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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기술선진 13개국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을 통하여 제4세대형 원자력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연구로 

추진 중이며 원자력 선도국들은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국 내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미래원자력시스템

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08년 12월, 원

자력위원회 의결).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미래원자력

시스템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래원자로/핵연

료주기 분야의 기획 • 평가 • 과제관리에 적극 활용 중이다.

이에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IF 국제공동 

연구개발 수행 시 국가계획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원자력진흥종

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국가 계획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맡고 있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의 기술국장 

(Technical Director) 자리는 기존의 선진국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와 활발한 참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사∙ 분석

  - 미래 원자력시스템 국내 연구개발 현황

  - 미래 원자력시스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동향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체제 운영지원

  - 연구개발 동향 등 기술적 사안에 관련된 의제 초안 및 회의 결과 정리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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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F PG/EG 회의 의제 검토 

 Technical Director 업무 지원

  - 의장단 화상전화회의 참가

  - 지속가능성 방법론 그룹 신설 업무

  - SFR SDC TF Phase II 관련 업무

  -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관련 업무

  -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 GIF/INPRO interface 관련 활동

  - GIF 연차보고서 작성

  - GIF 심포지엄 준비

  - PG/EG 회의 준비 

 MWG(EMWG, RSWG) 방법론 회의 참여

 분기별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의 GIF 국제공동연구

개발의 전문가그룹 회의를 주관하여 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를 하였고 정책

그룹 회의 관련자료 역시 관리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원자력 안전성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였고 국내 원자력 사업계획의 기초를 마련

하였다. 

본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 

연구개발에 한국이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이슈

에 대한 기술적 의견 및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 수용성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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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promoting the use of atomic energy to 

provide against high oil prices, climatic changes, and energy security 

initiative. A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for nuclear energy is 

changing rapidly and 13 lead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on Gen IV nuclear energy system through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

Long-term SFR-Pyro development plan and VHTR development plan 

were approved by KAEC in December 2008 to push ahead wit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in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and a detailed action plan was 

established based upon the roadmap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development plan, a strategic approach is 

necessary for GIF program and the connection process with the 4th 

Nuclear Energy Promotion Program and Nuclear Energy R&D Medium 

and Long Term 5 year Plan for 2012~2016 needs to be prepared.

Moreover, the responsibility of the GIF Technical Director’s works is on 

Korea and it showed a possibility of changing the international R&D 

direction to be more favourable to our national plan. For this to be 

sustained, continuous management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s needed. 

The followings are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nalyze the international/domestic trends in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 Domestic R&D status for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 International policy trend related to the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Support the activities on domestic R&D of future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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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 Summary of meeting agenda items and results related to the 

technological issue 

 Support for the efficient participation in GIF

  - GIF PG/EG meeting agenda analysis 

 Support of the Technical Director 

   - GIF Chairman’s Teleconference

   - Sustainability Methodology Working Group work

   - SFR SDC TF Phase II work

   -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related work

   - System status monitoring

   - GIF/INPRO interface activities

   - GIF annual report

   - GIF Symposium preparation

   - PG/EG meeting preparation

 Participation in MWG(PRPPWG, EMWG, RSWG) meeings 

 Analysis report of policy trend

For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2012 and until the first half of the 2015 

GIF Experts Group meeting was arranged/manag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technical data as well as the Policy Group meeting data. With 

the analysis of these information and data, technical review on sensitive 

issues has been carried out and domestic nuclear energy plan basis has 

been prepared. 

Continuous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is study can lead Korea to the 

top list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R&D area and national public 

acceptance can be enhanced by suggesting an answer and/or alternatives 

to the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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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 각국은 고유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이

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국내외 원자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기술선진 13개국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

포럼(GIF)을 통하여 제4세대형 원자력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연구로 

추진 중이며 원자력 선도국들은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4세대 원

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국 내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2030년까지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

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시스

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 의결).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래원자로/핵연료주기 분야의 기획 •

평가 • 과제관리에 적극 활용 중이다.

이에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IF 국제공동 

연구개발 수행 시 국가계획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

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국가 계획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선진기술확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 동향의 파

악과 원자력 선진 기술 확보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분석과 

정립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

래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맡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의 기술국장 

(Technical Director) 자리는 기존의 선진국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와 활발한 참여를 관리를 해야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본

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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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석,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 지원,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및 지원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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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국내외 연구 개발 

정책동향  

제 1 절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현황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는 액체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어 낮은 체적비로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산소가 없

는 순수 소듐 환경에서는 재료의 부식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소듐이 물 또는 공

기와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안이다. 소

듐냉각고속로는 전력생산과 더불어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사용후핵연료

의 효율적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SFR은 고준위 폐기물 및 플루토늄을 포함한 악티나이드 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폐순환연료주기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용기 내 보유 냉각재량이 많

아 사고 시 열적 여유도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냉각재 비등점, 대기압 운전, 중

간 열교환 계통을 채택하여 방사화 소듐을 동력전환시스템과 격리시키는 등 고

유의 안전 특성을 갖고 있다. 열효율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

증기와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의 연구와 건설비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술

을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로와 대등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세대 SFR은 악티나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단기간 내에 

건설 가능한 원자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도운전조건과 한계운전조건

(bounding event)을 충분한 여유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고유한 피동개념의 안전장

치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용량은 50MWe의 소용량에서 300MWe의 중

용량과 1500MWe까지의 대용량 등 3가지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원자로 운전온

도는 기존의 고속로 경험과 계획을 통해 입증되고 개발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500~550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SFR의 기반기술은 기존의 고속로 프로그램

과 프랑스 Phenix의 수명연장 시험, 일본 Monju의 재가동, 중국의 CEFR의 가동 

및 러시아 BN-600의 수명연장을 통하여 구축되어 왔다.

제4세대 SFR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국제공동연구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

랑스, EU, 중국(‘09.3), 러시아(’10.7)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스템종합 평가(SIA), 

안전 및 운전(SO), 선진핵연료(AF), 기기설계 보조계통(CD & BOP)의 4개 프로

젝트가 수행 중이며 악티나이드사이클 국제실증(GACID)의 1개 프로젝트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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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후보 노형으로는 그림 2-1에 보인 것과 같이 습식재

처리의 혼합산화물연료를 사용하는 대용량 (600~1,500MWe) 루프형 원자로, 그림 

2-2에 나타낸 건식재처리(파이로)의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중-대용량 

(300~1500MWe) 풀형 원자로, 그림 2-3에 보인 건식재처리(파이로)의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소용량 (50~150MWe) 모듈형 원자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Primary 

Pump/IHX 

Reactor Vessel 

SG 

Secondary Pump 

그림 1 루프형 SFR

그림 2 풀형 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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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malll modular SFR

제4세대 SFR 설계개발 계획은 GIF가 확립한 설계요건1)에 따라 참조노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참조노형은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의 기술목표를 만족 가능성이 높은 노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KALIMER, 일본

의 JSFR, 미국의 SMFR이 선정되어 있다. 공동연구는 각국의 개념개발 연구를 

존중하여 각 개념별로 진행하는 Multiple Tracks 으로 진행하며 공동연구의 목

적은 공동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각국의 제4세대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효율

적 추진하는 것이다.

SFR 시스템의 각 프로젝트들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물

을 생산하였다. 안전 및 운전 프로젝트(SO)에서는 다양한 안전조항과 시스템을 

조사하였고, 안전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 평가를 위해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보호 사고조건시 소듐비등과 피복재 손상 및 연료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산화

물연료, 탄화물연료 및 금속연료의 3가지 SFR 연료에 대한 연구를 반응도 궤환

계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한 결과, 산화물 연료의 경우는 비보호 냉각재 

상실 사고시 소듐 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듐공극효과의 급격한 감소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듐 본딩을 사용하는 금속연료와 탄화물연료의 경

우에는 비보호 일차 냉각재 및 이차 냉각재 사고시 설계 제한값을 만족시킬 수 

1) ① 악티나이드 관리를 위한 전환비 (0.5~1.3), ②핵연료 재순환에 의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핵변환, ③경수로 수준의 방사성 물질 누출, ④핵연료 재순환 주기 중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 배제, 

⑤피동형 안전특성 및 노심손상빈도 <10-6/원자로 • 년, ⑥타 발전원에 비해 전수명 운전비용의 

경쟁우위 확보, ⑦18개월 또는 그 이상의 핵연료 재장전주기, ⑧대용량 42개월, 

중-소용량 36개월의 건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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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동안전성 평가와 함께 반응도 궤환효과, 자기작동형 노

심정지시스템, 금속용융형 노심정지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피동잔열제거시스템과 

같은 고유 특성들의 구현성을 명확히 하였다. CATHARE와 MARS-LMR과 같

은 계통 분석코드를 SFR 설계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적용성을 연구하였으며 전

산코드의 검증과 운전경험의 피드백 연구를 수행하였다. EBR-II 실험데이터를 

적용하여 개선된 연료 서브어셈블리의 열수력 해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Rapsodie, Phenix, SPX의 해체 경험을 문서화하여 향후 SFR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Phenix와 Monju의 운전경험을 통해 소듐 순도 제어를 위한 

사양과 피드백을 분석하였다.

선진핵연료 프로젝트(AF)는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산화

물, 금속, 질화물, 탄화물 연료를 마이너 악티나이드 재순환 시스템의 구동핵연료

로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기술 평가에서는 혼합산화물 연료와 금속연료가 기술

목표 달성 가능한 우선 옵션으로 선택되었으며, 노심 피복재 구조재 물질로는 페

라이트/마르텐사이트 금속 또는 산화물분산강화강(ODS)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아울러 AF 프로젝트는 시스템 종합/평가 프로젝트(SIA)의 요청에 의해 핵

연료 연구에 있어 마이너 악티나이드 핵변환을 위한 비균질 연료로 그 연구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혼합산화물 연료와 마이너 악티나이드 산화물연료를 

CEDAR-3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판형 탄화물 연료의 열-기계적 거동을 

SFR 설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마이너 악티나이드 함유 금속연료, 산화물, 질화

물, 및 탄화물 연료들의 조사거동과 조사후 거동 시험이 계속되었고 

(U,Am)O2-x Target과 금속 연료 슬러그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복재 

개발 분야로는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피복재의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하였고 

Joyo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위한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피복관 제조와 ODS 피

복 연료핀을 준비 중에 있다.

기기설계 및 보조계통 프로젝트(CD & BOP)는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분야의 가동중검사 및 수리 기술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고온 LBB(Leak 

Before Break) 적용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향상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을 통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에

는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SFR 보수 경험 

및 가동중 검사 기술개발 분야는 피에조일렉트릭 소자와 광학 다이아프램을 이

용한 소듐 침지식 실시간 초음파 센서 개발 및 성능시험, 10m 길이의 웨이브가

이드 센서 이용 내부 손상 검사 기술 개발과 소듐중 웻팅 성능 개선 등에 대한 



- 7 -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지만 소듐중 웻팅 성능 개선은 아직도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기술 개발분야는 Mo9Cr-1Mo 강의 피로균

열과 크립균열 거동 시험의 수행을 계속하였다.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 에

너지 변환 개념 개발 분야는 임계점 부근에서의 안정성 확보, 핵심 터보기기 기

술 구현, 재료 부식 및 탄화 현상 시험, 소듐-CO2 화학반응 시험, 에어포일

(airfoil) 형상의 확산접합용 열교환기 개발 등을 통해 소형 브레이튼 사이클 에너

지 변환 계통 개발에 혁신적 진전을 이루었다.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Areva 및 EdF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ASTRID에 적용할 기술을 2012년까지 채택

할 계획이며 소듐 중에서 검사할 USV 기술과 원자로 밖에서 원자로 내부를 검

사하는 두가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또한 Na-CO2 화학반응과 S-CO2 

부식에 대한 시험을 진행중이며 S-CO2 열수력 모델개발은 GIF framework 안에

서 미국과 양자간 협력계획을 맺고 ‘09~’11년까지 3년간 수행하였다. 일본은 

JSFR을 위해 2006년 시작한 FaCT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수행하여 개념설계를 

마칠 예정이며 2025년까지 JSFR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ISI와 관련하여 변형

이나 변위를 탐지할 초음파 센서와 균열과 같은 미세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센서

를 개발하고 있으며 S-CO2 컴프레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미국은 ANL과 SNL

을 중심으로 S-CO2 브레이튼 사이클 콤팩트 열교환기와 컴프레서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S-CO2 브레이튼 사이클 Plant Dynamics code를 개발하여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악티나이드 주기 국제 실증 프로젝트(GACID)는 마이너 악티나이드를 

함유하는 핵연료의 물성, 조사 핵연료 자료 등에 대한 평가 실시, Monju 마이너 

악티나이드 함유 핵연료 다발 조사 실증 시험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 계획 등을 

수행하였다.   

  1. GIF 협력현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EU,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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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IF SFR PMB 현황

1) 최근 동향

  ‘13.3.15일자로 Sytem Research Plan이 업데이트 됨. 여기에는 EU의 ESFR,이 새 

design track으로 추가됨

  '13.3.14일자로 Technology Roadmap Update 작성을 완료하였음

  안전설계요건 (Safety Design Criteria)

- 중간보고서 (‘13.1.15일자) PG에 제출. PG 멤버의 의견을 4월 중순까지 받음. 5

월 중국 PG 회의시 나까이상이 최종본 보고하고 의결 예정

- 지난 PG 회의시 SDC 적용을 위한 상세지침을 개발하도록 결정. 이 지침에는 

Gen IV와 Gen III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요 요건의 정량화/정성화가 포함됨 

  GACID 프로젝트를 2012년 9월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함

  SIA의 평가를 위해 SIA 회의 시에는 Host 국가에서 각 PMB 멤버가 Technical 

session을 통해 기술 발표를 준비하도록 요청. 이 경우 SSC에서는 general 

summary를 주로 제공

  Advanced Fuel 프로젝트 관련하여 GIF fuel irradiation과 관련하여 BOR-60실험

을 제안할 것이며 향후 ROSATOM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임

  EU의 SO와 CD&BOP 참여와 관련하여 유럽 전체의 R&D 현황을 고려하여 GIF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

  GIF-IAEA Workshop이 "Safety Design Criteria"라는 주제로 2013년 2월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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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렸음. GIF와 IAEA 간의 정보 교환 및 현안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가짐

2) PMB 관련 연구개발 동향

 SIA 프로젝트

  System Options and Design Tracks

    - System option은 loop, pool, small modular로 재확인

    - ESFR을 추가적인 design track으로 포함하기 위해 SIA 평가절차 필요

  Revise/Confirm List of R&D needs

    - Safety and Operations PMB가 새로운 Project Plan을 반영한 R&D task 

number를 부여하기로 함

    - 중대사고 관련하여 일본에서 새로운 R&D 항목을 제안함

  Confirmation of Initial SIA Project Plan

    - SIA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1개 이상의 기술 프로젝트 참여 필요

    - 프로젝트 플랜 항목별로 내용 재확인 완료하고 모든 멤버들이 동의함

    - 일본이 JSFR을 대상으로 SDC를 위한 안전관련 연구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한 새로운 trade study 제안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안 예정

    - ISAM과 같은 GIF 공식 방법론이 적용된다면 SDC와 ISAM의 관계가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Update of SIA Portions and SFR System Research Plan

    - SRP에 대한 SIA 검토 결과에 대하여 Appendix IV를 개정하기로 모든 멤버들

이 동의함

    - 개정이 요구되는 항목 중 ESFR의 average burnup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Chapter 4와 Chapter 3.1), Chapter 4.3에 대해서는 모든 멤버의 확인 필요

 SO 프로젝트

  2012 연구 결과물 제출 중 (총 23개, 한국 2개 결과물 제출)

  중국, 러시아, EU 참여에 따른 프로젝트 협정 개정 및 기존 참여국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와 신규 참여국인 중국, 러시아, EU 서명 완료 (2012.11.12 발효).  

  개정 프로젝트 플랜은 SO1(방법론, 모델, 코드), SO2(실험 프로그램 및 운전 경

험), SO3(혁신 설계 및 안전계통 연구)의 3개 Work Package로 구성.  

  프랑스는 CATHARE 코드와 TRIO 모델을 결합하여 Phenix 수명종료 시험을 해

석하였으며, ASTRID 안전계통 개념 설정을 위해 1단계 PSA를 수행하고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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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위험도를 평가함.   

  미국은 SFR의 특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시뮬레이터용 기반 모듈을 개발하고, 

금속연료 과도 특성에 대한 TREAT 시험 자료를 분석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AFR-100 개념설계를 수행함.  

  일본은 용융연료 조기 방출 특성 검증을 위한 보완 실험과 해석 연구를 통하여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원자로정지계통 거동 해석과 피동 안전 

특성 연구, 향상된 면진 계통 거동을 반영한 지진 응답 해석 등을 수행함.

  중국은 SAS4A 코드를 이용한 CEFR의 UTOP 및 ULOF 해석을 수행하여 중대

사고 초기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startup test에서 얻어진 소듐 기화 반응도 자료

를 제공함.      

  EU는 과도 시 노심과 내부 구조물의 거동 평가를 위한 PIRT를 구성하였으며, 지

진 하중을 완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면진 장치에 대한 설계를 개발하였음. 

  러시아는 다차원 원자로 물리 및 열유체 해석이 가능한 COREMELT 코드를 개

발하고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소듐기화반응도가 SFR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 또한 소듐 비등과 핵연료 파손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위한 시험 시설을 

설계함.    

 AF 프로젝트

  2012년 AFTR 및 2013 AWP을 현재 작성 중이며 차기 PMB회의(2013. 5. 14-16)

에서 협의 후 확정할 예정임. 

  AF PMB의 신규 가입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질화물 핵연료 및 고연소도용 피복

관 개발 관련하여 제조 및 조사시험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AF PMB는 러시아의 

가입을 동의함. 중국은 피복관 제조 연구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연구 내용

에 핵연료 연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AF PMB는 이를 포함하도록 다시 권고

하기로 결정함.

  미국 DOE의 핵연료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됨. 고속로 핵연료는 그 

동안 여러 후보핵연료를 연구하여 왔으나 금속핵연료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후

쿠시마 사고 후속 조치로써 사고시 안전성이 향상된 경수로 핵연료 연구가 추진 

중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자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몬주는 핵변환 실험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로카쇼무라 재처

리시설도 계속 운전하기로함.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 11 -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하여 완료함. 따라서 원자력관련 핵심적인 시설과 연구

는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프랑스는 현재 ASTRID 개념설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13년초에 ASTRID 

건설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임. 

  러시아는 BN-1200 SFR 개발을 현재 수행중이며, 핵연료는 질화물 및 산화물 핵

연료임. 질화물 핵연료는 LFR의 핵연료로도 사용될 것임.

  차기회의 안건 

    -  2013 년 Annual Work Plan 및 연구 결과

    - 중국 및 러시아 신규 참여 및 Project Arrangement Update 방안 협의

 CD&BOP 프로젝트

  2012년~2016년 기간에 대한 새로운 PA/PP 개정을 완료하고 SSC 보고함. EU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포함하였고 NEA 내부 법적 절차를 검토한 후 서명 작업 곧 

시작될 예정임 (서명자 이름 확인, 한국은 회신 하였음) 

  러시아는 9차 PMB회의(2012년 9월, ANL)와 10차 PMB회의(2013년 2월, 파리)에 

불참함으로써 2012~2016년 새로운 PA/PP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하고 추후 참여를 

확정적으로 희망하면 재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기로 함. 

  신규 회원국에 대해 기존 결과물 접근을 허용하였음 (PA에 기술)

     “All signatories of the first project CD&BOP Plan (2006-2011) acknowledge 

the accessibility of their respective own deliverables to Euratom Joint Research 

Centre as a new signatory. An estimation of the financial and human effort in 

producing these deliverables is presented in Annex 2. with the associated 

deliverables.”

  2012년 11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GIF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CD&BOP 현

항을 의장인 Sienicki가 발표하였고 viability, performance 및 demonstration 단계

를 거쳐 궁극적으로 commercialization 단계로 진입하는 계획이고 SFR이 LFR에 

비해 개발 역사가 길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프랑스 CEA는 Areva 및 EdF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ASTRID의 개념설계 1단계

를 2012년에 완료하여 몇가지 기본 개념을 선택하였고, 개념설계 2단계를 향후 

2~3년간 추진하여 쟁점이 되는 기술적 선택을 할 계획임. 관련 기술들로는 소듐-

물 반응 완화를 위한 증기발생기 옵션, 소듐화재 감지 기술 개선과 격납 개념, 코

아 캐쳐 설치 위치, 잔열제거계통 옵션, 가동중검사 기술 개선과 설계 반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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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R13 컨퍼런스에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CD&BOP에서 수행되온 연구 항목들을 Gilles Rodriguez가 발표함 (논문제목 : 

Synthesis of results on sodium components and technology through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SFR Component Design and 

Balance-of-Plant Project)

  프랑스와 일본은 S-CO2에서의 재료 부식에 관한 공동연구를 CD&BOP 체제 내

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2012년 9월 회의에서 설명함. 프랑스는 

S-CO2 pressure survey 실험 및 상세 해석을 수행하고 일본은 20MPa 장기 실험

을 수행하여 양측 실험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를 만들기로 제안하였고 2012년 12

월 서명을 마침. (2013년 12월 공동연구 결과 논문 발표하기로 함)

  일본은 2012년 9월 Democratic party 정권이 원전을 2030년까지 0으로 줄이는 계

획을 수립하고 몬주는 당분간 연구목적으로 운영하다 폐로하고 기존 원전들은 안

전성 확보되면 계속 운전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결정

하였음(현재까지 공식적 입장임). 하지만 2012년 12월 Liberal democratic party 

신정권은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곧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짐. (향후 3

년 내에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여부 결정, 향후 10년 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 

신재생 에너지는 가능한 많이 도입)

  미국은 S-CO2 사이클 관련 아래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

    - S-CO2 브레이튼 사이클 Plant Dynamics code 개발 중. 특히 이 분야는 프랑

스의 CEA와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09년부터 3년간 진행하며 ANL은 

PDC 코드를 CEA에 제공.

    - Sodium Plugging tests를 ANL에서 수행중임.

  EU는 2011년 옵저버로 참여했으니 2012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 EU-FP7 프로젝

트 수행중 CP-ESFR 후속으로 제안한 SOFIA가 부결된 후 ESNII+가 새롭게 제

안됨 상태임을 설명함. ESNII+는 SFR 뿐 아니라 GFR, LFR 등의 안전 목적에도 

기여함. 현재 CP-ESFR(2009-2012) 후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CD&BOP 

기여를 확정적으로 발표하기 곤란한 상태이지만 2012년도에는 가동중검사 관련 

보고서와 혁신 에너지변환계통 보고서 제출하기로 하였고 2013년에는 AECS, 구

조재료 및 설계코드 개선 필요성의 3가지 결과물을 제출할 계획임. (2013-2016년 

PA/PP의 예산 제시는 어려움)

  일본은 이중벽전열관 증기발생기(Rankine 사이클)의 설계개념을 제시하였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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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는 누설감시를 위한 groove를 내관과 외관 사이에 적용하였지만 이는 결함

으로써 균열 개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설계에서는 제외되

었음을 설명함. 일본은 증기발생기 이중벽전열관의 검사기술로 멀티코일 원격장 

완전류 센서와 마그네틱 센서 기술의 적용시험을 수행중임.

  한국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사모듈을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성능

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또한 개발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성능을 개선하여 소듐중 

검증시험을 추진 중임. 

  차기회의 안건  

    - 주요안건 : 2013 AWP 확정 및 연구추진 현황 검토

    - PA/PP('12~'16년) 서명

3) 주요국의 GIF Contribution

① Safety&Operation 프로젝트 (2008~2012)

참여국 인력(MY) 비율(%) 직접비(k$) 비율(%)

미  국 27.3 12.3 1,200 5.6

일  본 50.2 22.5 4,480 21.1

한  국 76.75 34.5 8,950 42.1

프랑스 49.0 22.0 5,450 25.6

중국 8.0 3.6 400 1.9

EU 3.0 1.3 300 1.4

러시아 8.5 3.8 500 2.3

합  계 222.75 100 21,280 100

② Advanced Fuel 프로젝트 (2007~2012)

참여국 기여액(k$)* 비율(%)

EU 5,590 9.3

프랑스 15,060 25.0

일  본 7,110 11.8

한  국 10,160 16.9

미  국 22,320 37.0

합  계 60,2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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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Fuel 프로젝트는 인력 및 직접비 구분없이 기여액(인건비와 직접비의 합) 기준으로 

참여국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③ Component Design & BOP 프로젝트 (2007~2012)

참여국 인력(MY) 비율(%) 직접비(k$) 비율(%)

프랑스 27.91 40.6 9,510 37.7

일  본 14.25 20.7 6,570 26.0

한  국 13.4 19.5 4,560 18.1

미  국 11.4 16.6 4,605 18.2

E  U 1.83 2.6 0 0

합  계 68.79 100 25,245 100

  

  

  2.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

주요 SFR 개발국가의 경우, 2020년대에 선진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주요국의 SFR 기술개발 계획

1) 일본

  2006년부터 착수한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FaCT)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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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년에 종료되어 수행 결과의 검토와 차기 단계 계획을 심의하고 2011년 2

단계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재해로 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음. 당초 

FaCT는 2025년 실증로 건설 착수를 목표로 기술의 평가와 실증을 수행하고 있었

음.  

  Monju는 2010년 6월 재가동하여 임계에 도달하고 노심 성능평가 시험을 7월 완

료하였으나 핵연료재장전 등에 사용되는 용기내 수송 기기(in-vessel transfer 

machine ; IVTM)의 낙하로 운전이 정지되었음. IVTM의 검사는 2011년 7월 완

료되었고 원자로 상부에서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음. 재가동 시험 운영은 2013년 

완료를 목표로 다시 시작되었음. 

  Fukushima 사고의 수습과 지원을 위한 “Fukushima 지원운영본부”를 개설하여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운영중으로 사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구 지원을 수행 

중임. 2011년 10월까지 34,500 person-day가 투입되었으며, 환경방사선감시, 방사

능 분석, 공공 컨설팅, 기술 지원과 기기 지원을 수행함.

  원자력위원회가 2010년 11월 미래 원자력정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다가 2011

년 3월 Fukushima 사고 후 중단 되었으나, 2011년 8월 논의를 재개하였고 원자

력/핵연료주기기술 소그룹이 2011년 9월 구성되어 사고 수습을 포함한 핵연료주

기 비용을 평가를 수행 중임.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평가의 수행 후 

장기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Fukushima 복구를 위한 작업에 연구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 발

전소의 신규 건설과 미래원자력/핵연료주기 프로그램의 재개에 대한 장기정책의 

설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추진이 영향을 받을 전망임.

  JOYO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료 재장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노심 상부 

파손으로 인해 가동 중지 상태임.

  Tokai 재처리 공장 (TRP)의 건설이 1971년부터 시작 되었고, JOYO와 Monju를 

위한 MOX 연료가 1988년부터 PFPF에서 가공되었음.

  Fukusima 사고 이후, SFR 역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피동형 시스템의 

도입으로 안전을 강화시키려는 연구 및 국제공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프랑스

  프랑스는 CEA, Areva NP, EdF 3자간 협력을 통해 상용고속로 개발을 위한 

R&D를 수행

  ’20년 운전을 목표로 고속원형로 ASTRID(Advanced Sodium Test React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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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Development : 600MWe) 건설을 추진 중

   - ASTRID의 주요 목표는 (1)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운전이 용이하며, 결손우라늄

으로 운전가능한 원자로, (2) 미래원자력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원자로, (3) 마이너 악티나이드 연소실증이 가능한 원자로 임.

   - 상용로 바로 전단계의 원형로(Industrial Prototype) 단계이며 조사시험 툴로도 

활용

   - ‘10~’12 개념설계 1단계, ‘13~’14 개념설계 2단계, ‘15~’16 기본설계, ‘17~’22 상세설

계 및 건설 완료

   - ‘16년 기본설계 완료시까지 총 소요액 11억유로(약 1.7조원) 중 6.5억유로(약 1조

원)를 프랑스 정부가 CEA에 제공 결정 (2010.9월) => 나머지는 산업체 등이 부

담

   - 상세설계 및 건설완료시까지 소요액 39억유로(약 6.1조원) 중 설계비 25~30%로 

추정(Mr. Dufour) : 설계비 1.5~1.8조원, 건설비 4.3~4.6조원

  프랑스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원자력 선도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SFR을 

중점사업으로 한 미래원자력시스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약 

10억 유로(€ 1 billion)를 자금지원을 재확인함. 

  프랑스는 2012년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의 후속조치로 

원자력 정책이 안전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음. 연구시설을 포함한 모

든 원자력시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어 설비를 이용한 연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음. 홍수로 인한 발전소의 침수 등에 대한 안전해석 등이 중요하

게 고려되고 있으며, 안전연구에 자금이 더 배분될 예정으로 신규 프로그램에 반

영될 예정임.

  ASTRID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17일 예비설계 2단계로의 진행을 결정하였음. 

3) 미국

  “선진원자로개념(Advanced Reactor Concept; A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자력

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주요 기술 개발을 수행 중

으로 ARC는 고속로, 열중성자로, 에너지변환 기술, 핵자료 등의 기술 분야를 포

함하고 있음. 타 DOE 프로젝트들로 전산모델/모의(Modeling & Simulation)와 핵

종변환(transmutation) 연료 등이 관련되어 있음.

  고속로의 개념 연구는 최근의 재료와 노심 출구온도의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고 

선진 시스템 및 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2010 회계연도는 소형(~100MW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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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었음. 소형 원자로인 SMR(Small Modular Reactor)은 장수명 노심과 

선진제어 전략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의 적용성을 탐색하고 있음. 또

한 고속로를 위한 피동안전계통, 재료, 에너지변환 시스템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

임.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항이며 시스템의 

디자인에 자연재해 등 외부사고와 소내외 전원상실 등의 중요사고가 고려될 전망

임.

  “Reactor Concept R&DD“ 내에서 선진원자로개념(Advanced Reactor Concept)의 

한 부분으로 2012년은 가동 중 검사 지원을 위한 초음파 변환기 실험 및 액체금

속 메카니즘 시험역량 확립을 위한 1단계 작업을 착수하였음. 2013년은 액체금속 

설비에서의 초기 기기 실험을 수행하고 EBR-II의 고유안전성 분석을 완료할 계

획이며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시설 실험을 수행 예정임.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비-경수로 SMR에 대한 장기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한 선진 개념 SMR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경제성 평

가를 완료할 계획임.

  “Fuel Cycle R&D" 내에서 한국과 공동연구로 Pyrochemical recycling feasibility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advanced fuel 분야는 Fukushima 사고 후 경수로용 

accident tolerant fuel에 중점을 두나 2013년에 FFTF(Fast Flux Test Facility)와 

EBR-2의 고연소도 연료의 destructive 조사 후 검사를 완료하고 10년 내 

advanced 변환(transmutation) 금속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로 시험을 위한 설

비를 운전 예정임. 

4) 러시아

  SFR(BN-1200) 개발을 추진 중이며, BN-600 운영을 5년 연장하고 BN-800 건설

을 ‘14년에 완료할 예정임.

  - 상용로 BN-1200은 2020년 건설 완료 목표. 그동안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

로 기존 모듈형 증기발생기 대신 대형 단일 증기발생기 채택 => 경제성 향상 목

적

  GACID 프로젝트를 제외한 SFR 4개 프로젝트에 전부 참여 추진 중

  2010년 6월 ROSATOM이 SFR 시스템 약정에 서명하였고 AF, SO, CD&BOP, 

SIA 프로젝트에 참여 계획임. 2011년 2월 SFR CD&BOP PMB 회의에 참석하여 

고온 파단전누설과 증기발생기 소듐누설 감지.제어 분야의 연구개발 참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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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고 2012년부터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함. 2011년 4월 SFR SO PMB 

회의에 참여하여 중대사고 해석기술개발 분야의 참여 희망을 발표하였음.

  OKBM과 RNC "KI"가 미국 GA와 협력하여 VHTR 연구를 수행 중임

  납-비스무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SVBR-100 원형로 시설의 설계 개발 및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납냉각로 BREST-OD-300의 설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GIF LFR MOU 서명예정 (러시아는 Pb, Pb-Bi 냉각재 관련 경험 및 시설 보유)

  러시아는 중국의 CEFR 건설 시에 이미 협력을 시작하여 중국내 BN-800 2기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협력 중임. 당초 2011년 8월로 예정되었던 건설이 

2013년으로 연기되었고 건설이 시작된다면 최초의 고속로 수출 사례가 될 것임.

  CNFC 기술과 관련하여 MOX 연료와 nitride 연료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MOX 

연료는 현제 BN-350과 BN-600에서 시험 중이고 nitride 연료는 시험 기술 단계

에 도달하였음. 파이로 기술은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술 단계에 있음.  

  2020년까지 MBIR, BREST-300, CVBR-100을 완공할 예정이고 전체 예산은 약 

천 억 루블 (25억 유로) 정도임.    

5) 중국

  1995년 개발에 착수하여 건설한 CEFR(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이 2010

년 6월 운전 인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최소 핵연료로 최초 임계에 도달함. 핵연

료 운전모드 장전 후 8월 저온 운전, 11월 고온 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 2

월 출력을 기동하여 ‘11년 4월 정상 운전의 5%까지 출력을 상승시킴.

   - CEFR은 임계도달 1년 후인 2001년 7월21일 전력그리드에 연결됨. 7월 현재 

40%의 출력으로 운전 중으로 그리드에 연결한 상태로 100%의 출력으로 증가시

킬 예정임. 

  실증로인 CFR-1000(CDFR)은 열출력 2,500MWth, 전기출력 1,000MW로 2025년 

이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념설계를 2011년 완료할 예정임.

  CEFR은 임계도달 1년 후인 2001년 7월21일 전력그리드에 연결됨. 7월 현재 40%

의 출력으로 운전 중으로 그리드에 연결한 상태로 100%의 출력으로 증가시킬 예

정으로 임. 중국은 CEFR-1000에 대한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Engineering 

작업에 대한 결정을 2-3년내에 할 예정임.. 

  당초 중국은 65MW의 실험로에서 2020년 600MWe, 2030년 1500MWe의 상업로

를 독자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2009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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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E(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와 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CNEIC)가 러시아 Rosatom 자회사인 Atom Story Export와  BN 800 

원자로를 2기 도입하여 건설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러시아와의 협력으

로 2011년 사전 프로젝트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건설에 착수

할 예정임.

  2023년까지 CFR-600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CFR-1000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CFR-600과 관련하여 2014년 2월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까지 예비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12월 상세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6) EU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Plan)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원자력 

기술경쟁력의 유지와 방사성폐기물 장기처분 해결책을 목표하고 2050년까지 차세

대 시스템 기술 실증을 완료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Gen-IV 고속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ESNII(European Sustainable 

Nuclear Industrial Initiative)에 착수하여 회원국의 산업계와 연구계가 참여하고 

있음.

  ESNII는 회원국에서 각각 추진 중인 SFR(프랑스), LFR(이탈리아 등), GFR(프랑

스, 스위스 등) 프로그램의 R&D를 종합하여 2040년 Gen-IV 고속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SFR이 참조노형, LFR/GFR이 옵션으로 연구 중.  

  후쿠시마 영향으로 기존 원전의 안전여유도를 재평가할 계획임.

  EU의 ESNII 내에서 연간 약 3백만 유로(€  3million)의 예산으로 프랑스의 

ASTRID의 개발을 지원하며 EU 회원국이 가진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시스템이 EU의 안전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로 연구함.

  SFR로는 ASTRID가 2017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FR pilot plant로는 

MYRRHA가 2014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LFR 실증로로는 ALFRED가 2017

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GFR 실증로로는 ALLEGRO가 2018년 건설을 목표

로 하고 있음.   

7) 인도

  인도의 IGCAR(Indira Gandhi Centre for Atomic Research)은 인도가 ‘18년까지 

1000 MWe급 고속증식로 설계를 개발하고, ’2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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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MWe급 고속증식 원형로인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의 원자

로용기 설치작업을 ‘09.12에 완료

  - 향후 총 6기의 500 MWe급 고속로를 개발할 예정

  인도의 고속로 가동 경험 및 계획은 FBTR(40MWt, 13.5MWe)이 1985년 운전을 

개시한 후 현재 가동 중이고, PFBR(1,250MWt, 500MWe)은 2013년 운전 개시 계

획, CFBR(500MWe)은 2023년, Future FBR(1,000MWe)은 2025년 이후 가동 개시 

계획임.

  인도의 고속로 개발 계획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

  - IGCAR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고속증식실험로인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의 노심을 혼합산화물(MOX) 연료에서 금속연료 노심으로 전환

  - 150 MWe급 신규 실험로 건설

  - MOX 연료에서 금속연료로 전환 유연성(flexibility)이 있도록 500 MWe급 고속로 

정비

  인도는 FBTR을 위한 carbide 연료도 고려 중 임. 

  PFBR의 상태는 2013년 말 소듐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2014년 상반기에 검사

를 완료하여 2014년 9월에 가동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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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고온가스로 기술개발 현황

초고온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는 세라믹피복 입자 

핵연료, 흑연 감속, 헬륨냉각재로 구성되며 전기 및 수소(열화학사이클 혹은 고온

전기분해)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없이 고열을 이용하여 열

병합 및 공정열 등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그림 6 온도와 산업 응용

그림 7 HTR-PM 원자로 건물과 1차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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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온가스로의 기본개념은 블록형과 페블형 두가지이며 기준 핵연료주기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일회형(Once-through)이나 적합한 후행핵주기 관리기

술과 페쇄형 핵주기기술이 개발중이다. 기준 전력생산계통은 기존의 수증터빈계

통이나, 직접헬륨가스터빈 또는 브레이튼 싸이클을 개발중이다. 초고온가스로는 

공정열 전달에 필요한 열교환기와 금속기기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때문에 현재의 

온도가 800 ~ 950oC로 제한되고 있으나 미래에 초합금, 세라믹복합체가 사용되

면 출구온도를 1,000oC로 올릴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 기술은 블록형의 경우 미

국의 Peach Bottom과 Fort Saint-Vrain, 페블형의 경우 독일의 AVR과 THTR

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실험로 HTTR과 HTR-10을 활용하여 

VHTR 실증로 설계와 인허가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은 HTR-PM, NGNP, GT-MHT, NHDD, GTHTR300C 등의 단, 중기 프로젝트

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HTR-PM은 250MWth급 페블형 원자로 2개 모듈로 구

성되며 출구온도 750oC를 목표로 하며 566oC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할 계획이다.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중심의 국제공동연구는 현재 한국, 미

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및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핵연료 및 핵주기, 재료, 수소생산 프로젝

트는 진행 중이며 해석방법 검증프로젝트는 논의 중이나 미착수 상황이다. 최근 

중국이 핵연료 및 핵주기, 재료와 수소생산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가

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수소생산과 핵연

료 및 핵주기 프로젝트에서의 활동이 정지 상태이다. 

① 핵연료 및 핵주기(F&FC) : UO2 커넬과 SiC/PyC 피복의 TRISO 입자핵연

료 성능검증에 주력하고 연소도 증가, 핵분열생성물 누설저하, 사고시 건전

성 향상을 위한 UCO 커넬 제조 및 ZrC 피복기술 관련 연구를 시작

② 재료(MAT) : 특성평가와 재료 표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연구가 재료개발

과 더불어 진행 중이며 섭씨 900oC이하의 냉각재 노심출구온도에서는 기

존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나 목표인 출구온도 1,000oC에서 비정상조건과 부

식성 공정계통에서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요함. 고온 설계코드 연계 

물성자료 확보, 국제연구공조, 수명예측 등을 위해 재료 물성 핸드북을 개

발 중.

③ 수소생산(HP) : 수소생산기술로서 열화학공정인 요오드-황(IS) 공정, 전기



- 23 -

분해공정인 고온수증기전기분해(HTSE) 공정, 그리고 대안공정으로서 구리

-염소(Cu-Cl) 하이브리드공정과 황(S) 하이브리드공정을 대상으로 한 공정

평가 및 관련 기초연구(장치재료, 상평형, 반응촉매 등)를 협력수행 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로시스템과 수소생산공정의 연계기술도 연구 중임.

④ 해석방법 검증(CMVB) : 열수력, 열기계, 노물리, 방사화학은 정상운전, 비

정상운전, 사고조건에서 원자로성능을 평가. 사용되는 전산코드검증은 실험

결과와 코드간 비교, 기본현상부터 HTTR, HTR-10을 사용한 종합실험, 

과거 고온가스로 운전자료에 대해 수행. 개선된 계산방법은 불필요한 설계

보수성을 제거하고 정확한 예상건설비 추정에 활용.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노심구조, 제어봉,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열교

환기, 가스덕트, 터빈 장치 등의 기기와 용접, 열처리 등 제조 및 현장건설기술의 

개발과 정상 및 사고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대형 헬륨루프 이용 기술이 필요하

다. 다양한 VHTR 기술개념과 열병합, 수소생산과 같은 적용분야에 필요한 설계, 

안전 및 계통종합 관련 연구개발항목 도출이 요구된다.

이러한 각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생산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핵연

료 및 핵주기 프로젝트(F&FC)의 주요 성과는 HTTR이 핵연료 손상없이 출구온

도 950oC, 50일 운전함으로써 TRISO 연료의 건전성이 확인된 것이다. AGR-2 

조사시험이 2010년 6월에 시작되었고 페블연료 성능 입증을 위한 HFR-EU1 조

사시험이 2010년 완료되었다. 피복핵연료입자 coating 층의 조사거동 예측을 위

한 PYCASSO-1과 -2 조사시험이 완료되었으며, RAPHAEL 프로그램에 이어 

ARCHER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후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PMB 회원국은 

그림 8 VHTR 핵연료-TRISO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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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2 모의 연료핵 coating 층의 특성평가 관련 공동분석 시험을 IAEA CRP-6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이 CRP-6에는 각 회원국의 TRISO 연료 성능모델의 검증을 

위한 정상 및 사고시 벤치마크도 포함되어 있다.

재료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는 EU INNOGRAPH 프로그램을 통해 흑연의 

중성자 조사가 2010년 완료되어 조사후 시험이 수행중이며 저선량 조사는 

ARCHER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NGNP는 AGC1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크립을 위한 중성자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속의 경우 가동조건에서 니

켈계 합금과 9Cr 강의 고온 크립과 크립-피로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중이다. 

제어봉의 경우 단, 중기 VHTR 프로젝트에서 목표 온도 900oC 이하에서는 금속

합금을 장래 100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라믹

은 단열재 및 GFR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PMB 결과물은 재료

핸드북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원활한 전달을 목표로 

데이터 입력 형태 및 내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ASME 대표가 

PMB 회의에 참석하여 ASME 고온설계 코드 개발관련 현황을 설명하여 고온 설

계 코드와 연계된 물성자료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수소생산 프로젝트는 초기 캐나다, 유럽,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6개국이 참

여하였고 2010년 중국이 요오드-황 열화학공정과 고온전기분해 분야에 참여 의

사를 보였다. 요오드-황 열화학공정에서는 요오드 부분에서 전기투석, 황 부분에

서는 새로운 촉매재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가혹 조건의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개발되었다. 고온 전기분해에서는 원자로와의 연동 가능성이 확

인되었지만 부품의 수명이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2010년에는 셀 수명 특성에 

진전이 있었으며 부품의 설계와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구리-염소 열화학 

공정에서는 CuCl/HCl 용 전해조와 구리-산염화물 열분해기 등이 실증되었다.

해석방법 검증(CMVB) 프로젝트의 잠정적인 회원국은 캐나다, 중국, 유럽, 한

국, 일본, 미국이며 2010년에는 프로젝트 계획 완성에 집중되었다. 프로젝트 목표

는 원자로 시스템 해석에 사용되는 수치모델이 정상운전, 운전천이, 사고시나리

오 등의 원자로거동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연구개발

의 대부분은 주요 현상을 확인과 순위결정, 검증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회원국의 

이용 가능 데이터 확인, 데이터 품질 확인에 필요한 표준 정의, 검증 수행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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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IF 협력현황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EU, 캐나다, 

스위스, 남아공(9개국)이 참여하여 제4세대 초고온 가스로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이다.

그림 9 GIF VHTR PMB 현황

1) 최근 동향

  중국의 참여와 프랑스의 복귀

    - 중국은 재료(2010.5 서명), 연료(F&FC) 및 CMVB, 수소생산(HP)에 참여를 추

진 중

    - 프랑스는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관련 연구는 GFR 재료와 관련되는 

세라믹 분야연구 및 일부 연료연구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13년 봄부터 

Hydrogen에 복귀

    - 남아공 (2011) 캐나다 (2012) 재료 PMB 탈퇴. 남아공의 Withdrawal agreement 

준비 중

  VHTR에 대한 PRPP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백서

(white paper)를 최종검토하고 Policy group에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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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group에서 요구하는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PMB에 대해서

는 NGNP의보고서를 참고하여 차기 SSC 회의에서 입장을 정하기로 함.

2) PMB 관련 연구개발 동향

 CMVB

  Computational Methods, Benchmark & Validation PMB는 Project Plan도  확정

하지 못하고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

    - 일본 등 실험자료 보유국들은 CMVB PMB의 기여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실험 

자료를 제출해도 타 참여국의 코드 검증 자료만 받게 되어 있는 점 등)를 제기하

여 실험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Project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중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도 CMVB PMB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IAEA, OECD 다자

간 협력과 미국, 남아공 등과의 양자간 협력을 통한 코드 검증에 주력하고 있음.

 F&FC

  일본은 JAEA의 HTTR 핵연료 관련 안전성 시험을 수행중이며 피복재료의 조사

시험(유럽/GIF PYCASSO program)에 공동 참여

  미국은 NGNP 프로그램을 위한 피복핵연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중이며 ORNL/ 

B&W에서 피복입자핵연료 시험제조, INL주관 AGR irradiation test program 수

행 중

  EU는 Petten의 HFR에서 조사시험 및 Karlsruhe ITU에서 조사후시험 수행. 또

한, pilot 규모의 연료 제조시설을 2011년 말까지 구축 예정임.

  프랑스는 최근 VHTR 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을 중단하였으나GIF VHTR Fuel 공

동연구로 참여하기로 한 미국의 NGNP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 중 AGR-2에는 시편을 제공하여 조사시험에 공동 참여.

  중국이 2011년 공식 참여 전망 (2011. 6. PMB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및 PMB 

member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임). 2012년 12월 7차 PMB회의 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제 7차 PMB회의에서 2단계 project plan (다년도 annual work plan)을 확정하였

음.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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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개정중인 Project Plan의 WP 1. SI Cycle에서의 신규 Task 1.3.1 

및 1.3.2에 대한 기여계획을 제출하였고, 일본의 경우 Task 1.3.1의 5개항(분젠반

응기, 황산분해반응기, 삼산화황분해반응기, 요오드산분해반응기, 고온재산펌프)에 

집중기여 계획 통보.

  중국이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하여 개정중인 Project Plan의 WP 1. SI Cycle의 신

규 Task 1.3.1 및 1.3.2분야에 기여계획을 제출하였고 PMB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

였으며, 개정 Project Plan에 대한 SSC 승인을 2012년 11월 13차회의에서 득하였

으며 현재 NEA TS Office에서 중국가입을 위한 약정서 수정 작업 중임.

  프랑스는 향후 HP PMB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가 2013년 11차 PMB 

회의부터 복귀하기로 결정.

  미국은 원자력수소 이용계획에 있어 2025년까지 Coal-to-Gas (CTG)에서 발생되

는 일산화탄소에 HTSE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여 Fischer-Tropsch 합성반응

에 의한 디젤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생된 이산

화탄소를 개발 중인 Co-electrolysis 기술에 적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최종

적으로는 2050년까지 연료자동차용 수소를 원자력수소로 공급한다는 Roadmap을 

소개.

  미국이 개정중인 Project Plan의 WP 2. HTSE의 신규 Task로 Task 2.6  Pilot 

Scale Experiment 및 Task 2.7 Pressurized Experiment 기여계획 제출.

  NGNP에서 지원해오던 수소연구 재원이 13년 회계연도부터 중단됨으로해서 DOE

에서 다른 수소연구 재원을 찾고 있는 중임.  

  캐나다는 Cu-Cl Hybrid cycle 및 Cu-Cl Cycle용 전해장치 재료 연구를 수행중이

며 HTSE 연구도 착수하였음.

  캐나다가 개정중인 Project Plan의 WP 3. Cu-Cl Cycle and Other Alternative 

Processes의 신규 Task로 Task 3.4 Cu-Cl Cycle 기여계획을 제출하고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UOIT)와 함께하는 연구현황과 계

획을 발표.  

 Materials

  캐나다는 G91 크리프시험 중, A617과 G91 크리프-피로 및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 

예정이며 Multi-scale modeling과 세라믹 및 복합소재 단열재(ZrO2 계 단열재) 

특성평가를 수행하였고, 2012년말로 탈퇴함. 8건의 Tech. Report 제출.

  프랑스는 SFR 주요 소재인 FM강과 GFR 주요 소재인 SiC/SiC 복합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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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utting 개념으로 VHTR materials PMB에 계속 참여

  미국은 AREVA가 주도하는 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흑연 (NBG-18과 

PCEA)의 조사전후의 물성과 산화거동 평가를 수해D하였고, ASME 설계 코드를 

위한 A617과 A800H의 피로, 크리프 균열 성장 자료 생산, 압력용기용 A508/533

의 물성 평가를 수행 중임.

  일본은 Graphite 관련 IG-110의 산화거동 (500oC, 공기 중) 평가 및 열팽창계수

와 영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Ceramic 관련 CX-270G와 CC28NHPS 2D-C/C에 

대한 피로거동 평가를 수행 중임.

  스위스는 VHTR, GFR, ADS(gas cooled)를 위한 ODS, SiC/SiC, Fuel 관련 연구 

수행

  유럽연합은 ARCHER (Advanced Reactor for Co-generation of Heat and 

Electricity R & D) 프로그램으로 2015년까지 GEN-IV 업무 수행. 흑연과 A800H

에 대한 내환경, 크리프/피로, 용접 관련 연구를 수행.

  중국의 가입을 위한 Project Plan을 작성하여 PMB에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서명 

절차를 준비 중. INET이 주관기관으로 HTR-PM 프로젝트를 위한 흑연과 금속에 

대한 재료와 부품연구를 수행 중

  한국은 PP 개정 준비를 완료하였고, 5건 LLD tech report 업로드 중임. 흑연의 

조사에 의한 산화 영향, 가압된 흑연의 전기 저항 및 산화 거동 변화, A617의 

800oC 크리프 특성 및 용접부 인장강도, 연신율, 미세구조 분석 및 C/C 복합체 

산화거동 평가 중

3) 주요국의 GIF Contribution

① Fuel and Fuel Cycle 프로젝트 (2008~2012)

참여국 인력(MY) 비율(%) 총예산(k$) * 비율(%)

중국 14.5 6.4 1,850 2.2

EU 75.1 33.3 25,851 30.7

프랑스 9.5 4.2 3,730 4.4

일  본 31.5 14.0 10,519 12.5

한  국 17.5 7.8 4,797.5 5.7

미  국 77.3 34.3 37,510 44.5

합  계 225.4 100 84257.5 100

* 인건비에 대한 자료 없고, 직접비 계상이 동일국가에서도 일관성이 없어 총예산으로 표시

② Material 프로젝트 (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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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인력(MY) 비율(%) 인건비+직접비 (k$) 비율(%)

캐나다 35.7 10.4 9,593 7.5

EU 0.2 0.1 12,374 9.7

프랑스 91.5 26.6 32,225 25.3

일  본 25.8 7.5 5,175 4.1

남아공 23.9 6.9 11,628 9.1

한  국 21.9 6.4 5,957 4.7

스위스 44.2 12.8 10,732 8.4

미 국 100.6 29.3 39,669 31.2

합  계 343.8 100 127,353 100

* 일부 국가의 12년 예산은 계획된 값임

③ 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 (2007~2012)

참여국 인력(MY) 비율(%) 인건비+직접비(k$) 비율(%)

미  국 132.5 24.1 30,590 23.6

일  본 87.5 15.9 11,197 8.6

한  국 50.8 9.3 13,534 10.4

프랑스 166.5 30.3 47,569 36.7

E  U 38.0 6.9 9,556 7.4

캐나다 47.4 8.6 15,035 11.6

중  국 27.0 4.9 2,200 1.7

합  계 549.7 100 129,681 100

  

  

  2.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

국가 
(기관)

프로젝트 기술개발 동향 근거

미국
DOE

NGNP2)

NHI3)

초고온가스로 이용 전력∙ 수소 실증로 개발
1단계 ('05∼'11.9): 핵심기술 개발
2단계: 노형선정(’11), 설계/건설(’18), 실증(‘21)
2단계 전략(공정열-수소)으로 계획변경 (‘08.10)
공정열공급 원자로 개념설계 (‘10.2~’10.9),

  수소생산은 Idaho 실험시설에서 실증
2011년 9월 이후 DOE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예정, 
연구개발 사업은 지속(FY ' 12예산 40M$ 확정)
‘12년 NGNP Alliance AREVA 노형으로 결정
NGNP Alliance에 사업추진 예산 1M$지원(‘13)

에너지
정책법 
(‘05)

표 1 VHTR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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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Energy Policy Act (2005)

    - 전력과 수소를 생산하는 고온가스원자로실증로건설 명시

    - 2011년 기술선정, 2021년까지 완공 

    - NRC 인허가 전략 수립

  NGNP는 Nuclear Energy Advisory Committee(NEAC)의 검토를 2011년 6월중 

2)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DOE의 전력⋅수소생산 초고온가스 원형로 실증사업
3)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DOE의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사업
4) DB-MHR (Deep Burn-Modular Helium Reactor): DOE의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재

순환 초우라늄 심층연소로 개발 사업
5) HTTR (High Temp. Test Reactor): 일본 JAEA의 30MWt급 블록형 고온가스연구로 (950 )

6) GTHTR (Gas-Turbine High Temp. Reactor): 일본의 600MWt급 블록형 전력⋅수소생산 상용로

7) HTR-10 (High Temp. Reactor): 중국 INET의 10MWt급 페블형 고온가스연구로 (700 ) 
8) HTR-PM (High Temp. Reactor-Power Module): 중국 전력생산 페블형 고온가스상용로 (750 )

9)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 남아공의 400MWt급 페블형 고온가스 원형로 (900 )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고온전기분해) 기술개발
예산: FY10 ($3.28M)

DB-MHR4) NGNP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심층연소로 개발

일본
JAEA

HTTR5)/
GTHTR6)

HTTR 950  운전 및 안전실증시험 (’09)
HTTR 이용 황-요드 수소생산 실증 (‘20)
GTHTR-300C 전력∙ 수소 상용시스템 (‘25)
2010년 950도 50일 운전 성공
일본 카자흐스탄 50MWt 협력 MOU 체결 및 공동 Feasibility 
연구(‘11)

원자력 
혁신기술개
발 로드맵 

(‘08)

중국
INET

HTR-107)/H
TR-PM8)

HTR-10을 이용한 안전실증시험 (‘08)
250MWt x 2 HTR-PM 완공 (‘13) 
HTR-PM 건설 승인(‘11.3) 되었으나 후쿠시마 사건으로 연기 
되어 ’12년 12월 9일 콘크리트 타설 및 본격건설 착수(‘17년까지 
30억 위안, 약 5000억 투자 200MWe 원자로 건설완료)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20 국가 
과기계획 

(‘07)

남아공 
PBMR

PBMR9)
400MWt PBMR 전력생산에서 공정열 이용으로 전환
남아공 경제사정으로 사업중단

광물
자원부 

국가사업

프랑스
AREVA

ANTARES
예비 개념설계 완료 (‘06). 공정열 수요조사 중
ANTERES 개념을 바탕으로 NGNP 사업 참여 추진
수소생산 PMB 재 참여(‘13)

산∙ 연 
합동

EU ARCHER

ARCHER(Advanced High-Temperature Reactors for 
Cogeneration of Heat & Electricity R&D, 
Raphael프로젝트 후속으로 (초)고온가스로 핵심연구로서 
안전, 핵연료, 재료, 지식경영, 계통종합 관련 연구 
수행(‘11)
Eu산업협력체(NCII)에 사업계획 추진 3M€ 지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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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2011년의 1억불($100 million)에서 5천만불($50 

million)로 감소할 예정으로 산업계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사용되고 건설 사업은 

($100 million)은 2013년에 추진할 계획임.AREVA를 주설계자로 하여 공정열과 

전기생산용 prismatic core modular HTGR 을 개발할 예정임. 그리고 인허가는 

Entergy Nuclear가 담당. 2012년중에 비즈니스 플랜과 인허가전략을 개발하여 건

설허가신청을 2015년 목표로 함. (개념설계 2.5년, 기본설계 2년, 최종설계 3년)

  NGNP 예비개념설계 

    - 출구온도 950  수소 및 전력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부족기술 도출 (FY06)

    - 대안기술 연구 (FY07 ~ 08)

  NGNP 건설목표 수정

    - 기술위험완화를 위해 2단계 (공정열  수소) 추진 (2008.10)

    - 당초 : 950  물분해 수소생산 

    - 변경 : 750~850  공정열/증기 공급

 Texas Dow chemical에 원자로 건설

 950  물분해 수소생산 CTF(Component Test Facility) Idaho에 건설

  NGNP 개념설계

    - NGNP 개념 설계 및 Business plan  수립

 출구온도 750  이상의 고온공정열 공급용 개념설계

    - 개념설계 사업자 선정(2010.3.8) 및 계약 추진

 블록형 : General Atomics 컨소시움(KAERI 참여) 선정

    - 개념설계 기간(예산) : ‘10.9~’10.12 ($40M)

 2010년 12월말 개념설계 완료

 2011년 6월 중순까지 NEAC 검토 완료

 2011년 9월이후 2단계 방향 발표(DOE) 예정

    - NGNP Subcommittee의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이용분야의 확대 가능, 

     2) 필수요소기술 개발 계획 등 프로그램이 적절함, 

     3) Prismatic 노심이 Pebble에 비해 완성도가 있으나 인허가 에 필요한 상세설계

가 필요, 

     4) 건설부지는 INL로 제안되었으나 응용의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 

     5)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NRC와 파트너십 필요, 

     6) 50-50 형식의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단기간에 개선이 될 수 없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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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가 Phase II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현재의 일정인 2014년 9월 

COL 제출, 2021년 건설완료가 어려울 수 있음.

연도 FY06 FY07 FY08 FY09 FY10

예산(M$) 43.3 29.4 108.8 178.0 169.0

표 2 NGNP 예산 현황

 

  2012년 예산은 2011년의 9천4백억불($94 million)에서 4천만불($40 million)로 감

소하였으며 핵연료, 재료, 설계방안 및 사용자 응용에 대한 R&D를 계속하며 산업

계 파트너 선정 등 사업계획의 모색과 상업적 적용성 모색에  사용되고 건설 사

업은 추후에 추진할 계획임. 

  2013년 신청 예산은 2천1백만불($21 million)으로 인허가 프레임워크 수립에 필요

한 핵연료, 흑연 및 요소 현안에 대한 R&D를 지속할 계획임. 이밖에 사업계획수

립을 위해 DOE에서 NGNP Industrial Alliance에 1M$을 별도로 지원함.

  NGNP 최적 개념으로 프랑스 AREVA의 모듈현 원자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는데 이는 증기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ANTARES 개념을 참조한 것으로 가

용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near-term 관접의 산업적 응용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ASME 기술기준 제정

  고온가스로 기술기준 제정

    - ASME Section III, Division 5, “High Temperature Reactors,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진행 중. (2011년판 11월 발간)

    - NGNP 기본설계단계 적용을 목표로 흑연 기술기준 작성 완료(2011년판 발간) 

  주요 추진 내용

    - ASME 기술기준 개발 로드맵 작성 완료(NRC 프로젝트로 ASME 수행)

    - 단기 추진 내용 (NGNP 설계에 필요한 기준개발)

 온도를 770도에서 850도로 상승

 수명시간 30만 시간에서 50만 시간으로 수정(Alloy800HT 850도 50만시간)

 상용원자로 압력용기의 사용 기준

    - 장기 추진 내용 

 A617 등 950도 소재 등재

 Gen-IV 재료 DB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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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생산 연구 현황

  미국은 NGNP 연구비에서 원자력수소 연구비가 HTSE 기술개발에 한하여 지원

되고 있다가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DOE 다른 재원에서의 지원 가능

성을 찾고 있음. 

  NGNP 수소생산 방법으로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HTSE)법이 선정되어 이의 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기분해 셀의 열화현상 규명, 전기분해 셀 및 스택의 성

능향상, HTSE 수소생산시스템의 가압운전 실증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연구 

내용임.  

 DB-MHR (Deep Burn-Modular Helium Reactor)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700만불 예산으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TRU 

심층연소 과제의 2차년도 연구 진행 중. 2010년 하반기에 3차년도 연구 조기 착

수 결정. 

2) 일본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프로젝트는 2010년 1월부

터 50일간 950 의 운전에 성공하였음. 안전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고온 운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핵분열생성물 감금, 냉각재 유량 및 온도 안정성, 반응도 

제어, 중간열교환기 건전성, 냉각재 성분 순도 및 차폐 안전성 등 중요 자료를 획

득하였음. 또한 HTTR은 가상사고인 Loss of Forced Cooling (LOFC) 시험을 수

행하였으며(‘10.12) 전원상실사고 모사도 계획하고 있음.

  2005년 요오드-황(IS) 공정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실험이 1주일간 연속적으로 성공

한 바 있으며 부식저항성을 지닌 산업 재료를 이용한 분젠반응로를 제작하여 고

온 조건에서의 IS공정의 건전성 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2005년 착수한 HTTR 프로젝트는 2010년 2단계에 진입하여 1단계의 결과를  종

합하여 상용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참조노형은 전력과 수소생산을 위한 중형

(600 MWth)과 소규모의 열병합, 지역난방을 위한 소형(50 MWth)을 고려하고 있

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임.

  후쿠시마 사고후 진단에서 HTTR 원자로건물은 이상이 없었으며 지진설계기준을 

넘어선 기기들의 점검을 거쳐 내년에는 운전을 재개할 예정임. 기기의 건전성 검

사는 2011년 6월 완료하였으며 구조물 상세진단과 지진반응 분석의 종료 후 시운

전을 위한 최종 평가를 수행예정임.

  일본은 HTTR을 이용한 Loss of flow, Station black out 모사시험 등, 안정성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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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험을 OECD-NEA 공동연구로 추진 중이며 미국, 한국, 영국, 헝가리,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를 예정하고 있음.

  일본은 카자흐스탄에 50MW급 고온가스로(KHTR)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 KHTR 사업에는 JAEA와 미스비시, 후지전기, 도요타가 참여. 

카자흐스탄과 MOU 체결(‘11)

  일본 JAEA 조직개편으로 SI공정 연구개발 그룹이 “원자력수소 및 열이용 연구센

터” 산하의 “수소이용 연구개발부” 소속으로 변경

  고온가스로 분야는 카자흐스탄과 2011년 6월 정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핵연료 개

발, 안전성 및 인허가, 교육 등에서 협력할 예정임.     

3) 중국

  중국은 기존 HTR-10의 출구온도를 현재 750도에서 850도로 증가시켜 가스터빈

직접발전을 실증하는 HTR-GT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

로 하나 실증로 HTR-PM 건설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

  한편 2011년부터는 HTR-10의 I&C를 개량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계획을 추

진이며, 금년 말까지 HTR-10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제안을 추진. 

  중국의 고온가스로 실증로인 HTR-PM은 2009년 9월 건설허가를 획득하였으나, 

상부결정 지연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 2011년 3월 초 상부의 공사착수 확정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사건으로 중국의 모든 원자력 사업 잠정 중단 상황임. 그러

나, 인허가시 요구된 full scale 증기발생기, 제어봉, 독구투입계통, 핵연료취급장

치, 헬륨순환기의 성능실증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 HTR-PM은 2012년 12월 4일 

후쿠시마사건후 보류된 승인을 획득하고 2012년 12월 9일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개시하여 건설을 재개함.

  2010년 실험실 규모 대기압 열화학 수소실증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하고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HTR-PM 

건설의 진행 속도도 영향을 받았으나 다시 재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공예정임. 

4) 프랑스

  프랑스는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관련 연구는 Materials PMB에서 SFR 

과 GFR의 공통 소재인 FM강과 복합체 세라믹 분야연구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

고 Hydrogen PMB와 Fuel PMB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Hydorgen P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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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다가 2013년 11차 PMB 회의부터 재참석 예정, 

핵연료 PMB는 현재까지 참석 중. 

  프랑스 AREVA는 전기와 공정열을 생산하는 cogeneration을 목적으로 증기사이

클의 블록환형노심 (Prismatic block annular core) 개념의 모듈형 원자로를 

Near-term 가스로 개념으로 설정하고 공정열 사용자인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경

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NGNP의 유망노형으로 선정됨.  

  원자로는 고유안전성을 특징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 큰 열적관성(thermal inertia) 

및 음의반응도계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기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크기

를 설정하고 현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위험도를  최소화하며 필요기술

에 대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CEA의 고온가스로 분야는 SFR의 보완노형으로 GFR의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기존에 프랑스가 앞서있는 핵연료와 고온재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음. 

  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원자력부문에서 참여가 어려웠던 GIF VHTR 수소생산 프

로젝트에 CEA 대체에너지분야의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를 재개할 예정임.

  AREVA가 ANTERES개념을 바탕으로 NGNP 사업 주도 예정

  미국이 새로운 개념 설계 및 실증 연구의 추진과 산업계의 matching fund의 확보

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원자로 개념 설계가 완성된 AREVA의 사업 추진 가능성

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EU

  2009년 8월 FP 6일환인 358만 유로 규모의 고온가스로 TRU 심층연소 연구인 

PUMA 1단계 연구를 종료하고 2단계 연구를 추진 중. 

  페블연료 조사시험 및 후핵핵주기에 대한 CARBOWASTE, 재료와 관련된

GETMAT(ODS materials) 프로그램 수행

  원자력기관, 제철, 정유, 화학 업체가 참여하는 EUROPAIRS 프로젝트를 FP 7으

로 착수(공정열 이용 시스템의 예비개념 개발, 요구기술 개발, 실증사업 수행 체

계 개발 등).

  2010년 RAPHAEL 프로그램의 종료 후 기획 작업을 수행하여 신규 프로그램으로 

ARCHER(Advanced High-Temperature Reactors for Cogeneration of Heat and 

Electricity Research & Development)를 4년 기간으로 하여 2011년 1월에 착수함. 

프로그램은 산업계, 연구계, 학계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수행 예정으로 3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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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고 있음.

  각 세부 프로젝트는 회원국이 업무를 분장하여 조정 종합(NRG, 네덜란드), 안전

(TUV, 독일), 연료/연료주기(JRC-ITU, 독일), 재료/기기(AMEC, 영국), 지식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총예산은 1천8십만유로(10.8 million Euro)로 EU JRC

와 참여하는 기관이 50%씩 분담함.

  JRC는 V/HTR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블록의 직접처분, 핵연료성분의 분리

후 고준위 처분, 재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원자력외부 산업계의 고온가스로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NC21(Nuclear Cogeneration Industry Initiative)은 주요 track으로 화학부분과 같

이 cogeneration을 통한 비원자력산업계 사용자를 참여토록 하고 공정 산업계, 전

력공급자, 기기공급자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참여한 Industry Alliance를 구성

함. 장기적으로는 CCS과 결합한 제철 등의 분야 확대를 모색할 계획임.

6) 남아공

 PBMR 개요

  ESKOM사가 1999년에 PBMR사를 설립 : Eskom(41%), 산업개발협회(14%), 정부

(30%), 웨스팅하우스(15%)

  설립 후 총 투자 규모 (1999 ~ 2010.3.31) : 7.4 Billion Rand (970 Million $)

  페블형 원자로, Brayton Cycle, 냉각수 요구량이 작아 남아공 내륙에 건설 유리

 PBMR  최근 현황

  PBMR 남아공 정부투자 중지

    - 800명 직원 중 600명 감원 예정 현재 노조의 영향력으로 구체적 진행은 안되고 

있음. (75%감원, 핵심 기술인력은 유지 예상) 흑인고용정책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흑인 비전문가의 고용이 PBMR의 경제적 부담이었음.

    - PBMR사업 중단, GEN IV참여 하지 않기로 결정

  PBMR 투자 중지 원인

    - PBMR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남아공의 경제적 문제임. 기술적인 문제일 경우 

NGNP에 참여 할 수 없음. 

    - 남아공은 전력발전을 위한 PBMR-400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경제위기로 전력

회사 Eskom이 경수로건설계획과 PBMR 개발지원을 철회. 2009년 5월 PBMR 이

사회는 공정열과 증기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250 MW급 PBMR의 개발을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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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HTR materials PMB 탈퇴에 따른 withdrawal agreement를 준비 중임.

7) 기타

  캐나다는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에 초점을 두어 VHTR에 crosslink를 두

고 있으며 고온 재료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materials PMB에서 2012년 12월 31일자로 탈퇴함. Tech. Report 8

건 제출. 수소생산 분야는 Copper-Chrorine(Cu-Cl) 공정을 중심으로 국립연구소,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스위스는 재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위한 공학적 

수준의 연구보다는 기초/기반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GIF VHTR 시스템운

영위원회에서 활동이 저조한 회원국의 시스템 개발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고

방안이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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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법론그룹 기술개발 현황

  1.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그룹 (PRPPWG)

1) PRPPWG 목표 

   Gen-IV 시스템의 핵확산저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 PR) 및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 PP)를 체계적⋅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및 도구) 개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책그룹(Policy Group) 및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에 자문 수행

- Gen-IV 시스템의 PRPP 목표 및 평가방법(설계 및 R&D 계획 지원)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보고서, 2011.10

 RPPP Evaluation : ESFR Full System Case Study Final 

Report 보고서, 2011.10

- IAEA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연계 활동 

2) PRPPWG 추진현황 

10) A Technical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11)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기간 추진내용 성과물 비고

2000.01-

2001.12

 GIF 착수(2000) 및 

공인(2001)

 GIF 

기술로드맵(Technical 

Roadmap) 작성

 Technical 

Roadmap10) 

(2002.12)

 GEN-IV 시스템의 

PRPP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 필요성 

제기

2002.12-

2003.12

 PRPPWG 결성(2002.12)

 평가요소(metrics) 도출 

및 평가체계(framework) 

개발

 Evaluation 

Methodology 

(2003.01)

 기존의 PRPP 

평가방법론 및 

평가요소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GEN-IV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PRPP 

평가체계(framework) 

제안

표 3 PRPPWG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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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PRPPWG 회의 결과

- 2012. 10.1-5 러시아(모스크바)에서 “국제핵연료주기 및 PRPP 평가방

법론 사용자교육세미나”와 연계하여 개최 

12) GEN-IV   AFR-300   PRPPWG  ANL/INL      
 GEN-IV .

기간 추진내용 성과물 비고

2004.01-

2004.12
 PRPP 평가방법론 개발

 Evaluation 

Methodology11) 

Rev 2 (2004.09)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SFR시스템에 적용 

(‘안전조치’ 미고려)

 특정위협을 고려, 

전용시나리오 분석 

시도

2005.01-

2006.12

 사례연구 수행을 위하여 

그 대상시설로서 

ESFR(ESFR 

Demonstration Study)12) 

선정

 Evaluation 

Methodology Rev 

3 (2005.09)

 Evaluation 

Methodology Rev 

4 (2006.04)

 Evaluation 

Methodology Rev 

5 (2006.11)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ESFR 

시스템에 적용 

(‘안전조치‘ 고려)

2007.01-

2009.12

 ESFR 사례연구 수행 

(2년)

 ‘사용자매뉴얼’ 개발

 INPRO와의 연계방안 

모색

 원자력시스템의 

설계개선사항 제시

 Addendum to 

Evaluation 

Methodology Rev 

5 (2007.01)

 ESFR Case 

Study Report3) 

(2009.10)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ESFR 

시스템에 적용 (상세 

‘안전조치‘ 고려)

 전문가의견도출방법 

(Expert Elicitation) 

개선

2010.01-

2011.12

 PRPP 평가방법론 보완

 각 GEN-IV시스템별 

PRPP 특성 검토  
SSCs와 공동백서 발간

 Evaluation 

Methodology Rev 

6 (2011.10)

 평가요소(metrics) 

개선

 전문가의견도출방법 

(Expert Elicitation) 

개선

2012.01- 

2012.12

 “PR” 특집호 발간 ; 

논문게재 (총 10편)

 SCI Papers 

(2012.07)

 미 

원자력학회(ANS) 

저널 “Nuclear 

Technology”

2013.01 

현재

 사례연구 수행 

 SBD 적용을 위한 

요소기술 도출

 INPRO와 연계 시도

 각 GEN-IV 시스템 

별 설계단계에서의 

PR/PP 방법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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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주기 현황 및 향후 전략, 미래핵연료주기 관련 연구현황,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의 고려, Gen-IV PRPP 연구개요 

및 PRPP 평가방법론 Rev. 6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Gen-IV PRPP 평가방법론의 파이로 적용방안 논의

- PR 및 PP 평가의 연계방안 및 평가방법론 Rev. 6에 대한 추가 검토, 

개정방안 논의

   후속조치

- IAEA INPRO WG과 연계하여 제24차 PRPPWG 개최 예정(2013.10)

- PRPP 평가방법론 요약본(Tutorial 1-2p.) 작성 중

- Safeguards, Security and Safety (3S) 연계를 주제로 한 논문 작성 중

3) PRPP 평가방법론 개발 

   PRPP 평가방법론의 개요

- 일련의 도전(위협시나리오)을 정의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한 시스템 응

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

- 시스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짐. 

- 3가지 유형의 사용자(users), 즉 시스템 설계자, 정책결정자 및 외부 이

해관계자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용자(users)를 가정함.

   PRPP 평가방법론의 주요 요소

- 6 PR Measures

 Technical Difficulty

 Proliferation Cost

 Proliferation Time

 Fissile Type

 Detection Probability

 Detection Resource Efficiency

- 3 PP Measures

 Adversary Success Probability

 Consequence

 Cost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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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en IV PRPP 평가방법론

   PRPP 평가방법론 개발 현황 

- GIF PRPPPWG에서 방법론(Rev.2)을 개발하여 보고서 작성(2004.9)

- Example Sodium Fast Reactor(ESFR)를 그 대상시설로 하여 사례연구 

수행(2007-2009)

- 방법론(Rev.6) 개정 및 최종보고서 발간(2011.10)

- 장기적으로 IAEA INPRO 방법론과의 연계 시도 중

4) PRPP 평가방법론의 국내 적용 방안 

   Gen-IV PRPP 평가방법론의 파이로-SFR 연계 순환핵주기 적용 연구

(2013-2016년) 계획 중

- 목적: 파이로 순환핵주기 시설의 PR 관점의 취약지점을 분석하여 그 

강화방안 도출

- 대상시설: 공학규모 파이로시설+핵연료제조+고속로+기타시설

- PR 평가방법: Gen-IV PRPP 평가방법론의 전용경로분석 기반(위협설

정, 전용 대상물질 특성평가, 시설 전용지점 도출, 전용시나리오 분석, 

전용경로에 따른 PR 인자 평가)

- 평가범위: 기본운전, 옵션운전(SFR에서 고려하고 있는 운전 요건이 다

를 경우, 예: CR 변화)에 따른 핵물질 전용 시나리오

- 예상결과: 6개의 PR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결과 도출(운전 옵

션 차이에 따른 PR 특성 변화)    

  

  2. 안전성 평가 그룹 (RSWG)

1) RSWG 목표 

   Gen-IV 시스템 개발에 있어 안전, 리스크 및 규제 현안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harmonized approach)을 촉진



- 42 -

   다음 사항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정책 그룹을 지원

- Gen-IV 안전 목표 및 안전 평가방법 (설계 및 R&D 계획 지원)

 Basis for the Safety Approach for Design & Assess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28 Jan. 2009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보고서, 2010.6

- 원자력 규제기구, IAEA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 연계 활동 

2) ISAM 방법론 개발 

   ISAM 목표 

- 기술중립적인,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차세대 원전의 최적화된, 

높은 안전성을 가진 원전 설계를 지원

- ISAM의 “design driver” 역할

 사전 개념설계 단계부터 설계 취약성과 그 정도를 체계적으로 도출

하고 보완

 설계 수단의 효과 분석을 통한 안전성-비용 최적화

- ISAM의 안전성 및 위험도 “척도” 역할

 설계 완성 단계에서 인허가 기준 또는 안전 목표 대비 안전성 및 

위험도 수준 제시 가능

   ISAM 방법론 개요

- GIF RSWG 에서 개발한 종합 안전성 평가 방법

- 다양한 Gen IV 시스템 적용을 위한 안전성, 위험도, 인허가 현안에 대

한 기술중립적 분석 방법 제공

- 각기 사용되는 PSA, DSA, PIRT 등 기존의 방법들을 종합하여 안전성

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

   ISAM 방법의 주요 요소 

- ISAM’s 5 elements

 QSR (Qualitative Safety Requirement/Characteristics Review)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OPT (Objective Provision Tree)

 DPA (Deterministic and Phenomenological Safety Analysis)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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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SAM 개념도

- QSR

 Gen-IV 원전의 전반적인 설계 특성 및 안전 요소에 대한 요구 조

건을 정리 

- PIRT

 기존에 각 분야별(핵설계, 안전해석 등)로 수행되어 오던 것이지만, 

ISAM에서의 PIRT는 1)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별개로 수행되던 각 

분야의 PIRT를 통합하고, 2)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까지 확대 

- OPT

 IAEA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현재 일본/프랑스에서 시범 적용. 

Defense-in-depth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DPA

 PSA 및 PIRT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안전 해

석을 수행 (기존 AOO/DBE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평가) 

- PSA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3) ISAM 개발 현황 

   ISAM 방법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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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RSWG에서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고서 작성 (2010)

- 장기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파악한 후 인허가 활용 여부를 판단 

예정 (아직, 인허가 활용 여부는 미정)

   해외 적용 사례 

- 일본 : JSFR 설계 장단점 도출을 위해 시범 적용 

 JSFR 안전 설계 및 연구 개발 항목 타당성 제시

- 프랑스 : SFR 평판형 REDAN 개념 평가에 시범 적용

 추후 SFR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용 예정

 4) RSWG 현황 

   Recent Activity of RSWG (2012)

- 2012.4.17-18, RWSG 16차 회의 (스위스 Brugg, ENSI) 

- 2012.10.3-4, RSWG 17차 회의 (러시아 Obninsk, IPPE Research 

Center)

- ISAM 최종 보고서 개정판의 EG 승인

- 노형별 Risk & Safety Assessment White Paper 작성중

 SFR White paper는 ESFR concept 포함하여 revision 4 진행중

 GFR, LFR, VHTR, SCWR 등은 늦게 진행되고 있음 

- SFR Safety Design Criteria 검토 

- ISAM 적용을 위한 지침서 작성 (Euratom 2013.3 Draft 완료 예정)

  Future activities of RSWG for 2013 

- SFR Safety Design Criteria 검토 및 지원 

- 노형별 White Paper 개발 계속 

-  ISAM 적용을 위한 지침서 작성 

- Regular reporting to EG and PG.

- 18차 RSWG meeting (프랑스, Paris, CEA, 2013.10 첫주 예정) 

5) ISAM 국내 적용 방안 

   국내 적용 방안 

- SFR에 시범 적용 

 SFR 설계에 시범 적용하여 SFR 설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SAM 

방법의 유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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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인 QSR 및 OPT는 설계안의 장단점이 정량적으로 도출

되지 않으며, 평가 기준이 미비한 상태임.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함 (RSWG에서도 적용 지침서 개발 추진)

- 2010-2011 : 정성적 요소 시범 평가

 국내에서 적용 사례가 없는 QSR, OPT 시범 평가 

- 2012-2013 : ISAM 적용 방안 개선 

요소 기능 및 역할 SFR 적용 방안

QSR 설계시 Defence in depth (prevention, 

control, protection, severe accident 

management, consequence mitigation)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check list를 

제공.

Class 1, 2, 3, 4의 4단계로 기준을 제공 

(Class 1은 technology neutral하며 아주 

일반적인 사항을, Class 4는 technology 

specific하게 각 안전 기능에 요구되는 

상세한 사항을 제시).

최근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에 따라 

원전을 설계하는가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음.

- 요건 개발 : Class 1, 2, 3은 IAEA 문헌을 

이용. 고유 개념 설계를 고려하여 Class 4의 

요건을 수립.

- 평가 방안 : 고유 개념 설계가 QSR의 각 

항목에 적합한 지 전반적으로 확인 

(추가적으로 GIF SFR의 system research 

plan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을 고려).

- 제한 사항 : 평가 기준 미비한 상태. 일부 

설계가 안 된 경우는 보류 (Containment 

설계가 확정전이므로 Defence in depth의 

마지막 consequence mitigation은 보류)

PIRT 전문가 패널을 통하여 현상 및 시나리오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여 추가 분석 및 연구의 우선순위를 

제공.

일반적으로 중요도 및 불확실성을 각기 

4개의 등급으로 분류.

- 평가 방안 : PIRT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맞추어 수행 중이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

- 보완 방안 : 장기적으로는 PSA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여 각 분야의 PIRT를 보완.

OPT Defence in depth의 각 level(prevention, 

control, protection, severe accident 

management, consequence mitigation)에 

대해, 원전 별로 설치된 안전 기능, 각 안전 

기능을 위협하는 사건 및 mechanism, 이에 

대한 대처 기능(line of provision)을 

체계적으로 점검.

Defence in depth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 평가 방안 : Defence in depth를 위협하는 

각종 요인 및 대처 안전 기능/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협 요인에 대한 

provision이 모두 설계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우선적으로 노심손상 방지에 해당하는 

level 3 protection을 중점적으로 평가. 

- 보완 방안 : 정성적으로 defence in depth를 

평가하므로, 설계의 장단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장기적으로 PSA와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 우선은 

PSA와 iterative하게 점검 필요.

DPA 안전해석을 포함하여 원전 설계에 

수행되는 각종 결정론적 분석을 수행.

PSA와 결합하여 risk informed approach의 

기반을 제공하며, PSA 및 OPT 평가의 

입력을 제공.

PIRT를 참고하여 주요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

- 평가 방안 : 기존의 안전해석에 추가하여 

PSA에서 필요한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해석 필요. 불확실성이 내재된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 또는 민감도 분석이 필요함. 

PSA 및 OPT에 필요한 모든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양이 방대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안전해석 결과를 활용하되, 분석이 

필요한 주요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추후 

상세 분석 계획를 수립에 활용.

PSA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초기사건에 

대해 노심손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 평가 방안 : 고유 개념 설계에 대해 PSA를 

수행. 설계안이 CDF target을 만족하는지 

표 4 ISAM 역할 및 SFR 적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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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R 및 OPT 방법 검토

- QSR

 Check List 형식을 이용한 Defense-in-Depth 점검 

 정성적으로 설계 전반에 대한 요건을 점검

- OPT

 Defense-in-Depth를 위협하는 각 challenge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Safety Provision을 점검하는 일종의 Logic Tree

 정성적으로 Defense-in-Depth 및 설계 안전성을 점검 

발생빈도를 평가.

PSA를 통하여 safety target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고 설계 개선 사항을 도출.

점검. 설계 과정중 고려되는 다양한 설계 

방안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최적 

설계안 수립에 기여.

Check List 평가 비고

1. 1st Level : Prevention of abnormal operation 
and failure

1.1.1 Simple neutronic design 중
Negative Reactivity 
Feedback

1.1.2 Simple T/H design

1.1.2.1 Simplify T/H Design for normal 
operation

하
Primary, Intermediate,  
Secondary Loop 

1.1.2.2 Simplify T/H Design for normal 
DHR

상 PDRC

1.1.2.6 Minimize the number of 
components per system

상 PDRC

표 5 QSR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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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PT 개념도

 

  

  3. 경제성 모델 그룹 (EMWG)

1) 임무 및 목표

   - GEN IV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모형개발

2) 경제성평가 모형의 활용 목표

   - 경제성 평가 모형 및 지침서 개발을 통하여 GEN IV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이 

GIF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MWG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GIF가 채택한 다음과 같은 GEN IV 원자로 시스

템의 경제적 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life cycle cost가 우월할 것

      다른 에너지원과 비슷한 수준의 financial risk 수준을 유지할 것

3) 주요 산출물 현황

   - GIF 비용추정 지침서(Rev. 4.2)

   - G4ECONS(Ver. 2.0)

   - 사용자 설명서 및 이용자 안내서



- 48 -

   - Training package

4) 향후 주요업무

   - G4ECONS 모형 검증

     사용자의 모형활용 경험 반영

     다양한 사례분석 제공

   - 다수의 원자로 사이에 존재하는 핵연료물질수지를 반영한 핵연료주기비 산출 모

형 개발

  회의 일정(제28차)

   - 장소 및 일시: OECD/NEA(파리), 2013년 3월 8일

   - 주요 안건: 

     G4ECONS 모형 개선: Internal Rate of Return 산출

     EMWG charter 검토: INPRO와의 공동연구

  차기 회의 일정(제29차)

   - 장소 및 일시: 벨기에 브뤼셀, 2013년 11월 18일 혹은 22일(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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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지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 Gen-IV)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

력선진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안전성/경제성/핵비확산성을 가진 혁

신 개념의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대표되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에너지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

과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은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 대중적 지지와 경제성 및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이다. 

GIF는 2002년 7월,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중에

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선정기준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가스냉

각고속로(GFR), 납냉각고속로(LFR), 용융염로(MSR)의 6개의 가장 유망한 

Gen-IV 노형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Gen-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을 위한「Gen-IV 기술로드맵(Gen-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듐냉각고속로와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GIF 운영조직은 GIF의 주요 정책적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책그룹(PG)과 기술적 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을 검토해 정책그룹에 

건의하는 보좌기구인 전문가그룹(EG)이 있다. 전문가그룹 아래에는 핵환산저항

성, 안전성, 경제성의 평가방법론을 담당하는 방법론그룹(MWG)이 있고, 정책그

룹 아래에는 6개 시스템의 운영위원회(SSC)가 있으며 각 시스템의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가 구성되어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관리와 이

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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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GIF 정책그룹 활동

2000년 1월,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의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는 초기 9개 국가의 정부대표를 불러 모아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집단이 후에 정책그

룹으로 명명되어 GIF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정책적 사항과 운영관련 사항을 협의

하여 왔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6차례의 정책그룹회의가 개

최되었다. 

제34차 정책그룹회의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5차 정책그룹회의는 2013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

징에서 개최되었다. 제36차 정책그룹 회의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벨

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7차 정책그룹 회의는 2014년 5월 22일부터 23

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제38차 정책그룹 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9차 

정책그룹 회의는 2015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지바 Makuhari Messe에서 

개최되었다.  

  1. 제34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PG Action Item 및 주제 검토

(2) SFR/SDC TF 현황

(3) SIAP 추진현황 및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안 검토

(4) GIF Symposium 주요 결과 토의 및 쟁점사항 논의

(5) PG Closed session (PG member only)

(6) 회원국들의 새로운 개발 현황(New Development in Member Countries)

(7) 시스템약정/프로젝트약정/시스템양해각서 서명 현황(Update on SA/PA/MOU) 및 

재정현황(Financial matter) 검토

(8)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및 검토

(9) GIF Annual Report 2011 & 2012 검토

(10) INPRO/IAEA 활동 현황

(11) Education and Training 추진 현황

(12) SIAP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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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GIF 전략 기획 (Strategic Planning)

(14) 차기회의

 의제별 회의 결과

(1) PG Action Item 및 주제 검토

  제33차 부산 PG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 및 경과 보고

  GIF 멤버십과 관련하여 SIAP 대표 현황 및 변경 관련 의제에 대한 GIF 멤버들

의 의견 수렴

   - 산업계전문패널(SIAP) 멤버 변경 또는 추천시 반드시 written form으로 보고하

고 PG 승인을 받아야 함

(2) SFR/SDC TF 현황

  SFR SDC 업무는 2012년 말까지 완료하고, 보고서 발행 전에 연말까지 검토의견 

수렴 예정

  SDC는 GIF 시스템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Single failure criteria 등과 같이 구체적인 안전성 요건이 개입되면, Technical 

aspect가 가미된 specific requirement 성격이 되므로 정량화(Quantification)가 필

요함

  정량화(Quantification)의 경우 generality를 잃을 수 있고, 세부 분야별로 정량화 

소요시간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SDC 정량화 관련하여 일단은 Interim Report를 발행하고, 차기 PG회의에서 정량

화(Quantification)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함

   - 정량화가 필요한 영역, 구체적인 방법 및 기간 등

(3) SIAP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안 검토 

  SIAP과의 공조 확대를 위한 권고사항

  SIAP 권고안 및 향후 검토 분야

  프로젝트 관리, EMWG 생산주기 비용 방법론 검토, SMR 사업화, SFR 보급 확

대 방안, Gen IV 6개 시스템 교류

  SSC가 PMB와 SIAP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그

룹이 다양한 SIAP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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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F Symposium 주요 결과 토의 및 쟁점사항 논의

  GIF Symposium report는 연사들에게 Summary of Key points를 제출하도록 하

고, 이를 취합해서 GIF symposium summary report 형식으로 작성 (2012년 11월

말 또는 12월말까지 완료 요청)

  GIF Symposium은 3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제35차 PG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 논의함.

  충분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GIF Symposium을 2일 이상으로 늘일 것

을 제안함.

  Symposium 결과를 토대로 Technology Roadmap을 Update함 

(5) PG Closed session (PG member only)

  정책그룹 차기 의장단 인선 의결

   - John Kelly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 2013년 1월부터 임기 시작 (3년)

· Vice chair : Christophe Behar, Yutaka Sagayama

   - Secretariat 구성 (Chief Staff : Harold McFarlane)

· 정책국장(Policy Director) : Anzieu Pascal 유임

·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 한도희

(6) 회원국들의 새로운 개발 현황(New Development in Member Countries)

  GIF 회원국인 한국, 중국, 남아공, 스위스, EU,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

국의 원자력 관련 사항 발표

(7) 시스템약정/프로젝트약정/시스템양해각서 서명 현황(Update on SA/PA/MOU) 및 

재정현황(Financial matter) 검토

  국가별, 시스템별 약정 및 양해각서 서명 등에 대한 현황 검토

   - 기존 PA에 신규참여를 위한 정책 성명서 보완 및 안내

  Technical Secretariat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 캐나다 VHTR SSC와 같이 SA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에 

대하여 논의

(8)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및 검토

  시스템 R&D 진행에 대한 EG의 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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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그룹 멤버교체 현황 보고

(9) GIF Annual Report 2011 & 2012 검토 

  2012 GIF Symposium Proceeding이 2012 연차보고서와 함께 제공될 예정

  2012 GIF Symposium Proceeding의 형식은 2009년도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심

포지엄과 동일

   - 패널 세션은 이미 제출된 Full paper를 활용

   - 신진연구자 패널토의 부분은 Summary report 형식으로 작성될 예정

  GIF 2012 연차 및 심포지엄 보고서 발행 일정

   - 2012년 12월 첫 번째 draft를 작성하여 PG 및 EG 멤버에 송부

   - 2013년 1월말까지 검토의견 및 승인 완료

   - 2013년 4월말까지 발행 완료

   - 2013년 5월 차기 PG 회의에서 배포 예정

  국가별 현황 보고는 별도로 발행하기로 함

(10) INPRO/IAEA 활동 현황

  GIF/INPRO 연계활동 보고

   - IAEA 방법론(PR&PP, Safety, Economics) 현황보고 및 Cross-cutting 분야 논

의 

  향후 주요회의 소개 

   - GIF/INPRO Joint SFR Safety Workshop 개최

･ 2013년 2월 26-27일, IAEA 비엔나

   - GIF/INPRO 제7차 Interface Meeting

･ 2013년 2월 28일 - 3월 1일

(11) Education and Training 추진 현황

  GIF 교육훈련 web-site 소개 

   - 교육훈련 매체, 형식, 접근, 활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상세 소개

   - Website 개설에 대한 동의과정을 거쳐 차기 정책그룹회의에서 공지 예정임

  Technical Contents를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한 관리자 선정

   - 전문가그룹 멤버 중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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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IAP 권고 사항 

  GIF 최종 목표에 대한 조언

   - 공통적인 목표인 안전성 강화를 제외하고는 노형별로 유연한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SFR Safety Design Criteria에 대한 의견

   - SFR 고유특성 강조 필요

･ 중대사고나 외부요인 사고 등에 대비하는 SFR의 고유안전성, 피동성, 심층

방어(DID) 특성, 그리고 다양성 등

･ Simplicity, Manageable thermal and timescales, I&C 특성 등

  IAEA INPRO를 통해 GIF와 협력 강화

  규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 기술평가지침(Technical Assessment Guidelines) 마련을 위한 논의 착수

  차기(2013년) SIAP 검토

   - 토픽 선정 (~2013년 5월) 및 자료 준비 (~2013년 8월)

  추가적인 SIAP 참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SSC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13) GIF 전략 기획 (Strategic Planning)

  SIAP 권고사항 및 GIF 연대강화를 위한 Strategic planning 논의

  Strategic planning TF 및 Sub-team 구성 및 소개

   - Yutaka SAGAYAMA를 의장으로, 3개의 sub-team 멤버와 Secretariat 

(Kazunori HIRAO)으로 구성

  GIF 전략기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GIF 내부 website에 게시

  Sub-team 원격회의가 2013년 1월과 3월 개최 예정

  전략기획 개선안은 2013년 1월말까지 생산

  Draft report는 2013년 2월 예정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 등은 2013년 5월까지 준비하여 차기 PG 회의에 제출

(14) 차기회의

  차기회의 일정 논의

   - FR13 :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

   - 제28차 전문가그룹(EG) 회의 및 제35차 정책그룹(PG) 회의 개최

· 2013.5.14-17 (중국, 베이징 Tangla Hotel) 상세일정 소개 [첨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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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9차 전문가그룹(EG) 회의 및 제36차 정책그룹(PG) 회의 주최

· 2013.11.19-21 (EU, 벨기에) 확정   

  2. 제35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회원국들의 새로운 개발 현황(New Development in Member Countries)

(2) GIF 기술사무국 활동 보고

(3)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4) 국제 고속로 컨퍼런스 (Fast Reactor 13) 결과 보고

(5) GIF-IAEA INPRO 회의 결과 보고

(6) SFR Safety Design Criteria Task Force 활동 결과 보고

(7) SDC 다음단계에 대한 논의 (Multilater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연계 

Proposal)

(8) Education & Training Task Force 현황

(9) Modeling & Simulation Task Force 현황

(10) Strategic Planning Task Force 현황

(11) Sub-team 1 Technology Roadmap Update 현황 및 실행 계획

(12) PG Closed Session

(13) Sub-team 2 Strengthening R&D Collaborations 현황 및 실행 계획

(14) Sub-team 3 Engaging External Organizations 현황 및 실행 계획

(15) 우선순위 결정과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

(16) 차기 PG 회의 (브뤼셀) 및 차차기 회의 개최 방안 논의

(17) Summary of Action Items from this Meeting

 의제별 회의 결과

(1) 회원국들의 새로운 개발 현황(New Development in Member Countries)

  GIF 회원국들 중, 베이징 회의에 참석한 한국, 중국, 스위스, EU,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의 원자력 관련 사항 발표

(2) GIF 기술사무국 활동 보고

  제 34차 샌디에고 PG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 및 경과 보고

   - SFR시스템 SI&A 프로젝트 약정서 서명 추진 경과, 2012년도 GIF 심포지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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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고서 작성, 전략 기획 보고서 작성 등 Action Items 현황 보고 

  각 국가별 시스템 참여 현황과 관련된 사항 보고

   - SCWR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시스템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 LFR에 러시아가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3)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GIF 활동 현황

   - 각 시스템 별 deliverable이 원 schedule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

       : 기술적인 부분 미비로 deliverables 제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EG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됨

   - 차기 GIF 심포지엄 개최 방안

       : 심포지움은 타 회의와 연계해서 개최하기보다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준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집중된 노력을 투자해야할 것.

   - SFR SDC 추진 관련

       : 개별적인 EG 멤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 Gen-4 와 기존 SFR을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함 

  기술로드맵 업데이트 보고서 Review

  산업계 전문가 패널 자문을 위한 Topic 선정

   - 1̀3년도 11월에 있을 SIAP 회의에서 자문 요청 주제로 제안할 topic 선정(17개

중 2개)

   - 8월까지 SIAP 멤버들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로써 제공해야 할 materials 확정 

및 각 자료 담당자 지정 필요  

  시스템별 연구개발 현황 모니터링

   - System Research Plan 및 Annual Work Plan, Annual Technical & Financial 

Report 추진과 관련하여, SSC 및 PMB 연락망 체계 요청 예정

  평가방법론그룹 활동 현황 모니터링

  EG 역할론 및 활성화(개선) 방안 논의

   - Task 및 각 Work 별로 실질적 추진 lead 역할 담당을 위한 확실한 지정 체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 

(4) 국제 고속로 컨퍼런스 (Fast Reactor 13) 결과 보고

  프랑스의 Mr. Behar 대신 Mr. Porracchia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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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에서 있었던 지난 FR13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발표

   - 발표된 논문 수 등 : 375건

   - 참여국 : 26개국, 4개 국제조직에서 참여

   - 총 650여명 참여

   - 참여국(한국, 러시아, 미국 벨기에, 중국, EU, 프랑스, 인도, 일본 등)들의 고속로 

R&D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제 조직간 협력 현황(IAEA-INPRO, IAEA 

FRWG, OECD-NEA, EFP, GIF) 소개

  개최 경과 및 항후 계획

   - FR09 : 2009년 일본 개최

   - FR13 : 2013년 프랑스 개최

   - FR17 : 2017년 러시아 추진 중

(5) GIF-IAEA INPRO 회의 결과 보고

  GIF/INPRO 주요 회의

   - GIF/INPRO 공동 SFR 안전 워크샵 (2013년 2월 26-27일, IAEA 비엔나)

   - GIF/INPRO 제7차 Interface 회의 (2013년 2월 28일 - 3월 1일)

  PRPPWG과 RSWG의 경우 활발히 공동연구 및 협력 중.

  EMWG의 경우, INPRO 쪽으로 초대장을 보냈으나 답이 없음.

   - INPRO의 담당자가 미정인 것이 이유로 사료됨.

  교차 연구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진행 상황 정보 교환

  GIF와 INPRO 모두 원자로 Modeling & Simulation 분야에 TF가 있으므로 강화

된 협력 필요

  차기 Interface 회의 일정

   - 2014년 하반기 예정

(6) SFR Safety Design Criteria Task Force 활동 결과 보고

  2010년 10월 30차 정책그룹회의(남아공)에서 의장이 Gen-IV 시스템의 실증을 위

해서는 안전 설계 기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이에 RSWG의 안전 설계 기준

에 근거하여 TF를 구성, SFR 시스템을 우선적인 case로 하여 조사를 제안함으로

써 구성됨

  1차 TF 회의는 ‘11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 SDC 기본체계는 IAEA NS-R-1의 개정본인 DS414를 기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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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효율적 개발을 위해 Action Plan 수립

  2차 회의는 ‘1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 SFR SSC에서 지명한 9명과 RSWG에서 지명한 6명으로 구성함 (TF 의장은 일

본의 R.Nakai) 

  4차 TF 회의는 ‘12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 SFR SDC 3차 초안에 대한 TF 참여원 검토 의견 상세 논의를 통해 4차 초안에 

수정 반영함

  인원 구성은 RSWG 9명, SFR SSC 8명, TF 의장은 JAEA, 부의장은 ANL.

  SDC 추진 경과

   - 2012년 8월 4차 초안 추가 검토의견 제출 및 취합

   - 2012년 9월 검토의견 반영 및 10월 교정 및 편집 완료

   - 2012년 10월 SDC TF 최종 검토

  SFR SDC가 그 간 해온 업무와 결과에 관한 보고 

  첫 번째 단계를 마치고 두 번째 단계로의 승인을 요구

   - 두 번째 단계는 Safety Design Guide 개발이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른 조직 (예, IAEA 등)의 피드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summary에 

들어가야 함.

  제목에 관한 논의 : “Phase 1 Report” 로 결정

(7) SDC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 (Multilater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연계 

Proposal)

  Gen IV와 기존 SFR의 구분 필요

  SDC와 SDG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SDC에 대한 정량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

  다음 단계인 Phase 2 의 terms of reference에 관한 논의 추가

  MDEP, CNRA 등 규제기관과 다른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논의

   - 경험있는 나라들의 규제기관 참여에 관한 토론

(8) Education & Training Task Force 현황

  전 세계 원자력 관련 연구 활동 증가와 Gen-IV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하

여 비디오 또는 교과서 등 매개체를 활용한 Education & Training 자료의 필요

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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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PG회의( 0̀9.7/벨기에)에서 Education & Training관련 소그룹 구성 제안 

이후, Gen-IV 관련 교육 및 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비디오·교과서·멀티미디어 콘

텐츠 등의 제작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추진

  교육/훈련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발표

   - 처음 공개할 자료 수집 중

(9) Modeling & Siumlation Task Force 현황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발표

   - 다음 joint 미팅 참석 권유

   - Task Force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끝날 것으로 보임

(10) Strategic Planning Task Force 현황

  3 가지의 sub-tea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계획함

   - Technology Roadmap 업데이트, R&D 협력 강화, 기관간의 연대강화의 3 팀으

로 이루어짐

  한국은 2번째 팀인 R&D 협력 강화에 참여하고 있음      

  각 sub-team들은 각각 4번의 전화회의를 가졌으며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 최종 보고서는 2013년 4월 예정임

  5월 PG회의에서 최종 보고 및 권고사항을 제시 예정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발표 (각 sub-team의 멤버 및 상황 설명)

   - Sub-Team 1.(Technology Roadmap Update)

     : 금번 EG/PG멤버들 검토에 따른 수정사항 보완 필요

   - Sub-Team 2.(Strengthening R&D Collaboration)

     : R&D 협력 강화방안을 위한 각 제안 요소들에 대한 세부 사항, 일정 등 보고

(프로젝트 관리, 소통방안, 역량 및 기술 공유, SIAP 역할)

   - Sub-Team 3.(Engaging External Organizations)

     : IAEA 내 SFR SDC 프로모션 방안 / GIF 회원국 학계 및 산업계 내에서의 

GIF 활동 소개 방안) 

(11) Sub-team 1 Technology Roadmap Update 현황 및 실행 계획

  Chair는 Behar(프랑스)가 맡고 있음

  SSC와 WG Chair들로부터 입력을 받아 로드맵 업데이트 초안을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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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가지 시스템에 대한 10년 목표

   - Methodology WG에 대한 10년 목표 

  최종 보고서는 2013년 7월 예정

  보고서 내 각 시스템 별 viability(실행 가능성) 이슈에 관한 토론

   -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G의 High level 검토 결과에 대한 발표

   - SFR: Gen IV와 기존의 구분 필요

   - LFR: Pb-Bi와 Pb 구분 필요

   - 핵심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

   - 각 working group별 내용 균형이 맞지 않음.

  TRU 최종보고서 추진 일정 논의

   - EG/PG 검토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 수정 보완 : 1̀3년 5-6월

   - TRU 발간 확정(PG / by E-mail) : 1̀3년 6월

   - TRU 발간 (TS) : 1̀3년 여름

(12) PG Closed Session

  Mr. Sagayama 후임으로 Mr. Aoto 선출 및 공식 발표

  Technical Director로서 Mr. Hahn 공식 임명

(13) Sub-team 2 Strengthening R&D Collaborations 현황 및 실행 계획

  Chair는 Kelly(미국)이 맡고 있음

  2012년 9월, GIF 멤버들을 대상으로 GIF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완료

  설문조사 보고서와 초기 데이터 분석 완료

  설문결과

   - 대부분의 응답자가 GIF가 좋다고 생각함

   - 대부분의 참여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함

   - 60%가 R&D 협력이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이라고 답함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3년 1월 작성 완료

  최종 보고서는 2013년 3월 완료

  설문 조사 결과와 지난 업적 설명 

  앞으로의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

   - 프로젝트 관리, 소통, SIAP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행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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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계획과 함께 제안 사항과 목표 완료 시간 제시

(14) Sub-team 3 Engaging External Organizations 현황 및 실행 계획

  Chair는 Sagayama(일본)이 맡고 있음

  보고서 초안 완료

   - IAEA, NEA, MDEP, IFNEC과의 협력 방안 추진 대한 결과

  최종 발간된 보고서 내용 설명

  현재 IAEA와의 협력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발표

   - 연간 interface meeting 개최 및 “핵비확산성/경제성” crosscutting 부문 협력 등 

sub-team 목표 실현의 좋은 예 추진 

  IAEA, NEA, MDEP, IFNEC와의 협력 내용과 협력 강화 방안 제시

   -  IAEA : SFR 안전설계기준(SDC) 마련을 위한 공동 review 등

   -  NEA : NEA 활동 및 추후 계획 공유, 직접 참여 등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MDEP : 신( )원자로의 안정성 및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포럼인 MDEP의 성격을 고려하여, SDC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을 요청할 수 있을 

것. 

   - IFNEC : GIF 대표들의 IFNEC 운영그룹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학계와 대학, 산업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15) 우선순위 결정과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

  Sub-team 1을 제외한 2와 3는 각 발표에서 향후 실행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Sub-team 1은 보고서 보완 및 재검토로 결정

  Sub-team 2와 3의 실행 계획 중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

   - PG의 action item으로 추가됨

(16) 차기 PG 회의 (브뤼셀) 및 차차기 회의 개최 방안 논의

 최근 회의 현황

  제 34차 PG 회의: 2012년 11월, 미국 샌디에고

  제 35차 PG 회의: 2013년 5월, 중국 베이징

차기 회의 예정

  제 36차 PG 회의: 2013년 11월, 벨기에 브뤼셀

   - EG 회의: 11월 18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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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 회의: 11월 21일 22일  

  2014년 회의는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개최 / 2015년 회의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개

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3. 제36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Beijing PG Action Item  검토

(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3)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4) SIAP 관련 보고

(5) 기술로드맵 업데이트 최종 검토 및 승인

(6) GIF/INPRO Interface 회의 계획

(7) SFR SDC Phase I 외부 검토 현황

(8) SFR SDC Phase II 현황

(9)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10) 2013 Annual Report 발간 계획

(11) Modeling Simulation 워크숍 내용 보고

(12) Strategic Initiative 실행계획(GIF 활동 강화 방안) 추진보고

(13) 새로운 임명 및 동의 (비공개)

(14)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보고

(15) 웹사이트 내용 관련 보고

(16) Governance 협정서 등 개정 관련 보고

(17) 시스템 진전사항 보고 형식(Reporting Metrics)

(18) SIAP 자문 결과

(19) 3차 GIF 심포지엄 2015

(20) 차기 회의

 의제별 회의 결과

(1) Beijing PG Action Item  검토

제35차 베이징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을 보고하였다. 모든 Action 

item들이 제36차 회의 이전에 완료되었으며 EG 회의를 거쳐 향후 보고될 내용

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표 6은 제35차 베이징 회의 Action item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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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1 GIF Chair to transmit Technical 
Secretariat’s (TS) data on project   
deliverables to the PG members, EG, 
and SSC Chairs. (TS to provide data 
to   the GIF Chair; Chair will 
transmit via letter explaining these 
metrics will   be tracked in the 
future). 

GIF Chair June 
30, 
2013

COMPLETE will 
be updated   in 
EG report at this 
meeting

2 GIF Chair will develop a list of 
metrics that will be circulated   
among the PG members for comment 
and then transmitted to the EG to   
incorporate into the template the 
Technical Director establishes for the  
 monitoring of GIF systems. GIF TD 
to provide template to the SSC 
Chairs, much   along lines of 
previously distributed template.

GIF Chair Aug. 
2013

COMPLETE will 
be   covered in 
EG report at this 
meeting

3 PG accepted the recommended GIF 
member funding requirements 
presented   by TS (NEA), but PG 
members are to confirm their 
acceptance. (Upon   confirmation, 
Members will need to send a letter to 
NEA on voluntary   contributions; 
invoice to then follow).

NEA to report on status.

PG 
Members

NEA 
(Thierry) 

June 
14, 
2013

COMPLETE NE
A will   report 
on any new 
issues monthly to 
the Chairman. 

Sodium Cooled Fast Reactor Safety Design Criteria

4 GIF Chair to write to the Chairs of 
MDEP, NEA CNRA, and IAEA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and 
invite their organization to participate 
in   the external review of the SFR 
SDC Phase I document.

GIF Chair June 
30, 
2013

COMPLETE sent 
7/17/13

5 As appropriate, PG members will 
invite their respective regulators to   
review the Phase 1 SFR SDC. 

PG 
Members

July 
31, 
2013

COMPLETE The
re   will be a 
report at the 
Brussels PG 
meeting.

6 TF Chair to update Phase 2 TOR 
based on review comments provide by 
PG   members and add the external 
review step to the TOR. 

SDC Task 
Force 
Chair

July 
31, 
2013

COMPLETE No 
further comments 
received. Mr. 
Nakai finalized.

Communications

7 Notify the GIF community when a 
copy of the PG or EG meeting record 
becomes   available on the common 
part of the internal GIF site. (Will not 
include the   presentations) 

Technical 
Secretariat

June 
30, 
2013

COMPLETE PG 
and EG meeting  
 records have 
been finalized and 
sent to NEA for 

표 6 제35차 베이징 회의 Action item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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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ing to GIF 
communities.

Activities and Interactions

8 Develop a new external web page   
for education and workforce that 
archives presentations given by the 
GIF community that may be useful to 
universities and others interested in 
Gen IV systems and development 
efforts. 

Pascal to update on GCT call.

Policy 
Director

Next 
PG 
meeti
ng.

COMPLETE We
bsite stood   up 
and is undergoing 
testing.

9 As an initial step to 8 above, the 
Technical Director will collect the 
SSC   briefings to the EG, with 
appropriate omissions, for transmittal 
to the   Policy Director and inclusion 
on the public website.

Technical 
Director

Augu
st 
30, 
2013

COMPLETE Per 
email from   D. 
Hahn on 8/29, 
SSC materials that 
were provided and 
approved were 
sent to   Pascal 
for uploading to 
the GIF public 
website.

10 Send letters to   GIF member 
countries requesting participation in 
the M&S Workshop at the   
SNA+MC Conference in October. 
Cancel the Workshop if there 
insufficient   interest is expressed by 
the end of June.

Policy 
Director

 COMPLETE Wo
rkshop   
completed on Oct 
27; report at the 
Brussels PG 
meeting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

11 Submit the proposed clarifying 
questions for SIAP topic #2 to the 
PG   for comment and for revision as 
necessary.

Technical 
Director

June 
30, 
2013

COMPLETE Cla
rifying questions 
drafted by the 
Technical Director 
were provided to 
the PG members 
for   comment on 
7/1.

TD Sent two   
SIAP topics with 
revised clarifying 
questions to SIAP 
members on 9/5

12 Identify a substitute for Peter 
Wakefield to Chair the November 
2013   Meeting. PG Members to 
provide input. 

GIF Chair Aug. 
1, 
2013

No   volunteers 
self-identified Ali
ce Caponiti will   
facilitate the 
meeting.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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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Framework Agreement 연장에 관한 재 공지를 하였으며 시스템별 참여국 현

황 및 신규 가입국에 따른 프로젝트 약정서 개정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그림 13부터 16까지는 각 시스템 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to elect an 
interim chair on 
SIAP agenda

Strategic Planning

13 Finalization of GIF Technology 
Roadmap Update   (TRU). 
SSC chairs will be asked by ST1 to 
explain   the timeline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especially if there   is a change from 
the original roadmap (done as soon as 
possible).   Subsequently, and in 
September/October, Sub-Team 1 will 
organize a small group   meeting 
with the EG to resolve EG comments. 
NEA preparation for publication   to 
occur before November PG meeting. 
Final roadmap to be approved at the  
 November PG meeting. 

Sub-Team 
1 

Sept./
Oct. 
2013

COMPLETE A 
report on TRU   
will be provided 
at the PG 
meeting.

14 The EG will review the 
recommendations of approved 
Sub-Team 2 and   Sub-Team 3 
reports and suggested implementation 
plan, prioritize, and report   back to 
the PG in November on their progress

Technical  
 Director

Nov. 
2013

COMPLETE TD 
will report   at 
thi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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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 Nov 06 Euratom, France, Japan, 

Switzerland, 

Conceptual Design &

Safety PA

(effective 17 Dec 2009)

JRC (Euratom), CEA (France),

PSI (Switzerland)

New project plan 2013/15 still being 

prepared – lack of funding makes difficult 

to plan deliverables

Fuel & Core Materials PA Resuming of discussions and revision of 

the project plan on-going - Need to revise 

initial project plan to projected down-sized 

contributions 

Target date Nov 2013 - delayed

EU / F / JP / CH

그림 13 GFR 현황 (2013 브뤼셀)

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 Nov 06 Canada, Euratom

05 Feb 07 Japan

18 Jul 11 Russia

China invited to join, decision still pending

Thermal-Hydraulics &

Safety PA

(effective 5 Oct 2009)

NRCan (Canada), JRC (EU), IAE (Japan),

Russian contribution finalised, still waiting

for final approval

Materials & Chemistry 

PA

(effective 6 Dec 2010)

NRCan (Canada), JRC (EU), IAE (Japan),

Russia ?

Fuel Qualification PA Project plan ready waiting approval

CA / EU

CN / EU collaboration outside GIF

SIA No PMB – some collaboration

그림 14 SCWR 현황 (2013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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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15/02/06 France, Japan, USA 

10/04/06 Korea - 29/11/06 Euratom

02/03/09 China - 06/07/10 Russia

Advanced Fuel PA
(effective 21 Mar 2007)

JRC (Euratom),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Amendment being prepared to include 

Russia and China

GACID PA
(effective 27 Sep 2007)

CEA (France), JAEA (Japan), DOE (USA)

2 years extension signed 25 Sept 2012

CD & BOP PA
(effective 11 Oct 2007)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Russia ?

Amendment to include Euratom almost ready 

Safety & Operation PA
New PA effective 12/11/12 
(prev. one 11/6/2009 with 4  part.)

CIAE (China), JRC (Euratom),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Rosatom

(Russia) and DOE (USA)

SIA Signature process starting in December

(CN / EU / F / JP / ROK / RU / USA)

그림 15 SFR 현황 (2013 브뤼셀)

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11/06 Canada, Euratom, France, Japan, Korea, 

Switzerland, USA  - 23/11/08  China

Canada withdrawal effective 31/12/2012

Fuel & Fuel Cycle PA

(effective 30 Jan 2008)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Amendment to include INET (China) being signed

Hydrogen Prod. PA

(effective 19 Mar 2008)

NRCan (Canada),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Amendment to include INET (China) almost ready for 

signature

Materials PA

(effective 30 Apr 2010)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PSI (Switzerland), DOE (USA) 

Canada withdrawal  effective 31/12/2012

Withdrawal Arrangement for PBMR (South Africa) 

being signed (last signature expected very soon)

Amendment to include INET (China) ready

CMVB PA Activity suspended – new attempt ?

CN / EU / JP / ROK

SIA - Components No PMBs

그림 16 VHTR 현황 (2013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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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Roadmap 업데이트 현황과 2013 연차보고서 현황, 공용 웹사이트 

개설에 관한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공개 요청한 SFR 

시스템 중 GACID 프로젝트의 약정서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추후 회원국들 간 지속적인 논의 필요로 결론이 났으며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3) GIF 전문가그룹(EG) 보고

11월 18일-19일에 걸쳐 진행된 제30차 EG회의 결과를 기술국장이 보고하였으

며 주요 내용으로는 Technology Roadmap Update 보고서 관련 사항, 전략 기획

안 실행 계획 초안을 마무리 짓는 사항, 다양한 GIF 활동 내용 검토, 방법론그룹 

및 시스템 개발 현황 모니터링이 있다. 

Technology Roadmap Update 관련하여 Beijing PG action item #13이 있었으

며 기술 개발 및 적용 timeline에 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EG 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다음의 수정/변경 사항을 권고하였다. 

1. Insert explanation about uncertainties in the timeline and possibilities of 

update in the future

2. Include SFR in Table ES.1 Key Objectives

3. Correct inconsistencies between timeline explanations and figures for 

SFR and SCWR

4. Expand Economics Methodology description to the level of other 

Working Groups

전략 기획안 실행 계획 초안에 관해서는 Beijing PG action item #14가 있었

으며 EG가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EG 멤버들은 각각 그 내용

에 대해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GIF 활동 중, 대학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 상황에 관해서 행해진 활동

과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Progress in Nuclear Energy에 기고할 논문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GIF 연차보고서 2013의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SFR Safety Design Criteria 태스크포스 팀의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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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FR SDC TF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의제로 만들어 보고가 이루어졌다. 

방법론그룹 활동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RSWG와 PRPPWG의 현황을 설명하였

다. RSWG의 경우, 주요 활동으로 6 종류의 제4세대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에 대

한 제안서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SFR 백서와 Guidance Document for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문건이 EG 승인을 위해 접수되었

다. PRPPWG의 경우, EG의 결정사항은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NEA 웹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PG 승인을 권고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PG 멤버들에게 배포하였다. 

제4세대 시스템 연구개발 현황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자

국 내 지원 축소와 연구개발 방향 재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특히, GFR은 VHTR과 공통 프러젝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

였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Project Plan(PP)과 Annual Work Plan(AWP)과의 

차이점이 발견 되었지만 AWP의 성과물은 계획대로 생산이 되었다. 

기술국장의 보고에 대해 PG의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계속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4) SIAP 관련 보고

SIAP에서 다룰 주제 선정에 관해 기술국장이 보고하였다. 과거에 다루어졌던 

주제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며 EG에서 선정된 2가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SIAP expectations from SFR Safety Design Guideline development

   (Review materials - Terms of reference for SFR SDG development, 

Safety Design Criteria Report)

2. Evaluation of interest in and demand for the six Gen IV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nuclear industry

   (Review material - Draft 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5) 기술로드맵 업데이트 최종 검토 및 승인

2002년 발간된 Technology Roadmap에서 변경된 부분과 보완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국가별 시스템 참여 변화에 대한 보충설명이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연구개발 Timeline에 대한 수정/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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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차기년도 상반기 내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림 17 시스템 연구개발 Timeline 수정/변경 부분

(6) GIF/INPRO Interface 회의 계획

제8차 IAEA/INPRO-GIF Interface 회의는 2014년 3월 4-5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IAEA HQ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Actions taken based on feedback from the 30th GIF EG meeting 

2. Further collaborations in evaluation methodologies

3. Status of GIF SFR/SDC report

4. Harmonization of GIF PG/EG meetings and IAEA NE related events, in 

particular INPRO DF schedule

(7) SFR SDC Phase I 외부 검토 현황

SFR SDC 1단계 보고서를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 인허가 조직 등에 검토요

청을 하였으며 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IAEA, MDEP, OECD/NEA, 

CNRA 등 국제 조직 및 GIF 참여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의 규제기관

이 보고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림 18은 각국 규제기관의 보고서 검토 현황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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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ent request To Reply Date 

China August 22 NNSA Yes October 8

Euratom September 4 ENSREG - -

France July 1 ASN - -

Japan June 28 /August 3 NRA Yes August 21

Rep. of Korea August 19 NSSC Yes September 26

Russia October 17 Rostexnadzor - -

USA June 28 US-NRC Yes September 3

USA July 1 IAEA/NE - -

USA July 1 MDEP Yes July 26

USA July 15 NEA/CNRA - -

그림 18 각국 규제기관의 보고서 검토 현황

일본, 프랑스, 한국은 현 시점에서의 검토 부적절성을 이유로 검토를 거부하였

다. 한국은 규제 기관에서 시기가 부적절하여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중국은 기 제출한 의견 중, 소듐기화반응도(sodium-void)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해 

철회하였고 그 외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미국 NRC는 2013년 12월에 검

토의견을 제출 예정이고 국제 조직인 MDEP의 경우 차기 MDEP 학회에서 

Steering Technical Committee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8) SFR SDC Phase II 현황

SFR SDC 2단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SDC 2단계 회의에 관한 내용과 현재 개발 상황 및 2014년 계획에 대한 것이었

다. 

SFR SDC 2단계의 목적은 SDC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 제공하는 것이다. SDC를 위한 Safety Design 

Guideline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SFR SDC 2단계의 Terms of Reference는 2013년 2월에 준비되어 Beijing 회

의에서 PG의 검토를 받았다. 그 후, 2013년 9월 10-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CEA에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고 멤버십 확인 과정과 의장 선출, 목적/범위/

계획/결과물에 대한 재확인을 하였으며 첫 시작으로 SDG의 Work Sheet 작성할 

예정이다. 



- 72 -

2단계의 범위와 관련해서 2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DG on “Safety Approach & Design Conditions”

- Incl. functional requirements & set of design conditions of the 

issues on reactivity & loss of heat removal with quantification

- Quantification means to provide the measurable safety parameters 

(safety design parameters & constraints)  which allow the 

comparison with the acceptance criteria

2. SDG on “Key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by 2016)

- Incl. functional requirements & set of design conditions specific to 

key SSCs [shutdown, cooling, containment] with design examples

그림 19는 안전 규격 및 표준과 SDC/SDG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

라 1단계에서 완성된 SDC를 위해 2단계로 SDG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20은 2단계 SDG 개발 계획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다. 

SFR SDC

etc.Passive

Safety

High-

Temp.

Structur

e

Technical Codes & Standards
[Code & Standards in domestic]

Safety Fundamentals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afety Design Criteria

[GIF-SDC]
�Safety Requirements for SFR

GIF Safety Goals

GIF Basis for Safety Approach

FEDCBCountry A

A set of Criteria

based on GIF Basis for Safety 

Approach, with accounting SFR 

Specific Characteristics

Safety Design Guideline

[GIF-SDG]
�Guides of Safety Design & Assessments

SFR SDG

etc.

Shut
down

Cooling 
system

Contain
ment

A set of Guides

•Guide to Approaches on 

specific safety concerns
(e.g. Reactivity, Loss of heat 

removal...)

•Technical Guides of Safety 

Design & Assessments
(e.g. Design Basis, Condition...)

Approach to Operational 

States

Approach to DBA

Approach to DEC, etc.

Common Safety Goals and Safety 

Approach for Gen-IV Reactor

그림 19 안전 규격 및 표준과 SDC/SDG의 상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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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Terms of Reference

Design status review
• Reactor Core

• Reactor Coolant System

• Containment Vessel

Table of Contents

Identification of 

discussion points 

Other discussion

points

SDGs on Key 
Structures, Systems 

Components

SDG on 

Safety Approach

Identification of 

discussion points 

Table of Contents Guidelines for Reactor Core 
Discussion points (e.g. fuel performance in DBA, DEC, 

Passive or inherent reactivity features) 

Guidelines for Reactor Coolant System
Discussion points (e.g. sodium chemical reactions, passive 

or alternative cooling features) 

Viewpoints  

Functional Requirements 

on SSC(adapt to Safety 

Approach Guideline)

Set of design conditions
(e.g. postulated events, design 

parameters & constraints…)

Guidelines for Containment Vessel
Discussion points (e.g. severe accident conditions and 

measures, Accident management) 

Draft Report

Loss of heat removal issue

Accident conditions to be 

practically eliminated

Reactivity issue
Prevention &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Final Report

Draft Report Final Report

그림 20 SDG 개발 계획 및 현황

2차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2014년 2월 18-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9)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일정이 2014년 6월 10-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에서 열리는 것을 결정되었고 주요 주제로 다룰 내용은 GIF SFR SDC 1단계 보

고서 검토(SDC의 국가적, 국제적 설계 기준과의 조화) 및 SFR SDC 2단계 보고

서 추진 현황 검토와 구체적인 SFR 설계 기준에 대한 설계자들의 기술적 솔루

션 제안 등이 있다. 예상 참석자는 GIF SFR 시스템 참여국, Euratom, NEA, 

EC, 인도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참여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10) 2013 Annual Report 발간 계획

GIF 연차보고서 2013의 상세 목차와 각각의 작성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졌다. 다음은 GIF 연차보고서 2013의 상세 목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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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Foreword from the Chair of the GIF ........................................................................................

CHAPTER 2 GIF Membership, Organisation and R&D Collaborations ................................................................

2.1  GIF membership .......................................................................................................................

2.2  GIF Organisation ......................................................................................................................

2.3  Participation in GIF R&D Projects ..........................................................................................

CHAPTER 3 Highlights from the year and country reports ...........................................................................

3.1  General overview .....................................................................................................................

3.2  Highlights from the Experts Group ..........................................................................................

3.3  Country reports .........................................................................................................................

CHAPTER 4 Systems reports ........................................................................................................................

4.1  Very-High-Temperature Reactor (VHTR) ...............................................................................

4.1.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4.1.2 R&D objectives ...............................................................................................................

4.1.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4.2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

4.2.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4.2.2 R&D objectives ...............................................................................................................

4.2.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4.3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 (SCWR) ..........................................................................

4.3.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4.3.2 R&D objectives ...............................................................................................................

4.3.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4.4 Gas-cooled Fast Reactor (GFR) ...............................................................................................

4.4.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4.4.2 R&D objectives ...............................................................................................................

4.4.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4.5  Lead-cooled Fast Reactor (LFR) ..............................................................................................

  * Activities of MOU signatories only. 

4.5.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4.5.2 R&D objectives ...............................................................................................................

4.5.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4.6 Molten Salt Reactor (MSR) ................................................................................................

* Activities of MOU signatories only. 

4.6.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

그림 21 GIF 연차보고서 2013 상세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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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R&D objectives ...............................................................................................................

4.6.3 Main activities and outcomes ..........................................................................................

CHAPTER 5 Methodology working groups reports ......................................................................................

5.1 Economic Assessment Methodology .......................................................................................

5.2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Assessment Methodology ...........................

5.3 Risk an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

CHAPTER 6 Task Force reports ....................................................................................................................

6.1 Safety Design Criteria ..............................................................................................................

6.2 Advanced Simulation ...............................................................................................................

6.3 Strategic Planning ....................................................................................................................

 

CHAPTER 7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 ...................................................................................

CHAPTER 8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

8.1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  

8.2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 ..........................................

8.3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MDEP) .............................................................

APPENDIX 1 GIF Technology Goals and Systems ........................................................................................

A.1 Technology Goals of GIF .........................................................................................................

A.2  GIF systems ..............................................................................................................................

APPENDIX 2 GIF Priority Objectives for the Period 2010-2015 ................................................................

APPENDIX 3 List of Abbreviations and Acronyms .......................................................................................

그림 22 GIF 연차보고서 2013 상세 목차 (2)

연차보고서에는 GIF 멤버쉽과 조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고 각국의 최신 동

향 및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며 각 시스템 및 워킹그룹의 현황 그리고 태스크포스 

보고서와 SIAP 내용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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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deling Simulation 워크숍 내용 보고

정책그룹 회의에서 결정된 GIF와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Uncertainties Quantification’ 간의 워크숍 제안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2013 SNA+MC 컨퍼런스와 GIF M&S 워크숍을 같이 개최하였다.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컴퓨팅 기술보다는 전

문 인력을 통한 시스템 불확실성 평가가 규제기관의 확신을 얻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2) Strategic Initiative 실행계획(GIF 활동 강화 방안) 추진보고

전략 기획의 실행 계획 권고사항은 표 8에 나타나있다. 

1
TS collects input from SSC, MWG and TF 

 ☞ TD and TS are contacting authors individually
Oct 31, 2013

2
TS also collects input from GIF Secretariat / JK’s team : 

foreword, country reports

Nov 30, 

2013

3 TS sends the first draft to EG for review Dec 15, 2013

4 TD sends comments to TS Jan 15, 2014

5 TS sends the final draft to PG for approval Feb 15, 2014

6 PG approves the AR 2013 Mar 15, 2014

7
TS publishes the AR 2013 for distribution during the PG 

meeting 
May 2014

표 7 GIF 연차보고서 2013 발간 계획

Recommendation
Responsible 

Parties

Proposed 

Completion Date

1. Identify best practices and successes in 

development of project plans; provide examples 

and templates to SSC and PMB

EG February 2014

2. Assess current project plans against criteria and 

update plans as needed
EG February 2016

3. Recommend required project plan review cycle EG August 2015

4. Evaluate interest in creating crosscutting 

projects and hold a workshop as first step
EG November 2014

5. Investigate whether a framework is needed and 

can be developed for sharing GIF experimental 

facilities (GIF User Facility)

EG May 2014

표 8 전략 기획 실행 계획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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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행 방안 주제별로 4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

진하였다. 각 그룹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주요 Task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

여 EG에 보고하고, 4월 18일까지 각 Task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

다. 주요 실행 방안 주제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6. Develop process for exchanging researchers and 

students among GIF members
EG TBD

10. Evaluate the use of social media as a means 

of promoting GIF
EG November 2013

11. Track progress and communicate achievements 

of GIF to external stakeholders
GIF Chair

November 2013, 

periodically

12.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PG, EG, 

SSCs, PMBs by attending each other’s meetings 

to the extent possible

EG May 2014

13. Periodic review of effect of improved 

communication on GIF R&D collaboration

EG, 

Chairman’s 

Staff

Periodically

14. Enhance use of EG to support SIAP 

including scheduling, assisting with preparation 

and evaluating and addressing SIAP 

recommendations

EG January 2014

15. Establish a mechanism to enhance interaction 

between SSCs/PMBs and SIAP. SIAP members 

could attend SSC/PMB meetings when possible.

EG Ongoing

19. Invite IFNEC to next symposium, send 

IFNEC the AR and provide them access to the 

educational materials

TD
Annually or 

when specified

20.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programs will 

engage universities and other stakeholders on GIF 

and Gen IV systems as part of their normal 

activities and that EG members will be able to 

summarize the engagements that have occurred as 

part of the TD briefing to the PG

TD November 2013

21. To support the item above, the EG will 

develop a standard presentation on GIF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esentations to universities 

and other stakeholders

T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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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팀) : Carre, Speranzini, Caponiti

· 프로젝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사례를 제시하고 각 시스템운

영위 및 프로젝트 운영위에 제공 - 2014년 2월

· 현재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업데이트 요소 제안 - 2016년 2월 

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 프로젝트 계획 검토 체계 재설정 : 2015년 8월

(역량 및 자원 공유 팀) Hirata, Ranguelova, Alekseev

· 프로젝트별 crosscutting 부문에 대한 관심도 탐색 및 워크숍 개최 : 2014년 

11월 

· GIF 실험시설 공유 방안 수요 조사 및 추진 : 2014년 5월

· 연구자 및 학생 등 GIF 멤버국간의 인력 교류 : 기한 추후 결정 예정

(커뮤니케이션 팀) : Gougar, Caponiti, Devictor, Hahn

· GIF 홍보 방안으로 SNS 활용 방안 검토 : 2013년 11월

· 외부 유관 기구,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 추진 : 2013년 11월, 정기적으

로 추진

· GIF 내 각 그룹간의 cross 회의 참석 : 2014년 5월

· GIF R&D 협력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 추진안에 대한  주기적 보고 : 수시 

추진

(SIAP 참여 활성화 팀) : Kim, Shen

· SIAP 활동을 위한 EG의 역할 활성화 : 2014년 1월 (기추진)

· SIAP 멤버와 SSC/PMB그룹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 지속적으로 추진

(13) 새로운 임명 및 동의 (비공개)

새로운 SIAP 멤버 동의에 대한 비공개 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PG 멤버만 참

석한 가운데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14)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보고

새로운 공용 웹사이트의 필요성에 대해 PG의 결정으로 NEA에서 주관하여 

개설하였으며 그 추진경과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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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 홈페이지 시안

2013년 9월 : 홈페이지 콘텐츠 이전 및 추가 자료 확인

2013년 10월 : GIF 그룹내 리뷰(PG 의장 및 Staffs, TD, TS)

2013년 11월 : GIF PG/EG 그룹 검토 및 승인

2013년 12월 : 홈페이지 공식 오픈 

  

그림 23 GIF 공식 웹페이지 

(15) 웹사이트 내용 관련 보고

웹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각 제4세대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및 기술적 사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

며 이에 따라 각 시스템 Steering Committee에 추가 내용을 요청하였다. 

(16) Governance 협정서 등 개정 관련 보고

GIF 기본협정서(Framework Agreement) 발효 종료 기간 되었으며 20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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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로 새로운 Framework Agreement가 필요하다.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가 있

었으며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이 필요하고 협정서 유효기

간 무제한 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시스템의 Project 

Arrangement 만료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17) 시스템 진전사항 보고 형식 (Reporting Metrics)

GIF 10년을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성과 정리 및 향후 계획 업데이

트 등의 노력들과 연계하여, R&D 협력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용 

tool 및 지표 개발의 일환으로 Reporting Metrics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의 시스템 브리핑은 시스템 연구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와 Project 

Plan/Annual Work Plan 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 협력 

정도 지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초안을 제시하였다.

 

1. 협력(collaboration) 정도에 대한 지표

- 각 프로젝트 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task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task 비율의 구분

- 협력 task 별 추진 방식에 대한 구분

2. 추진 성과 분석 지표

- 각 프로젝트 별 계획 대비 생산 보고서의 수 

- 향후 모범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각 SSC에 관련 자료 요청 예정

(18) SIAP 자문 결과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회의에서 확정된 SIAP 검토 및 자문 요청 주제에 대한 

SIAP 그룹의 논의 결과와 그 외 일반적인 권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

루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정리 하였으며 기타 권고 및 요

청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주제 1) SFR SDC으로부터 산업체가 기대하는 결과 

· 보다 효과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본 보고서의 간략한 역사와 추진 요인(동

기), 경과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 본 보고서가 현재 수준의 안전설계 지침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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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설계 지침은 ‘안전성’ 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하여 주변 요소와 별개로 설

계되어서는 안 됨. 산업계와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주제 2) 원자력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6개 시스템의 수요와 관심

· (Severe Incident Off-site Consequence Potential) 중대사고 이후 ‘외부로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원자력시스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제3세대냐 제4세대냐는 중요하지 않음. GIF는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에 익숙해져야 하며, Gen-IV 개발자들은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

재의 표준 지침을 준수해야함. Gen-IV에 대한 국민적수용은, 심각한 사고 

이후 외부로의 영향이 차단된다는 점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것

· (Closed Fuel Cycle) 현재 산업시장에서는 ‘Closed 핵연료주기’의 가치를 보

고 있지 않음.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음. 현재

의 고속로는 경수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서 생가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

전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Closed 핵연료주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실제 실행 속도는 각 지역의 시장 환경 및 조건에 따라야 하

며, 악티나이드 관리 절차 종류에 관해서 절대적인 선호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적/정치적 요소에 따라 좌우됨. 경수로 시스템 변형(개선)은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없음)

· (Non-Electrical Applications and the VHTR) 원자력의 비전력 활용분야는 

중요한 성장 기회로 대표됨. 시장의 환경 및 수요에 따라 원자로 혹은 융합 

기술이 해당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VHTR의 핵주기 시스템이 가능성 높은 기술로 고려됨. 잠재적인 수요자들

은 VHTR에 대한 활용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로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와 열 발전 프로세스의 연계는 제한적이어야 할 것. 

열원이 얼마나 잘 통제되고 특성화 되는지가 중요. 즉,  열(heat)의 변동성 

및 유용성 프로세스가 주요 고려 요소임

(기타 권고 및 요청사항) 

· Gen-IV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소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

며, 시장의 적절하고 실제적인 ‘활용’을 통해 기술적 혁신(Innovation)이 이

루어질 수 있음

· 전체적인 핵주기 시스템 기반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각 시스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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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자, 운영자, 규제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

· SIAP의 보다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자료들이 일찍, 신속히 전달되었으면 

하며, GIF 내 SIAP 멤버들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기를 바람 

(19) 3차 GIF 심포지엄 2015

제3차 GIF 심포지엄 추진 안에 대해 일본 JAEA 측에서의 보고가 진행 되었

다. 2015년 5월 ICONE-23 학회와 연계하여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잠정적인 일정은 표 9에 나타나있다. 

그림 24 3차 GIF 심포지엄 2015 위치

Date May 17 May 18 May 19 May 20 May 21 May 22

a.m.   
EG 

Meeting

Open Session

- Plenary

Closed 

session

PG 

meeting

p.m.
Registration 

ICONE-23
  

Open Session

- Activity report

- Panel discussion

Closed 

session

PG 

meeting

표 9 3차 GIF 심포지엄 2015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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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기 회의

차기 회의(제37차 회의)에 대한 보고가 진행 되었으며 제38차 회의 장소 결정

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제37차 회의는 2014년 5월 19-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 

38차 회의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4. 제37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Brussels PG Action Item 검토

(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3) 정책국장 보고

(4) 기술국장 보고 - GIF 전문가그룹(EG)

(5) SFR SDC Phase II 현황

(6) 미래 정책그룹 회의 장소 선정 방안 (비공개)

(7) GIF/INPRO Interface 회의 결과 보고

(8)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계획

(9) MDEP 활동 소개

(10) Framework Agreement 연장

(11)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

(12) 차기 회의

 의제별 회의 결과

(1) Brussels PG Action Item 검토

제36차 브뤼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Action item들이 완료 되었거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M&S 워크숍 회의록 

작성 (7번 항목)만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표 10은 제36차 브뤼셀 회의 

Action item 리스트에 대한 것이다. 

1 Prepare an   options paper for 
selecting locations for future 
PG meeting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longer range 
planning

GIF Chair 15 
January 
2014

Proposal ready   to 
send to PG

2 Task the RSWG with assessing TD 30 April TD requested Mr. 

표 10 제36차 브뤼셀 회의 Action item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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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level safety design 
attributes for   all six systems.

2014 Nakai, RSWG 
Co-chair, to prepare  
 the assessment plan 
by 30 April 2014. 
EG will review the 
plan at Paris   
meeting in May. 

3 Provide a terms of reference 
(TOR) format that includes a 
limited term   plan of work; 
Task the working groups with 
updating the TOR.

TD 24 March 
2014

TD distributed 
standard format. 
Reports to   EG in 
May.

4 China will review their 
comments on the SFR-SDC 
and provide clarification   by 
1 January 2014

China PG 
Members

1 January 
2014

Complete. Ms. Lei 
provided the official 
position. 

5 Task the SFR SDC   TF with 
the sodium void issue to 
consider as part of their Phase 
II   activities and to 
supplement their deliberations 
with experts with regulatory   
perspective.

TD 15 
December 
2013

TD   requested SFR 
SDC TF Co-chairs 
to start necessary 
actions; issue 
discussed at   TF 
meeting on 18-19 
February 2014. 
RSWG working on 
position papers.   
Regulators to be 
invited

6 Investigate the   obstacles to 
posting PDF docu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S 31 
January 
2014

NEA will only   
post links to 
documents in 
non-English 
languages

7 Prepare the   minutes of the 
M&S TF workshop and post 
on the GIF website

PD 31 March 
2014

To be rescheduled

8 Review the issue   of 
releasing Project Arrangements 
in response to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by 15 
February 2014

PD / TS 31 March 
2014

NEA will not   
release PA’s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Specific 
policy statement   
circulated in April. 
On PG agenda for 
May

9 Review the Framework 
Agreement. Provide member’s  
 position on extension (10 
years vs. no limit) and 
potential revision

All PG 
Members

30 March 
2014

done

10 Prepare the   updated 
Framework Agreement

Technical  
Secretariat

20 April 
2014

NEA preparing   
draft based on 
assumption of simple 
extension. On PG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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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NEA로부터의 보고는 크게 2 카테고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Framework 

Agreement와 Project Arrangement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Framework Agreement 연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의제에서 다루었고 한국의 PG 

멤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Framework Agreement의 경우, 2015년 2

월 27일 발효가 종료되고 연장(개정) 안이 추진되고 있다. System Arrangement

의 경우, 러시아가 신규로 MSR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이 LFR MOU 체결

을 고려중이다. 

그림 25부터 28까지는 각 시스템 별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GFR은 

2013년 4월 이후 아무런 GIF 활동이 없으며 프랑스의 ALLEGRO 콘소시움 만이 

형성되어 있다. 

11 Provide country   reports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for 
inclusion in the Annual Report 
by 15   Dec. 2013

All PG 
Members

15 
December 
2013

All reports   
received

12 Draft a policy statement on the 
rules for   including 
information from observer 
participants in key official GIF  
 documents or whether to 
include only contributions from 
signatories of the FA   or 
MOU

PD 2 March 
2014

Delayed but   
scheduled; 
preliminary draft 
circulated.
On PG agenda

13 Recommend participants for the 
GIF/INPRO interface   meeting 
and the GIF/IAEA SFR Safety 
Workshop
- GIF/INPRO   interface is 
4-5 March 2014
- GIF/IAEA   SFR safety 
workshop is 10-11 June 2014

PG 
Members

15 
December 
2013—IN
PRO

15 
January 
2014 SFR 
Workshop

INPRO meeting   
successfully 
completed

SFR-SW: Agenda,   
TOR, and 
participants set

14 Oversee the development   of 
a welcome package for new 
members, including SIAP. 
Recommend a process for   
better preparing SIAP for 
assignments. 

TD 15 July 
2014;   
earlier for 
new PG, 
EG 
members

General packet for 
all new GIF 
members being   
developed

15 Incorporate   lessons learned 
into Guidelines for PG 
meetings.

Chairman’
s   
Secretariat

15 Dec 
2014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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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 Nov 06 Euratom, France, Japan, 

Switzerland

Conceptual Design &

Safety PA

(effective 17 Dec 2009)

JRC (Euratom), CEA (France),

PSI (Switzerland)

New project plan 2013/15 preparation again 

delayed (lack of funding)

Fuel & Core Materials PA Resuming of discussions and revision of 

the project plan again delayed 

Target date Nov 2013 postponed

EU / F / JP / CH

그림 25 GFR 현황 (2014 파리)

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 Nov 06 Canada, Euratom

05 Feb 07 Japan

18 Jul 11 Russia

China invited to join, decision still pending

Thermal-Hydraulics &

Safety PA

(effective 5 Oct 2009)

NRCan (Canada), JRC (EU), IAE (Japan),

Russian contribution finalised, however

under review in Russia

Materials & Chemistry 

PA (effective 6 Dec 2010)

NRCan (Canada), JRC (EU), IAE (Japan),

Project plan being updated without Russia

Fuel Qualification PA Bilateral agreement China & Euratom

outside GIF.  Informal exchange Canada & 

Euratom. PA negotiations postponed

SIA Some pre-conceptual design activity 

without PA (CA/EU/JP)

그림 26 SCWR 현황 (2014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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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15 Feb 06  France, Japan, USA

10 Apr 06  Korea  - 29 Nov 06 Euratom

02 Mar 09  China  - 06 Jul 10 Russia

Advanced Fuel PA

(effective 21 Mar 2007)

JRC (Euratom),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 Amendment to 

include Russia and China almost ready

GACID PA

(effective 27 Sept 2007)

CEA (France), JAEA (Japan), DOE (USA)

2 years extension signed 25 Sept 2012

New extension under discussions

CD & BOP PA

(effective 11 Oct 2007)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 Amendment to include Euratom

delayed by change of Euratom negotiator

Safety & Operation PA

New Project effective

12 November 2012

CIAE (China), JRC (Euratom),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Rosatom

(Russia) and DOE (USA)

SIA Signature process nearly completed

(CN / EU / F / JP / ROK / RU / USA)

그림 27 SFR 현황 (2014 파리)

System Arrangement

(signed or acceded)

30 Nov 06    Canada, Euratom, France, 

Japan, Korea, Switzerland, USA

23 Oct 08     China    - Canada withdrawal 31/12/2012

Fuel & Fuel Cycle PA

(effective 30 Jan 2008)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Amendment  incl. INET (China) effective 12/01/2014

Hydrogen  Prod. PA

(effective 19 Mar 2008)

NRCan (Canada),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DOE (USA) 

Amendment  to include INET (China) was almost ready 

for signature. Project plan under new revision to 

reflect member countries strategic changes

Materials PA

(effective 30 Apr 2010)

JRC (EU), CEA (France), JAEA (Japan), KAERI (Korea), 

PSI (Switzerland), DOE (USA),, INET (China)

Canada withdrawal  31/12/2012. Withdrawal Agreement 

for PBMR (South Africa) effective 21/11/2013.

Amendment vs Accession to include INET ?

CMVB PA Activity suspended. Resuming now considered 

CN / EU / JP / ROK / USA

SIA - Components No PMBs.  Preliminary discussions for SIA

그림 28 VHTR 현황 (2014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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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GIF 기술사무국 운영 예산 내역과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분담금 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무급 파견자 근무에 따른 

분담금 할인이 적용되어 2014년도 29,900유로(약 4,300만원)로 확정되었다. 

정책그룹의 요청으로 GIF 웹사이트와 GIF 연차보고서 2013에 대한 보고가 추

가 진행되었다.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페이지들이 소개되었으며 통계 자료를 제공

하며 웹사이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색 사이트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정도의 순위로 검색이 되며 제4세대 시스템의 안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echnology Roadmap Update는 2014년 3월 이후 1,500 번 이상 방

문 기록이 있었으며 90%는 GIF 웹사이트를 통해서이고 나머지 10%는 NEA 웹

사이트를 통해서이다. 교육 및 훈련 페이지에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논문 종류와 

양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워크숍 결과에 대한 내용도 추가 예정임을 밝혔다. 

GIF 연차보고서 2013과 관련하여 초안이 완성된 시기는 2014년 3월이었으며 

6월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bserver로부터의 기여분에 

대한 포함 여부 논란이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의제인 정책국장의 

보고에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각 시스템 별 분량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균형 

잡는 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분량이 각 

시스템의 연구개발 깊이에 대한 지표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전문가그

룹 내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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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GIF 연차보고서 2013 표지

 

       

(3) 정책국장 보고

이번 회의까지의 정책국장 업무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은 정책국장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1. 공용 웹사이트에 포함될 기술 정보 관리

 주로 기술사무국(NEA)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정책국장의 관리 하에 잘 이루

어지고 있다. Advanced Simulation 워크숍 자료와 결과를 추가하는 제안이 

있었으며 기술사무국에서는 해당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 할 계획임을 

밝혔다. 

2. Advanced Simulation 태스크포스 워크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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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4년 7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

다.

3. Agreements 공개/배포 여부에 관한 공식 성명서

 비공개 정책그룹 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이므로 배경 지식과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회의 결과는 예산, 국가별 참여 범위 등 민감한 사항이 있으므로 비

공개 처리로 합의하였다. 

4. Observers로부터의 정보에 관한 공식 성명서

 GIF 내 합의가 필요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확정하였다. 특

히, GIF의 공식 보고서에 협정서 또는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Observer들의 

기여부분 수록 조치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Observer들의 기여부분 수

록은 ‘GIF 공식 보고서’(Annual Report, Web site 등)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기술국장 보고 - GIF 전문가그룹(EG)

2014년 5월 19-20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31차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8개의 회원국과 NEA로부터 40명이 넘는 참석자가 활발히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폭 넓고 심도 깊은 주제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하였다. 

제31차 전문가그룹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Briefing and Discussion on System R&D Activities

2. Updat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Strategic Initiatives

3. Update of GIF Activities

4. Briefing and Discussion on MWG Activities

5. Reporting Metrics

6. Selection of SIAP Topics

시스템 연구개발 활동 브리핑에 관해서 각 시스템 운영위원회 장이 최근 활동

과 이슈에 대해 보고하였고 좋은 협력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Crosscutting 

프로젝트, 인력 상호교환,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형식, 방법론 적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시스템별 보고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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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FR  시스템 약정서에는 Euratom, 일본, 프랑스, 스위스가 서명하였다. 

‘Conceptual Design & Safety’ 프로젝트는 2013-2015 Project 

Plan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

고 프랑스의 ALLEGRO를 위한 작은 예산만으로 진행 중이다. 회

원국 내 GFR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스템 연구개발 

활동은 현재 중지 상태이다. 따라서 Project Arrangement를 유지

하는 것이 좋은지 MOU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다른 방안으로 VHTR과 합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그룹이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적절

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 LFR  MOU는 Euratom, 일본, 러시아가 서명하였다. 시스템 연구 계획 

최종버전을 2014년 5월 전문가그룹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고 LFR 

백서가 준비되어 있다. SFR SDC를 참고하여 LFR SDC를 개발 

중에 있다. 

3. MSR  MOU는 Euratom, 프랑스, 러시아가 서명하였다. 회원국과 

Observer 간에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시스

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RSWG와

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SCWR  좋은 협력 사례에 관한 보고만 있었으며 그 사례로는 초임계 물

과 이산화탄소의 열전달 데이터뱅크 개발, Rod bundle에 대한 

blind 벤치마크 분석, 재료 데이터뱅크 등이 있었다.

5. SFR  일본의 AtheNa 실험시설을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

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Component Design & BOP 프로젝트의 

서명 절차는 Euratom측의 대상자 변경으로 연기 되었다. Phenix 

수명 후 열수력 실험을 좋은 협력 사례로 들었으며 초임계 이산

화탄소 부식 실험을 또 다른 예로 들었다. 

6. VHTR  시간 관계상 생략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그룹 회의 내

용을 참고할 수 있다.     

Strategic Initiative 실행 계획은 2013 브뤼셀 회의 이후 상세한 action을 정의

하고 주요 활동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전문가그룹 내 소규모 그룹을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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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활동을 해왔다. 표 11은 소규모 그룹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각 그룹의 첫 

번째가 각 그룹의 대표이다. 

Project Planning 그룹에서는 설문지를 만들어 시스템 운영위원회와 프로젝트 

그리고 전문가그룹에게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

고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Sharing Capabilities and Resources 그룹에서는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

한 crosscutting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워크숍을 개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NEA의 실

험시설 현황 분석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Communications 그룹에서는 소셜미디어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잠

정적으로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시험하

기 위해 하나의 예제로 테스트하기로 결정하였다. 

SIAP Engagement 그룹에서는 SIAP에게 필요한 것과 GIF가 SIAP에게 요구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GIF 활동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IAEA-HQ에서 3월 4-5일 열린 제8차 

GIF/INPRO 회의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GIF 원자로 시스템 개발 현황, 

안전, PRPP, 경제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INPRO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

었다. GIF/INPRO Coordination Matrix 초안을 접수하였다.

GIF 심포지엄 2015에 대한 보고에서는 이전보다 상세한 일정(안)이 제시되었

고 이는 그림 30에 나타나있다. 프로그램 일정 확정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

다. 

Areas Responsibility

Project Planning Carre, Speranzini, Caponiti

Sharing Capabilities and Resources Hirata, Alekseev

Communications Gougar, Devictor, Caponiti, Hahn

SIAP Engagement Kim, Shen

표 11 Strategic Initiative 실행 계획을 위한 소규모 그룹 구성



- 93 -

27PG Meeting, Paris, 22-23  May 2014

Draft Program of GIF Symposium 2015

May 19(Tues) AM, Open session

- GIF Overview

- MWG activities

- Status of SFR SDC TF activities

- Results of SFR Safety Workshop on June 10-11, 2014

- Interactions with Regulators regarding SFR SDC

- Panel of Graduate students for their understanding about and 
expectations on GIF activities

May 19(Tues) PM, Open session
- Status of 6 Gen IV reactor system development

May 20(Wed) PM, Closed session 

- Status of actions from strategic planning

- Panels on critical issues to be identified

그림 30 GIF 심포지엄 2015 정책회의 상세 일정

방법론그룹 활동 브리핑에서는 각 그룹의 활동 내역 확인 및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를 다루었으며 각 방법론을 실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방법론 그룹 신설 필

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모든 방법론그룹에 동일한 Terms of Reference 작성을 위해 공통 양식을 개

발하여 배포하였으며 각 방법론그룹은 이 양식에 맞춰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 

RSWG의 활동과 관련하여 6개의 시스템에 대한 상위 레벨 안전 설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였고 RSWG 장은 이를 각 시스템 장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안전 분석 문건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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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PG Meeting, Paris, 22-23  May 2014

Proposed Table of Contents for Safety 

Assessment Document
• General overview of the performance goals.

• Historical review of, and feedback from past 
construction and operation experiences.

• Level of ongoing safety-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 Achievement of safety function:

• Reactivity control (Control system, Risk of criticality)

• Decay heat removal (Thermal inertia and grace period, 
Diversification, active and passive systems

• Confin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Materials, 
safety barriers, by-pass, source term ?

그림 31 안전 분석 문건 목차 (1)

34PG Meeting, Paris, 22-23  May 2014

Proposed Table of Contents for Safety 

Assessment Document – Cont뭗
• Management of severe accidents 

•Prevention

•Mitigation

•Situation to practically eliminate

• Safety of the fuel cycle

•Type of fuel

•Management of waste (quantity, quality)

•Radiation protection

•Other risks 

•Chemical risk

•Radiation protection

• Others

• Summary of progress needed

그림 32 안전 분석 문건 목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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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그룹들(RSWG, PRPPWG, EMWG)은 기 개발된 방법론을 시스템에 적

용하려고 하였으나 시스템 개발자들이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백

서 개발에 대해서는 방법론그룹과 시스템 개발자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술국장의 역할 및 책임

이 확정되었다. GIF의 목표 중 유일하게 지속가능성만 방법론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고 정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33은 개략적인 지속가능성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분

석 방법은 각 시스템에 따라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ustainability

SU1 Resource 
Utilization

SU1-1 Fuel Utilization Use of fuel resources

SU2 Waste 
Minimization and 
Management

SU2-1 Waste minimization

Waste mass

Waste volume

Heat load

Radiotoxicity

SU2-2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management and disposal

Environmental impact

그림 33 지속가능성 분류 체계

기술국장은 임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Terms of Reference 개발을 지시하

고 목적, 범위, 계획, 결과물 등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결과는 12월 

PG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시스템 브리핑 보고 형식으로 제안된 것이 다음의 표 12부터 표 14까지에 나

타나있다. GIF 10년을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성과 정리 및 향후 계획 

업데이트 등의 노력들과 연계하여, R&D 협력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용 tool 및 지표 개발 추진 중이다. 회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표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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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정책그룹회의와 동시에 진행되는 SIAP 회의를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SIAP 검토를 위한 주제이다. 

1. Issues in Supply Chain for Gen-IV Reactors

  Review materials

- Technology Roadmap 

- US VHTR (NGNP) Industry Alliance reports

- Specific materials or components from SSCs

  Identify issues or gaps in the supply of non-LWR reactor materials,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ncluding construction

  Propose steps that member countries can take in the near future to 

prevent gaps in the supply chain for specific systems

 
# of Tasks conducted 
without collaboration with 
other Signatories

# of Tasks conducted 
with collaboration among 
multiple Signatories

Project Arrangement “A” (e.g., 45%) (e.g., 55%)

Project Arrangement “B”   

표 12 독립적 업무 대비 협력 업무

 
Jointly 
executed 
tasks

Shared 
databases

Personnel 
exchange

Transfer/
loan of 
materials/ 
equipment

Transfer 
of 
funding

Report 
Writing

PA “A”
(e.g., 
45%)

(e.g., 
20%)

(e.g., 
25%)

(e.g., 
50%)

(e.g., 5%) (e.g.,20%)

PA “B”       

표 13 협력 업무 종류

 

# of 
Reports 
proposed in 
annual 
work plan

# of 
Reports 
completed

# of 
Reports by 
one 
Signatory

# of 
Reports by 
two 
Signatories

# of 
Reports by 
three or 
more 
Signatories 

PA “A”      

PA “B”      

표 14 보고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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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dustry’s view on knowledge management  given the history (or lack 

thereof)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 LWR industry, what can GIF 

to do improve on history.

3. SIAP may propose one or more broad topics on which industry can 

provide input that can affect the direction or prioritization of GIF 

research and development.

(5) SFR SDC Phase II 현황

SFR SDC 1단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한 후, 2단계 현황으로 넘어갔

다. 1단계 보고서는 2013년 5월 최종 승인 되었으며 외부 기관에 검토 요청을 하

였다. 국제 조직으로는 IAEA, MDEP, CNRA의 검토를 받았으며 국가 규제기관

은 미국의 NRC, 중국의 NNSA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2단계 SDG 개발 범위와 계획은 첫째, Safety Approach SDG (2014)이고 둘

째, Structures, System and Component SDG (2016)이다. 3차 회의까지 이루어

졌으며 실질적인 Safety Approach SDG 보고서 담길 내용에 관해 논의가 있었

다. 중대사고와 관련하여 2가지 주요 아이템을 선정하였는데 반응도 이슈와 잔열

제거 이슈다. 이에 따라 Worksheet가 각각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는 이러한 Worksheet의 한 예이다. 

1. Related SDC criteria and approach to the issues

2. Design measures/options which fulfill the SDC Criteria 

3. Design boundary condition

4. Important design parameter

5. Postulated event list

6. Testabilit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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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ity issue (Prevention of severe accident) 
SDC: Performance requirements Safety Design to satisfy the SDC Specific functions and their design requirements Important Design Parameters 

 
Criterion 46: Reactor shutdown 
 
6.9. For design extension 
conditions, passive or inherent 
reactor shutdown capabilities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severe core 
degradation and to avoid 
re-criticality in the long run. 
 
 

 
[Design concepts] 
Passive insertion of neutron absorber 
(Self-Actuated Shutdown System 
[SASS] using curie point magnet for 
absorber release and gravitational 
drop.) 
 
[Design conditions] 
Activated by core condition changes 
(Rise of SA outlet coolant temp.) 
No need for instrumentation and 
external power  
Not exceed design limits for DEC of 
core fuel and coolant boundary 
Negative reactivity to achieve 
temporal hot shutdown 
Maintain cold shutdown condition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 
active systems 
 

 
Directly activated and operated by natural phenomena: 
neutron absorber of the control rod system is passively 
inserted by gravitational force after the loss of magnetic force 
of the curie point magnetic alloy (due to the increase of the 
alloy temperature over its curie point) which attracts the control 
rod system with absorber under normal operation. 
 
Activation time should be short so that enough negative 
reactivity insertion is achieved within allowable time under the 
postulated events. 
 

 
Curie point alloy response 
temperature 
Response time constant of 
the SASS system with curie 
point alloy 
Total reactivity worth of the 
control rod system with SASS 
system. 

 
After SASS activation, when main and backup systems are 
unavailable, measure for monitoring the plant condition and 
procedure to reach cold shutdown (e.g. manual insertions of 
main or backup control rod) should be provided. 
 
 
 

 
Reactivity worth necessary 
for cold shutdown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 active systems. 
It should activate without RPS signals. 
 
Rod insertion capability should be ensured even under 
extreme earthquakes. 
 
Fuel assemblies, core support structure and control driveline  
should be designed to maintain core deformation, and 
displacement between core and control rod driveline within 
acceptable limits for the rod insertion. 

 
Acceptable limits of core 
deformation, displacement 
between core and control rod 
driveline 

JAEA (2014/01/14) 

그림 34 Worksheet 예

그 외, 다른 주제로는 사고 상황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SFR의 노심 반

응도에 관련된 것이 있다.

 SFR 안전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Sodium void reactivity와 관련하여 상

세한 기술적인 설명이 있었고 이와 관련이 있는 Safety Design Criteria를 같이 

설명하였다. 

(6) 미래 정책그룹 회의 장소 선정 방안 (비공개)

차기 정책그룹 회의 개최지 결정 방안 논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차기 GIF 

회의 개최 희망 의지 표명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이었으며 최근 개최 현황을 

고려하여 2016년 상반기(5월)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었다. 참고로 2015년 상반

기는 일본이며 2015년 하반기는 러시아, 2016년 상반기는 한국, 2016년 하반기는 

OECD-NEA로 예정되어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신규 SIAP 멤버에 대한 공식 승인 절차가 진행

되었다. GIF는 SIAP 멤버 선임에 있어 회원국별 PG 멤버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

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 기관 내 인사이동 및 개인적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PG, 

SIAP 대표 변경을 추진한바 있다. 한국 SIAP 신규 대표에 대해 PG 멤버들의 

만장일치로 선임이 승인되었다. 표 15 변경된 대표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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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P 그룹 의장 공석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SIAP 의장 희망 국가가 특별

히 없으므로, GIF 의장 측에서 다른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묻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GIF/INPRO Interface 회의 결과 보고

제8차 IAEA/INPRO-GIF Interface 회의에 대한 보고가 IAEA 측 대표로부터 

보고되었다. 이 회의는 2014년 3월 4-5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HQ에서 개최되었고 다루었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GIF reactor system development status

2. Safety topical session including status report of GIF-IAEA workshops 

on SFR SDC

3. Proliferation resistance & nuclear security topical session

4. Economics topical session

IAEA-GIF Coordination Matrix가 회의의 중요한 결과로 생성 되었으며 지속

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INPRO 내의 협력 프로젝트인 PROSA의 경우, GIF PRPPWG의 멤버와 동일

한 멤버가 있으며 현재 TECDOC 발간을 계획 중이다. EMWG와의 연계 역시 

INPRO의 PES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계 방안의 하나로 SFR SDC를 LFR과 VHTR에 확장하는 

것을 들었으며 GIF-INPRO Dialogue 포럼 개최를 제안하였다.

(8)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계획

SFR 안전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Status of the SFR SDC Phase 1 Report review by National Regulators 

전 후

PG 박성원 부원장 (KAERI) 김학노 부원장 (KAERI)

SIAP 김하방 부사장 (두산중공업) 황해룡 상무 (KEPCO E&C)

표 15 PG 및 SIAP 한국 대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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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 NEA, MDEP)

2. Implementation of current SFR SDC by designers of innovative SFR 

concepts

3. Status of SFR SDC Phase 2 development

4. Technical discussions on specific Criteria: 

- practical elimination of accident situations, 

- design extension conditions, 

- sodium void reactivity effect.

워크숍은 2014년 6월 10-11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필요한 정보를 위해 웹페이지를 오픈하였다. Terms of Reference가 마

무리 되었고 Agenda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림 35은 SFR 안전 워크숍 

Agenda의 초안이다. 

4PG Meeting, Paris, May 22-23, 2014

Draft Agenda

• 1st Day (June 10)

� Session 1: Status of review of the SDC SFR Phase I Report

� Session 2: Implementation of current SDC by SFR designers 

• 2nd Day (June 11)

� Session 3: Status of SFR SDC Phase II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specific SDC

� Discussion and conclusion

� Future actions

그림 35 SFR 안전 워크숍 Agenda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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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DEP 활동 소개

OECD/NEA의 산하 조직인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MDEP)의 활동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다. MDEP은 14개 국가의 규제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며 특정 설계에 대한 안전 설계 검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제적인 인허가 요건과 사례를 공유하여 안

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인도와 UAE가 합류하였고 2013년에 스웨덴, 

2014년 터키가 합류했다. 

MDEP의 조직도는 그림 36에 나타나있다. 크게 설계 특정 그룹이 있고, 이슈 

특정 그룹이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별 현황 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분야별 업

무 범위를 조절하고 기술적/정책적 집중 논의 주제를 세분화 하는 등, 규제기관 

협력을 위한 효과적 포럼을 추진 중에 있다. 

Policy Group (PG)

Steering Technical

Committee (STC)

Digital I&C Working Group

Codes and Standards 

Working Group

Vendor Inspection 

Cooperation Working Group

ISSUE SPECIFIC WORKING GROUPS: 

CONVERGENCE

EPR Working Group

MDEP Library

AP1000 Working Group

APR1400 Working Group

ABWR Working Group

(new)

DESIGN SPECIFIC WORKING GROUPS: 

CO-OPERATION

VVER Working Group

(new)

그림 36 MDEP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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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ramework Agreement 연장

GIF 기본협정서(Framework Agreement) 발효 종료 기간 도래(2015년 2월)에 

따른 연장(안) 또는 개정(안) 마련을 기술사무국에서 추진 중이다. GIF 기술사무

국(OECD/NEA)측에서는 단순 연장/개정 (안)별 서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단순 10년 연장의 경우, 서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협정서 개

정의 경우, 2005년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 연장 방안에 동의하였으나, 서명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3가지 옵션별 추진 절차

에 대한 보고서를 기술사무국이 6월 2일까지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6월 말까지 

국가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3가지 옵션은 

단순 10년 연장, 협정서 일부 개정, 협정서 전부 개정이다. 

GIF 기술사무국의 제안 보고서에 따라 각국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

SFR SDC 1단계 보고서와 관련하여 IAEA, MDEP, OECD/NEA/CNRA와의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다른 안건에서 다루어진 부분들은 생략하였고 

CNRA와의 협력 회의가 2014년 12월 1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GIF의 6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고 각 국가의 규제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ASTRID 설계에 대한 초기 안전 검토 문건을 개발 중이고, 미국 

역시 VHTR에 대한 표준 설계 요건을 만들고 있다. 

(12) 차기 회의

최근 국가별 예산 및 정책적 문제로 인해 차기 GIF 회의 개최국 결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GIF는 새로운 개최지 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비공개 회

의에서 논의된 바대로 2016년까지는 결정됐다. 현재까지의 안에 따르면 GIF 기

술사무국인 NEA측에서 1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 경우 예산

상의 문제로 Technical Tour 및 Gala Dinner는 준비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2014년 및 2015년 개최지는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상기 방안은 2016년도부터 추

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 103 -

다음은 차기 회의 및 그 이후 회의 장소를 정리한 것이다. 

1. 2014년 : (상반기) 프랑스 파리 / (하반기) OECD-NEA

2. 2015년 : (상반기) 일본 치바현 Makuhari / (하반기) 러시아

3. 2016년 : (상반기) 한국 / (하반기) OECD-NEA

4. 2017년 : (상반기) 미국 / (하반기) OECD-NEA

5. 2017년 2018년 개최지는 대륙 간 개최지 안배를 고려하여 미국 및 중국으

로 결정 될 예정

그림 37 2014년 하반기 정책그룹 회의 장소

 5. 제38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보고

 (2) Gas-cooled Reactor 시스템의 미래(향후 방향) 보고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방법론 그룹 임시 T/F Action Plan 보고

 (4) 비공개 세션 

 (5) CNRA와의 회의 결과 보고

 (6) 정책국장(Policy Director) 보고

 (7) SIAP 회의 결과 및 권고 사항

 (8) 차기 회의일정에 관한 논의

 의제별 회의 결과

(1)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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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회의 개최 전, 이틀 간 개최되었던 제32차 전문가그룹(EG)회의 결과에 대

한 기술국장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는 EG

회의 의제별 세부 결과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정책그룹 승인을 위해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GFR 시스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분석 및 제안(안)을 제시하였

고, 둘째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신설 태스크포스 팀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

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2) Gas-cooled Reactor 시스템의 미래(향후 방향) 보고

전문가그룹에서 논의된 추진 계획(안)이 정책그룹에서 승인되었다. 추진 계획

의 주 내용은 VHTR 시스템과의 Cross-Cutting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이다. 양 시스템 간의 R&D 추진 일정이 매우 다르고 공통분야가 적어 통합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 GFR 시스템과의 Cross-Cutting 분야 도출을 

위한 Joint-Meeing이 2015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GFR 시스템운영위원회 자체 판단과 전문가그룹 멤버들의 권고로 시스템 약

정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GFR 시스템 약정은 2016년 만료 예정

이다.

(3)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그룹 신설 논의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제안된 Sustainability 태스크포스팀 추진 계획(안)이 

정책그룹에서 승인되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국장이 우선 태스크포스 팀 구성

을 완료하고 태스크포스 팀의 구체적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차기 

GIF/INPRO Interface 회의 시 Sustainability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은 2015년 5월 정책그룹 회의 시 추진 현황을 보고하기

로 하였다. 

(4) 비공개 세션 

정책그룹 부의장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일본의 Mr. Aoto에서 

같은 일본의 Mr. Kamid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공식 변경은 

2015년 봄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Mr. Aoto의 소속기관 인사이동 사항을 반

영하여 이에 관한 서신을 사전에 보낸 바 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으로는 GIF 정책 업데이트 사항에 관한 것이 있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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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1번 최종(안)에 대한 정책그룹 내 합의가 이루어졌고 승인이 완료되었

다. 정책서 2014-2번에서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었으

나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재작성 및 회람한 후 2015년 1월 15일까지 국가별 최종 의견을 회신

하기로 결정하였다. 

세 번째 논의 사항은 정책국장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프랑스의 Mr. 

Anzieu에서 같은 프랑스의 Mr. Bouchter로 변경하는 건이다. 소속기관의 인사이

동을 반영하여 정책그룹 내에서 공식 승인을 완료하였다. 

(5) CNRA와의 회의 결과 보고

규제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GIF-CNRA간 Working Group 구성에 

대한 계획이 지난 회의를 통해 제안되었다. 정책그룹은 각 국 규제기관의 CNRA 

및 CSNI 참여 현황에 대한 검토를 1차적으로 진행한 후, 적극적인 상호 교류 활

동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GIF-CNRA/CSNI Working 

Group 구성을 위한 GIF 내 각 국 대표 지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2016년 1월까지 국가별 참여자를 지정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Working Group의 업무 범위가 논의되고 확정될 계획이다. 

(6) 정책국장(Policy Director) 보고

GIF 내 합의가 필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공식 성명서(Statement)를 확정

하였다. 앞서 설명한 비공개 세션에서 정책그룹 멤버들 간의 동의는 이미 얻었고 

정책국장의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되었다. 

정책서 2014-1번의 주요 내용은 협정서 또는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Observer들의 GIF 공식 보고서 기여 부분 수록에 관한 조치 방안을 다룬다. 

정책서 2014-2번의 주요 내용은 외부로의 GIF 공동연구 약정서 공개 요청에 

대한 정책적 처리 방안에 관한 것이다. 앞서 비공개 세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수정(안)을 재작성하고 회람한 후 국가별 입장을 수

렴할 예정이다. 

정책서 2014-3번의 주요 내용은 GIF 공동연구 약정서에 신규 참여국들의 기

존 자료 접근 범위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비공개 세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민

감한 사안인 만큼 그 절차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국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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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각 국의 

관련법 관계자와 향후 논의 예정이고 그 후, 정책서를 수립할 계획이다. 

(7) SIAP 회의 결과 및 권고 사항

SIAP 향후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AP 회의 개최와 관련한 추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Email list 구성 

및 주기적 갱신, NEA 내 담당 서기(POC) 지정, GIF 내부 홈페이지 내 SIAP 전

용 폴더 개설(검토 자료 등), SIAP 멤버의 홈페이지 접근을 위한 회원 자격 부

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SIAP 전체를 이끌고 갈 의장 선

임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SIAP 회의 전 적어

도 3-4개월 전 자문 주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지난 파리 회의에서 선정되고 이번 회의에서 SIAP에게 제시된 3가지 주제별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Gen-IV 원자로에 대한 공급망 이슈(Issues in Supply Chain for Gen-IV 

Reactors)

� 본 주제는 Gen-IV 시스템의 원형로 및 상용로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이슈이자 주요 risk 포인트임 

� 향후 공급자의 적정한 건설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원자로 재료 선정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함 

� SSCs 및 평가방법론그룹은 재료의 현실성 및 산업계 측면의 실행 가능

성을 고려해야함

� 다양한 국가에서의 공급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 및 설계 

기준 개발 필요

�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 단계별로 우수한 인력의 참여가 중요

� 새로운 연료 구성 및 제작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히 전·

후행 핵주기 R&D 부문에 대한 조기 연구 착수가 요구됨

� 연구자들은 잠재적인 공급자들 및 운영자들과 최대한 이른 시기부터 기

술적 세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야함

� 다양한 분야(기계, 전기, 계측 등)에서의 재료 및 장비에 대한 예비 

공급망 준비 필요

� 예상되는 조건(압력, 화학, 방사선)에 대해 기술적으로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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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재료, 구성품 등이 있는지 여부

� 이와 같은 재료들이 생산품 규모로 제작될 수 있는지, 또 원자력 

발전소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 필요 

� 원형로의 재료에 대한 기준(규격) 및 조달책 수립은 예비 설계 단

계가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상용로 재료 

자격 요건 부합을 위한 첫 단추임

� Knowledge management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 ; 경수로 산업에서의 

knowledge management History와 관련하여, GIF가 제시할 수 있는 발전 

방안(Industry' s view on knowledge management - given the history (or 

lack thereof)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 LWR industry, what can 

GIF to do improve on history)

� 창조와 정보 보유, 기술과 경쟁력은 필수 요소임

� 지식관리 체계(소프트웨어)는, 경수로와의 차이점에서 야기되는 ‘간극

(Gap)’을 피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자력 발전소 기술 기

반을 보존하는데 유용함

� GIF는 GIF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구성·관

리·보존하기 위해, 품질 보증(검증) 및 문서 관리, 복구 가능성 등에 대

한 공통의 표준 지침이 존재하는 적절한 tool을 채택하고 적용해야함

� 고려 사항

� 공공 정보 : 향후 Gen-IV 참여자의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정보 사

용 필요

� 정보의 지속성 : Gen-IV 시스템 설계 및 검증에 이용되는 정보의 

수명관리

� 폐로의 설계 염두 필요(IAEA 지침)

� IAEA 및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필요

� SIAP 자체 제안 사항

� Gen-IV 경제성 검토 필요(비용 대비 전력 생산량은 GenIII 경수로보다 

높아야 함)

� 원형로 연구개발 비용과 상용로 설계 비용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려. 첫 

번째 상업용 Gen-IV 발전소는 개발되기까지의 새로운 연료, 재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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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술에 투입된 비용을 상쇄해야함. 

� 비슷한 설계 및 연구개발 일정으로 추진되는 시스템별 프로젝트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관련 코드 및 설계 기준의 매칭 촉구

� CFR 혹은 SCWR과 같은 원형로/실증로에 대한 GIF의 후원(지원)을 고

려해볼 필요 있음

�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Gen-IV 인허가 요건 부합을 위한 GIF의 노력

에 대해 간략한 설명 요청 

� Gen III 에서 Gen IV로의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확인 필요

� 향후 PG, SIAP 회의 시 한명 이상의 안전·규제 기구 대표 참여 필요

(8) 차기 회의일정에 관한 논의

차기 회의 개최지 일정에 관해 공지가 되었다. 2015년 상반기 회의는 일본 지

바시에서 예정되어 있고 2015년 하반기 회의는 러시아 Saint Petersburg에서 예

정되어 있다. 2016년 상반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확정되

지는 않았다. 개최 도시 역시 미정이다. 이후부터는 새롭게 정해진 법칙에 따라 

OECD-NEA에서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2016년 하반기 회의는 

OECD-NEA에서 2017년 상반기는 미국이 예정되어 있고 2017년 하반기는 다시 

OECD-NE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6. 제39차 정책그룹회의 

 주요 의제

 (1)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보고

 (2) GIF 심포지엄 결과 보고

 (3) GIF-INPRO 활동현황 보고

 (4) SIAP Topics 선정 승인

 (5) Technical Secretariat(기술사무국) 현황 보고 

 (6) CNRA/CSNI 협력활동 보고

 (7) 정책국장(Policy Director) 보고

 (8) 비공개 세션 

 (9) GIF 대표 공식 선임 절차

 (10) 차기 회의일정에 관한 논의

 의제별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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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보고

정책그룹 회의 개최 전, 격일로 진행되었던 제35차 전문가그룹(EG)회의 결과

에 대한 기술국장의 보고 내용 중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의 전문가그룹 회의 의제별 결과를 참고한다. 

정책그룹의 승인을 위한 주요 결과로 지속성가능성 평가 방법론 태스크포스 

팀의 업무범위 및 세부 내용에 관한 것이 있었고 하반기 SIAP 자문회의를 위한 

전문가그룹 권고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2) GIF 심포지엄 결과 보고

전문가그룹 회의 사이 기간에 있었던 GIF 심포지엄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었

다. 5월 19-20일 양일에 거쳐 공개 및 비공개 세션을 진행하였다. 참가 규모, 주

요 질의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심포지엄 동안 배포된 설

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심포지엄 내용 및 결과에 대

한 언론 홍보에 대한 내용도 보고하였다. 일본 “Denki” 신문사에서 해당 기사를 

발간할 예정이며 추후 영문 번역본을 배포할 예정이다. 

 

(3) GIF-INPRO 활동현황 보고

제9차 GIF-INPRO Interface 회의가 2015년 3월 4일-5일 IAEA HQ에서 개최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GIF 시스템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SFR SDC 검토 및 핵확산저항성 및 경제성 검토 등 기술적

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GIF-IAEA 협력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GIF-INPRO Coordination Matrix에 대한 설명과 함께 

GIF 전문가그룹 및 시스템운영위원회에 IAEA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4) SIAP 주제 선정 승인

매년 상반기 GIF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SIAP 자문을 위한 주제

를 선정하고, 하반기 GIF 회의 기간에 SIAP 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2015년 하반기 SIAP 자문을 위해 전문가그룹이 권고한 주

제는 다음과 같다. 

� Code and Standard Harmonization

� List in order of importance the attributes of Gen IV systems that are 

most attractive from a vendor or util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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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conditions and expected time for commercialization of Gen-IV 

reactors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며 2015년 SIAP 자문 주제로 확정

하였고 하반기 정책그룹 회의에서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5) Technical Secretariat(기술사무국) 현황 보고

기술사무국 운영분담금 확정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5년도 한국 

GIF 기술사무국 운영 분담금은 30,500€ (약 4천만원)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가동

원전수가 50기 이하로 줄어들면서 분담금 계산식에 따라 일본 분담금이 감소하

였고 그 결과로 타 회원국의 분담금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다. 중국은 SCWR 

시스템 참여로 인해 약 10,000€  정도의 분담금 증가가 있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한국의 GIF 기술사무국 분담금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28,900€  

� 2013년: 74,000€  

� 2014년: 29,900€    

 

(6) CNRA/CSNI 협력활동 보고

CNRA/CSNI 임시 그룹명 필요성에 따라 Safety of Advanced Reactors(SAR)

로 임시 명명하였다. 향후 이 그룹의 활동은 US-NRC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이

며 2015년 6월에 주요 임무 및 업무범위에 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SAR 회의 개최 날짜는 2015년 4월 14일-15일이고 장소는 NEA 본부에서 개최

된다. 

 

(7) 정책국장(Policy Director) 보고

GIF 정책서(Policy Statement) 중 2014-2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정

책서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 및 프로젝트약정 공개 요청 시 처리절차에 관한 것

인데 일부분에 대한 각 국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이 계속해서 미루어졌

으며 이번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의 입장은 약정서 

내 기여분을 제외하고는 민감한 내용이 없으며, 기여분 관련 내용 역시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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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 정책서(안)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최종 변경 및 확정된 정책서에 대해 기술사무국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회

원국에게 회람할 예정이고 각 회원국은 정책서 검토 후 최종 의견 표명을 하기

로 합의하였다. 

 

(8) 비공개 세션 

지난 회의에서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일본 측의 부의장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

루어졌다. 정책그룹 멤버들간의 투표를 거쳐 Kazumi Aoto에서 Hideki Kamide로 

변경되었다. 

산업계자문패널(SIAP) 의장 선출에 관해 정책그룹 투표가 있었으며 한국의 

황해룡 박사(KEPCO E&C)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신규회원국(호주) 참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호주는 VHTR, MSR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신청서 제출, 참여 요건 검토 및 승인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다. 

GFR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GFR 시스템약정은 유지하되 프

로젝트 운영위원회 단계의 협력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GIF 의장은 GFR 시

스템약정 연장에 관한 정책그룹 논의 내용을 GFR 시스템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GFR은 참여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연구 활동이 없고 공동연구 유지

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9) GIF 대표 공식 선임 절차

GIF 조직의 세부 그룹 내, 각 회원국의 대표 변경을 위한 절차를 재공지하였

다. 각 회원국의 대표 변경 시, 표 16과 같은 변경요청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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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GIF 조직 내 대표 변경 절차

 

(10) 차기 회의일정에 관한 논의

제40차 정책그룹 회의의 날짜와 장소가 공지되었다. 2015년 10월 26-30일에 

러시아 Saint. Petersburg에서 2015년 하반기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41차 정

책그룹회의는 2016년 4월 25일-26일 또는 5월 9일-13일 프랑스 OECD-NEA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회의 날짜는 두 후보 중 투표를 진행 중이다. 제42차 정책그룹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2016년 10월 3째 주 또는 4째 주가 될 전망이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세한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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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GIF 전문가그룹 활동

전문가그룹(Experts Group) 회의는 GIF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을 의장

으로 하여 정책그룹의 의사 결정에 많은 기술적 지원을 해 왔으며 연구 개발을 

비롯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제

안을 해 왔다.

  1. 제28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1) Technical Secretariat 보고

   - (Review/modification/approval of agenda)

(2) GIF/INPRO 연계활동 및 GIF 교육훈련 관련 Task Force 보고

   - (GIF/INPRO SFR Safety Workshop, GIF/INPRO Interface Meeting, Education 

and Training Task Force Report)

(3) 전문가그룹 차원의 산업계전문패널(SIAP) 권고사항 대응방안 논의

   - (Role of EG in Response to SIAP)

(4) 기타 사항(EG 기술점검 체제, 원격회의 경험, 심포지엄 준비 등)에 대한 협의

   - (EG Monitoring of Systems: Recommendation to the PG, Preparations for 

Symposium, including validation of receipt of final presentations)

 의제별 회의 결과

(1) Technical Secretariat 보고

  2012년 9월에 Park City에서 개최된 제27차 EG 회의록 및 조치사항 검토

  2011 연차보고서 완료 및 배포 (7월)

  2012 GIF symposium report

   - 2009년도 심포지엄과 동일 양식으로 가는 것에 전원 동의

   - 2013년초 발행 예정

  2012 GIF 연차보고서는 2012 GIF Symposium Report로 대체

  SCWR SSC(2013년 8월 중국 개최)에 SA 및 PA 추진 예정(중국 참여)

(2) GIF/INPRO 연계활동 및 GIF 교육훈련 관련 Task Force 보고

  GIF/INPRO SFR Safety Workshop 개최: 2013년 2월 26-27일, IAEA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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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 SDC는 기본적으로 IAEA Safety Document 구조를 근간으로 하므로, GIF 

관점과 IAEA의 관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SFR SDC가 GIF 만의 결과물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인 활용이 가능한 document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함.

  IAEA SFR Workshop에서 나오는 IAEA INPRO 의견을 반영하되, ANSI54.1의 

경험이 SFR SDC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단은 현재 일정에 맞춰 SDC를 발

행하고 상세한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GIF strategic planning과 관련하여 INPRO와 의견교환이 필요함

  SFR workshop과의 연계회의 참석범위를 결정하여 PG에 보고 예정임.

  교육훈련 Task Force 활동 보고 [첨부 4-2]

   - 교육훈련 매체, 형식, 접근, 활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상세 소개

   - Website 개설에 대한 동의과정을 거쳐 차기 정책그룹회의에서 공지 예정임

(3) 전문가그룹 차원의 산업계전문패널(SIAP) 권고사항 대응방안 논의 [첨부 4-3]

  SIAP 배경 및 회의 현황 소개

  SSC/MWG/TF로 부터의 SIAP 권고안에 대한 Feedback 검토

   - 6개 시스템 (2개 안은 SFR 관련, 나머지 VHTR, EMWG G4-ECONS model, 

SMR 관련 각 1개씩)

   - SIAP과의 교류 회수 증대 필요

   - SFR, GFR 관련 현 단계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GIF community로 부터의 SIAP 권고안에 대한 Feedback 검토

   - GIF 체제하에서의 산업계 참여 및 공조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연구개발 프로그

램 자원에 대한 비용저감 증진 효과로 가는 중요한 요소임

  SIAP 권고안에 대한 검토

   - SIAP과의 공조 확대를 위한 권고사항

   - SIAP 권고안 및 향후 검토 분야

   - 프로젝트 관리, EMWG 생산주기 비용 방법론 검토, SMR 사업화, SFR 보급 확

대 방안, Gen IV 6개 시스템 교류

  SFR 관련 답변 검토

   - 현 단계 R&D 상황과의 연관성 및 상용화 타당성 검토

   - 보다 강화된 SFR 안전성 관련 권고안에 대해 검토

  향후 SIAP 검토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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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C가 PMB와 SIAP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그

룹이 다양한 SIAP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4) 기타 사항(EG 기술점검 체제, 원격회의 경험, 심포지엄 준비 등)에 대한 협의

   (EG Monitoring of Systems: Recommendation to the PG, Preparations for 

Symposium, including validation of receipt of final presentations)

  전문가그룹(EG)은 Gen IV 6개 시스템에 대한 Technical progress를 모니터하여 

정책그룹(PG)에 보고

   - 이 과정에서 의장은 SSC의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SCC나 

PMB 회의에 관여하지 않음

  최근 2년간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느낀 점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을 설명

   - 전문가그룹에 의한 System monitoring은 실제 일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점에

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GIF symposium은 technical progress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SFR SCC가 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

각함

  원격회의 경험

   - Video Conference가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별 Video 기술 수준의 차이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발표자료 파일을 먼저 보내고 audio conference 하는 것이 효율적

  기타 공지

   - GIF 심포지엄 관련 발표자료 update 확인 및 참여 방법 등 안내 

  2. 제29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1) EG Action Item 및 주제 검토

(2) GIF 기술사무국 보고 및 전차회의 Review

(3) 제 2회 GIF 심포지움 개최 결과 보고 

(4) GIF-IAEA INPRO 회의 결과 보고

(5) Education and Training Task Force 활동 보고

(6) SFR Safety Design Criteria Task Force 활동 보고 

(7)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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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시설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기술사무국)

(9) 산업계 전문가 패널(SIAP) 검토를 위한 Topic 선정

(10) 시스템별 공동연구개발 현황 보고

(11) 평가방법론그룹 활동 보고

(12) EG 역할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13) Summary of Action Items from this Meeting

 의제별 회의 결과

(1) EG Action Item 및 주제 검토

  Technical Secretariat 보고 : (Review/modification/approval of agenda)

  기술로드맵 업데이트를 위한 EG review

  GIF/INPRO 연계활동 및 GIF 교육훈련 관련 Task Force 보고

  SFR 안전설계기준 (SDC) Task Force 진행 현황 보고

  전문가그룹 차원의 산업계전문패널(SIAP) 자문을 위한 TOPIC 선정

  기타 사항(EG 기술점검 체제 등)에 대한 협의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 현황 및 진행 상황 / 평가방법론그룹 활동 보고

(2) GIF 기술사무국 보고 및 전차회의 Review

  샌디에고 전차회의 회의록에 대한 EG멤버의 검토의견 요구

   - 참석자 명단 수정 

   - 문법적 오류 수정

  각 프로젝트별 약정서 업데이트 및 deliverables 접수 현황 보고 

   - GFR : 2013-2015년 프로젝트 계획(P/P) 준비중(11월 완료 예정)

   - SWR : 중국 측 참여 미정 상태 

   - SFR : 러시아의 AF프로젝트 참여 준비 중. 중국에선 참여를 위한 서류 구비 중. 

2013-2013년 SIA 프로젝트 약정서 서명은 5월말 완료 예정

   - VHTR : 캐나다의 시스템 공동연구 약정 참여 철회는 1̀2년 11월부터 발효. 중

국은 F&FC프로젝트 참여 준비중.

  deliverables 접수 일정 준수를 위한 EG멤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 (EG의 모니

터링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  

(3) 제 2회 GIF 심포지움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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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심포지움 개최 경과보고 

   - 1회 : 프랑스 파리( 0̀9.9월)

   - 2회 : 미국 샌디에고( 1̀2.11월)

  지난 11월 제 2회 심포지움에서는 GIF 출범 12년, R&D 착수 6년차에 이루어진 

행사로 그동안의 시스템별 프로젝트와 평가방법론그룹(경제성, 안전성, 핵비확산

성) 연구개발 활동과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교훈 및 차기 GIF 심포지움을 위한 제언 

   - GIF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중과 교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로써 향후 

심포지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심포지움은 타 회의와 연계해서 개최하기보다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며, 준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집중된 노력을 투자해야할 것.

(4) GIF-IAEA INPRO 회의 결과 보고

  Gen-IV 연구를 위한 두 조직 간의 정보 및 진행현황 공유와 공동협력분야 도출, 

추진 가능한 action items 발굴을 위해 개최된 회의

  두 조직 간의 협력 하에 특히 핵비확산성 및 안전, 경제성 부문의 평가방법론 개

발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SFR SDC는 기본적으로 IAEA Safety Document 구조를 근간으로 하므로, GIF 

관점과 IAEA의 관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SFR SDC가 GIF 만의 결과물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인 활용이 가능한 document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함.

  GIF strategic planning과 관련하여 INPRO와 의견교환이 필요함

  차기회의는 2014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

(5) Education and Training Task Force 활동 보고

  GIF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들의 효과적인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작업을 진행하는 T/F

   - 교육훈련 매체, 형식, 접근,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포함

  각종 Contents들을 취합하고 엮어내는 것이 중요

  각 SSC 및 PMB, 평가방법론그룹의 협조 하에 더 많은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을 요구 

  GIF 심포지움에서의 결과물들도 포함하여 제공해줄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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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FR Safety Design Criteria Task Force 활동 보고 

  SDC T/F 진행현황 보고

   -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설계기준’과 GIF/INPRO, FR13과의 연계를 통한 추가적 발

전 방안 소개

   - 2단계 추진 : 각 내용별 권한사항과 안전설계가이드라인(SDG), PG와 SIAP권고

사항, 단계별 추진계획, 최종 목표 등

   - 1단계 잠정보고서 완료 방안 추진 논의

   - 1단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과 현존 SFR이 구별되는 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었으나, 동 사항은 이미 논의 

된 바 추후 summary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발간에 무리는 없을 것 으로 보이

나 보고서 제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 : “Phase 1 Report”로 결정

   - 다른 조직(IAEA)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

  향후 추진사항 논의

   - 2단계 보고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내용별 위임사항(담당자) 및 세부 일정과 

각 위원회별 권고사항이 2014년까지 종합적으로 확정될 것   

(7)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업데이트

  기술로드맵 업데이트를 위한 실제 실현 가능한 세부 일정 논의가 진행되어야함

  현 기술과 Gen-IV 기술 사이의 상세한 비용적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

  타 R&D 분야(핵연료, 혁주기 등)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경제성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은 타 평가방법론 분야에로도 확장시켜 진행되어야 

할 것

(8) 실험시설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기술사무국)

  현재 활용중인 실험시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황과 동 사항의 안전연구 결과, 

향후 계획되어 있는 시설 구축 설명

  전략기획 T/F의 sub-team2와 연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

(9) 산업계 전문가 패널(SIAP) 검토를 위한 Topic 선정

  산업계 전문가패널(SIAP) 자문을 위한 TOPIC을 선정하기 위해 EG Memb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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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진행하였음. SSC에 의해 제안된 총 10가지 TOPIC중 다수결에 의해 2개

의 주제가 선정됨 

    - 안전설계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SIAP의 기대사항

    - 원자력산업계 관점에서 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수요

  선정된 두가지 Topic중 두 번째 주제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SIAP에 기술로드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준비해서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

    - Mr. Carre이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 질문 제안

(10) 시스템별 공동연구개발 현황 보고

  각 6개 시스템별 현황 보고

(11) 평가방법론그룹 활동 보고

  각 평가방법론 그룹별 보고

(12) EG 역할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EG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

   - 각 시스템별 공동연구 진행 현황에 대한 EG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방안 

추진 필요

   - SSC와 PMB의 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다는 기술사무국측의 답변. 단,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할 것

  3.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1) Beijing EG Action Item  검토

(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3)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 보고

(4) 전략 기획의 실행 계획 논의

(5) 학교와 외부와의 연계 현황

(6) Progress in Nuclear Energy 투고 내용

(7) GIF 연차보고서 2013 

(8) GIF/INPRO Interface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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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IF/IAEA Joint SFR 안전 워크숍

(10) SFR SDC 현황

(11) 유럽 SARGEN IV 프로젝트 소개

(12) RSWG 현황

(13) PRPPWG 현황

(14) 시스템 진전사항 보고 형식

(15) GFR 현황

(16) LFR 현황

(17) MSR 현황

(18) SCWR 현황

(19) SFR 현황

(20) VHTR 현황

 의제별 회의 결과

(1) Beijing EG Action Item  검토

제29차 베이징 EG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 및 경과를 보고하였다. 

표 17은 지난 베이징 회의에서의 Action item들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업무가 이번 회의 이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ACTION
RESPONSI-

BILITY
DATE STATUS

Review/Approval of San Diego Experts Group Meeting Record

1

Distribute the final version of 
the San Diego Experts Group 
Meeting Record to EG 
members

E. Connell ASAP COMPLETE

Education and Training Website

2

Send to SSC Chairs reminder 
of requests for presentation 
materials which will be 
uploaded at the website

EG 
Liaisons

ASAP
COMPLETE— 
Beijing PG Action 9

Review of 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3
Prepare consolidated high-level 
review comments for report to 
PG

D. Hahn
May 
15

COMPLETE—Present
ed at the PG meeting 
on May 16

Update of NEA database on experimental facilities

4 Assess the needs of update as TBD TBD COMPLETE—Action 

표 17 제29차 베이징 EG 회의 Action item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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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무국(OECD/NEA) 보고

공용 웹사이트 신설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

고하였다. 12월 공식적인 오픈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개선과 내

용 업데이트, 그리고 교육/훈련 자료를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전문가그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FAQ 개발, 교육/훈련 자료 검토, 관련 박사학위 논문 및 출판

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 보고

제35차 베이징 정책그룹 회의에서의 Action 중 13번째 항목은 GIF 

Technology Raodmap Update를 결말짓는 것이었으며 전문가그룹이 최종 검토의

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Sub-team 1과 전문가그룹이 화상

전화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각 시스템의 

Timeline에 관한 것이었으며 본 회의에서 SSC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집상의 작

은 문제점 수정만 거쳐 정책그룹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경제성 

평가그룹의 콘텐츠가 타 평가그룹보다 적은 바, 내용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후 

승인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기 제안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적용하여 발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외 시

스템별 viability, performance, demonstration timeline에 관한 문제점과 논의 내

용에 관해서는 연차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기로 결론지었다.  

(4) 전략 기획의 실행 계획 논의

주요 실행 방안 주제별로 4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

진하였다. 각 그룹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주요 Task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

part of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lan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R&D 
collaborations

needs to be taken in 
conjunction with 
Action # 5 of the 
GIF Strategic Plan 
Recommendations 
adopted at the May 
2013 PG meeting.

Discussion Topics for SIAP

5
Report two SIAP topics 
selected by EG for PG 
approval

D. Hahn
May 
15

COMPLETE—Approv
ed by PG on Ma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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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문가그룹에게 보고하고, 2014년 4월 18일까지 각 업무 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주요 실행 방안 주제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관리 팀) : Carre, Speranzini, Caponiti

· 프로젝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사례를 제시하고 각 시

스템운영위 및 프로젝트 운영위에 제공 - 2014년 2월

· 현재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업데이트 요소 제안 - 2016년 

2월 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 프로젝트 계획 검토 체계 재설정 : 2015년 8월

(역량 및 자원 공유 팀) Hirata, Ranguelova, Alekseev

· 프로젝트별 crosscutting 부문에 대한 관심도 탐색 및 워크숍 개최 : 

2014년 11월

· GIF 실험시설 공유 방안 수요 조사 및 추진 : 2014년 5월

· 연구자 및 학생 등 GIF 멤버국간의 인력 교류 : 기한 추후 결정 예정

(커뮤니케이션 팀) : Gougar, Caponiti, Devictor, Hahn

· GIF 홍보 방안으로 SNS 활용 방안 검토 : 2013년 11월

· 외부 유관 기구,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 추진 : 2013년 11월, 정기

적으로 추진

· GIF 내 각 그룹간의 cross 회의 참석 : 2014년 5월

· GIF R&D 협력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 추진안에 대한  주기적 보고 : 

수시 추진

(SIAP 참여 활성화 팀) : Kim, Shen

· SIAP 활동을 위한 EG의 역할 활성화 : 2014년 1월 (기추진)

· SIAP 멤버와 SSC/PMB그룹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 지속적으로 추진

(5) 학교와 외부와의 연계 현황

학계, 학교 및 산업체와의 연계 활동·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각국의 GIF 

연계 활동 및 방안에 대한 성과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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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자력학회와의 연계 현황(Gen-IV 시스템 워크숍 개최 및 뉴스레터 

기고 등)과 학교에서의 활동(세미나 및 강의) 그리고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활동 

보고가 있었다. (VHTR: 두산중공업, 한수원, 한전 등. SFR: 두산중공업, 한국전

력기술 or KEPCO E&C 등)

(6) Progress in Nuclear Energy 투고 내용

Progress in Nuclear Energy 저널에 GIF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다. GIF 개요를 포함하여 각 시스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원고 제출 

기한은 11월 30일이므로 기한에 맞게 제출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다음은 이번 회의까지의 각 시스템 별 현황이다.

제출 완료 원고 : LFR, SCER, GFR 시스템

진행 중 : MSR, SFR, VHTR 

(7) GIF 연차보고서 2013 

GIF 연차보고서 2013의 상세 목차와 각각의 작성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졌다. 연차보고서에는 GIF 멤버쉽과 조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고 각국의 최신 

동향 및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며 각 시스템 및 워킹그룹의 현황 그리고 태스크포

스 보고서와 SIAP 내용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내용이 제36차 정책그룹 회의 의

제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8) GIF/INPRO Interface 회의

제8차 IAEA/INPRO-GIF Interface 회의는 2014년 3월 4-5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IAEA HQ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Actions taken based on feedback from the 30th GIF EG meeting 

2. Further collaborations in evaluation methodologies

3. Status of GIF SFR/SDC report

4. Harmonization of GIF PG/EG meetings and IAEA NE related events, in 

particular INPRO DF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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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IF/IAEA Joint SFR 안전 워크숍

IAEA/GIF SFR 안전 워크숍 일정이 2014년 6월 10-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에서 열리는 것을 결정되었고 주요 주제로 다룰 내용은 GIF SFR SDC 1단계 보

고서 검토(SDC의 국가적, 국제적 설계 기준과의 조화) 및 SFR SDC 2단계 보고

서 추진 현황 검토와 구체적인 SFR 설계 기준에 대한 설계자들의 기술적 솔루

션 제안 등이 있다. 예상 참석자는 GIF SFR 시스템 참여국, Euratom, NEA, 

EC, 인도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참여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10) SFR SDC 현황

SFR SDC 1단계 보고서를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 인허가 조직 등에 검토요

청을 하였으며 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IAEA, MDEP, OECD/NEA, 

CNRA 등 국제 조직 및 GIF 참여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의 규제기관

이 보고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일본, 프랑스, 한국은 현 시점에서의 검토 부적절성을 이유로 검토를 거부하였

다. 한국은 규제 기관에서 시기가 부적절하여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중국은 기 제출한 의견 중, 소듐기화반응도(sodium-void)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해 

철회하였고 그 외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미국 NRC는 2013년 12월에 검

토의견을 제출 예정이고 국제 조직인 MDEP의 경우 차기 MDEP 학회에서 

Steering Technical Committee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SFR SDC 2단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SDC 2단계 회의에 관한 내용과 현재 개발 상황 및 2014년 계획에 대한 것이었

다. 

SFR SDC 2단계의 목적은 SDC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 제공하는 것이다. SDC를 위한 Safety Design 

Guideline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SFR SDC 2단계의 Terms of Reference는 2013년 2월에 준비되어 Beijing 회

의에서 PG의 검토를 받았다. 그 후, 2013년 9월 10-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CEA에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고 멤버십 확인 과정과 의장 선출, 목적/범위/

계획/결과물에 대한 재확인을 하였으며 첫 시작으로 SDG의 Work Sheet 작성할 

예정이다. 

2단계의 범위와 관련해서 2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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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 on “Safety Approach & Design Conditions”

- Incl. functional requirements & set of design conditions of the 

issues on reactivity & loss of heat removal with quantification

- Quantification means to provide the measurable safety parameters 

(safety design parameters & constraints)  which allow the 

comparison with the acceptance criteria

2. SDG on “Key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by 2016)

- Incl. functional requirements & set of design conditions specific to 

key SSCs [shutdown, cooling, containment] with design examples

이 외, 2차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2014년 2월 18-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1) 유럽 SARGEN IV 프로젝트 소개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Safety Assessment for Reactors of GENeration IV 

(SARGEN IV)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유럽 연합의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 Plan)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ustainable Nuclear 

Energy (SNETP)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European 

Sustainable Nuclear Industrial Initiative (ESNII)가 SET Plan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으며 고속로와 closed 핵연료주기를 다룰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원자로 중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ASTRID와 체코/

헝가리/슬로바키아의 ALLEGRO, 루마니아의 ALFRED, 벨기에의 MYRRHA 등

이 있다. 

SARGEN IV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To provide a EU platform for discussing the approaches taken to safety 

for the EU GEN IV concepts, 

2. To define common framework for assessment of safety and 

3. To define areas whe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justify the proposed 

safet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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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연구소, 산업체 등 많

은 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38에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38 SARGEN IV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다양한 기관

SARGEN IV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Work Package들은 크게 6개로 나뉘

며 이는 표 18 에 나타나 있다. 

WP Number Work Package Title

1 SARGEN_IV management

2 Identification of critical safety features for technical terms of 
reference

3 Review of safety methodologies for innovative reactors

4 Test application of the European methodologies in WP3

5 Development of a European roadmap for fast reactor safety R&D

6 Dissemination and Communication

표 18 SARGEN IV 프로젝트 Work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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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GIF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

길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GIF RSWG와의 강한 협력을 바란다고 덧 붙였다. 

(12) RSWG 현황

안전성 방법론 그룹의 일차적인 목표는 제4세대 시스템들 사이에서 위험도, 

안전성, 인허가 이슈에 대해 일관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

고 업무 범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Propose safety principles, objectives, and attributes based on Gen-IV 

safety goals to guide R&D plans

2. Propose a technology-neutral framework of safety with assessment 

methodologies

3. Test and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ies

4. Provide consultative support to System Steering Committees and other 

Gen IV entities

5. Undertake appropriate interactions with regulators, IAEA, and other 

stakeholders

제18차 회의가 OECD-HQ에서 2013년 8월 8-9일 양일간 있었으며 SDC 태스

크포스와의 연계활동, Guidance Document of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GDI) 개발, 안전 백서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SDC 태스크포스와의 연계활동과 관련하여 RSWG는 SDC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안했으며 이는 1단계 보고서에 반영이 되었다. 이 후, 2단계 활동

과도 지속적인 연계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RSWG의 검토는 주로 기술중립적

인 특정 설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GDI는 2011년 개발된 ISAM을 ‘어떻게’ 적용하고 ‘언제’ 적용하며 ‘무엇을’ 적

용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 되었다. GDI는 ISAM을 SFR 

시스템에 적용한 예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시스템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는 GDI의 한 예이다. 현재 초안이 마련되었

으며 유럽 연합과의 공동 문서로 발간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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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ceptual Design Conceptual Design Final Design Licensing and Operation

PIRT

• Identify important phenomena

• Characterize state of knowledge

Deterministic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DP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 Demonstrate conformance with design intent and assumptions

• Characterize response in event sequences resulting from postulated initiating events

• Establish margins to limits, success criteria for SSCs in PRA, and consequences

OPT

• List provisions that assure 

implementation of DiD

• DiD level → safety function →

challenge/mechanism → provisions

• Provides integrated understanding of risk and safety issues

• Allows assessment of risk implications of design variations

• In principle, allows comparison to technology neutral risk metrics

Qualitative Safety Requirements/Characteristic Review (QSR)

Primarily

Quantitative

Primarily

Qualitative
Formulation → Refinement of Safety Requirements and Criteria

그림 39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ISAM)

• Safety Goals (to be pursued)
• Safety Objectives 

(i.e. Farmer curve : consequences 
acceptance limits - to be achieved)

Design & operational safety specifications
applicable to the selected provisions 

(to allow guaranteeing safety margins)

Safety Options 
(which allow motivating the 
selection of a given strategy 
or given solutions / provisions)

• Design and sizing of Provisions
• Build up of the Safety Architecture

(i.e. for all the levels of the DiD)

• Safety Principles 
(to be followed – the fundamentals -
or simply recommended ); 

• Requirements (to be followed); 
• Guidelines (recommended)

Decoupling criteria
(which allow defining 

measurable safety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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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lenges (to the Safety Functions)
• Mechanisms (i.e. Initiating events 

which materialize the challenge)
• Mission (to be achieved for each initiating

events, to allow guaranteeing safety margins) 

그림 40 GDI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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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WG 백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a demonstr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ISAM, and 

2. a self-assessment of the system.

 The ultimate goal of the white paper is to provide guidance for the 

system designer on how to improve the safety features.

SFR SSC와의 연계활동으로 SFR 백서는 초안이 준비되었고 VHTR은 현재 

작성 중에 있다. GFR과 LFR 백서를 다음 순서로 준비하고 있다. 

제19차 회의는 미국 시카고에서 2014년 4월 23-24일 개최될 예정이다. 

(13) PRPPWG 현황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법론 그룹은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그룹 및 정책그룹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이 후,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림 41부터 43까지는 PRPP FAQ 전문에 대해 나와 있다. 

PRPP FAQ는 보다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짧은 문건이다. 

PRPPWG 외에도 전문가그룹과 안전성 방법론 그룹의 심도 깊은 검토 과정을 거

쳤으며 방법론 및 적용성에 대한 상위 레벨의 개략적인 정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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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for PR&PP 

1.  What is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PR&PP) evaluation approach? 

The PR&PP methodology i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tool for assessing and optimizing, at all 

stages of design, the level of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a nuclear energy 

system, or components thereof. It is a “pathways evaluation” approach which can account for a full 

range of hypothetical proliferation or terrorism scenarios (including diversion, misuse, clandestine 

operation, sabotage, and theft), and compute their impact against a set of high level measures.  

 

2.  Why was the PR&PP methodology developed? 

The PR&PP methodology was developed to address one of the four goals identified for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the 2002 Generation IV Roadmap (i.e., next-generation power reactor designs that 

will see commercial deployment between 2020 and 2030):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will increase the assurance that they are a very unattractive (i.e., present significant barriers) and the 

least desirable route for diversion (i.e., removal by a State from a declared safeguarded facility, or 

used to produce undeclared nuclear material) or theft of weapons-usable materials, and provide 

increased physical protection against acts of terrorism.” 

 

3.  What is the level of effort needed to perform a PR&PP evaluation? 

The level of effort depends on the stage of design, the range of challenges evaluated, and the needs 

of the user performing the evaluation.   The methodology is adaptable to differing needs.   It can 

involve a single PR&PP expert with subject matter expert support from design staff (for a scoping 

study), or a team, requiring a few staff-months to a few staff-years. 

 

4.  What is the time needed to perform a PR&PP evaluation? 

The time requirement can be as little as a few weeks of work for a scoping study that evaluates the 

system response a small number of representative PR or PP challenges, to a year or more of work to 

evaluate response to a comprehensive spectrum of challenges. 

 

5.  What is the form of the results? 

The results take the form of tables of quantitative or qualitative measures indicating material being 

obtained, difficulty of obtaining the material and likelihood of detection.  These results can be 

presented in various graphical or tabular forms, depending upon the needs of the individual user and 

the audience they will be presenting to. 

 

6.  Who would use the results? 

The range of users of the methodology includes designers, program policy makers, national 

regulators, international agencies, and other stakeholders. 

그림 41 PRPP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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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at is the expertise needed to perform an evaluation? 

Familiarity with the PR&PP methodology, the system design, and the general requirements of non-

proliferation (e.g.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Note that this combined 

expertise need not reside in a single evaluator, but can be represented by an assessment team. 

 

8.  How does a PR&PP evaluation differ from an INPRO evaluation of proliferation resistance? 

PR&PP is a design tool that evaluates the system response to a spectrum of potential PR&PP 

challenges (e.g., diversion, clandestine program, break-out scenario and terrorism), and can also be 

used by customers or policy makers in guiding decisions; INPRO is a best-practices checklist aimed 

mainly at assisting embarking countries in making decisions.  INPRO is a broad assessment, 

including high-level state policy, while PR&PP is focused on the technology. 

 

9.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R&PP and IAEA safeguards? 

PR&PP incorporat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s external components 

(sometimes referred to as “extrinsic measures”) of the nuclear energy system being assessed. PR&PP 

can be used by designers at an early stage to assess where and how one might implement 

safeguards, in order to guide conceptual design decisions. Safeguards is one feature of a good design 

that enables the detection of proliferation. PR&PP assessment assures that this detection is timely by 

accounting for technical difficulty, time to achieve success, and material type. 

 

10. Does PR&PP apply to national or sub-national actors? 

Generally PR applies to national actors, and PP to sub-national actors, although there can b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11.  How does a PR&PP evaluation relate to a safe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There are possible synergies between PP&PP and safety/reliability if assessed early enough in the 

design process and possible conflicts that may be addressed at this time.  Even at the earliest stages 

of conceptual design it is recommended that, in addition to representative safety challenges, 

designers perform qualitative assessments of the potential system response to representative PR and 

PP challenges. 

 

12.  At what stage of an evaluation should a PR&PP evaluation be performed? 

PRPP can be performed at the earliest stages of design, and then revisited periodically and detail 

added as a design progresses and more detail is known. 

 

13.  To what type of systems does a PR&PP evaluation apply? 

PR&PP is designed for the assessment of nuclear energy systems, with no specific technology 

dependence.  The elements of the fuel cycle (i.e., components of the fuel supply, reactor, or spent-

fuel management architecture) that are included in the assessment are dependent upon the user’s 

needs.  

그림 42 PRPP FA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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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re there other methodologies for performing similar evaluations? 

There are other assessment methodologies (e.g. INPRO).  The methods are complementary.  INPRO 

assessments can assure that best practices have been considered, and adopted where appropriate, in 

system design.  PR&PP assessments can assure that the system response to PRPP challenges will be 

acceptable. 

 

15.  Will the PR&PP methodology be updated or is it in final form? 

The methodology is ready for use, currently as Revision6.  It will receive updates as feedback is received 

on implementation, and as the field of knowledge in non-prolifer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evolves. 

 

16.  What are benefits to performing PR&PP analysis early in the design process? 

Benefits include synergies with safety and economics, reduction of risk for schedule slippage, efficiencies 

in implementing PR&PP-related system design components, guidance on design decisions with maximum 

flexibility to early design stage. 

 

17.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The PR&PP Evaluation Methodology report is available online at  

http://www.gen-4.org/Technology/horizontal/proliferation.htm.    

The journal Nuclear Technology provides several articles discussing the methodology and providing 

examples of its application, in Vol. 179, pgs. 1-96, July, 2012.  

그림 43 PRPP FAQ (3)

제24차 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013년 10월 18-19일에 있었으며 

Safeguards by design 현황, PRPP 관련 프로젝트 검토, 미국 National Academy

의 핵확산 위험도 연구에 대한 업데이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IAEA/INPRO PROSA study nearing completion

2. Safeguards by Design activities ongoing in various countries

3. Small Modular Reactors programs ongoing in several countries

4. Applications of PR&PP methodology:

- Fast reactor system, JAEA

- European sodium fast reactor, EC

- Accelerator-driven system, Myrrha

5. US National Academy report on proliferation risk

6. Seek collaboration with SSCs and other potential users of the 

Methodology, with objective of applications to GIF designs to illu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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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relevance and to enhance its user friendliness;

7. Communicate methodology through presentation of papers, reports, etc;

8. Maintain coordination with the IAEA especially in the framework of the 

INPRO program and other agency efforts in safeguards by design.

9. Review of SSC, RSWG, and other GIF documents, when available

제25차 회의는 2014년 가을 미국 UC Berkeley로 예정하고 있고 2014년 3월 

GIF-INPR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4) 시스템 진전사항 보고 형식

GIF 10년을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성과 정리 및 향후 계획 업데이

트 등의 노력들과 연계하여, R&D 협력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용 

tool 및 지표 개발의 일환으로 Reporting Metrics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의 시스템 브리핑은 시스템 연구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와 Project 

Plan/Annual Work Plan 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 협력 

정도 지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초안을 제시하였다.

 

1. 협력(collaboration) 정도에 대한 지표

- 각 프로젝트 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task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task 비율의 구분

- 협력 task 별 추진 방식에 대한 구분

2. 추진 성과 분석 지표

- 각 프로젝트 별 계획 대비 생산 보고서의 수 

- 향후 모범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각 SSC에 관련 자료 요청 예정

(15) GFR 현황

GFR 시스템은 Euratom, 프랑스, 스위스, 일본이 가입하고 있다. 시스템 내 프

로젝트는 2개가 있는데 Conceptual Design & Safety와 Fuel & Core Materials 

이다. 

Conceptual Design & Saety 프로젝트의 Project Plan은 2013-2015 분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Euratom과 스위스의 예산 계획이 없고 ALLEGRO

에 대한 프랑스의 매우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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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 Core Materials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며, 초기 Project 

Plan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Euratom과 스위스의 

예산 계획이 없고 도쿄대학의 작은 프로젝트만이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

획이 없다. 

참여국들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France: very limited effort which has been dedicated to supporting the 

V4 ALLEGRO consortium  

2. Switzerland: No national funding for GFR R&D

3. Japan: No national funding for GFR R&D and efforts re-directed 

post-Fukushima

4. Euratom: FP7 GoFastR project ended in February 2013, no prospect in 

first call for Horizon 2020 for a follow-on project. 

- Work continues at a lower level on issues surrounding 

establishment of ALLEGRO in the  FP7 ALLIANCE project. Minor 

physics tasks in FP7 ESNII+,

- The ALLEGRO Consortium has been established in the “Visegrád 

4” group of EU member states.

- The V4G4 Centre of Excellence has been established.

Conceptual Design & Safety 프로젝트의 2009-2012 Project Plan에 계획된 

결과물은 모두 생산되었으나 2013-2015에 대한 결과물 계획은 현재 수립이 어려

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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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GIF EG Meeting, 18-19 November 2013, Brussels

Generation IV  GFR - Summary

• Helium coolant 

• Fast neutron spectrum

• High outlet temperature

• Back-up for SFR
+ Transparent coolant

+ High temperature/efficiency

+ Strong Doppler effect

+ Weak void effect

+ Chemically and neutronically  inert 

coolant

+ Zero activation cooant

- Decay heat removal (LOCA)

- High power density

- Low thermal inertia

- High coolant pumping power

• Thermal power 2400 MWth

• Coolant in/out 400°C/850°C
• System pressure 70 bar

그림 44 GFR 시스템 요약

그림 45 GFR 시스템 설계  에너지 변환

(16) LF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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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R의 Provisional System Steering Committee (PSSC)는 2005년 형성되었고 

현재 가입국은 Euratom, 일본, 러시아 이다. 최근까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

으며 차기 회의는 2014년 5월 5-6일 이탈리아 제노바, Ansaldo HQ에서 열릴 예

정이다. 

1. In 2010, an MOU was signed between EU and Japan causing a 

reformulation of the PSSC. In 2011, the Russian Federation added its 

signature to the MOU

2. April, 2012: the reformulated PSSC met in Pisa and bega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FR-SRP.  USA invited as Observer of the pSSC 

activities.

3. November 2012: pSSC meeting in Tokyo: Decision to expand the 

initiative to three thrusts (large, medium and small LFRs): ELFR, 

BREST, SSTAR.

4. March 2013: Paris meeting: China and Korea accepted as observers.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China and Korea invited to make efforts 

to proceed with MoU signature. pSSC starts to work on White paper 

and  SDC.

5. October 2013: Paris meeting  draft of white paper presented, 

discussion on development strategy for SDC. China undertaking 

necessary steps to sign LFR-MoU.

LFR System Research Plan 초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3년 말을 목표로 진

행되고 있다. SFR 백서를 바탕으로 LFR 백서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ALFRED를 대상으로 정했다. 이 외, SFR SDC 초안을 시작점으로 삼아 

LFR SDC 개발을 결정하였으며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

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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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LFR 시스템 개발 역사 (러시아)

Slide 17

Status of activities in Europe

W-DHRSG

Primary
Pump

Core

Safety
Vessel

Vessel

Inner 
Vessel

FAs

ELFR ALFRED

ELFR is one of the reference

Systems of GIF-LFR activities

Power: 1500 MWth (630 MWe)

Primary cycle :                  400-480 °C

Secondary cycle               335-450 °C  18MPa Power: 300 MWth (125 MWe)

EURATOM  FP7 LEADER Project (April 2010 – September 2013) generated ELFR and ALFRED 

Conceptual designs: ELFR as the reference Industrial plant - ALFRED as LFR Demonstrator

ALFRED CONSORTIUM will be

signed in December 2013

그림 47 LFR 시스템 개발 현황 (유럽)



- 138 -

(17) MSR 현황

MSR 시스템은 현재 Euratom과 프랑스만 가입하고 있다. 2가지 개념이 검토

되고 있는데 프랑스/유럽연합의 Molten Salt Fast Reactor (MSFR) 개념과 미국

/중국의 Fluoride-salt-cooled High-temperature Reator (FHR) 개념이 있다. 하

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Observer 상태이며 최근 러시아가 MOU 체결을 결정

하였다. 

2013년 말 종료되는 유럽의 Evaluation and Viability of Liquid Fuel Fast 

Reactor System (EVOL)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들이 MSR 시스템 개발을 이끌고 

있으며 PYRO-chemical Processes Study for Minor ActiNides recycling in 

molten chloride and fluoride salts (PYROSMANI) 프로젝트의 결과물 역시 

MSR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Slide 2GIF EG, Brussels, Nov 2013

Studied Concepts

MSFR

MOSART

Two reactor concepts using molten salt are 

discussed in GIF MSR meetings

– Molten salt reactors, in which the salt is at 

the same time the fuel and the cooling liquid

» MSR MOU Signatories France and EU 

work on MSFR (Molten Salt Fast Reactor)

» Russian Federation  works on MOSART

(Molten Salt Actinide Recycler & 

Transmuter). Russian Federation has 

recently decided to jo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Solid fuelled Reactors cooled by molten salt

» USA and China work on FHR (fluoride-

salt-cooled high-temperature reactor) 

concepts and are Observers to the PSSC

FHR

그림 48 MSR 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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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7GIF EG, Brussels, Nov 2013

MARS Project

MSR

EVOL Project

MSR

PYROSMANI Project

Pyro + MSR 

SACSESS Project

WP2 = Pyro

NEXT MSR Project-2 ?

MSR

2011-2013 2013-2016

Collaborative Project Coordination

그림 49 MSR 시스템 협력 프로젝트 관계도

(18) SCWR 현황

SCWR 시스템은 캐나다, Euratom, 일본, 러시아가 가입하고 있으며 중국이 

Observer로써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 내 프로젝트는 4개가 있으며 

Thermal-hydraulic and Safety, Materials and Chemistry, Fuel Qualification 

Test,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이다. 

Thermal-hydraulic and Safety 프로젝트의 최근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eat transfer tests with SC water and CO2 in bundles at steady state 

and transient for code validation.

2. Safety relevant tests like fuel rod ballooning, depressurization, blow 

down, condensation in subcooled water.

3. Concepts of passive safety systems

4.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5. Integral tests

6. System code qualification for SC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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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b-channel code qualification for SCWR

8. CFD modelling of deteriorated heat transfer and code validation

Materials and Chemistry 프로젝트의 최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Round-robin tests of oxidation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SCW 

2. Crack growth rate tests using a miniature autoclave with 

pneumatic-based loading device. 

3. Coatings for supercritical water conditions.

4. Effects of surface modification on corrosion and oxidation behavior of 

candidate cladding materials between 350  800 ºC.

5. Fuel cladding materials for use at  temperatures above 650 °C.

6. Develop and test in-core instrumentation and sensors. 

7. Study of flow-induced corrosion and erosion in SCW.

8. In-pile and other experimental and modelling studies of radiolysis in 

SCW. 

9. Transport and deposition of activation and fission products in SCW 

초임계 상태의 물을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Fuel Qualification 

Test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크고 그 목적은 주로 검증에 있다. 열수력학적 예측이

나 시스템 코드, 재료 성능 등의 검증이 주요 목표이다.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프로젝트에서는 초기 개념 설계와 기초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Project Arrangement를 계약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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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6Brussels 2013

Fuel Qualification Test, Available Test Facilities

at SJTU, China

LVR-15 Test Reactor, CVR

SWAMUP Supercritical Water Loop 

In-pile Out-of-pile

그림 50 SCWR 시스템 Fuel Qualification Test 실험시설

Slide 21Brussels 2013

Pre-conceptual design of a pressure tube SCWR, 
Status 2013

? AECL
Passive Moderator 

Cooling System

PARS

Suppression/Gravity-

Driven Flooding Pool

Isolation Condensers

Air Heat Exchangers

Reactor Core

Reserve Water Pool

Containment Steam 

Condensers

그림 51 SCWR 시스템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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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FR 현황

SFR 시스템은 가장 활발하고 많은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이다. 현재 Euratom,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젝트로는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Advanced Fuel, Global 

Ac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Component Design and 

Balance-Of-Plant, Safety and Operations가 있다. 

SFR 시스템 개발 목표는 악티나이드 관리, 비용절감을 위한 혁신적 설계, 안

전 보장, 환경적 부담 감소,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향상 이다. 이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제4세대 SFR 시스템의 특징적인 주요 설계변수는 다음과 같다. 

1. Outlet Temperature : 500-550 0C

2. Power Rating : 50-2,000 MWe

3. Fuel : Oxide, Metal Alloy, Others

4. Breeding Ratio : 0.5 – 1.3

각 프로젝트 별 목적은 다음과 같다.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1. Integration of the results of R&D Projects

2. Performance of design and safety studies

3. Assessment of the SFR System against the goals and criteria set out in 

the Gen IV Technology Roadmap

(Advanced Fuel)

1. Selection of high burn-up MA bearing fuel(s), cladding and wrapper 

withstanding high neutron doses and temperatures.

2. Candidates:

- Driver fuels: Oxide, Metal, Nitride & Carbide (since 2008)

　　   Inert Matrix fuels & MA Bearing Blankets (since 2009)

- Core materials: Ferritic/Martensitic & ODS steels

(Safety and Operations)

1. Analyses and experiments that support safety approaches and va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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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safety features

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mputational tools useful for such 

studies

3. Acquisition of reactor operation technology, as determined largely from 

experience and testing in operating SFR plants

(Component Design and BOP)

1. Research on component design and balance-of-plant covers experimental 

and analytical evaluation on following items

- advanced in-service inspection and repair technologies including 

leak-before-break assessment

- steam generators

- alternative energy conversion systems, e.g., using Brayton cycles. 

(Global Ac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1. Demonstration in Joyo and Monju, that FR’s can transmute MA’s 

(Np/Am/Cm) and thereby reduce the concerns of HL radioactive wastes 

and proliferation risks

2. Material properties and irradiation behavior are also studied and 

investigated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부 Work Package가 나뉘어 있고 다양한 연구 결과물

을 서로 공유하며 각 옵션 별 SFR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GACID 프로젝트는 현재 각국의 사정에 따라 발효 시점을 연기한 상태이며 아무

런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최근 일본의 AtheNa 실험시설을 이용한 안전 분석 프로젝트를 신설하려는 움

직임이 있으며 JAEA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Loss of Heat Removal 

System 사고 시를 대비하여 만족해야하는 안전 요건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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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FR 시스템 설계 옵션

7EG Meeting, November 2013

Design Parameters JSFR KALIMER SMFR ESFR

Power Rating, MWe 1,500 600 50 1,500

Thermal Power, MWt 3,570 1,523 125 3,600

Plant Efficiency, % 42 42 ~38 ~42

Core outlet coolant temperature, oC 550 545 ~510 545

Core inlet coolant temperature, oC 395 390 ~355 395

Main steam temperature, oC 503 503 480 490

Main steam Pressure, MPa 16.7 16.5 20 18.5

Cycle length, years 1.5–2.2 1.5 30 1.25

Fuel reload batch, batches 4 4 1 5

Core Diameter, m 5.1 5.2 1.75 4.9

Core Height, m 1.0 0.94 1.0 1.0

Fuel Type MOX(TRU 

bearing)

Metal(U-TRU-

10%Zr Alloy),  

Metal(U-TRU-

10%Zr Alloy),  

MOX(TRU 

bearing)

Cladding Material ODS HT9M HT9 ODS

Pu enrichment (Pu/HM), % 13.8 14.3 15.0 15.2

Burn-up, GWd/t 150 80 ~87 155 (max)

Breeding ratio 1.0–1.2 1.0 1.0 1.0-1.2

Key Design Parameters of Design Tracks

그림 53 각 옵션 별 주요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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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HTR 현황

VHTR은 유일하게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소 생산이라는 다른 

목적을 지닌 원자로이다. 현재 중국, Euratom, 프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초기에 캐나다가 같이 참여했으

나 2006년 이후 참여하고 있지 않다.

Hydrogen Production, Fuel and Fuel Cycle, Materials,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의 프로젝트가 있고 추가로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VHTR 시스템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1. White Paper for RSWG to be revised

2. White paper in preparation on VHTR market potential and deployment 

for review by SIAP 

3. White paper on criteria for Gen-IV Demo VHTR

4. Prepare a complete status of deliverables with comments on delayed 

deliveries 

5. Assess benefits of restructuring CMVB project  to address licensing 

requirements for VHTR integrated systems (reactor & applications)

6. Prepare contributions for the 2013 GIF Annual Report

각 프로젝트 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Materials)

1. Metallic materials, graphite, ceramic (composite) materials development

2. Irradiation testing in USA, Switzerland, Euratom

3. Mechanical testing by all participants

4. All data being bundled in the ORNL Material Database

5. Development of design codes and standards

Future R&D 

1.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alloys

2. Qualification of new graphite types

3. Development of composite ceram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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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osscut with other GIF concepts

(Fuel and Fuel Cycle)

1. Better performance of SiC based TRISO fuel are demonstrated in China, 

US, EU

2. Waste management (EU, CARBOWASTE)

3. Development of new TRISO fuel (with ZrC coating)

Future R&D

1. Options for final disposal of spent fuel

2. Recycling of irradiated fuel and graphite

(Hydrogen Production)

1. Iodine-Sulphur

2. HT Steam Electrolysis

3. Copper Chloride 

Future R&D

1. Integrated process demonstrations

2. Coupling reactor to process

3. Cost reduction of components

4. Commercial scale 

CMVB 프로젝트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향

후 필요에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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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1Brussels 2013

HTR-PM demonstration plant

그림 54 VHTR 시스템  HTR-PM 실증로 

Slide 25Brussels 2013

USA

•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 Project with 

goal of demonstrating 

electricity, process heat 

and/or hydrogen production

• R&D in fuel and graphite 

qualification, methods 

development, economic 

analyses

• H2  production: Lab-scale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demonstrated.  

그림 55 VHTR 시스템 미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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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1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1) Brussels PG Action Item  검토

(2) 제30차 EG 회의록 승인

(3) 기술사무국(OECD/NEA) 업데이트

(4) GFR 현황

(5) LFR 현황

(6) MSR 현황

(7) SCWR 현황

(8) SFR 현황

(9) VHTR 현황

(10) 전략 기획의 실행 계획

(11) GIF/INPRO Interface 회의

(12) GIF/IAEA SFR 안전 워크숍

(13) GIF 심포지엄 2015

(14) SFR SDC 현황

(15) PRPPWG 현황

(16) RSWG 현황

(17) EMWG 현황

(18) 시스템 개발에 방법론 적용 논의 

(19) 지속가능성 방법론에 관한 논의

(20) 보고 형식 논의

(21) SIAP 주제 선정

 의제별 회의 결과

(1) Brussels PG Action Item  검토

제30차 브뤼셀 EG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 및 경과를 보고하였다. 

Action item 리스트는 표 19에 나와 있다. 대부분이 일정대로 끝이 났으며 그 결

과는 이번 회의와 정책그룹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Action Responsib Date Status

표 19 제30차 브뤼셀 EG 회의 Action item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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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차 EG 회의록 승인

제30차 브뤼셀 전문가그룹 회의 공식 회의록 최종본 확정을 위한 EG 멤버 승

인 절차가 있었다. 예산과 관련한 금액 수정 사항 및 기술사무국(OECD/NEA)측

의 기관명 언급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수정 사항 취합 후 최종 공식 

회의록을 회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기술사무국(OECD/NEA) 업데이트

GIF 기술사무국(OECD/NEA)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후행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보고서 (그림 56)

와 IEA/NEA 기술로드맵 업데이트(Technology Roadmap Update) 추진 사항이 

ility

EG meeting records

1
Distribute draft records of the 
meeting to EG members

TD
Mar 17,  
 2014

Revised records will 
be approved at the 
Paris EG meeting.

Implementation Plans for Strategic Initiatives

2
Small group leaders make a 
progress report to TD and EG 
members

Carre,   
Hirata, 
Gougar, 
Kim

Mar 31,  
 2014

There were 
exchanges of 
e-mails on status of 
actions.

3
Prioritize recommendations and 
associated specific actions

TD
May 6,  
 2014

TD sent 
recommendations 
for actions.

4
Small group leaders make a 
progress report to TD and EG 
members

Carre,   
Hirata, 
Gougar, 
Kim

May 19,  
 2014

Reports will be 
made at the Paris 
EG meeting.

Risk Safety Working Group

5
Send comments on SFR 
Whitepaper and Guidance 
Document for ISAM to TD 

EG   
members

Apr 18,  
 2014

TD sent comments 
to Mr. Nakai on 
April 22.

6

Discuss on how to meet the 
safety goal on off-site emergency 
response with various   design 
measures and report discussion 
results

RSWG   
Chair

May 19,  
 2014

Mr. Nakai will 
report discussion 
results at the Paris 
meeting.

Reporting Metrics

7
Provide good collaboration 
examples to TD

SSC 
Chairs

Mar 31,  
 2014

TD requested SSC 
Chairs to provide 
good examples.

8
Develop draft modified metrics 
that can capture the value of 
collaboration

TD
May 19,  
 2014

TD sent draft 
modified metrics to 
SSC Chairs on M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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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벤치마크 활동 및 실험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항이 있었다. 

후행 핵연료주기 경제성 보고서는 기존 once-through 주기와의 비용 비교, 경

수로 핵연료 재활용, 고속로 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IEA/NEA 기술로드맵 업데이트에서는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56 후행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보고서

벤치마크 활동과 관련하여 NEA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Modelling and 

Validation이다. 그림 57는 이러한 업무의 구성 체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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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odelling and Validation 업무 체계

실험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난 2013년 5월 베이징 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으로 개선하고 있다. OECD/NEA는 GIF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

가그룹의 권고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GIF 웹사이트 운영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Public/Closed 구분해

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GIF 웹사이트 개편 후 추가 정비 사항이 보고되었고 

웹사이트 방문자 및 자료 열람 통계 분석을 하였다. 최신 자료 업로드 현황 및 

GIF 연차보고서 2013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연차보고서는 GIF 

그룹별 최종 합의 후 2014년 6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GF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1. 시스템 약정 체결 국가 : EU, 일본, 프랑스, 스위스

2. 참여국들의 GFR 시스템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공동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시스템 약정에서 MOU로 변경 하는 방안 및  VHTR 시스템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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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방안에 대해 SSC 의장이 직접 제안하였음. GIF 회원국 및 PG/EG 멤

버들 간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기술국장(TD), GFR SSC 시스템 의장 및 기술사무국에서 GFR 시스

템의 시스템 약정 유지 / MOU로의 변경 간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차기 PG회의( 1̀4년 12월)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 기술국장(TD), GFR 및 VHTR 시스템 의장은 두 시스템의 향후 협력 

방안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 후 차기 PG 회의( 1̀4년 13월)시 보고

하는 것으로 결정

 

(5) LF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1. MOU 체결 국가 : EU, 일본, 러시아

2. 시스템 연구개발 계획(System Research Plan)의 최종본이 EG 승인을 위해 

2014년 5월 내 전달 될 예정

- LFR 백서가 준비되었으며, EG 승인을 위해 제출 준비 중

-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설계 기준(SFR SDC)’ 하에 납냉각고속로 안전설

계 기준 개발 준비 중

 

(6) MS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1. MOU 체결 국가 : EU, 프랑스, 러시아

2. 참여국간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시스템 통합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해 ‘안전성평가방법론그룹(RSWG)’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7) SCW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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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임계압수 및 이산화탄소의 열 교환에 대한 Data Bank를 캐나다, EU, 일

본 공동으로 구축 중

2. Candidate cladding alloys에 대한 비교 실험 분석이 캐나다, EU, 일본 공

동으로 수행

(8) SF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1. ‘시스템 통합 및 평가(SIA)’ 프로젝트 약정이 참여국 간 약정서 서명 진행 

중, 금년 내 발효 예정

2. AtehNa 실험시설을 활용하여 중대 사고 대책에 대해 연구하는 새로운 프

로젝트 신설 논의가 진행 중

(9) VHTR 현황

시스템의 기본적 설명 자료는 제30차 전문가그룹 회의 자료와 동일하며 따라

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다. 

1. 2010년 이후로 추진이 중단된 CMVB 프로젝트 재 추진 가능성 타진 중

2. Deliverables 제출 및 교류 활성화 노력 예정

3. HTR-2014 컨퍼런스 개최 예정 (2014년 10월 27-31일/중국 Weihai)

(10) 전략 기획의 실행 계획

2013년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 EG회의에서 각 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체

적인 계획 수립 하에 세부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점

검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팀) : Carre, Speranzini, Caponiti

1. 각 프로젝트 계획별 우수한 수행 실적과 연구개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SSC/PMB에 각 사례와 양식을 제공하도록 조치

- SSC/PMB/EG 그룹 멤버 대상의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송부되었음

- Gen-IV 6개 시스템별 계획상의 성공사례 및 애로 사항 분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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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및 시스템, GIF 운영 그룹 차원의 권고 사항 준비 완료

        · MWG/SIAP 그룹과의 연계 강화, 시스템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

안,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별 Cross-cutting 기회 탐색 필요 등

(역량 및 자원 공유 팀) Hirata, Alekseev

1. 프로젝트별 crosscutting 부문에 대한 관심도 탐색 및 워크숍 개최

- GFR&VHTR / LFR&SFR SSC 의장들은 각각 시스템별 공통 사항인 

안전성, 연료 및 재료, 시뮬레이션 분야에 있어 Cross-cuttong 프로젝

트 신설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표명하였음

2. GIF 실험시설 공유 방안 수요 조사 및 추진 

- NEA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필요성과 연계하여 통합 방안 추진 예정

(커뮤니케이션 팀) : Gougar, Caponiti, Devictor, Hahn

1. GIF 홍보 방안으로 SNS 활용 방안 검토 

-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GIF 활동에 대한 대중 인

식 제고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

- GIF 활동 소개와 관련한 Materials들은 EG/SSC 회의 시 발굴 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직접 업로드 혹은 게재 하는 것이 바람직

- Test기간이 필요하며, 실제 추진 후 Sample Exercises를 차기 PG 회

의(2014년 12월) 시 보고 예정

2. GIF 내 각 그룹간의 cross 회의 참석 

- 참석을 위한 비용 및 시간적 애로 사항이 존재함

- 정보 교류 및 조언 사항 전달 등, EG 및 PMB 그룹 사이에서 SSC 그

룹의 역할이 중요

(11) GIF/INPRO Interface 회의

제8차 IAEA/INPRO-GIF Interface 회의에 대한 보고가 IAEA 측 대표로부터 

보고되었다. 이 회의는 2014년 3월 4-5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HQ에서 개최되었고 다루었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GIF reactor system development status

2. Safety topical session including status report of GIF-IAEA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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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FR SDC

3. Proliferation resistance & nuclear security topical session

4. Economics topical session

IAEA-GIF Coordination Matrix가 회의의 중요한 결과로 생성 되었으며 지속

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INPRO 내의 협력 프로젝트인 PROSA의 경우, GIF PRPPWG의 멤버와 동일

한 멤버가 있으며 현재 TECDOC 발간을 계획 중이다. EMWG와의 연계 역시 

INPRO의 PES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계 방안의 하나로 SFR SDC를 LFR과 VHTR에 확장하는 

것을 들었으며 GIF-INPRO Dialogue 포럼 개최를 제안하였다.

(12) GIF/IAEA SFR 안전 워크숍

SFR 안전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Status of the SFR SDC Phase 1 Report review by National Regula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 NEA, MDEP)

2. Implementation of current SFR SDC by designers of innovative SFR 

concepts

3. Status of SFR SDC Phase 2 development

4. Technical discussions on specific Criteria: 

- practical elimination of accident situations, 

- design extension conditions, 

- sodium void reactivity effect.

워크숍은 2014년 6월 10-11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필요한 정보를 위해 웹페이지를 오픈하였다. Terms of Reference가 마

무리 되었고 Agenda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 

(13) GIF 심포지엄 2015

제3차 GIF 심포지엄 추진 안에 대해 일본 JAEA 측에서의 보고가 진행 되었

다. 2015년 5월 ICONE-23 학회와 연계하여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에서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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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에서는 이전보다 상세한 일정(안)이 제시 되었다. 프

로그램 일정 확정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14) SFR SDC 현황

SFR SDC 1단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한 후, 2단계 현황으로 넘어갔

다. 1단계 보고서는 2013년 5월 최종 승인 되었으며 외부 기관에 검토 요청을 하

였다. 국제 조직으로는 IAEA, MDEP, CNRA의 검토를 받았으며 국가 규제기관

은 미국의 NRC, 중국의 NNSA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2단계 SDG 개발 범위와 계획은 첫째, Safety Approach SDG (2014)이고 둘

째, Structures, System and Component SDG (2016)이다. 3차 회의까지 이루어

졌으며 실질적인 Safety Approach SDG 보고서 담길 내용에 관해 논의가 있었

다. 중대사고와 관련하여 2가지 주요 아이템을 선정하였는데 반응도 이슈와 잔열

제거 이슈다. 이에 따라 Worksheet가 각각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lated SDC criteria and approach to the issues

2. Design measures/options which fulfill the SDC Criteria 

3. Design boundary condition

4. Important design parameter

5. Postulated event list

6. Testability and demonstration…

그 외, 다른 주제로는 사고 상황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SFR의 노심 반

응도에 관련된 것이 있다. SFR 안전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Sodium void 

reactivity와 관련하여 상세한 기술적인 설명이 있었고 이와 관련이 있는 Safety 

Design Criteria를 같이 설명하였다. 

(15) PRPPWG 현황

이번 회의에서 방법론 그룹들의 브리핑 목적은 최근 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PRPP 그룹은 2014년 3월 열렸던 GIF-INPRO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4월 GIF 

RSWG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FAQ는 정책그룹의 승

인을 얻어 현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NPRO와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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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Recognized differences in target users for each methodology.

2. Agreed to keep each other informed of their respective work.

3. Since GIF and INPRO have different target audiences with different 

needs and requirements, it is unrealistic to aim towards a unique 

methodology satisfying all needs. However,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projects should aim towards ensuring that the set of tools are not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when addressing a similar audience and 

purpose.

RSWG와의 연계회의 결과로는 향후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업무 

및 결과에 대해 정보 교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두 그룹의 방법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제4세대 시스템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제25차 PRPPWG 회의가 미국 UC Berkeley에서 2014

년 11월 5-7일 예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16) RSWG 현황

이번 회의에서 방법론 그룹들의 브리핑 목적은 최근 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통합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현황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전문가그룹은 안전

성평가방법론그룹으로 하여금, Gen-IV 6개 시스템을 아우르는 High level의 통

합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본 계획

의 목표는 Gen-IV 6개 시스템의 주요 안전성 강점 및 주의 사항에 대한 분석하

는 것이다. RSWG 의장은 본 통합 보고서 주요 내용(목차)를 SSC에 회람 후 검

토 의견 취합하여 EG 승인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제4세대 안전 목표 중 3번째 항목인 ‘the elimination of the need for 

offsite emergency response’에 대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안전 목표

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배경 정보와 함께 다양한 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2014년 

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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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RSWG 회의는 2014년 10월 21-22일 한국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17) EMWG 현황

이번 회의에서 방법론 그룹들의 브리핑 목적은 최근 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EMWG는 그 동안 새로운 

의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공동

의장을 선임하여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간의 활동 내역에 대해 보고

하였다. 

EMWG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으며 2007년에 배포되었다. 

1. Cost Estimating Guidelines for Gen IV Nuclear Energy System

2. G4ECONS software package

3. User Manual for G4ECONS version 2.0

최근 활동으로는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회의와 11월 벨기에 브

뤼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NPRO의 경제성 모델인 NEST와 

G4ECONS에 대한 비교 검토 논의가 있었고 동일한 input 데이터로 분석 비교해 

보기 위해 Gen IV SCWR이 선정됐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외, 연차보고서와 Technology Roadmap Update를 위한 입력을 제공하였고 

새로운 버전의 G4ECONS 베타 버전이 공개됐다. 

Terms of Reference 업데이트 현황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2014년 11월 전

문가그룹 회의 때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기 회의는 201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 때 다룰 주

제는 NEST와 G4ECONS 해석 결과 논의 및 새로운 버전의 G4ECONS에 대한 

논의다. 

(18) 시스템 개발에 방법론 적용 논의 

각 그룹의 보고 이후 기 개발된 방법론들을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시스템 개발자들은 방법론 그룹의 결과들

을 적용하기 꺼려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방법론 그룹이 

직접 SSC와 접촉하여 상세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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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대로 시스템 개발자들이 Self-assessment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 지속가능성 방법론에 관한 논의

Gen IV 시스템의 4가지 목표 중 유일하게 존재 하지 않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평가방법론 그룹’ 신설 방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며, 복잡한 각 시스템별 적용 방법론을 어떻게 개

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전담 그룹 신설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IAEA의 분류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세부적으로 Resource Utilization과 

Waste Minimization and Management로 나뉜다. 이 때, 자원 활용 측면은 따로 

방법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한 분야이므로 두 번째 폐기물 최소화 

및 관리 측면에 집중하자는 것이 주요 논점이다. 폐기물 최소화 및 관리를 다시 

분류하면 Waste minimization과 environmental effect and management로 나뉜

다. 재처리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과 직접 처분 등 관련 이슈가 많은 분야이며 이

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그룹에 보고하고 향후 업무 분장 및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

다. 

(20) 보고 형식 논의

GIF 10년을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성과 정리 및 향후 계획 업데이

트 등의 노력들과 연계하여, R&D 협력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용 

tool 및 지표 개발 추진 중이다. 회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표를 제시

하였다. 

(21) SIAP 주제 선정

지난 SIAP에서 논의 되었던 주제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이번 SIAP 회의

를 위한 주제 후보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8개의 후보들 중 전문가그룹 논

의를 거쳐 선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Gen-IV 원자로에 대한 공급망 이슈(Issues in Supply Chain for Gen-IV 

Reactors)

- 건설 부문을 포함하여, 비 경수로(Gen-IV 시스템)의 재료, 구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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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성품등에 대한 실제 산업체 공급 입장에서의 의견(Issue, Gaps)

- 실제 근시일 내 특정 Gen-IV 시스템 활용에 있어 산업체 입장과의 간

극을 예방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 제안

2. 지적재산 관리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 ; 경수로 산업에서의 지적 재산 

History와 관련하여, GIF가 제시할 수 있는 발전 방안(Industry' s view on 

knowledge management - given the history (or lack thereof)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 LWR industry, what can GIF to do 

improve on history)

3. SIAP이 직접 제안하는 자유 주제

  5. 제32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1) 제31차 EG 회의록 승인

 (2) Technical Secretariat(기술사무국) 현황 보고

 (3) Gen-IV 시스템에 대한 IRSN 리뷰 결과

 (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 방법론 그룹 신설 논의

 (5) 평가방법론 그룹 활동 보고

� PRPP/RSWG/EMWG 3개 그룹

 (6) Gen-IV 시스템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보고

� LFR/MSR/SCWR/SFR/VHTR 5개 시스템

� GFR 향후 추진 방안

 (7) Strategic Initiative(전략실행계획 추진)

 (8) GIF 주요 활동 현황 보고 및 계획 논의

� 2014년도 GIF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 IAEA/INPRO Joint Meeting 계획

� 2015년도 제3회 GIF 심포지움 개최 계획

 (9) SFR 안전설계 기준(SDC) 개발 T/F 활동 현황 

 의제별 회의 결과

(1) 제31차 EG 회의록 승인

지난 2014년 5월 파리 전문가그룹 회의 공식 회의록 최종본 확정을 위한 전문

가그룹 멤버들의 승인 절차가 있었다. OECD 기관명 오타 등 미미한 추가 검토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술국장은 수정 사항 취합 후 최종 공식 회의록을 회

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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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chnical Secretariat(기술사무국) 현황 보고

GIF 기술사무국(OECD/NEA)에서 관리 중에 있는 GIF 공동연구 국가별 참여 

현황(신규, 탈퇴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2012년 캐나다의 VHTR 시스템 

탈퇴, 2013년 러시아의 MSR 시스템 참여, 2014년 중국의 SCWR 시스템 참여 등

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그림 58 GIF 국가별 참여 현황

GIF 웹사이트 운영(www.gen-4.org)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GIF와 관련

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최근 세대별 기술 발전 소개 

자료를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을 대상으로 연차보고서와 Technology 

Roadmaps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 외 추가적으로 Gen-IV 시스템 관련 

R&D 논문 링크 및 각종 발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2013년

도 GIF 연차보고서가 2014년 6월에 발간 완료 되었으며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통

한 다운로드 수는 1,850회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3) Gen-IV 시스템에 대한 IRSN 리뷰 결과

Gen-IV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관점’에서의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

다. 검토기관은 프랑스의 IRSN(Institute de Radio-Protection Safety Nuclear; 프

랑스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 연구소)이다. 

IRSN은 6개 Gen-IV 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각 장점 및 도전 과

제를 제시 했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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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V 시스템개발은 각 원자로 타입을 고려한 다양한 스케일의 실험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의 각 6개 시스템별 정보 level이 상이하여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분

석과 결론 도출이 어려움

� GIF 창설 이후, SFR과 VHTR 시스템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

음

� 현 상황에서는 SFR 시스템만이 향후 반세기 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으

며, VHTR 시스템은 Gen-III와 비교해 긍정적인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이 

외 4개 시스템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IRSN이 프랑스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편향된 시각이 배제된 각 

시스템별 공정한 검토 여부가 논란이 있었고 기관의 정체성에 따른 이해관계 개

입 가능성 등이 검토 결과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추후, 영문 보고서가 준비 되는

대로 GIF의 세부적인 내부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SSCs, RSWG, EG 대

상) 하였다. 

 

(4)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그룹 신설 논의

지난 2014년 5월, GIF회의에서 제안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방법론 

그룹’ 신설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의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2015년 5월(차기 GIF회의)까지 태스크포스 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방법론 및 평가’와 관련하여 INPRO 보고서를 포함한 현재까

지의 문서들을 검토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정의

� (EG 권고사항) 현재의 협의의 개념으로 1단계 정의를 시작하되, 점차 

경제성/안전성/핵비확산성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Gen-IV 시

스템 평가의 개념으로 2단계를 추진해야 함

� 지속가능성 평가 적용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한 정의

� (EG 권고사항) 개별 국가 단위로 평가 추진 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

한 표준화 참고 모델 개발 필요

� GIF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개발에 대한 계획 초안 수립

� 지속가능성 평가 계획 초안 수립 

� (EG 권고사항) 국가 단위로 구체적 평가 추진. PR&PP 접근 방식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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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 팀의 향후 계획으로 기술국장은 우선 팀 구성을 완료하고, 정책그

룹에서 승인될 구체적인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차기 GIF-INPRO Interface 

회의 시 지속가능성 세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태스크포스 팀 공동 팀장은 2015

년 5월 GIF 회의에서 추진 현황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5) 평가방법론 그룹 활동 보고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법론 그룹(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Working Group)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Terms Of Reference(업무 계획) 업데이트 버전이 승인되었음

� PRPP 참고문헌 보고서(Bibliography) GIF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경제성 평가 방법론 그룹(Economics Methodology Working Group)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Terms Of Reference(업무 계획) 업데이트 버전이 승인되었음

� 신규 대표 선임 요청 완료 및 교체 진행 예정(중국, EU, 한국)

안전성 평가 방법론 그룹(Risk and Safety Working Group)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ISAM(Coordinated Research Project on Improvement of Safety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Near Surface Waste Disposal Facilities)

의 가이드 보고서 GIF 웹사이트 업로드 완료

� 시스템별 안전성 White Paper 추진 현황 

� LFR: 승인 완료

� SFR: US 코멘트 대기 중

� VHTR: SSC 준비 중

� GFR: 최종보고서 초안 준비 완료

(6) Gen-IV 시스템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보고

각 시스템별 시스템운영위원회 의장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Gas cooled Fast Reactor (가스 냉각 고속로; GFR)

� System Arrangement 체결 국가 : EU, 일본, 프랑스, 스위스



- 164 -

� 참여국들의 GFR 시스템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공동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014년 5월 GIF 회의에서 시스템 약정에서 MOU로 변경 하는 방안 

및  VHTR 시스템과의 통합 방안에 대해 시스템운영위원회 의장이 직접 

제안하였으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VHTR 시스템과는 R&D 추진 일정이 매우 다르고, 공통분야가 적어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양 시스템 간 Cross-Cutting 분야의 

적극적인 모색이 제안되었음 

� GFR 시스템 자체 판단 및 전문가그룹 멤버들의 권고로 시스템 약정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GFR SA 2016년 만료 예정)

Lead cooled Fast Reactor (납 냉각 고속로 ; LFR)

� MOU 체결 국가 : EU, 일본, 러시아(한국 개인자격 Observer 참여 중)

� 이미 전달된 시스템 연구개발 계획(System Research Plan)의 최종본에 대

한 전문가그룹 멤버의 검토 필요 (2015년 3월 31일까지 기한)

� MOU로 진행되고 있는 2개 시스템(LFR/MSR)에 대한 GIF 홈페이지 내 

설명 자료 및 추진 현황 등 게재 요청 

� 기술국장 및 기술사무국, LFR 의장 간 내부 논의 필요

� LFR Summer School이 내년 여름 OECD-NEA 협조 하에 추진될 예정

Molten Salt Reactor (융용염로 ; MSR)

� MOU 체결 국가 : EU, 프랑스, 러시아(한국 개인자격 Observer 참여 중)

� 참여국간 정보 교환 등 비공식적 연구가 진행 중이며, MSR 시스템에 대

한 안전성 평가 White Paper의 ‘안전성평가방법론그룹(RSWG)’ 검토 필요

Supercritical Water Reactor (초임계압수 냉각로 ; SCWR)

� System Arrangement 체결 국가 : 캐나다, EU, 일본, 러시아, 중국

� EU-중국 양자 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동 연구 및 협력 결과를 얼

마만큼, 어디까지 GIF 공동연구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의 SRP에는 구체적인 참조(reference) 원자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형로 개발 계획이 있는 회원국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업데이트 필요

Sodium Cooled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 SFR)

� System Arrangement 체결 국가 :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EU, 중국, 러

시아

� 일본에 의해 제안된 AtheNa 실험시설을 활용하여 중대 사고 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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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신설 논의가 진행 중

� 시스템 통합 및 평가(SI&A) 프로젝트 추진 결과 및 경험은 타 시스템 및 

지속가능성 T/F팀의 향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 VHTR)

� System Arrangement 체결 국가 : EU, 프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중국

� 2010년 이후로 추진이 중단된 CMVB 프로젝트 재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으며, 1̀4년 10월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대해 협의

� 중국의 개정된 Materials 프로젝트 약정서 참여는 사무국(NEA)의 법률 전

문가들 간의 협의 추진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야 함 

� GFR 시스템과의 Cross-Cutting 분야 도출을 위한 Joint-Meeing이 1̀5년 

5월 개최될 예정임

(7) Strategic Initiative (전략실행계획 추진)

GIF 국제공동연구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2013년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 전문

가그룹 회의 시 각 전략 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하에 세

부 전략을 추진하도록 기획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였다. 각 세부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관리 분야

� 각 프로젝트 계획별 우수한 수행 실적과 연구개발 성공 사례를 발굴하

고 SSC/PMB에 각 사례와 양식을 제공하도록 조치

�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플랜 양식 개발 

� SIAP 활동 활성화 분야

� SIAP 자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EG 멤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전문가그룹 토론을 통한 SIAP 자문 주제 발굴

� SIAP 회의 개최 3-4개월 전 기술국장의 자문 주제별 사전 검토 자료 

송부

� SIAP 자문 결과에 대한 GIF 그룹 회람 및 Feedback 준비 조치 

� 유관 외부와의 연계 강화 분야

�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GIF 활동 외연 확장 차원에서 국가별 대

학 및 GIF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실적 보

고

� 모든 국가의 실적이 취합되었으며 표로 요약하여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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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IF 주요 활동 현황 보고 및 계획 논의

� 2014년도 GIF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보고서 목차 및 내용별 콘텐츠 취합 중에 있으며, 특히 국가 보고서와 관련 

비활성 국가인 브라질과 영국의 내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그룹 태스크포스 활동 현황도 포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태스크포스 임시 팀장인 한국의 김상지 박사가 준비를 진

행하고 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기존 계획대로 최종 초안을 2015년 2월 20일 정책그룹 승인

을 위해 회람시킬 예정이며 2015년 3월 15일 승인을 받고 2015년 5월 발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 INPRO/IAEA Joint Meeting 계획

GIF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INPRO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자 하며, 이에 대한 일련의 활동으로 GIF/INPRO Interface Meeting을 개최하고 

있다. 제8차 회의가 3월 4-5일 이틀 동안 IAEA HQ에서 개최되었다. GIF 연구

개발 추진 현황 및 평가방법론 그룹 활동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INPRO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GIF/INPRO Coordination Matrix

보고서 초안이 IAEA로부터 접수되었으며, GIF 검토를 위해 회람된 바 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2015년 3월 4-5일 이틀 동안 IAEA HQ에서 개최될 예정

이고, 신규 INPRO 분야 담당자인 Mr. Jon Philips가 준비 중이다. GIF 기술국장 

및 신규로 임명된 POC Mr. K. Rho가 상세 회의 안건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그룹 승인 하에 지속가능성 세션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안건의 최종 본은 

2015년 1월 16일에 공지할 예정이다. 

    

� GIF-IAEA Workshop

GIF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추진 중인 Gen-IV 시스템의 안전성 부문에 대한 

IAEA와 공동워크숍을 통해 현황 점검 및 GIF 외부 의견 수렴, 제안 사항 도출 

등을 진행해온 바 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가

장 최근 제4차 워크숍에서는 2014년 6월 10-11일 양일간 SFR 시스템의 안전설

계기준 개발 현황을 주요 안건으로, 현재까지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졌다. 

차기 제5차 워크숍은 2015년 6월 23-24일로 IAEA Headquarter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VHTR 시스템 분야 관

련 주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 2015년도 제3회 GIF 심포지움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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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GIF 심포지움이 2015년 5월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에서 GIF 회의와 연

계하여 개최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상황 및 상세 일정에 대해서 보고되었다.

 

그림 59 제3차 GIF 심포지움 상세 일정

     

(9) SFR 안전설계 기준(SDC) 개발 태스크포스 활동 현황 

2단계 보고서의 목적은 SDC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가

능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현재 참여국은 중국, EU, 프랑스, 일본, 한국, 러시

아, 미국, IAEA가 있다. 

제1차 회의는 2013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국 확정 및 보고

서의 목표와 내용, 체계, 일정, 기대성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논의 및 확정하였

다. 제2차 회의는 2014년 2월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SDC에 대한 참여국의 규제

기관,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Feedback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SDC 2단계 보고

서 작성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회의는 2014년 6월 IAEA에

서 개최되었으며 실제 SDG 작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4차 회의는 2014

년 10월 한국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측에서 작성한 SDG 초안 검토 및 각 

국 의견을 검토하였고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MONJU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요

건 개발 현황 발표 등 각 국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차기 제5차 회의는 2015년 5월 일본 Chiba에서 ICONE23 학회와 연계하여 개

최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 “Safety Approach SDG Version 1” 보고서 초안

이 2015년 1월 말까지 준비될 예정이며 GIF 내 그룹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검

토를 거친 후 2015년 5월 정책그룹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제33차 전문가그룹 회의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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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차 전문가그룹 회의록 승인

(2) 기술사무국현황 보고

(3) SFR Safety Workshop 현황 보고

(4) 임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 방법론 태스크포스 현황 논의

(5) SIAP 자문 주제 선정 논의 

(6) 향후 GFR 시스템 협력 논의 

(7) Strategic Initiative (전략실행계획 추진) 현황 논의

(8) Social Media 실험 결과 및 계획 보고

(9) NAMP Education & Training 현황 보고

(10) 평가방법론 그룹 활동 보고

(11) Gen-IV 시스템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보고

� GFR/LFR/MSR/SCWR/SFR/VHTR 6개 시스템

 의제별 회의 결과

(1) 제32차 전문가그룹 회의록 승인

제32차 전문가그룹(EG) 회의록 최종본을 확정하고 승인을 요구하였다. 하지

만, 프랑스(Mr. Nicolas Devictor, Mr. Carre) 측 검토의견과 지속가능성 평가방

법론 관련 GIF 의장(Mr. John Kelly)의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이 있어서 

모든 것이 반영된 최종본을 5월 31일까지 완성하고 전문가그룹 멤버에게 송부하

기로 결정하였다.

(2) 기술사무국 현황 보고

기본협정 및 시스템약정 연장에 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보고하였다. 2015년 2

월 28일 GIF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기본협정을 2025년 까지 10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기본협정 연장(안)에 서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가 기본협정 서명을 완

료했으며 나머지 회원국은 서명을 진행 중이다. 

SFR 시스템약정(SA) 연장에 관한 논의가 두 번째로 보고되었다. SFR 시스템

약정의 만료기간 도래 시점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시스템약정의 탈퇴 또는 개

정에 관한 의견을 기술사무국(NEA)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통보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참고로 다른 시스템약정(VHTR, GFR, SCWR) 만료일

은 2016년 11월 30일이다. 특히, 시스템약정의 탈퇴 혹은 개정을 원할 경우, 만료

일 6개월 전 기술사무국(NEA)으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만, 현 시스템약정의 단순연장에 동의할 경우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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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14 GIF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및 배포 완료에 관한 보고가 마지

막으로 이어졌다. 기술국장 및 기술사무국은 2015 GIF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을 6월 19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3) SFR Safety Workshop 현황 보고

제5차 GIF-IAEA SFR Safety Workshop 계획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날짜 

및 장소는 6월 23일-24일에 IAEA HQ에서 개최되고 주 목적은 “Safety Design 

Guideline on Safety Approach and Design” 보고서 검토 및 논의, SDG/SDC의 

연구현황 공유, Safety Design Criteria phase-1 보고서의 외부 검토의견 논의 등 

이다. 특히, 4개의 핵심 의제논의(SFR SDC/SDG 및 관련활동, 원자로심 및 핵연

료 설계특성, SDG의 상세 구조 및 시스템구성요소, SFR의 냉각시스템 및 격납

용기설계 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임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 방법론 태스크포스 현황 논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술 목표에 대해서는 2014 기술로드맵에 지속가능

성 평가의 세부목표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60 GIF 지속성 세부목표 (2014 GIF 기술로드맵)

임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그룹 태스크포스 멤버 현황은 다음과 같

다. Y. Nagaoki(JP), B. Boulis(FR), V. Kagramanian(RU), P. Paviet(US), S.J. 

KIM(ROK), H. Paillere (NEA)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한국의 김상지 박사가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았다. 

주요 활동 현황으로 Terms Of Reference(TOR) 초안 완성 및 배포(2014년 11

월 2일), INPRO 보고서를 포함한 지속성 평가와 관련된 자료 검토, 특히 최근 

미국 DOE에서 발간된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and Screening(201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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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핵연료주기 연구현황 검토 및 Once-through 핵연료주기

의 시스템 평가방법론 개발(NERAC, GIF)이 있었고 “지속가능성” 연구범위 정의 

및 시스템/시설의 명확화와 좁은 의미로 지속가능성은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

항성을 포함하므로 이를 넘어서서 핵연료주기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핵연료주기 전체를 다루는 것은 

GIF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있는 바 GIF 내부적인 조율 필요함을 확인

하였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스템/시설에 관해, 태스크포스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각 시스템에서의 자발적 평가가 필요

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향후 방법론워킹그룹(MWG)으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난 4월 

SFR SIA PMB 회의 논의 결과, 지속성 평가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

며, 핵연료주기를 제외하고 원자로에 국한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

다. 

(5) SIAP 자문 주제 선정 논의 

매년 상반기 GIF 회의에서 SIAP 자문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 GIF 

회의 시 SIAP 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주제들이 선정되었다.  

� Code and Standard Harmonization

� 경수로의 경우, 기준 및 코드 표준화 요구가 많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는 바 있음. 

� 후보 시스템과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 현재의 기준 및 코드 다양화 방

지 방안, 현실적인 접근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 List in order of importance the attributes of Gen IV systems that are 

most attractive from a vendor or utility perspective.

� 미래에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따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함. 

� 경수로 산업계의 반응,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의 바람직한 특징, 추가 연

구개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 Market conditions and expected time for commercialization of Gen-IV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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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 순위결정이 필요함. 

� 시장에서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적 조건, 농축 우라늄의 활용

성 및 비용에 대한 산업계 시각, 사용후핵연료 저장 경험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6) 향후 GFR 시스템 협력 논의 

현재 GFR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별 연구개발 현황이 보고되었다. 프

랑스는 V4 ALLEGRO 컨소시엄을 제외하면 관련 연구현황이 없고, 스위스는 국

가차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혀 없다. 일본의 경우, 교토 대학교에서 일부 연구

를 수행중이며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예산은 없다. EU는 FP7 GoFastR 프로젝트

가 2013년에 종료되었으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은 없으나 다음 프로젝트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미래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NEA 주관하에 GFR 시스템 운영위원회 텔

레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및 향후 연

구계획이 논의되었다. 특히, 시스템약정 철회 및 MoU 전환에 관한 회원국별 의

견으로 프랑스(찬성), 일본(프랑스 찬성 시 찬성), 스위스(탈퇴 예정), EU(미정)으

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약정은 유지하되 PMB 협력활동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7) Strategic Initiative (전략실행계획 추진) 현황 논의

각 세부 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관리 팀 : Carre

� 각 프로젝트 계획별 우수한 수행 실적과 연구개발 성공 사례 발굴

� 관련활동 보고서 작성 예정

� 역량 및 자원 공유 팀 : Ono

� 프로젝트별 crosscutting 검토 및 실험시설, 연구자 교류프로그램 등

� 현재 활동 없으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활동현황 보고 예정

� 커뮤니케이션 팀 : Gougar

� GIF 홍보 방안으로 웹사이트 및 Social Media 활용 방안 검토

� 중간 결론으로 Social Media 활용이 도움이 되고, 그 중 emailing이 가

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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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P 팀 : Kim

� SIAP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활동 수행(종료)

� 외부기관과의 협력현황 및 전략수립

� 연간 활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8) Social Media 실험 결과 및 계획 보고

2013 연례보고서 배포 시, 이메일, SNS(트위터, Linkedin), 홈페이지 등을 활

용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이 후 다운로드 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가적인 

홍보 효과 및 다운로드 증가를 확인한 정도에 그쳤지만 2014년 연례보고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홍보 및 배포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결과 역시 보고 예정이다. 

 

(9) NAMP Education & Training 현황 보고

GIF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Education & Training” 탭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교육기관의 활동 벤치마킹을 수행할 예정이다. National Analytical Management 

Program (US DOE)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가 있었

고 “Education & Training” TF를 다시 구성하고 세부업무에 관한 논의가 차기 

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10) 평가방법론 그룹 활동 보고

각 평가방법론 그룹별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 PRPP 방법론워킹그룹

� 안전조치 , SMR, PR&PP방법론 적용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이

며, 지속적으로 RSWG, INPRO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RSWG 방법론워킹그룹

� 금번 GIF 심포지엄 발표내용 및 결과 보고

� RSWG 백서 발간을 위한 SSC와의 협력을 진행 중

� Safety Assessment 보고서 발간을 위해, 보고서 목차 및 향후 계획 보

고

� EMWG 방법론워킹그룹

� EMWG에서 개발한 G4ECONS의 새로운 버전이 베타테스트로 배포될 

예정이며, 불확실성 분석 및 간소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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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VHTR 운영위에서 Gen-IV 시스템과의 타 에너지시스템(원자력 

제외)과의 비교평가가 제안됐으며 중국측 멤버가 G4ECONS를 활용한  

HTR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 예정

 

(11) Gen-IV 시스템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보고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Molten Salt Reactor (융용염로 ; MSR)

� MOU 체결 국가 : EU, 프랑스, 러시아

� 올해 관련회의가 없었으며, SAMOFAR Kick-Off 미팅과 연계하여 첫 

회의가 있을 예정

� SMR 안전백서가 2015년 발간예정이며, 이는 MSFR의 ISAM과 IRSN 

리뷰 등을 바탕으로 구성될 예정

� Supercritical Water Reactor (초임계압수 냉각로 ; SCWR)

� 시스템약정 체결 국가 : 캐나다, EURATOM, 일본, 러시아, 중국

� SIA PMB에서는 캐나다가 SCWR 압력관을 설계중이며 2015년 완료하

고 평가할 예정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 VHTR)

� 시스템약정 체결 국가 : 중국, EURATOM,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스위스

� 회원국별, PMB 별 연구개발 현황 및 Deliverable 현황 보고

� IRSN 리뷰에 관해, 흑연 화재 등 일부 안전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 표명

� Gas cooled Fast Reactor (가스 냉각 고속로 ; GFR)

� 시스템 약정 체결 국가 : EU, 일본, 프랑스, 스위스

� IRSN 리뷰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시스템약정을 유지하되 세부 프로젝트는 연기

� Lead cooled Fast Reactor (납 냉각 고속로 ; LFR)

� MOU 체결 국가 : EU, 일본, 러시아

� IRSN 리뷰에 관해, 세부내용(Coolant Freezing, Seismic Loads, 

Neutronics characteristic and reactivity control, Fuel Cycle)에 관한 

부연 설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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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Cooled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 SFR)

� 시스템약정 체결 국가 : EURATOM,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 러시아와 중국의 CD&BOP PMB 참여에 따라, 약정서 개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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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echnical Director 업무 수행

  1. GIF Technical Director 소개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은 최상위에 위치한 정책그룹이 이끌며 조

직 내 협력 노력과 기술 업무 정책 수립 및 제3자와의 연계를 책임진다. 이러한 

정책그룹에게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은 조직 내 협력 프

로젝트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정책그룹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권

고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정책그룹에게 연구개발 전략, 우선순

위, 방법론 등에 관해 조언하며 각 System Arrangement 체계 하의 연구 계획 

평가에 대해 보고한다. 각 System Arrangement의 회원국들은 시스템 운영위원

회를 꾸리고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검토한다. 모든 연구개

발 활동은 각 시스템에 적용된 Project Arrangemen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각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되며 프

로젝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림 61은 이러한 GIF 조직의 구성을 보여

준다. 

정책그룹 의장은 GIF 전체 의장임과 동시에 두 명의 국장을 두는데 정책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정책국장과 기술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국장이 있다. 기술국

장은 상기 언급한 전문가그룹의 의장으로써 전문가들을 이끌며 GIF 조직 내 일

어나는 모든 기술적인 일에 관여한다. 따라서 기술국장의 역할과 업무는 GIF 전

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원자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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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GIF 조직도

  2. GIF Technical Director 활동 및 업무현황

GIF 기술국장의 개략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GIF 관련 국제/국내 회의 참석

 정책그룹 회의 참석 및 보고

 전문가그룹 회의 주제 및 관리

 시스템 운영위원회 관련 정보 관리 및 자료 수집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관련 정보 관리 및 자료 수집

 의장단 화상전화회의 참가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방법론 그룹 신설 업무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주제 선정 및 관리

 GIF/INPRO Interface 관련 활동

 GIF 연차보고서 작성

 GIF 조직 내 태스크포스 관리

 그 외, GIF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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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들의 결과 및 진행사항이 매년 2회 개최되는 정책그룹 및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매 회의 시 관련 업무가 파생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업무별 결과 및 진행사항을 앞선 장의 정책그룹/전문

가그룹 회의 내용에 포함 하였으며 이 외 회의 준비, 웹사이트 관리 등과 같은 

비전문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업무 현황과 활동 내역

은 앞선 장에서 설명 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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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환경 및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 지원,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

구개발 추진계획 분석 및 지원을 연구 목표로 한다. 국제 원자력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GIF의 추진동향을 분석

하였다. 또한 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미래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의 GIF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의 2012년도 원자력 동향과 각 시스템운영위원회 및 프로젝트운영위원회에 활동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방호(PRPP) 방법론 그룹과 

안전성 평가 그룹(RSWG) 및 경제성모델 그룹(EMWG)의 활동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GIF 회원국간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협력 기반 조성

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GIF 정책그룹 및 전문가그룹 대표로 활동

하여 공동연구협정 등의 현안 및 공동연구계획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SFR과 

VHTR의 SSC 및 PMB 회의 참가보고서와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였다. 

또한 EMWG, RSWG, PRPP의 방법론 그룹들의 회의 정보를 관리하였고 현 국

내 개발 단계에서의 방법론 그룹들이 개발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동향 조사∙ 분석 및 국내추진체제 운영 지원

을 통해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율적 개발 및 국제공동연구의 연계성 강화에 기

여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과

의 연계성을 증진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실효성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en IV 공동연구의 효율적 성과관리에 기여하고 

GIF 회의 참여 및 지원으로 우리나라와 선진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의 공동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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