는 여러 형태의 공동연구 수행 이다. 재 14개의 

CRP 형태의 공동연구가 2007년 운 원회의에서 확정되어 수행 이다. 과제별 성격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개발 련 과제

∙ 열 성자로에서 고속로로 환해나가는 지구  architecture 개발(11개국 참여)

∙ 연료부족에 응한 시나리오 개발 (9개국 참여)

-안 성 련

∙ 수동  가스 로비젼(3개국 참여)

∙ 첨단 HTRs, 수소 생산시설의 안 성 (2개국 참여)

∙ small grid INS의 안  운 (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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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확산 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

∙ PR 평가를 한 경로 분석 (4개국 참여) ⇒ 한국이 주도

- 원자로 기술해결

∙ 선진 HTR의 기술  도  (3개국 참여)

∙ 선진 경수로 (3개국 참여)

∙ 액 로에서 decay heat 제거 (5개국 참여) ⇒ 한국 참여

- 환경  폐기물 리

∙ source term으로부터 INS의 환경 향 계산 (4개국 참여)

∙ 소국가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리(2개국 참여)

- 기타

∙ 부유형 SMR의 법 , 제도  기술  이슈

∙ U-233/Th연료의 핵주기 기술연구

∙ 선진 핵주기 기술 공동 평가

가. INPRO 방법론

(1) 근방법

INPRO에서는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평가하기 하여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  평가 기 을 

도출하기 하여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요한 기

본 원리(principle)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건(User Requirement)을 도출

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 기 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

본 인 평가 기 은 다시 평가 지표(indicator)와 평가용인수 (acceptance limit)으로 

나 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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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rinciple

Us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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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and Acceptanc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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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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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PRO 방법론

한편, 평가 기 이 도출되면, 이를 이용한 미래 원자력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는 

bottom-up 방법을 용하고 있다. 먼  각각의 평가 기 (평가 지표에 한 평가 용인

수 )을 평가한 다음, 이의 만족여부를 정하여 해당되는 사용자 요건의 만족여부를 

정하고, 다시 이를 토 로 기본원리의 만족여부를 정하여 최종 으로 해당 시스템

이 신원자로  핵연료주기인지를 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INPRO에서는 

상기 그림에 나타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본 원리 (Principle)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 개발을 하여 필요한 가장 범 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

반 인 법칙이다. 모든 기본 원리는 모든 평가 요소 (안 성, 경제성, 환경, 핵확산 항

성, 폐기물) 별로 유도되어야 한다. 가령 안 성과 련하여 심층방어(depend in 

Depth)개념이 기본 원리 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

사용자 요건은 주어진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란 원자력 기술의 잠재  응용에 심 있는 모든 기구

(body)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집단이 사용자가 될 것이다.

∙원자력 에 지 시스템의 투자자, 설계자, 생산자,  인허가 기 , 해당 주의 련 기

구, 정부, 법  기구, 주주, 비정부기구(NGO)  원자력 련 정책 결정자

∙ 심있는 언론, 원자력에 지 최종 사용자 (일반주민, 산업체), 부지  인허가와 

련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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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BP UR Criteria/IN&IC

경제성 1 4 3

안 성 4 14 38

환경 2 4 9

폐기물 4 7 18

핵확산 항성 1 5 7

물리  방호 1 12 27

인 라 1 4 14

계 14 50 121

∙ 련된 국제 기구 ( , IAEA, IEA, OECD, NEA, 등)

○ 평가 기  (Criteria)

평가 기 은 사용자 요건이 어떻게 잘 만족 시키는지를 결정하는 기 으로써, 평가 지

표와 각 평가 지표에 한 용인기 으로 구분된다. 지표는 단일 라메터 혹은 집합  

개념이나 상황 설명일 수도 있다. 용인 기 은 해당 지표에 한 목표로서 정량 인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정성 으로 나타낼 수 도 있다. 

INPRO의 평가 방법론은 에서 언 한 사용자 매뉴얼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평가구조로 되어 있다. 제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방법론을 보완

해 나갈 방침이다.

표 1. INPRO 방법론의 구조

(2)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

2003년 6월까지 진행된 INPRO IA에서는 각 평가분야에 해서 기본 원리, 사용자 요

건  평가 기 들이 도출하 다. 핵확산 항성 평가 분야에서는 모두 5개의 기본 원

리와 5개의 사용자 요건을 도출하 으며, Phase 1B에서 최종 으로 1개의 PR과 5개의 

UR로 통합되었다. 

○ 기본 원리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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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확산 항성의 고유특징과 외부수단들은 신 원자력 에 지 시스템(INS)의 수

명주기에 용되어야 하며, INS가 핵무기 로그램을 한 핵물질 확보에 비매력

인 수단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고유특징과 외부수단 모두는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하나 그 충분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 사용자 요건 (User Requirement) 

UR 1. 국가는 핵비확산 련 정책과 그 의무를 다해야하며, 그 이행을 함에 있어서 핵

비확산 련 국제체제의 표 에 만족하여야 한다. 

UR 2. INS에서 확보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은 핵무기 로그램에 비매력 이어야 한

다. 여기에는 INS에서 생산하거나 처리 가능한 미신고핵물질의 매력성을 포함

한다. 

UR 3. 핵물질의 용은 충분히 어렵고 발각될 수 있어야 한다. 용에는 미신고 핵물

질의 생산 혹은 처리를 한 INS 시설의 사용을 포함한다.

UR 4. INS는 다 의 핵확산 방벽과 수단이 용되어야 한다.

UR 5. 고유특징과 외부수단들의 조합이 다른 설계고려 요소들과 함께 최 화 되어야 

한다. 즉, 설계  공학 단계에서 비용-효과 인 측면을 거려한 핵확산 항성 

개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용자 요건에 한 평가기 과 련 평가지표(indicator)  용인수 (Acceptance 

limit)을 아래 표 2 〜 6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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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자 요건 1 (UR 1)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Acceptance Limit)

UR 1. 국가는 핵비확

산 련 정책과 그 의

무를 다해야하며, 그 

이행을 함에 있어서 

핵비확산 련 국제체

제의 표 에 만족하

여야 한다. 

CR 1.1 법 인 framework

IN 1.1 : 핵비확산 련 정책과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혹은 아니오

CR 1.2 제도  구조

IN 1.2 : PR를 지원하는 제도

 장치가 고려되어 왔는가?
 혹은 아니오

외부 핵확산 항성 수단의 로서, NPT에 따른 핵물질 안 조치 합의, 수출통제 정책, 

련 국제 약, 핵물질  원자력에 지 시스템에 근을 통제하는 법 , 제도  시

스템, 핵물질 공   반환에 한 양국간 합의, 원자력 에 지 시스템 부품의 재수출

에 한 양국간 합의, 원자력 에 지 시스템에 한 다국간 소유, 리 혹은 통제, 핵

물질 안 조치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표 3. 사용자 요건 2 (UR 2)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2. INS에서 확보 

가능한 핵물질과 기

술은 핵무기 로그

램에 비매력 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INS에

서 생산하거나 처리 

가능한 미신고핵물질

의 매력성을 포함한

다.

CR 2.1 핵물질의 질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1 : 핵물질의 질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2 핵물질 양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2 : 핵물질의 양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3 핵물질 형태 인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3 : 핵물질의 형태
매력성은 문가가 용인하

는 수 까지 낮아야 한다.

CR 2.4 핵기술 측면에서의 매력성

IN 2.4 : 핵기술

핵기술의 매력성은 문가

가 용인하는 수 까지 낮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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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용자 요건 3 (UR 3)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3. 핵물질의 용

은 충분히 어렵고 발

각될 수 있어야 한다. 

용에는 미신고 핵

물질의 생산 혹은 처

리를 한 INS 시설

의 사용을 포함한다.

CR 3.1 핵물질 측정의 질

IN 3.1 : 핵물질 계량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2 격납감시

IN 3.2 : 격납감시 수단에의

         순송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3 핵물질의 탐지성

IN 3.3 : 핵물질의 탐지성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시설의 것보다 높거

나 같아야 한다. 

CR 3.4 시설 공정

IN 3.4 : 공정 개조의 어려움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5 시설 설계

IN 3.5 : 시설설계 개조의 어려

움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CR 3.6 시설의 오용

IN 3.6 : 기술과 시설의 오용의 

탐지성

문가 단에 근거하여 

기존 설계  국제 으로  

활용되는 최상의 수 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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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자 요건 4 (UR 4)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4. INS는 다 의 

핵확산 방벽과 수단

이 용되어야 한다.

CR 4.1 depend in depth

IN 4.1 : INS가 고유 항성  

외부 수단에 의해 보호되는 정

도

모든 가능한 plausible 

path가 국가수   시설

수 에서의 외부수단  

고유 항성에 보호되어야 

한다.

CR 4.2 PR 방벽의 강건성

IN 4.2 : 용경로를 보호하는

       방벽의 강건성

문가 단에 의해 강건

성이 충분해야 한다. 

표 6. 사용자 요건 5 (UR 5)  련 평가 기

사용자 요건
평가 기  (Criteria)

평가 지표 용인주

UR 5. 고유특징과 외

부수단들의 조합이 

다른 설계고려 요소

들과 함께 최 화 되

어야 한다. 즉, 설계 

 공학 단계에서 비

용-효과 인 측면을 

거려한 핵확산 항성 

개념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CR 5.1 PR의 설계에 반

IN 5.1 : PR은 설계 기단계

에서부터 반 되어야 한다. 

CR 5.2 PR 방벽의 비용

IN 5.2 : 방벽의 비용 최소비용

CR 5.3 검증방법

IN 5.3 : IAEA와 국가간에 합

의한 검증방법

나. INPRO 공동연구

INPRO 공동연구는 분야별로 시나리오 연구, 원자력 안   기술 안 연구, 핵확

산 항성 연구, 환경  폐기물 연구  기타로 구분하여 수행 이다. 

(1) 시나리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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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AINS

GAINS(Global Architecture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based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including a closed fuel cycle)는 러시아가 주 하여 기존의 

열 성자로시스템에서 폐쇄핵연료주기를 사용하는 고속로  주의 신원자력시스템 

(IN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으로의 환시나리오 평가체제(공동 방법론

 기 , 가정  조건 등)  환방안 개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RMI

RMI( Meeting energy needs at a time of high demand for raw materials)는 체코

가 주도하여 천연자원이 부족한 동구권 국가들을 심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에 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재 참여국은 8개국(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랑스, 슬로바키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으로 수행 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KOM(Kick-Off Meeting)을 2007. 10.1-5 개최하고 이후 진 없는 상황이다. 

(2) 안  안

(가) PGAP

PGAP(Performance assessments of passive gaseous provisions)은 랑스가 주도하

여 헬륨냉각가스고속로(GFR-2400MWth)에 한 열수력 신뢰도 평가 코드를 가압과 비

가압상황에 해 정의하고 상호 비교를 수행한다. 재 7개 참여국(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랑스, 인도, 독일)이 2010년까지 3년간 수행할 계획이다. 

(나) COOL

COOL(Properties of coolants for HTR)은 인도 심으로 향후 도입될 고온원자로에 

사용할 냉각재(용융 속, 용융염 등)의 열수력 특성과 자연 순환 안에 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재 5개 참여국( 라질, 체코, EC, 독일, 인도)이 참여의

사를 밝힌바 있으나 구체 으로 진 이 없는 상황이다. 

(다) HTR H2

HTR-H2(Safety issues for advanced HTRs for production of H2)는 인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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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 고온로내의 수소 유입  수소공장내 방사능 유출 등의 안  안을 해결하

기 하여 10개 참여국( 국, 체코, EC, 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키스탄, 러시

아, 스페인)이 수행 이나 구체 인 진 이 없는 상황이다. 

(3) 확산 항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공동연구인 PRADA(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는 2007년 7월 제11차 운 원회에서 우리

나라 주도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구체 인 내용은 후술한다. 

(4) 원자로 기술 안

(가) AWR

AWR(Technology of Advanced water reactors Thermal Hydraulics)은 인도 심으

로 미래 경수로의 신  특성(노심열의 자연순환 제거, 열탱크로서 사용할 규모 풀, 

고성능 환상형 핵연료  등)에 한 실험  분석 자료 공유할 계획으로 5개 참여국

(아르헨티나, 라질, 체코, 캐나다, 인도)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구체 인 진 은 없는 

상황이다. 

(나) DHR

DHR(Integrated Approach for the Modelling of SG Decay heat removal system 

for Liquid Metal Reactors)은 SFR의 안 성 확보에 요한 잔열제거(DHRS: Decay 

Heat Removal System) 계통의 자연 순환 성능 benchmark 해석 결과 비교평가하기

하여 액체 속 풀 내 열수력 모형  열 달 해석 방법론 확립하고 기 조건 (IC), 경

계 조건 (BC)이 다른 일곱가지 사례를 분석할 정이다. 우리나라는 소듐 냉각재 루

로 잔열제거 계통 사례와 노심의 3차원 유동이 없는 사례를 분석할 정으로 2008년 

2월부터 해석을 수행하여 2009년 7월에 해석 종결 정이나 재 일부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재 5개 참여국( 국, EC, 인도, 한국, 러시아)과 업 버로서 랑스등이 참

여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5) 환경  폐기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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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NV

ENV(Benchmark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des)는  랑스 심으

로 방사능 독성의 인체 향에 한 방법론들간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고 재 8개 참

여국(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라질, 체코, 랑스, 인도, 스페인, 미국)들이 참여의사

를 표명한 상황이다. 

(나) SMALL

SMALL(Investigation of options for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a country with small territory)은 아르메니아가 심으로 작은 

국가내에서 사용후핵연료 리의 기술  경제  방안을 평가하기 한 공동연구로서 8

개 참여국(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칠 , 체코, 랑스, 러시아, 미국)들이 참

여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6) 기타

(가) Thorium FC: Investigations of U-233/Th fuel cycle 

Thorium(INPRO CP on 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233U/Th fuel cycle)은 EC가 

주 하여 토륨핵주기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재 설계 개념을 평가하고 정보 교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캐나다, EC, 슬로바키아,  러시아  국이 참

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나) FINITE

FINITE(Advanced and Innovative NFC based on Closed NFC)는 러시아 심으로 

첨단  신핵주기 기술을 평가한다. 다른 공동연구인 GAINS와 차이는 GAINS가 

지구  환 시나리오를 심으로 수행하는데 반하여 FINITE는 핵주기 기술 평가에 

심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하여 ① 고속로 MOX 핵연료 재처리와 생산을 

한 RIAR 공정 개발, ② Minor Actinide 핵연료 재처리와 생산을 한 방안, ③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한 Khlopin Institute 재처리 개념, ④ 토륨 이로 미

컬 재처리, ⑤ DESAE 코드를 이용한 물질 흐름 계산 등을 수행할 계획으로 재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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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스, 국, 체코, 인도 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제 2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6월말 재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체제

를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로 확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으로 유가 불안정

성,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원자력 이용 확  추세와 함께 국내 으로는 “미래 원자

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GIF의 효율  추진을 하여 개편하고 있다. 

재 정부는 후속 조치로써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리 규정” 제

정을 추진 이다. 

본 과제에서 지원하고 있는 INPRO 력과제에 참여를 통하여 향후 미래원자력시

스템의 효율  개발에 한 국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련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의 

활성화의 단 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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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본 과제는 INPRO 공동연구에 국내 문가 참여를 지원하기 하여 기획되었다. 당

 기획시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출장경비를 액 지원하고자 하 으

나 과제경비의 축소로 인하여 공동연구과제별로 1회씩만 지원하여 총4회 지원하 다. 

개도국 원  도입을 한 공통사용자고려사항 개발에 국내 문가 참여를 비재정

으로 지원한 바있다.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국가 응방안  략 도출을 하여 INPRO와 같은 

국제공동연구의 핵심성공요인에 한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제 1  우리나라의 INPRO 공동연구  운 원회 참여 지원

1. 핵확산 항성 공동연구

우리나라는 핵확산 항성 분야에 두 번에 걸쳐서 DUPIC 핵연료주기의 INPRO Case 

Study를 수행한바 있다. DUPIC 핵연료주기의 핵확산 항성 평가를 통해 INPRO 방

법론의 개선 과 INPRO 핵확산 항성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기로 하 으며, INPRO 

방법론 확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 다. 

2007년 말부터는 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 형태로 핵확산 항성 분야에 주

도 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08년 5월 “PRADA(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핵무기

물질 용경로의 확인  분석 방법 개발, 논리수목  기타 정성  방법에 의한 용

경로에 한 핵확산방벽의  복합성(multiplicity)  강건성(robustness) (INPRO PR 방

법론의 UR4) 평가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핵확산방벽의 복합성  강건성에 한 

평가방법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 에 있다.   

PRADA는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DUPIC 시설에 한 기술 인 정보 제공), 미

국, 국  EC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3년간의 로그램(2007년 11월 - 2010년 11월)

으로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2007년 11월 - 2008년 11월) : 용경로 선정(연구 상 : DUPIC fuel 

cycle) 

   1) 핵확산 내용/목 :

   - 핵물질의 질  양, 핵확산용 핵물질 획득에 필요한 시간,  잠재  핵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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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국가의 능력 등 분석.

   2) 핵확산 략:

   - 핵주기시설로부터의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 용

   - 핵무기제조를 한 용 핵물질의 처리 

   3) 잠재 용경로에 한 체계  근방안:

   - 체 핵주기 시스템에서의 핵연료물질의 용에 한 용경로에 한 체계 인 

분석연구  체계 방법론 개발

⃝ 제2단계 (2008.11 - 2009.11) : 용경로 분석(연구 상: DUPIC fuel cycle 의 

신연료 장시설 에서의 핵물질 용)

   1) 시설에 한 자세한 설계 특성  공정 정보

   2) 제1단계에서 개발된 잠재 용경로에 한 논리수목 (혹은 확률론  근) 개발 

   3) 가능 용경로의 각 segment 에 해 INPRO PR 방법론의 UR1, UR2  

UR3에 정의 되어 있는 물질특성, 기술  가능성, 안 조치성, 핵물질의 질  양에 

련하여 평가 

⃝ 제3단계 (2009.11 - 2010.11) : Multiplicity & robustness 분석

   1) 선정된 핵확산방벽에 한 multiplicity & robustiness 평가

   2) multiplicity & robustiness 평가방법론  평가지표의 검토  권고

가. 2008년 5월 진도 검 회의

2008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첫 번제 진도 검회의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원일연구원이 참석하여 추진 황(Approaches for the 

selection of the Prospective pathways)을 발표하 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 명칭 

“ROK1 CP”를 "PRADA" (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 Diversion Pathway 

Analysis)로 변경 결정하 다. 2008년 11월 말까지 1차년도 수행 결과보고서(draft) 작

성 합의하 다. 한, 이 회의와 이어서 GIF/INPRO Proliferation Resistance 

Assessment Harmonization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PR 련 “White Paper”의 요약문 

완성  보고서 체 구조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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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11월 진도 검 회의

2008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째 진도 검회의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원일/장홍래 연구원이 참석하 다. 기존에 합의한 

Terms of Reference (ToR)에 따라 제1차년도 진도결과 The First Year Progress 

Report of the INPRO Phase 2 Collaborative Project, ROK1, "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tion/ Diversion Pathway Analysis (PRADA) for the DUPIC Fuel Cycle"에 

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1차 년도 연구내용  차기 년도(2009) 연구내용, 그리고 추진 

방법론에 한 토의가 있었다. 

다. 2009년 6월 진도 검 회의

2009년도 상반기 진도 검회의가 2009년 6월 9일에서 11일 제주 KAL호텔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IAEA (E. Haas, H. Chayama)와 국 (K. Zhou),  카나

다 (J. Whitlock, Chairman), 미국 (M. Zentner, Rapporteur)  한국(장홍래, 고원일, 

권은하) 측 문가가 참석하 다. 

한국측은 DUPIC 연료 장시설  DUPIC Power Plant에 한 설계특성  

DUPIC연료 이송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DUPIC신연료 장시설 용경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개발된 논리수목(Success tree)을 발표하 다. 한국측은 논리수목의 

이해를 하여 System Notebooks을 작성 배포하 으며, 여기에는 DUPIC연료 장시설 

 DUPIC Power Plant에서의 안 조치개념도 포함되었다. 한, 논리수목과 System 

Notebooks에 한 심층 토론이 있었으며, 이 System Notebooks은 핵확산 항성 평가

에서의 그 요성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System Notebooks을 향후 더욱 보완

해 나가기로 하 다. 2010년 12월까지 PRADA Project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

으며, 최종보고서를 기간 내에 작성하기 하여 필요시 ad-hoc meeting을 갖기로 합의

하 다. 

이번 진도보고에서 검토된 논리수목  시나리오(Event Sequence Diagram, ESD)가 

INPRO PR 평가방법론의 UR-4  UR-3 와 UR-5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합의하 다.

(2)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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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Global Architecture of INS)는 21세기 원자력 에 지의 지속  도입을 하

여 기존 열 성자로시스템에서 폐쇄핵연료주기를 사용하는 고속로 주의 원자력시스

템(NES: Nuclear Energy System)으로서의 환시나리오 평가체제(공동 방법론  기 , 

가정  조건 등)로 환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를 심으로 미국, 일본, 국, 랑스 등 15개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동안 우선 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제1단계 ('08. 4 -'09. 5)는 참가국별 NES 도입시나리오 연구를 통하여 원자

력수요 평가, 노형, 핵연료주기, 폐기물 리방안 등 설정하고 간보고서 발간할 계획

이었으나 2009년 7월 재 계속 작성 이다. 

제2단계 ('09. 6 - '10. 7)는 1단계 도입시나리오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향후 세

계  NES체계로의 기본 환방안  련 기술 ․제도  해결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다. 

도입시나리오 연구는 경수로, 수로, 고속로 등 다양한 노형을 상으로 핵연료주

기  방사성폐기물 리방법이 국가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 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정으로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국가그룹(미국, 러시아, 랑스, 일본, 국 

포함)으로 인식되어져 SFR  재처리기술 개발에 하여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향후 단기 으로는 세계/지역  원자력수요 황을 

악하고 시나리오 분석 모델링 도구  NES DB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가. 2008년 10월 진도회의

2008년 10월 일본 오아라이 JAEA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GAINS 진도회

의는 장기원자력수요 시나리오는 우라늄 수요  방사성폐기물 리 측면을 고려하여 

IPCC SRES-B2 scenario(moderate case)를 homogeneous case의 reference scenario로 

채택하 다. 이러한 세계원자력수요 망에서는 국과 인도의 정한 수요 측이 주

요 건으로 제기되었다. 동 reference scenario에서 고속로는 MOX 핵연료/습식재처

리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고속로 기능으로서는 증식로, breakeven로 이외에 한

국의 제안에 따라 연소로도 포함키로 함. 우리나라와 같이 속핵연료/ 이로 로세스

의 경우는  heterogeneous case로서 국가별로 시나리오연구를 수행키로 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정책 유무에 따라 크게 3개 국가그룹으로 분류키로 하

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국가그룹(제1 그룹)으로 인식되어져 SFR  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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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술 개발에 하여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미국, 인도, 일본, 국, 랑스,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향후 시나리오연구에 사용할 원자로 라메터 세트는 모든 노형  핵연료주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주도하여 미국, 랑스와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제공키로 하

다. 

시나리오 연구의 계산도구로서는 IAEA 보유의 DESAE 코드를 부분 사용키로 하

으며, 일부 국가(한국, 일본, 인도)는 자국이 선정하는 계산도구를 사용하기로 하

다. 

2차 진도회의는 고속로기술 개발/검증과 같이 규모 투자  용량 도입의 경우

에는 투자 효과를 수십년 (～ 40년) 이내로 얻을 수 있으며, 규모 투자기술이 국제

력을 통해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직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이 지 되었다. 

나. 2009년 5월 진도회의

2009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GAINS 진도회의는 

당  작성하기로된 간 보고서의 완성이 7월이후로 연기되었다. 2009년 8월 재 

간보고서는 좀더 연기될 것으로 상된다. 10월 제4차 회의는 최종 보고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간보고서의 안에 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 된다. 

(3) DHRS

가. 2008년 12월 진도회의

인도 칼 캄 (IGCAR)에서 개최된 DHRS 진도회의는 5개국에서 참여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는 2개국의 불참으로 3개국간의 발표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 주요 내용은 재 인도에서 건설 인 PFBR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일차계통의 

냉각 유로 모델링, 정상상태 계산, 소외 원 상실 과도기 계산에 한 것들이었다. 우

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MARS 코드를 이용한 PFBR 모델링, 정상상태, 소외 원 상실사

고 해석 결과를 발표하 다. 

(4) Th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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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um 력과제는 존하는 U/Pu 핵연료주기의 보완책으로서 핵연료자원의 이

용률 제고  지속 인 원자력의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목 으로 U-233/Th 핵연료주기

의 환비, 증식특성, 새로운 재처리기술, 그리고 각 원자로형태에 합한 토륨핵연료 

이용 시나리오 개발 등에 해 조사하는 과제이다. 

가. 2009년 1월 진도회의

2009년 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NPRO Thorium CP 제3차 회의는 8 개

국에서 12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하여 논의하 다. 

재 작성 인 보고서“Further Investigation of the U-233/Th Fuel Cycle"의 안을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 다. 특히 많은 부분이 새로 작성되어야하는 

fuel cycle option 부분에 해서는 그 시나리오를 1) HWR+FR+AHWR option, 2) 

FR(Fast Reactor)에서의 Th를 U233으로 환하여 HWR에 이용 방안  3) MA  Pu를 

토륨을 이용하여 FR, ADS, HTR 연소시키는 방안 4) LWR, HWR, HTR에 Thorium을 

Once-through로 사용하는 방안 5) Thermal Reactor용 Closed Th cycle의 구분하기로 

하 다. 

Thorium 활용에 합한 원자로 형태  이용안에 한 방안으로, NPRO내의 다른 

CP인 GAINS에 제공할 입력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토륨이용을 

극 권장할만한 타당성 등에 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각자 생각하는 다양한 

이용 option에 한 performance 자료를 일치된 형식으로 취합하기로하 다. 

Thorium cycle에 한 시설  핵물질에 한 물리  보호  핵확산 항성에 

하여, IAEA Vladmir Kryuchenkov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 Th주기에서 생산되는 

U-233은 Pu보다는 핵확산 항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 기 다. U-235농축도의 

Threshold에 해당하는 20%는 U-233에서는 10%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아직 

공식 으로 정해진 값은 아니었다. 

한편, 국이 Inner Mongolia에 “Joint Center on Thorium Fuel Fabrication 

Development"를 설립하려는 제안을 소개하 다. 국정부는 토륨핵연료 기술개발에 

한 연구수행을 천명하고, Baotou지역에 Baotou핵연료제조회사, Tsinghwa Univ 그리

고 지역정부 공동으로 Thorium Utilization Center를 설립하 고 이를 국제 partner까

지 참여시켜 확 할 계획이다. Th-based 핵연료의 개발  설계, 제조 등에 한 fuel 

service 제공. 조사시험도 포함되며 이러한 service는 commercial basis로 이루어질 것



- 23 -

으로 상하고 있다. 

재 인도는 수로->고속로->개량 수로로 이어지는 Thorium 주기를 운용하고 있

다. 토륨자원이 많은 국도 토륨이 유용한 핵연료 자원임을 인정하면서 토륨핵연료 

기술개발을 천명하 고 캐나다도 ACR(Advanced CANDU Reactor)에 토륨핵연료 이

용을 고려하는 토륨주기 개발 이다. 산업체인 THOR Energy  Thorium Power Ltd.

도 장기 인(~2016경) 상용화 계획으로 토륨핵연료 주기를 다루고 있었다. 

IAEA에서 토륨핵연료에 해 많은 심을 표명했던 이  시기는 약10년 임. 재

의 상황도 비교  싼 우라늄 자원, 고속로를 통한 장수명핵종 소멸 처리로 토륨핵연료 

주기를 활용하는 타당성을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토륨이 장기 으로 우라늄 자원이 감

당하고 있는 지속성 문제를 완화시켜  수 있다는  때문에 계속 심을 두고 있었

다. 토륨이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재순환이 필요한 데 우리의 실과

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2. 제13차 INPRO 운 원회 참여 지원

2008년 7월 10-11일 회원국 28개국  22개국과 2개 국제기구(OECD/NEA) 그리고 

2개 업 버(이탈리아와 루마니아)가 참가한 가운데 제13차 INPRO 운 원회가 개최

되었다. 

Shing 운  의장은 다음과 같이 INPRO 황을 보고하 다. 재 28개 회원국에 

추가하여 이스라엘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산은 90만유로(CFE 인건비 제외)로 

재 CFE(Cost Free Expert)는 러시아(3), 한국(1), 스페인(1), 미국(1), 인니(1), 일본(1), 

랑스(1/2), 캐나다(1/2) 등 총 9인(‘08년내 우크라이나가 1인)이 IAEA 본부에서 근무

이다. 

INPRO 운 원회는 총 12개 CP를 수행하기로 합의하 는바, 기존 14개 CP에서 

아르메니아가 제안한 2개 CP(작은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리, 소규

모 력망에서 INS의 안  운 )를 1개 CP로 통합하고 러시아가 제안한 이동가능한 

원자로(non-stationary SMR)에 한 CP를 INPRO 사무국 활동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여 2개 CP가 축소되었다. 

미국은 GAINS2) 사업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INPRO와 GIF간 복을 배제하면서 

2) GAINS: Global Architecture on Innovative Nuclear System based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nuclear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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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를 높일 수 있도록 INPRO 사무국의 노력을 구하 다. 러시아는 INPRO 활동

이 확 되어야 하고,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동가능형원자로에 한 황 조사 활동

을 강화해야한다고 발언하 다. 캐나다는 INPRO 방법론3)을 캐나다 원자로형인 

CANDU에 용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강조하 다. 일본은 고속로 개발을 한 INPRO 

방법론 개선을 강조하고 GAINS에 한 심을 표명하 다. 

우리나라는 INPRO 사업이 2000년 제44차 정기총회 결의안(GC(44)/RES/21)으로 시

작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재 시 에 과거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비하는 

장기 비 을 비해야할 것을 요청하 다. 한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INPRO 사

업이 개발한 INPRO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연구 등을 수행하는 바, 회원국의 

실제 용 결과를 반 하여 INRPO 방법론 보완도 필요함을 지 하 다. 그리고 미래 

원자력 시스템(INS: Innovative Nuclear System) 개발을 하여 기술보유국

(Technology Holder)과 기술사용국(Technology User)간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INPRO가 원  미사용 개도국이 신규 원  도입시에 필요한 공통사용자고려사항

(CUC: Common User Consideration) 개발하고 있는바, 기술보유국과 기술사용국간 정

보 공유의 장을 지속 으로 확 해야할 것을 강조하 다. 

재 신규 원  도입  추가 건설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에 해 부

정 인 입장을 견지해온 이탈리아와 원  도입에 심이 있는 루마니아가 INPRO에 

참여를 희망하 다. 각국들은 정부인사  연구자들로 구성된 표단을 견하고 있

다. 이는 INPRO가 기술보유국들간 모임인 GIF와는 달리 기술사용국을 포함시켜 실제 

원 을 도입하려는 국가들과 공감 를 만들어가기 때문으로 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INPRO 활동에 특별기여 뿐만아니라 다수의 표단을 견하여 INPRO 

활동  국제 정세 변화에 극 으로 응해야할 것이다. 

제 2  개도국 원 도입 활동 지원

2006년 IAEA 총회에서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의 원  도입을 지원하기 한 결의

안이 통과되었으며, IAEA에서는 INPRO를 통하여 원  기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

교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개도국들이원 도입을 한 공통사용자고려사항 (CUC: 

Common User Consideration)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지난 2007년 1월부터 

3) INPRO 사무국은 2050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INS(Innovative Nuclear System)이 갖추어야할 요건들을 포함하는 

INPRO 방법론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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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까지 약 2년동안 CUC 개발과 보완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2단계인 2008년

에 IAEA는 1단계에서 개발된 CUC를 USER 국가들의 의한 보완과 NES(Nuclear 

Energy System) 개발  도입을 한 필요 Action 보완을 실시하 다. 

재 INPRO내 개도국 CUC에 참여하는 원 도입 정국 54개국(CUC 국가로 명

명)이고 원 기술 공 국으로 한국, 미국, 랑스, 인도, 카나다, 국, 러시아, 일본 등

이다. 

‘07. 2월이후 총 6차례의 자문가회의  워크샵을 통하여 CUC에 한 기본 개념과 

이에 한 국제  컨센서스를 통하여 성공 으로 완료되었다. 

 원  수출을 통하여 원  기술 공 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CUC 

요건을 잘 이해함으로써 원  수출의 안이나 장애를 극복하는데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CUC 개발에 극 으로 참여 에 있다. 부분 기여가 문가 회의 참

석 등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도에 동 activity를 하여 $40,000의 산을 

기여한바 있다. IAEA의 CUC는 원 을 도입하려는 원  수요국가 뿐만 아니라 원 을 

수출하려는 원  기술 공 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CUC는 원  수요국

들이 원  기술 공 국에 요구하는 공통 인 요건과 요구 사항들이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원  기술 공 국 측면에서 보다 쉽게 원  수요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 

제 3  원자력 력 국제공동연구 성공 모형

본 연구는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국가 응방안  략 도출을 하여 국제

공동연구의 성공 요인에 한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1. 원자력 력과제의 핵심성공요인

가. 연구과제의 핵심성공요인

성공이란 용어에 주 인 개념이 포함되었듯이 연구과제의 성공도 평가하는 사람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Freeman and Beale(1992, p.23)는 성공이 성공을 단하는 사

람의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 성공에 한 여러 직업군들의 다양

한 사고를 언 하면서 건축가가 미  모습을, 공학도들이 기술  우 를, 회계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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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비용 항목을, 인사 담당자가 종업원의 만족도를 성공으로 단한다고 말하 다. 

이에 하여 Pinto and Slevin(1988, p.67)은 " 로젝트 리 분야에서 과제 성공이라는 

주제만큼 자주 언 되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연

구 과제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제 성공을 단하기 한 기 에 한 기

존 연구들이 서로 다른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각 이해당사자들을 충족하기 하여 연구과제는 어떠한 요인 즉, 어떠한 핵심성공요

인들에 집 해야하는가에 한 연구들은 이론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Taylor and 

Watling(1973), Archibald(1976), 그리고 Cleland and King(1983) 등이 수행한 연구들은 

이론  개만을 수행하여 실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Shank et al(1985)은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과제를 상으로 핵심성공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결과, 과제 책임자들에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 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Pinto and Slevin(1987)은 그간 연구들을 종합하여 과제 성공을 한 10개 핵심성공

요인으로 ① 과제 임무, ② 최고경 자의 지지, ③ 일정  계획, ④ 고객 자문, ⑤ 인

력, ⑥ 기술 업무, ⑦ 고객의 수용, ⑧ 모니터링과 환류, ⑨ 커뮤니 이션, ⑩ 문제 해

결을 제시하 다. 이들은 제안된 요인들을 사용한 PIP(Project Implementation Profile)

을 사용하여 400여개 과제를 상으로 검증하 다.(Slevin and Pinto 1988) 이들은 제

시한 핵심성공요인들이 과제 진행에 따라 연속 으로 상호 연계된 것으로 추정하 고 

제안된 요인들  모니터링과 환류, 커뮤니 이션 그리고 문제 해결은 다른 요인들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Pinto and Slevin(1987)이 제시한 10개 핵심성공요인을 가지고 Belout and 

Gauvreau(2004)는 정보통신, 공학, 건설  기술 개발  조직 개발 분야에 212개 과

제를 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Pinto and Slevin(1987)가 제시한 핵심성공요인들의 

유효성을 재확인하 다. Rosacker and Olson(2008)는 공공 정보통신부문 과제에 용 

가능성을 악하 다. 그결과 Pinto and Slevin(1987)이 제안한 10여개 핵심성공요인의 

공공 부문 용 가능성을 실증하 다. Pinto and Slevin(2006)은 자신들이 제시한 10개 

요인들을 기업체에 용한 결과, ① 과제 임무, ② 일정  계획, ③ 고객 자문, ④ 고

객의 수용, ⑤ 모니터링과 환류, ⑥ 커뮤니 이션 등의 핵심성공요인이 체 성공의 

60%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하 다. 

본 연구는 Pinto와 Slevin(1987)이 제안한 과제 핵심성공요인을 사용하고 여기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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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분야와 국제공동사업의 특수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나. 원자력 력과제의 핵심성공요인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핵심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Pinto and Slevin(1987)은 

‘인력’이 과제 성공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고 하 다. 이에 하여 Belout & 

Gauvreau(2004)도 인  요인의 요성을 고려하여 재검증하 으나 같은 결과를 얻었

다. 한 ‘기술 업무’는 유능한 연구원의 능력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단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인력’ 요인을 ‘유능한 연구원’으로 수정하여 과제성공에 요한 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1) 원자력 특수성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성공요인에 한 연구로 안성우(2001)는 원자력연구개

발사업 연구과제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조직내 인 요인, 연구조직의 

구조  요인, 운 과정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과 계를 실증하 다. 분석결

과, 조직내 인 요인들인 개인 특성, 참여 기간  참여횟수 등은 연구 성과와 크게 

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 다. 연구조직의 구조  요인으로는 연구조직의 응집력과 

분 기가 연구 성과와 련이 있었다. 운 과정에 의한 요인으로 연구조직의 운 , 의

사소통, 의사결정, 리더쉽  갈등 조정은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

었다. 기존연구와 유사하게 인 요인과 연구과제 성과간 유의함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

고  특히, 리더쉽이 연구의 기술 경제  간  성과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원자력분야 핵심성공요인에 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장기 이고 복합 인 원

자력 분야의 특성상 리더쉽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이 

기존의 Pinto and Slevin(1987)의 ‘최고경 자의 지지’라는 핵심성공요인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단하고 핵심성공요인을 수정하지 않는다. 

(2) 국제공동 특수성

유성재 외(2000)는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① 의사소통, ② 언어장

벽, ③ 상 국의 연구시스템에 한 이해, ④ 정부의 행정 지원 체계, ⑤ 기존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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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⑥ 연구 능력의 보완성 등을 제시하 다. 이들 연구는 국제 력과제의 커뮤니

이션과 네트워킹 특성을 보다 시하 고 이러한 참여자간 네트워킹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요성은 홍형득(2002)의 연구에서 다시 강조된다. 홍

형득(2002)은 유럽연합 2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첨단 기술분야에서 시장지향형 기

술 개발에 주력하는 EUREKA 로그램에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그는 

EUREKA 로그램이 네트웤과 상향  근(Bottom-up)을 통하여 성공 으로 운 되

었다고 분석하 다. 따라서 국제공동사업의 핵심성공요인에 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

하면, ‘참여자간 네크워크’의 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는 Pinto and Slevin가 제

안한 모델의 ‘커뮤니 이션’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단한다. 

다. INPRO 력과제의 핵심성공요인

IAEA는 21세기 에 지의 안정  공 , 환경 보 , 안 성 향상  핵비확산성 확보

를 하여  실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하여 INPRO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IAEA INPRO 사업 참여를 통하여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사회에 원자력 기술을 공헌하고 국가 원자력 투명성을 증진하고 향후 신 미

래 원자력 시스템  핵연료주기 선정에 있어서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로젝트 리분야의 연구 모형인 Pinto and Slevin(1987)의 10  

핵심성공요인 모델  최종고객의 수용을 제외한 9  핵심성공요인을 INPRO 사업에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최종 고객의 수용을 제외한 이유는, INPRO 사무국이 INPRO

의 최종 고객을 “원자력기술을 사용할 회원국들의 설계자, 력회사, 규제자, 정부, 

NGO, 언론, 국제기구  일반 ”이라고 정의하 다.(Kupitz, 2003, p.10) 따라서 이

들을 상으로 INPRO 성과물의 고객 수용 여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1) 과제 임무 

과제의 임무는 과제의 목표와 방향을 기에 명확하기 해서 설정한다. 따라서 

Pinto and Slevin(2006, p. 13-14)는 과제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과제를 통해서 

① 어떠한 것이 개발되고, ②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③ 이해당사자들이 얻어

진 성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 다. 

IAEA INPRO 연례자료(2007, p.3)에 따르면 INPRO 과제의 임무는 첫째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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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개발도상국의 문가와 정책 문가들이 21세기에 신원자력시스템(INS: 

Innovative Nuclear System)을 개발  배치하고 원자력 발 의 도입 계획 등에 한 

모든 사항들을 논의하기 한 포럼을 제공한다. 둘째로, 국가, 지역  세계 차원의 

INS 평가하기 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IAEA 권고안을 작성한다. 셋째 회원국들간 

INS 개발  배치를 지원한다. 넷째, INS에 심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니즈를 악한

다. 이와같은 INPRO의 임무를 통하여 기술보유국(Technology Holder)에게는 향후 도

입될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원자력

시스템에 한 실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기술사용국(Technology User)에게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신원자력시스템에 한 요구사항과 니즈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INPRO 임무는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평

가된다. 

(2) 최고 책임자의 지지

최고책임자의 지지는 과제를 지원하기 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와 련된다. Pinto and Slevin(2006, p.13-14)은 최고책임자의 지지가 과제 소요 산 

권한 보다 더욱 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IAEA INPRO사업에 투입 산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INPRO 운 원회에 참여하는 회원국 표들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 정부

의 주요 의사결정자  연구소 견 연구원들로 구성되는 INPRO 운 원회 원들

은 1년에 2차례정도 개최되는 INPRO 운 원회에 참여하여 INPRO 사업에 한 각 

회원국들의 재원  물 기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INPRO 사업 자체는 최

고책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INPRO 사무국에 1

명의 CFE(Cost Free Expert)를 지원하고 있으나 INPRO의 실제 활동을 한 문가 

참여 경비는 지속 으로 충당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하여 INPRO에 참여하

는 국내 문가들은 INPRO 활동에 한 실질 인 산이 안정 이지 못하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INPRO 사업에 산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최고 

책임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일정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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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성공 으로 진행되기 하여 세부 인 일정 계획이 수립되어야하고 진도를 

검하기 한 평가 방법으로는 단순한 자원 소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획득가치분석(EVA: Earned Value Analysis)을 권장하고 있

다.(Pinto and Slevin(2006, p.13-15)) EVA는 비용과 시간을 모두 화폐 단 로 정량화하

게된다. 

INPRO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6월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INPRO의 

평가 방법론을 6개 분야, 즉 경제성, 환경, 안 , 폐기물 리, 비확산  인 라 분야

별로 기본 원칙(BP: Basic Principle), 사용자 요구사항(UR: User Requirement), 평가기

(Criteria)을 작성하여 IAEA 기술문서(IAEA-TECDOC-1362)로 발간하 고 개별 방법

론을 각 국가의 원자력 기술에 용하는 14개 사례연구를 실시하 고 기술문서

(IAEA-TECDOC-1434)로 발간하 다. 

2006년 7월부터 시작한 INPRO 제2단계는 INPRO 방법론 활동, 조직  인 라 활

동과 력과제(collaborative project) 활동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INPRO 방법론 분야

는 기존에 작성된 INPRO 방법론을 더욱 향상시키고 회원국 용을 돕기 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계획되어있다. 조직  인 라 활동은 신원자로의 개발과 배치

를 한 인 라 니즈와 지원 체제를 개발하고 신규원  도입국을 한 공통사용자고

려사항(CUC: Common User Consideration)을 도출하기로 하 다. 

일정과 계획 측면에서 INPRO 사업은 우선 기 계획된 1단계사업의 종료시 이 변

경되었고, 제2단계 사업의 종료시 이 결정되지 않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들은 국

제 력사업의 특성상 여러 국가들의 개별 연구 결과가 취합되지 않아서 지연된 이유

도 있지만 이와같은 일정 지연은 INPRO 사업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고 단된

다. 아울러 INPRO사업의 상세한 일정과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진도 평가도 요구된

다. 

(4) 고객 자문

고객은 과제 성과물의 궁극  사용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고객은 조직 외부의 사용

자일 수도 있고 조직내부 사용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 기획시부터 마지막 단계에 

까지 고객과 지속 인 커뮤니 이션과 자문이 필요하다. Pinto and Slevin(2006, 

p.13-15)은 고객이 과제가 결과 달 단계에서 놀라운 성과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과제

의 이행에 하여 지속 으로 평가하고 과제는 고객의 니즈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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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 하 다. 

INPRO 사업의 구체 인 성과물은 IAEA 사무국이 회의를 주 하고 여기에 회원국 

문가들이 참여하여 자국의 사례를 보고하고 논의함으로써 얻어지는 회의 결과 보고

서의 형태로 생산된다. 한 INPRO 운 원도 운 원회를 통하여 지속 으로 자

문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INPRO는 지속 으로 고객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인력

과제를 수행하기에 유능한 인력들을 모 조직이 갖고 있거나 채용하고자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Pinto and Slevin(2006, p.13-15)은 상당수의 조직들이 이를 무시하고 조

직의 필요에 따라서 과제에 인력을 배분한다고 지 하 다. 그들은 이러한 상이 과

제 실패를 래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INPRO 사업은 각 회원국들의 련 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이들 

해당 문가들의 문성을 평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해당 문가들은 회

원국내의 추천 차를 통하여 선정되거나 해당 분야의 IAEA 활동을 기 수행한 문

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6) 기술업무

과제는 과제를 진행하기 해 필요한 기술  자원 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가용성

을 평가해야한다. Pinto and Slevin(2006, p.13-15)은 이를 기술업무(technical task)로 

정의하고 핵심성공요인의 하나라고 지 하 다. 그들은 경 층이 유능한 인력이 기술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 하 다. 

재까지 진행된 INPRO 사업의 성과물들은 타 문가들의 동료평가를 통하여 생

산되었다. 따라서 참여 문가들의 기술  문제 해결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7) 모니터링과 환류

과제책임자와 과제 구성원은 과제 이행에 따른 진도 상황을 지속 으로 악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제 리 시스템을 통하여 과제 계자들은 안 는 잠재  문

제를 악하여 응할 수 있게 된다. 과제 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록 과제

는 높은 수 의 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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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사무국은 1년에 2회 정도씩 개최되는 운 원회를 통하여 운 원들에게 

사업의 진도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활동을 통하여 INPRO 사업은 한 수

의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커뮤니 이션

과제 책임자는 과제 고객과 모 조직 그리고 과제 구성원들과 지속 으로 커뮤니

이션에 참여한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과제책임자는 각 과제 이해당사자들에게 과제 

련한 필요자료를 공유하기 한 한 네트웤을 운 해야한다. 

INPRO 사무국은 INPRO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재 진행되는 활동을 공개하고 있

다. 한 분기별로 뉴스 터와 연간 연례보고서도 발행하고 있다. 이들 활동을 통해 

INPRO는 한 수 의 커뮤니 이션 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9) 문제 해결

연구과제는 과제 기획시 상치 못하 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원을 재조정하

게된다. Pinto and Slevin(2006, p.13-16)은 과제의 핵심성공요인으로 상치 못하 던 

문제 해결을 한 계획과 체제 그리고 차를 포함하는 비상계획서의 가용성을 주장

하 다. 

재 INPRO 사업내에는 비상계획서를 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 발생시 운

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국의 이해와 조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 문제 해결 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사례분석 결과

사례 분석 결과, IAEA가 수행하는 INPRO 사업은 제안된 성공과 Pinto and 

Slevin(1987)에서 제안한 9가지 핵심성공요인을 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참여 회원국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종료시 을 확실하게 정할 수 없었고 체계

인 세부 일정계획을 사 에 비하지 못하 다. INPRO 사업은 세부 인 일정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단계 종료 시 이 불확실하여 성과 창출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INPRO 사업에 한 핵심성공요인  하나로 산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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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게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INPRO 운

원회에서 INPRO에 한 극 인 지원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으로는 

INPRO 사업에 안정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 지원이 지속 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NPRO 활동에 지속  참여를 한 해결 방안 마련을 한 노력이 필요

하다. 이를 하여 GIF나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와 

같은 원자력분야 타 국제공동 력과제에 한 분석과 함께 다른 분야 국제공동과제에 

한 평가도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마. 설문 조사 결과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40개의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 고 웹서버를 

통하여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 다. 이  총 108개의 설문 결과를 획득하 고 불완 하

거나 불성실한 답변 5개를 제외하고 총 103개의 유효 설문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9개의 핵심성공요인들은 미래원자력시스템에 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의 로젝트수명주기 체 기간에 로젝트의 성공과 유의한 계를 

갖는다.

• 가설 2: 과제 임무, 최고책임자의 지지  상향  기획은 미래원자력시스템에 

한 국제 로젝트의 수명주기  개념 단계에서 로젝트의 성공과 가장 유의한 

계를 갖는다.

• 가설 3. 최고 책임자의 지지, 유능한 인력 그리고 고객 자문은 

미래원자력시스템에 한 국제 로젝트의 수명주기  계획 단계에서 로젝트의 

성공과 가장 유의한 계를 갖는다.

• 가설 4. 문제 해결, 커뮤니 이션, 모니터링  피드백은 미래원자력시스템에 

한 국제 로젝트의 수명주기  이행 단계에서 로젝트 이행의 성공과 가장 

유의한 계를 갖는다.

• 가설 5. 성과 수용, 커뮤니 이션  고객 자문은 미래원자력시스템에 한 국제 

로젝트의 수명주기  종료 단계에서 로젝트 이행의 성공과 가장 유의한 

계를 갖는다.

포아손 계 추정과 회귀분석을 SPSS 16.0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9개의 핵심성공요인들이 로젝트 성공에 유효한 지에 한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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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 값들이 0.485에서 0.654사이로 p<0.01 단측 검정 구간에서 상 값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에서 가설 5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각각의 R2값이 0.516, 0.670, 0.540, 0.875

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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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비

1차년도 2008

INPRO CP를 

통한 국제 

공동연구 참여

INPRO 협력과제(CP: 

Collaborative Project)에 우

리나라 전문가 참여 지원

‐ 신연료저장시설에 대한 경

로분석

‐ 향후 경수로에서 고속로로 

전환시나리오 평가체제

‐ 원자로내 U-233과 토륨 

핵연료 활용 가능성

‐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잔열제거 계통

20,000

INPRO내 개도국 

원 도입 활동 

참여

개도국의 원전도입시 필요한 

인프라 지침서 공동 개발
5,000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국가 

응방안  

략도출

INPRO 운영위원회에 국가 

대응방안 개발

지속가능한 INPRO 대응 전

략 개발

5,000

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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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비 연구개발성과 가 치 평가의 착안   척도

1차년도 2008

INPRO CP를 통한 국제공동연

구 참여 지원 실  여부 50 % INPRO CP에 참여 지원 여부

INPRO내 개도국 원 도입 활

동 참여 지원을 통한 IAEA 출

물 발간 실

20 %
INPRO내 개도국 원 도입 활동 

참여 지원 여부

INPRO에 한 지속가능한 국

가 응방안  략 도출의 

성

30 %
INPRO에 한 국가 응방안  

응 략 도출의 성

제 2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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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체제를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에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 정부는 후속 조치로써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리 규정” 제

정을 추진 이다. 동 규정 제정에도 INPRO 력과제의 수행 결과가 반 될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INPRO 력과제에 참여를 통하여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

율  개발에 한 국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련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의 활성화의 

단 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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