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4291/2017 58250-17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공개( ○ ), 비공개(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A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방안 연구
A Study to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in the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on the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주 관 연 구 기 관 명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학노

김현준 김상지

류재수 이영우

이건희 





- 3 -

보고서 요약서

과 제 고 유 번 호 58250-17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7.04.01.
-2017.01.31.

단계구분 1단계/1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세부 과제 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방안 연구

세부 과제 명

연 구 책 임 자 김학노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5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50,000 천원

내부 5명 기업  천원

외부 명 계 5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5명

총 연구비

정부 50,000 천원

내부 5명 기업  천원

외부 명 계 5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운영부

참 여 기 업 명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132p.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에 참여 중인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 2016년 선임된 이후 부의장 

활동 지원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과제는 기 구축된 GIF 업무 추진 체계를 활용해, △GIF 정책그룹(PG)회의 참가, △부의장 임무(주요 

회의 GIF 대표 참석, 국제협력 분야 GIF 활동 등) 지원, △GIF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GCT) 참여 

등의 우리나라 부의장 활동을 지원함.

� 특히, 제43, 44차 정책그룹(PG) 회의에 참여해 국제협력 분야의 구체적 활동이 될 연구인프라TF(RDTF) 

TOR 작성 및 신설을 주도하여 Gen-IV 시스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GIF의 새로운 노력에 부응함.

� GIF 부의장 진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해, GIF 국제공동연구 내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고,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타 회원국들의 연구동향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기여

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 정책그룹, 국제협력분야 부의장, GIF 업무추진 
체계, 국제공동연구, 미래원자력시스템

영어
GIF, Policy Group, Vice Chai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GIF Task 
Force, Joint Research Projects,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 5 -

요 약 문

Ⅰ. 제 목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기술선진 14개국은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

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에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

가스로(VHTR) 분야의 연구개발 약정에 가입해 국제공동연구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

제공동연구 활동과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GIF 국제공동연

구 내 우리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2016년 5월 우리나라가 GIF 부의장국

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장단 내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국제협력 분야 부의장 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Ⅲ. 연구개발성과

기 구축된 한국 GIF 사무국-GIF 의장단 업무전담반의 업무 추진 체계를 통해, 17년도 개최

된 제43차, 44차 GIF 정책그룹 및 GIF 부의장 활동 지원을 수행하였다. 특히, GIF 정책그룹 

회의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파악하였고,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체제 내외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원래 부의장 담당분야인 국제협력 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될 연구개발인프라 테스크포스의 구축을 주도하였다. 또한, GIF 의장단 정기 텔레

컨퍼런스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제83차부터 제88차까지 참여하여 GIF 의장단 내 현안을 파악

하고 우리나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연구와의 관련성 검토, 대응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GIF 국제공동연구 부의장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이 국제 고위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부의장 진출을 

기점으로 GIF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공동 연구개발에 한국이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회원국 간 공유 및 검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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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에 관한 국민 수용성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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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to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in the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on the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

Ⅱ.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fourteen states including Korea are participating in the 4th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to discuss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for the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 Korea has acceded to 

the two System Arrangements since 2006: Sodium-cooled Fast Reactor(SFR) and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VHTR). In order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thes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ctivities and national R&D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leading role in the GI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since Korea was appointed as the GIF Vice Chair(VC) in May 2016,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key post should be required.

Ⅲ. Result of Project

This research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43rd and 44th GIF Policy 

Group(PG) meetings and the GIF VC via GIF Task Force, In particular, the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was identified in 

the PG meetings. In order to facilitate the joint research and enhance the role of 

Korea in the GIF, the Korean VC was leading structur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frastructure TF(RDTF) to be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his 

research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VC in GIF Chairman’s Conference 

Call(GCT) held during the research period.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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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supports for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VC in this study, we 

would provide a foundation for Korean exper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high-level activities. In addition, The strengthened Korea’s leadership in GIF Joint 

Research Projects would play a role in establishing the feasibility and 

performance capabilities of the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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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기술선진 14개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

럼(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에 참여 중이다. GIF를 통하여 원자력 선도국들은 자

국 내 미래원자로/핵연료주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간 소요되

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6년 12월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확

정하였다.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체제를 구성하

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래원자로/핵연료주기 분야의 기획 평가 과제관리에 적극 

활용 중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IF 국제공동 연구개발 수행 시 

국가계획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국가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GIF 부의장 

자리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선진국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에서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운영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즉, GIF 체제 하의 국제협력을 통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4세대 원

전 개발을 위한 정보교환/기술협력의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활동과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 GIF 국제공동연구 내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IF 부의장 활동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개발 활동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GIF 의장단과의 효과적·지속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기존의 국내 GIF 사무

국과 GIF 의장단간의 업무 협조 역시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이러한 GIF와의 국제공조 체제

는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참여 및 운영을 고취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미

래원자력시스템 추진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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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GIF 개요

GIF은 조직 내 협력과 기술 정책 수립 및 제3자와의 연계를 책임지는 정책그룹(PG, Policy 

Group)이 이끈다. 이러한 PG에게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그룹(EG, Expert 

Group)은 조직 내 협력 프로젝트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PG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

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G은 PG에게 연구개발 전략, 우선순위, 방법론 등에 관해 

조언하며 각 시스템 약정(SA, System Arrangement) 체계 하의 연구 계획 평가에 대해 보고

한다. 여기서 SA 체계란, 제4세대 미래원자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국가를 선정한 체계

이다.

그림 1. GIF 조직도

SA 체계 내 미래원자로 담당 회원국들은 시스템 운영위원회(SSCs, System Steering 

Committees)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검토한다. 모든 연구개발 활

동은 SA 참여국들의 사업약정(PA, Project Arrangement)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VHTR 시스템에는 총 세 개의 사업(Fuel and Fuel Cycle, Hydrog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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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이 할당되어 있는데, VHTR 시스템에 할당된 담당 회원국은 이들 사업 중 원하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Hydrogen Production 사업에는 캐나다 및 유라톰,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이 2008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은 기술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되며, 각 사업마다 사업진행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이사회

(PMB, Project Management Board)가 구성된다. GIF 조직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GIF는 총 6종류의 제4세대 미래원자로 시스템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GFR1) 및  

SCWR2), SFR3), VHTR4) 등에 대해 SA를 체결해 시스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LFR5), 

MSR6)에 대해서는 정식약정이 아닌 협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 약정 및 양해각서 아래에 필요에 따른 PA가 조직되어 각 연구수행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협정(FA. Framework Agreement) 및 2개의 SA(SFR, VHTR)와 7개의 

PA(SFR: 4개, VHTR: 3개), 1개의 MOU(LFR)에 서명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회원국

별 미래원자로별 시스템 및 프로젝트 약정 현황은 표 1과 같다. 

1) Gas-cooled Fast Reactor

2)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

3) Sodium-cooled Fast Reactor

4) Very-High-Temperature Reactor

5) Lead-cooled Fast Reactor

6) Molten Salt Reactor

구분 발효 캐나다 EU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남아공 러시아 스위스 미국

VHTR SA('16.11)
`06서명

`12탈퇴

JRC

('17.3)

CEA

(16’12)

JAEA

(16’11)

CAEA

('16.12)

MSIP

(̀ 17.3

연장)

PSI

('16.12)

DOE

('16.11)

HP(수소생산) PA '08.03.19 NRCan JRC CEA JAEA INET KAERI O DOE

FFC(핵연료 및 핵주기) PA '08.01.30 JRC CEA JAEA INET KAERI DOE

MAT(재료) PA '10.04.30
`09서명

`12탈퇴
JRC CEA JAEA INET KAERI

`09서명

`13탈퇴
PSI DOE

CMVB(전산방법론) PA P/P리뷰 P P P P P O P

SFR SA(`16.02)
JRC

('17.3)

CEA

('16.2)

JAEA

('16.2)

MOST

('16.8)

MSIP

('16.2

연장)

ROSAT

OM

('16.2)

DOE

('16.2)

AF(선진핵연료) PA '07.03.21 JRC CEA JAEA P KAERI P DOE

GACID PA '07.09.27 CEA JAEA DOE

CDBOP(기기설계/BOP) 
PA

'07.10.11 O CEA JAEA O KAERI O DOE

SO(안전/운전) PA '09.06.11 P CEA JAEA MOST KAERI ROSAT DOE

표 1. GIF 회원국의 시스템/프로젝트별 약정 체결 현황

(서명국 : 서명기관약자, P: 잠정참여국, O: 관찰국)



- 23 -

OM

SIA(시스템종합/평가) PA '14.10.22 JRC CEA JAEA MOST KAERI
ROSAT

OM
DOE

SCWR SA('16.11)
NRCan

('17.2)

JRC

('17.3)

ANRE

('16.11)

CAEA

('16.12)

ROSAT

OM

('16.11)

CM(재료/화학) PA ‘10.12.06 NRCan JRC IAE O O

TH&S(열수력/안전) PA '09.10.05 NRCan JRC IAE O O

FQ(핵연료검증) PA P/P준비 P P P O P

SIA(시스템종합/평가) PA PMB준비 P P P P P

GFR SA('16.11)
JRC

('17.03)

CEA

('16.11)

JAEA

('16.10)

CD&S(기기설계/안전) PA '09.12.17 JRC CEA

FCMFC(핵연료/재료/핵주
기) PA

약정준비 P P P

LFR MOU ‘10.10.06 JRC
TITEC

H
O

SNU

('15.11)

ROSAT

OM

('11.7)

O

MSR MOU ‘10.11.22 JRC CEA O O O
ROSAT

OM
PS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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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GIF 부의장 역할

정책그룹(PG)은 GIF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공동연구 관련 정책

적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41차 PG 회의(16년 5월)에서 한국은 

의장국인 프랑스, 기존 부의장국인 미국, 일본에 더해 추가로 부의장국으로 선임되어 GIF 의

장단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전까지 GIF 부의장은 특별한 임무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부

의장 역할 수임으로 부의장국이 한 석이 늘어나게 되면서 3가지 전략적 중점 추진 분야인 안

전규제, 시장분석, 국제협력 분야를 미국, 일본, 한국이 각각 맡게 되었다. 이러한 부의장 체제

는 GIF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 분야의 GIF 부의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FNEC7), OECD/NEA8) 및 국제 원자력기술/설계

기준 협의체들과 GIF의 전반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IAEA의 INPRO9) 및 

OECD/NEA의 NI205010) 등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나 프로젝트 역시 협력 대상이다. 국제

협력 분야의 GIF 부의장의 최종목표는 적절한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있어

서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GIF의 노력이 중복되지 않게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제협력분야에서 GIF 부의장의 임무이고, 국제협력 분야 GIF 부의장의 업무 범위

(TOR, Term of Reference)는 표 2와 같다.

○ GIF 의장 및 다른 부의장들에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이해 지원

○ GIF 의장 불참 시, 안전규제 및 시장분석을 제외한 분야에서 GIF 의장 대행

○ 원자력기술/설계기준 관련 국제기구, 협의체에서 GIF를 대표

○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이 GIF 시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의 긴밀한 협력

－ 선진원자로 개발을 위한 실험시설 요구 확인

－ GIF 참여국의 연구개발 인프라 업데이트

－ 시설 및 인프라의 공유 방법 모색

○ GIF/INPRO 연계회의 준비 및 PG 회의 내 결과 보고

7)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Nuclear Energy Agency

9)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10) International Roadmap for Nuclear Energy R&D and Innovation; Nuclear Innovation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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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Reference (TOR)

Mission of the GIF Vice-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s

Background:

External GIF collaborations include interaction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Nuclear Energy Agency (OECD/NEA), and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gineering and standard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Some of the initiatives or 

international projects, supported by such entities include: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and other IAEA 

endeavors (such as the GIF/ IAEA-NE Interface Meetings, Joint IAEA-GIF Technical Meetings on 

Safety of Sodium-Cooled Fast Reactor, IAEA innovative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AEA Technical Working Groups on Fast Reactors and High 

Temperature Reactors, etc.); and

The OECD/NEA’s Nuclear Innovation 2050 (NI2050) initiative.

The mission for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s will be to coordinate, where possible, 

the GIF’s efforts with these international endeavors and other broader initiatives to address CO2 

reductions through the deployment of Gen-IV concepts to avoid the duplication of efforts. 

Regulatory interface activities will be coordinated by the GIF Vice-Chair for Regulatory Issues.

Scope of the mission:

The scope of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s activities is to assist the GIF Chairman in 

coordinating external GIF collaborations including: 

� Assisting the GIF Chairman and other Vice Chairs to better understand the drivers,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related to the external collaborations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be taken into 

account and addressed as appropriate in carrying out GIF activities;

� Representing the GIF at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the GIF Chairman has been invited but is 

not available to attend, except when the event or the topic of discussion falls under the scope 

of either the Vice Chair on regulatory issues or the Vice Chair on market issues;

� Representing the GIF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gineering and design standards 

organizations;

� Working closely with the Technical Director in overseeing Expert Group dispositioning of the 

strategic “GIF user facility” action items, including:

   - Mapping/ identifying the needs for experimental facilities to support advanced reactors (for 

the 6 Gen-IV concepts)

   - Updating the existing survey of facilities available in GIF member countries (or project for new 

facilities); and,

   - Examining the various means through which to share such resources or avoid duplication 

when it is possible; and,

표 2. 국제협력분야 GIF 부의장 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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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ng to the preparation of the annual GIF/ IAEA-NE Interface Meeting and reporting on 

follow-up actions to Policy Group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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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 협력 현황

1. SFR 사업 개요 및 GIF 협력 현황

가. SFR 사업 개요

고속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로서 핵분열 측면에서는 열중성

자로에 비해 불리하나, 핵분열 시 더 많은 중성자를 발생시켜11) 핵연료 증식과 장수명 핵종의 

핵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액체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로서, 

낮은 체적비로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산소가 없는 순수 소듐 환경에서는 재

료의 부식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소듐이 물 또는 공기와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안이다. 그림 2와 표 3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SFR의 구성 

및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SFR(Pool type) 구성

11) 경수로 핵분열 시 약 2.4개의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고속로에서는 약 2.8개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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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 소듐

중성자 에너지 고속중성자

핵연료 금속, 산화물

원자로 출구온도 510 ∼ 500℃

최대용량 2,000 MWe

연료주기 재순환

특성

� 높은 열효율

� 사용후연료 연소

� 방사성 독성 완호

� 우라늄 자원 이용율 증대

� 약 400 원자로·년 운전경험 보유

기술현안
� 소듐이 물과 반응 시 격렬한 화학반응

� 고온의 소듐이 산소와 접촉 시 화재 발생

표 3. SFR의 특성

SFR는 전력생산과 더불어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SFR의 폐순환연료주기를 통해, 고준위 폐기물 및 플루토늄을 포함한 악

티나이드 등의 양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원자로 용기 내 보유 냉각재량이 많아 사고 시 

열적 여유도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냉각재 비등점, 대기압 운전, 중간 열교환 계통을 채택하

여 방사화 소듐을 동력전환시스템과 격리시키는 등 고유의 안전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열

효율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증기와 초임계 CO2 브레이튼 사이클의 연구

와 건설비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로와 대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세대 SFR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국제공동연구에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미

국, 일본, 프랑스, EU,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제4세대 SFR 설계개발 계획은 GIF가 

확립한 설계요건12)에 따라 참조노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참조노형은 추가 연구개발을 통

해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목표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노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KALIMER, 일본의 JSFR, 미국의 SMFR이 선정되어 있다. 공동연구는 각국의 개념개발 연구

를 존중하여 각 개념별로 진행하는 다중 트랙으로 진행하며 공동연구의 목적은 공동연구 결과

의 공유를 통해 각국의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SFR 시스템 관련, 시스템종합 평가(SIA,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안전 및 

운전(SO, Safety and Operation), 선진핵연료(AF, Advanced Fuel), 컴포넌트 설계 및 동력

변환계통(CD&BOP, Component Design and Balance-of-Plant)의 4개 사업이 수행 중이

12) △악티나이드 관리를 위한 전환비 (0.5∼1.3), △핵연료 재순환에 의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핵변환, △경수로 수준의 방사성 물질 누
출, △핵연료 재순환 주기 중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 배제, △피동형 안전특성 및 노심손상빈도 <10-6/원자로년, △타 발전원에 비해 전수
명 운전비용의 경쟁우위 확보, △18개월 또는 그 이상의 핵연료 재장전주기, △대용량 42개월, 중-소용량 36개월의 건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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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악티나이드사이클 국제실증(GACID, Gr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의 1개 사업이 보류 중이다. 각 사업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표 4과 같은 주요 

결과물이 생산되었다.

나. SFR 사업 진행

기술프로젝트 연구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Gen IV SF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제공이 

목표인 SIA 사업은 ‘14년 발효 전, SFR 시스템의 연구개발 필요성 확인과 SFR 설계 대안들

(loop, pool, small modular 등)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 수행하였다. ‘14년 사업 

사업할당(PA) 참여국 주요 내용

SO

(’09년 6월 발효)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 비보호 사고조건 시 소듐비등과 피복재 손상 및 연료붕괴를 방지 연구

� 피동안전성 평가와 함께 노심정지시스템, 피동잔열제거시스템의 구현성 확

인

� CATHARE와 MARS-LMR과 같은 계통 분석코드의 SFR 설계 안전성 평가 

가능 여부 확인

� EBR-II 실험데이터를 적용하여 개선된 연료 서브어셈블리의 열수력 해석 

모델 검증

� Rapsodie, Phenix, SPX의 해체 경험을 문서화

AF

(’07년 10월 발효)

EU,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 마이너 악티나이드(MA) 순환 시스템의 구동핵연료, 노심 피복재 구조재 물

질 연구

� MA 핵변환을 위한 비균질 연료로 그 연구 영역을 확대

CD&BOP

(’07년 10월 발효)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분야의 가동중검사 및 수리 기술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 고온 LBB(Leak Before Break) 적용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향상 및 초

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을 통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SIA

(’14년 10월

발효)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중국, 

러시아

� 기술사업 연구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Gen IV SF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제공

GACID

(’07년 9월 발효, 

현재 보류 중)

프랑스, 일본, 미국
� MA를 함유하는 핵연료의 물성, 조사 핵연료 자료 등에 대한 평가

� Monju MA 함유 핵연료 다발 조사 실증 시험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 계획

표 4. SFR 시스템 관련 사업의 참여국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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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이후부터는 SFR 시스템 기술사업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SFR 설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14년부터 SFR 시스템 사업들의 자체평가와 설계대안들의 주요 성능특성 평가 연

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방법론워킹그룹(EMWG)을 활용한 SFR 시스템 대안들의 경제성·안정

성 평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17년에는 핵비확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PR&PP) 방법론을 활용해 SFR 시스템의 핵확산 평가를 요청하였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석, 실험 및 전산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O 사업은 ’09년부터 

발효되었다. 초기에는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등 총 4개국이 참여하였는데, ‘12년 중국, 러

시아, EU 참여로 ’12년 11월 총 7개국이 SO 사업 협정 개정에 서명하였다. 개정 사업 계획

은 SO1(방법론, 모델, 코드), SO2(실험 프로그램 및 운전 경험), SO3(혁신 설계 및 안전계통 

연구)의 3개 Work Package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SO 사업에 대한 각국의 사업진행 현황

이다.

○ 프랑스는 CATHARE 코드와 TRIO 모델을 결합하여 Phenix 수명종료 시험을 해석하였으며, 

ASTRID 안전계통 개념 설정을 위해 1단계 PSA13)를 수행하고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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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코

드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원자로정지계통 거동 해석과 피동 안전 특성 연구, 향상된 면진 계통 

거동을 반영한 지진 응답 해석 등을 수행함.

○ 중국은 SAS4A 코드를 이용한 CEFR14)의 UTOP15) 및 ULOF16) 해석을 수행하여 중대사고 초

기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startup test에서 얻어진 소듐 기화 반응도 자료를 제공함.

○ EU는 과도 시 노심과 내부 구조물의 거동 평가를 위한 PIRT17)를 구성하였으며, 지진 하중을 완

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면진 장치에 대한 설계를 개발하였음. 

○ 러시아는 다차원 원자로 물리 및 열유체 해석이 가능한 COREMELT 코드를 개발하고 평가 계

산을 수행하였으며, 소듐기화반응도가 SFR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 또한 소듐 비등과 핵

연료 파손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위한 시험 시설을 설계함.

MA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AF 사업은 ’07년부터 ’12년까지 선진핵연

료 개념의 적합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고, ‘21년 선진핵연료의 실증 및 적용을 위해, 상세 

설계사양에 대한 성능평가(’09∼’15)와 전체시스템 평가(’14∼’16)를 수행하였다. 다음은 AF 

사업의 각국 사업진행 현황이다.

13)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14) Chinese Experimental Fast Reactor

15) Unprotected Transient over Power

16) Unprotected Loss of Flow

17) Phenomenon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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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OE의 핵연료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됨. 

－ 고속로 핵연료는 그 동안 여러 후보핵연료를 연구하여 왔으나 금속핵연료에 집중하기로 하였으

며, 후쿠시마 사고 후속 조치로써 사고 시 안전성이 향상된 경수로 핵연료 연구가 추진 중임.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자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몬주는 핵변환 실험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도 계속 운전하기로 함.

－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하여 완료함에 따라 

원자력관련 핵심적인 시설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ASTRID 개념설계 완료 이후 기본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년 초에 ASTRID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핵연료는 MOX 핵연료로 연간 수톤 규모의 생산을 계획 중임.

○ 러시아는 BN-1200 SFR 개발을 현재 수행중이며, 핵연료는 질화물 및 산화물 핵연료임. 질화

물 핵연료는 LFR의 핵연료로도 사용될 것임.

○ 미국이 약정 연장 서명기한을 넘겨 SFR AF 사업의 새로운 약정 체결이 필요했고, 기존의 약정 

기한까지를 Phase-1로 명명하여 이를 종료시켰음. 현재, Phase-2 체결을 준비 중이며, 한국, 

중국, 일본, EU는 최종 서명을 완료한 상황이고 프랑스, 미국, 러시아는 ‘17년 12월 기준 서명

을 하지 않았음.

혁신기기 설계, 경제성향상기술 및 신개념 동력변환계통 타당성 연구를 위한 CD&BOP 사

업은 AF 사업과 마찬가지로 ’07년부터 제안 개념의 적합성 검증 연구를 시작하며 발효되었다. 

‘12년 검증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이후 전체시스템 평가 검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PA 약

정 연장 서명기한(‘17년 10월 10일) 전으로 참여하는 회원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모두 

약정 추가 체결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였다.

○ ‘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R13 컨퍼런스에 CD&BOP에서 수행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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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추진하기

로 하고 세부 계획을 ’12년 9월 회의에서 설명함. 프랑스는 S-CO2 pressure survey 실험 및 

상세 해석을 수행하고 일본은 20MPa 장기 실험을 수행하여 양측 실험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를 

만들기로 제안하였고 ’12년 12월 서명을 마침.

○ 미국은 S-CO2 사이클 관련 S-CO2 브레이튼 사이클 Plant Dynamics 코드를 개발 중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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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는 프랑스의 CEA와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09년부터 3년간 진행하여 ANL

은 PDC 코드를 CEA에 제공함.

○ EU는 ’11년 옵저버로 참여했으나 ‘12년부터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EU-FP7 프로젝트 

수행 중 CP-ESFR 후속으로 제안한 SOFIA가 부결된 후 ESNII+가 새롭게 제안된 상태임. 

ESNII+는 SFR 뿐 아니라 GFR, LFR 등의 안전 목적에도 기여함. 

○ 일본은 이중벽전열관 증기발생기(Rankine 사이클)의 설계개념을 제시하였고 초기 설계에는 누

설감시를 위한 groove를 내관과 외관 사이에 적용하였지만 이는 결함으로써 균열 개시의 시작

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설계에서는 제외되었음.

다. 우리나라의 GIF 협력 현황

우리나라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계획’에 따라 ‘12년 SFR 개발사업단을 출범하

고 SFR 원형로 건설을 위한 장기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SFR 상용화를 위한 

선진기술 및 부족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개발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및 기술 신뢰성을 확

보하고자 GIF의 SFR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 SFR 시스템과 

관련된 GIF 연구결과물은 총 470건인데, 이 중 우리나라는 84건(약 18%)을 생산하였다. 또

한, 우리나라는 SFR 시스템의 주요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비중은 

현재까지 약 23%에 달한다. 이와 같이 GIF의 SFR 시스템 개발에서 우리나라는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GIF내 국제적 기술 교류는 우리나라 SFR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

다.

기여성과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EU 중국 러시아 합계

기여물
122

(26%)

110

(23%)

101

(21%)

84

(18%)

38

(8%)

9

(2%)

6

(1%)
470(건)

예산기여
AF

27% 12% 23% 17% 12% 2% 7% 94만($)

예산기여
CD&BOP

17% 22% 39% 21% 1% - - 41만($)

예산기여
SO

12% 17% 18% 31% 8% 6% 8% 93만($)

예산기여
SIA

24% 16% 24% 6% 8% 20% 2% 8만($)

표 5. SFR 사업별 각국의 기여성과 (‘17년 9월 기준)

 GIF의 SFR 사업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주요 원전 선진국들의 기

술 개발 및 실험 자료를 획득한 것이다. 해외 가동 원자로에서 수행된 실험 자료와 해외 실험

로 및 장치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우리의 안전해석용 코드 개발에 활용되었다. 또한 TRU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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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수 없는 국내 환경에서 MA 함유 금속연료 조사시험, 산화물 연료 제조, 피복관 조사시

험 기술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PGSFR 금속연료와 파이로 재순환 금속 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에 적용하였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계통설계 관련 주요 기술 분야에 

직접투자 없이도 선진 핵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소듐중 가시화 센서 및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가동중 검사기술 개발, 확보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6은 ‘17년도 SFR 사

업 분야의 우리나라 주요 활동과 국내 연구활용 성과를 정리하였다18).

2. VHTR 사업 개요 및 GIF 협력 현황

가. VHTR 사업 개요

초고온가스로(VHTR)는 세라믹피복 입자핵연료, 흑연 감속, 헬륨냉각재로 구성되며 전기 및 

수소(열화학사이클 혹은 고온전기분해)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 없이 

고열을 이용하여 열병합 및 공정열 등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타입은 핵연료 형태에 따라 블록형(연료봉 삽입된 흑연블록)과 페블형(입자연료 균질분포 흑연

구)으로 나뉜다.

초고온가스로는 공정열 전달에 필요한 열교환기와 금속기기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때문에 현

재의 온도가 800∼950℃로 제한되고 있으나 미래에 초합금, 세라믹복합체가 사용되면 출구온

도를 1,000℃로 올릴 수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중 코팅 안전구조인 피복입자연료

18) 17년도에는 AF 프로젝트 Phase-1 종료로 인해, AF 프로젝트 관련 공동연구 수행이 없음.

SFR 사업 분야 우리나라 주요 활동 국내 연구 활용

SO

SAS4A 전산코드 개발 및 PGSFR 

중대사고 해석
중대사고 노심용융 거동 시험 데이터 확보 및 SAS4A 

전산코드 개발에 활용 (러시아: 냉각재 비등 및 핵연료 

파손 모델 실험 연구)
능동형 소듐공기 열교환기 

시험장치(SELFA) 성능 실험 

CD&BOP

소듐 내부 가시화 기술개발을 위한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성능실험

프랑스와의 양자협력을 통한 소듐내부 가시화 센서 

최적화용 해것모델 개발 및 개선

RFEC 및 마그네틱 센서 결합 

증기발생기 검사기술 성능시험

증기발생기 설계 및 소듐-물 반응 과도특성 해석의 

기초자료 활용

(일본: 소듐-물 반응에 대한 구조재 손상 메카니즘 결과)

소듐 종합효과 시험장치 최신설계 

및 주요기기 제작

소듐 종합효과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에 활용

(프랑스: 소듐 배출, 정화계통 운전, 배관 배치 등)

표 6. ‘17년도 SFR 사업 분야 별 우리나라 주요 활동 및 국내 연구 활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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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온도 증가 시 자동 정지되는 노심/내부 구조물, 지하化 및 자연대류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VHTR의 구성

VHTR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국제공동연구는 VHTR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목표

로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및 중국이 참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온열(700∼950℃) 기반 Cogeneration(전력+열공급)이 목적이고, 시스템 개발보다 핵연료 

및 재료의 적합성, 해석 코드 검증, 열이용 분야 등과 같은 공통 관심의 핵심기술 개발이 주

된 협력 사항이다. 표 7은 VHTR 시스템 관련 4개의 사업과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였

다. 현재 핵연료 및 핵주기(F&FC, Fuel and Fuel Cycle), 재료(MA, Material), 수소생산

(HP, Hydrogen Production) 사업은 진행 중이며 계산방법론 및 검증(CMVB,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 and Benchmark) 사업은 논의 중으로 미착수 상황이

다. 최근 중국이 VHTR 관련 사업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가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속로 우선 정책으로 HP과 F&FC 사업에서의 활동이 정지 상태이다.

사업할당(PA) 참여국 발효일 주요내용

F&FC
한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중국
’08년 1월

VHTR용 피복입자핵연료 제조, 평가, 성능 분석 기

술 개발

HP
한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캐나다, (중국)
’08년 3월

VHTR의 고온열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생산공정의 개

발과 원자로와의 안전한 연계

표 7. VHTR 시스템 관련 사업의 참여국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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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사업으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노심구조, 제어봉,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가스덕트, 터빈 장치 등의 기기와 용접, 열처리 등 제조 및 현장건설기술의 개발과 함께 정상 

및 사고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대형 헬륨루프 이용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VHTR 기술개념

과 열병합, 수소생산과 같은 적용 분야에 필요한 설계, 안전 및 계통종합 관련 연구개발 항목 

도출이 요구된다.

나. VHTR 사업 진행

 F&FC 사업의의 주요 성과는 HTTR19)이 핵연료 손상 없이 출구온도 950℃로 50일 운전

함으로써 TRISO 연료의 건전성이 확인된 것이다. AGR-2 조사시험은 ‘10년 6월에 시작되었

고, 페블 연료 성능 입증을 위한 HFR-EU1 조사시험은 동년에 완료되었다. 피복핵연료입자 

코팅 층의 조사거동 예측을 위한 PYCASSO-1, 2 조사시험이 완료되었으며, RAPHAEL 프로

그램에 이어 ARCHER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후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PMB 회원국은 

ZrO2 모의연료 핵 코팅 층의 특성평가 관련 공동분석 시험을 IAEA CRP-6를 통해 수행하였

으며, 이 CRP-6에는 각 회원국의 TRISO 연료 성능모델의 검증을 위한 정상 및 사고 시 벤

치마크도 포함되어 있다.

MA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EU INNOGRAPH 프로그램을 통해 흑연의 중성자 조사가 ‘10

년 완료되어 조사 후 시험이 수행 중이며 저선량 조사는 ARCHER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NGNP는 AGC1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크립을 위한 중성자 조사가 진행 중이

다. 금속의 경우 가동조건에서 니켈계 합금과 9Cr 강의 고온 크립과 크립-피로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중이다. 제어봉의 경우 단·중기 VHTR 프로젝트에서 목표온도 900℃이하에서는 

금속합금을 사용하고, 이후 1,000℃이상의 온도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라

믹은 단열재 및 GFR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PMB 결과물은 재료핸드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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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코드와 연계된 물성자료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19) High-Temperature Test Reactor

MA
한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스위스, (중국)
’10년 4월

VHTR 최적재료 선정 및 품질검증, 기기설계 및 기

술기준 개발을 위한 재료 물성 DB 구축

CMVB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17년 예정

(PA 준비 

완료)

VHTR 설계, 안전해석 및 인허가에 요구되는 해석코

드의 검증 및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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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사업은 초기 캐나다, 유럽,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6개국이 참여하였고 ‘10년 중국이 

요오드-황 열화학공정과 고온전기분해 분야에 참여 의사를 보였다. 요오드-황 열화학공정에서

는 요오드 부분에서 전기투석, 황 부분에서는 새로운 촉매재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가혹 

조건의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개발되었다. 고온 전기분해에서는 원자로와의 연동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부품의 수명이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10년에는 셀 수명 특성에 

진전이 있었으며 부품의 설계와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구리-염소 열화학 공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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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VB 사업의 잠정적인 회원국은 캐나다,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미국이며 ‘10년에는 프

로젝트 계획 완성에 집중되었다. 프로젝트 목표는 원자로 시스템 해석에 사용되는 수치모델이 

정상운전, 운전천이, 사고시나리오 등의 원자로거동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연구개발의 대부분은 주요 현상을 확인과 순위결정, 검증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회

원국의 이용 가능 데이터 확인, 데이터 품질 확인에 필요한 표준 정의, 검증 수행 등이다. 

다. 우리나라의 GIF 협력 현황

우리나라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하여 VHTR 실증로 개념설계 

착수를 위한 기술 수준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VHTR 기술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기술 향상을 위해 GIF VHTR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중이다. VHTR 시스템과 관련된 GIF 연구결과물은 총 474건인데, 이 중 우리나라는 97

건(약 20%)을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10년간 각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정 기여(31.4만

불, 10.3%)를 하고 있다(표 8).

기여성과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EU 기타 합계

기여물
142

(30%)

31

(7%)

56

(12%)

97

(20%)

87

(18%)

61

(13%)
474(건)

예산기여
F&FC

64% - 9% 24% 3% - 38만($)

예산기여
HP

22% 8% 34% 13% 7% 16% 138만($)

예산기여
MA

33% 4% 25% 5% 10% 23% 132만($)

표 8. VHTR 사업별 각국의 기여물 및 예산 기여 

(기여물: ‘17년 12월 기준, 예산 기여: ‘16년 7월 기준)

GIF의 VHTR 국제공동연구 참여로 인해, F&FC 분야에서 △피복입자핵연료 국제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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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무상 참여, △미국 AGR 핵연료 사고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코드 개선 및 검증, 

△SiC 피복층 결함검사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미국의 핵연료 시편 무상 획득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HP 분야와 관련해서 타 참여국과 SI 수소생산공정 기술 협의 및 관련 자료와 

고온전기분해 등 국내 미수행 수소생산공정 관련 자료를 획득하였고, MA 분야에서는 재료 

DB 참여로 국내 예산으로 절대 확보가 불가능한 광범위한 재료 물성 데이터 확보하였다. 또

한, 관련 사업의 실험 및 운영정보를 공유하며 최신 민감정보 및 노하우를 확보하였다. 표 9

는 VHTR 사업 별 주요 자료 확보 및 국내사업 연계성과이다.

VHTR 사업 분야 확보한 주요 자료·기술 국내사업 연계성과

F&FC

PYCASSO 피복층 재료 조사시험 피복입자 및 연료체 성능분석 코드 개발

피복층 특성분석 기술 회송시험 국내 분석 방법 수정 및 개선

HP

황산공정장치용 SiC 구조물 파괴시험 자료
50 NL-H2/h급 종합공정 가압운전 수소

생산 실증

JAEA 냐공정 수소제조 실증시험장치 설계검토 

자료
Scale-up을 위한 SI 공정 요소기술개발

MA

Gen-IV 재료 기술보고서 고온 금속재료 기본 물성 평가

기계적 물성/내환경 성능자료
초고온금속재료(A617 등) 모재/용접부 

균열성장 특성 평가

표 9. VHTR 사업 분야 별 확보된 주요 자료 및 기술과 국내사업 연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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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제1절 개요

기 구축된 한국 GIF 사무국-GIF 의장단 업무전담반의 업무 추진 체계20)를 통해(그림 4), 

‘17년도 개최된 제43차, 44차 GIF 정책그룹 및 GIF 부의장 활동 지원을 수행하였다. 특히, 

GIF 정책그룹 회의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파악하였고,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체제 내외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원래 부의장 담당분야인 국제협력 

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될 연구개발인프라TF(RDTF, Research and Development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구축을 주도하였다.  

그림 4. GIF 업무 추진 체계 

20) 2016년 구축된 추진 체계로서 GIF 활동을 위한 한국GIF사무국(한국원자력협력재단)-GIF 의장단 업무전담반(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및 
국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됨.



- 42 -

제2절 제43차 PG 회의 참가

1. 회의 개요

제43차 정책그룹(PG) 회의는 ‘17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

었다. 10개 GIF 회원국 및 국제기구(OECD/NEA, IAEA)가 참여하였으며, 관련 의제는 표 10

과 같다. 본 회의는 회원국별 원자력현황 소개 및 SSC, pSSC21), 방법론워킹그룹(MWG), TF 

들의 활동현황 보고 뿐 만 아니라, GIF의 새로운 동력 마련을 위해 GIF의 혁신방안과 IAEA 

및 산업계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호주의 프로젝트 참여 추진과 비

활성국인 영국의 활성국 전환 등이 이슈가 되었다. 

21) MOU로 체결된 LFR, MSR 시스템의 운영위원회(Provisional SSC)

구분 의제명

1 제43차 PG 회의 의제 및 제42차 PG 회의 회의록 승인 

2 GIF 회원국 국가보고서 발표

3 제42차 PG 회의 Action Item 추진현황 보고

4 제37차 EG 회의 결과 보고 

5 GIF 기술사무국(OECD/NEA) 활동현황 보고

6 정책국장(PD, Policy Director) 활동현황 보고

7 2018 GIF 심포지엄 주요안건 논의

8 안전성평가그룹(RSWG) 활동현황 점검

9 SFR 안전설계기준(SDC) TF 활동현황 보고

10 산업계자문패널(SIAP) 활동현황보고

11 SFR SSC 활동현황 보고

12 GFR SSC 활동현황 보고

13

비공개 세션(Gen-IV 혁신방안, GIF-IAEA 와의 협력방안, LFR, MSR MOU 현황, 산업체 참여 방안 및 

PS2004-1 수정, 차기 GIF 회의 개최지, 교차 이슈(Cross-Cutting) 및 인프라간 네트워킹 등에 대해 논

의)

14 GIF-IAEA 연계 협력현황 보고

15 GIF 부의장 활동현황 보고

16 교육훈련TF(EDTF) 활동현황 보고

17 제44차, 제45차 PG 회의 개최지 소개

표 10. 제43차 정책그룹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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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장 활동

한국 GIF 부의장은 국제협력 분야 GIF 부의장 활동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GIF의 IAEA 

및 NEA, IFNEC 간의 협력현황과 연구개발 인프라간 네트워킹 이슈에 대한 초기 조사에 대해 

소개하였다(그림 5). 

국제협력 분야 GIF 부의장은 GIF 의장의 국제회의 행사 불참 시 대리 참석의 형식으로 참

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석한 국제회의는 ‘17년 12월 기준으로 제25차 INPRO 

운영위원회(‘16년 10월 1일), 제11차 GIF-INPRO 연계회의, 제2차 WNEDF22) 등이 있다. 이 

국제회의들에서 GIF의 설립목적, 설립 과정, 목표 등 GIF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GIF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 국제회의 참여자들에 GIF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그림 6). 

그림 5. 제43차 PG 회의 발표자료 일부(부록 1 전체자료 참고)

22) World Nuclear Energy Development Forum

18 제43차 PG 회의 결과 및 action items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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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25차 INPRO 운영위원회의 GIF 대표 발표자료 일부

제11차 GIF-IAEA 연계회의에서도 발표한,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조사는 Gen-IV 시스템 

개발과 관련 주요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여 GIF 회원국 내 중복 투자를  피하고 연구 시설 활

용을 통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제43차 PG 회의에서 발표에서는 

OECD/NEA의 RTFDB23)와 IAEA의 LMFNS24)에 포함된 총 124개 시설정보를 각 시스템별, 

국가별로 정리하여 연구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두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평가하여 더 나은 

DB 형식과 협력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었다. RTFDB는 GIF의 연구대상인 6

개의 시스템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LMFNS는 비교적 상세

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오직 SFR과 LFR 관련 시설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조사한 연구 시설도 SFR(74개), LFR(26개) 관련 시설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이 

시설이 현재 사용가능한지, 정지된 것인지 등 정확한 현황 및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

개발 인프라 공유를 위한 새로운 DB 템플릿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발표를 통해, GIF 내 연구개발 인프라 조사 TF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깊이 형성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인프라TF(RDTF)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TF를 우리나라 GIF 부의장과 기술국장(TS, Technical Secretariat)이 주도해 조직하기로 

23) Research and Test Facilities Database

24) Liquid Metal Fast Neutr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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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TOR 초안을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제44차 PG 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

다. 

PG 회의 둘째 날에는 GIF 의장단 조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PG 의장과 한, 

미, 일 PG 부의장, GIF 사무국 등이 참석하였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GIF의 최근 활동 평

가, △RDTF 신설 및 활용 방법, △GIF 활동 및 성과 홍보, △중국 및 러시아의 GIF 기여 방

안, △산업체의 GIF 참여 유도 등이 있다. 특히, RDTF 신설에 있어서, 의장단은 연구개발 인

프라의 공유가 연구개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본 TF

의 구체적 활동 방식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확보, 실사용 조사를 위한 

Two-track 접근방식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산업체가 GIF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론 

Observer로 정규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기존 정책서(PS.2004-1)를 수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기타 주요 내용

제43차 PG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SIAP 멤버 현황 확인

－ SIAP 임명 기한 만료(3년) 인원 확인: 중국 1명(Fan Jihong, ‘12.5.10 가입), 프랑스 1명

(Carluec Bernard, ’13.6.3 가입)

－ 한국 측 신규 대표(조창석, 한전원자력연료) 및 대리 대표(박석빈, 두산중공업) 확인

○ SA 및 MoU 체결 현황

－ EU 기본협정(FA) 서명 완료 후 SFR SA 연장 완료(‘17.3.15)

－ VHTR SA 연장 서명 현황: 한국(‘17.3.8), EU(‘17.3.15), 프랑스(‘16.12.19), 일본 

(‘16.11.18), 중국(‘16.12.5), 스위스(‘16.12.21), 미국(‘16.11.28)

－ GFR SA 연장 서명 현황: EU(‘17.3.15), `일본(‘16.10.31)

－ SCWR SA 연장 서명 현황:  캐나다(‘17.12.2), 중국(‘16.12.28), EU(‘17.3.15), 일본

(‘16.11.29), 러시아(‘16.11.14)

○ 현 GIF 비활성국인 영국의 GIF 참여 논의   

－ 영국은 현재 GIF Charter에만 서명하고, 국제공동연구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활성국임. 

－ 영국은 고온가스로, 가스냉각로, 고속로 등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해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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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회원국으로의 전환은 GIF 국제공동연구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17년 4월 18일, NEA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예정

○ SFR AF(Advanced Fuel) 프로젝트 약정(PA) 연장 현황  

－ 미국 SFR AF PA 연장 서명의 거부로 ‘17년 3월 21일 해당 프로젝트 약정이 만료됨.

－ TS는 SFR AF PA의 Phase 2를 준비 중임을 밝히며, Phase 1의 참여국에 이를 곧 통보할 예정

○ 산업계 참여 방안 및 GIF 정책서(PS2004-1) 수정 논의

－ Gen-IV 시스템의 주요회의(SSC, PMB)에 민간영역의 산업계(GIF 회원국 및 GIF 비회원국) 참

석을 위한 GIF 정책서(PS2004-1) 수정 여부에 대한 협의

－ 옵저버로서 민간영역 산업계 참석의 이해득실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존재함. 특히, GIF 비회

원국 민간산업계의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 민간산업계의 GIF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GIF 운영체계(정책서 PS2004-1)의 수정은 불필요하나 

동 주제와 관련한 별도 정책서 마련 필요성 공동 인식

－ 동 주제의 별도 정책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그룹멤버는 5월말까지 의견 또는 제안하도록 하며, 

PD는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정책그룹멤버에게 회람(6월)하여 검토하도

록 함.

� SSC 동의 시 옵저버는 SSC 회의 참석 가능(SA 4.1), 또한 PA 서명기관은 전문가를 옵저버로 

PMB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PA Annex 2)

○ 2018 GIF 심포지엄 (제4차) 

－ ISPC(International Scientific Programme Committee) 및 GIF 사무국 협업 

－ ‘18년 10월 16일 ~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46차 정책그룹 및 제40차 전문가그룹과 연계하여 

개최 예정임.

－ GIF 6개 시스템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방법론워킹그룹 활동의 현황을 소개하고, GIF 6개 

SSC/SIAP/정부/산업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패널 세션을 준비 예정

－ 학생이나 젊은 Ph. D들이 참석할 수 있는 포스터 세션과 Sustainability TF 등의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일정 추가

－ GIF의 홍보와 연구 성과의 활성화가 본 심포지엄 개최의 궁극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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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및 GSAR와의 협력현황

－ ‘SDG on Safety Approach and Design Conditions’은 외부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 ‘16년 3

월에 승인되었고 현재 IAEA로부터 검토 중임(14개 부분이 수정사항임).

－ ‘SFR Safety Approach SDG’는 ‘16년 4월, IAEA에 검토 요청하였음.

－ 제6차 IAEA-GIF SFR 안전성 워크샵(‘16. 11. 14~15)에 참석하여 SDC/SDG 개발 현황 발표 

－ GSAR25)의 제4차 공동워크숍(‘16. 9.)에 참여해 GIF의 현안을 발표하였고, GSAR에도 ’SFR 

Safety Approach SDG‘를 전달하여 제5차 공동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임.

○ SIAP 3개년 활동 계획

－ 제43차 정책그룹 회의 기간에 열린 SIAP 회의에서 시장분석 분야 부의장은 ‘SIAP Paper on 

GIF Market Issues’ 보고서를 완성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음.

－ 제37차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제안한 ‘Design Review of Mature System’ 발표 내용을 소개하

고 ‘17년 4월 말까지 참여를 원하는 시스템의 결정을 요청하였음.

－ SIAP은 시장분석 및 규제 분야 이슈에 관심이 있고 지속성(Sustainability)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고 산업계 관점에서 Gen-IV 시스템 연구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개략적 활동 계획임.

○ Gen-IV 혁신 방안 

－ Gen-IV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서, 미 에너지부 GAIN(Gateway for Accelerated 

Innovation in Nuclear)26) 활동 현황 소개를 통한 GIF 의 벤치마킹 검토

－ PG 차원에서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점검이 필요함.

� 국제공동연구는 회원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PMB 별 성과 제출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연되었을 

경우 조속한 이행 권고가 필요함.

○ GIF-IAEA 간 협력방안 논의

－ GIF/IAEA-INPRO 간 기술연계협력 결과 및 협력환경에 대한 검토

－ 기술사안 협력은 IP 관련 문제가 있으므로 방법론에 국한하여 GIF-IAEA INPRO 간 협력활동

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

� 현재 GIF와 IAEA간 협력 주제, 협력방향 및 협력방법에서 다소 상호이해부족 상황

25) Ad-hoc Group on Safety of Advanced Reactor(OECD/NEA 주관)

26) 신형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기술, 규제, 재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가 설립한 조직(INL, ANL, ORNL 등 참여)으로 원자로
혁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민간회사들이  DOE 보유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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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의장과 IAEA 원자력발전 사무차장간의 회의(‘17년 5월 중)를 통해 협력에 관한 이해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예정.

○ 교차이슈 및 RDTF 신설 논의

－ RDTF 신설 목적은 GIF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F 회원국이 현재 보유·운영 중인 

연구시설(실험 및 시험 포함), 또는 시설구축이 필요한 미래대형 시설에 대한 시설정보

(Database) 수집, 시설 활용 내용 및 활용 방안, 활용관련 정책적 이슈 등을 파악하고 협력방안

(다자간, 양자간 등)에 대한 기술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것임.

－ 정책그룹은 RDTF 신설이 Gen-IV 시스템의 연구개발 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TF 신설을 하기로 결정함. 

－ TD와 국제협력 관련 부의장이 TF의 TOR에 작성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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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44차 PG 회의 참가

1. 회의 개요

제44차 정책그룹(PG) 회의는 ‘17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

되었다. 14번째 GIF 헌장에 서명(‘17년 9월 14일)27)한 호주가 본 PG 미팅에 처음으로 참여

한 본 회의의 의제는 표 11과 같다. 

27) 17년 12월 13일에 발효될 예정

구분 의제명

1 제44차 PG 회의 의제 및 제43차 PG 회의 회의록 승인 

2 GIF 회원국 국가보고서 발표

3 제43차 PG 회의 Action Item 추진현황 보고

4 제38차 EG 회의 결과 보고 

5 GIF 기술사무국 활동현황 보고

6 PD 활동현황 보고

7 2018 GIF 심포지엄 준비사항 논의

8 경제성모델워킹그룹(EMWG) 활동현황 점검

9 SFR 안전설계기준(SDC) TF 활동현황 보고

10 산업계자문패널(SIAP) 활동현황보고

11 MSR pSSC 활동현황 보고

12 VHTR SSC 활동현황 보고

13
비공개 세션(GIF 심포지엄 개최 방안, 2018 R&D Outlook 보고서, GIF와 산업계간 협력, GIF 거버넌

스, GIF 멤버 현황, 향후 PG회의 개최지 논의 등)

14 GIF-IAEA 연계 협력현황 보고

15 GIF 부의장 활동현황 보고

16 신규 RDTF의 TOR 보고

17 SFR SDC, SDG TF 활동현황 보고

18 교육훈련TF(EDTF) 활동현황 보고

19 제44차, 제45차 PG 회의 개최지 소개

20 제43차 PG 회의 결과 및 action items 정리

표 11. 제44차 정책그룹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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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는 회원국별 원자력현황 소개 및 SSC, pSSC, MWG, TF 들의 활동현황 보고, 

2018 GIF 심포지움, 2018 R&D Outlook 보고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그리고 GIF 시

스템의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SIAP, EMWG의 Gen-IV 시스템의 경쟁력 

분석과 강화 방법 고찰, GIF와 IAEA 간 협력 재설정, 우리나라 GIF 부의장이 참여하고 있는 

RDTF 신설 등이 대두되었다. GIF PG는 연구개발 및 문서화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동력원이 

될 산업계 및 국제적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PG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다.

2. 부의장 활동

GIF 의장의 제38차 EG 회의(‘17년 10월 16, 17일) 불참으로, PG 의장 인사말을 국제협력 

GIF 부의장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발언문은 표 12와 같다.

Chair’s Remarks

Dear Ms. Bessie Makgopa (Director, Nuclear Technology Department of Energy, and PG member for 

South Africa), Dr. Alexander Stanculescu, Chair of the Expert Group, and distinguished 

representatives from member states,

On behalf of Mr. Gauche, Chair of the Policy Group, it is my pleasure and privilege to deliver the 

Chair’s message in this Expert Group meeting here in Cape Town, a really beautiful city in a great 

Country. 

First, Mr. Gauche would like to extend his warmest welcome to all of you who have traveled a long 

way to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to attend this 38th GIF EG meeting today. 

This is the second EG meeting hosted by our colleagues from South Africa, with the previous 23rd 

meeting held in Pretoria (October 2010). It is fair to say that the GIF community is always looking 

forward to the warm welcome of our South African colleagues.

 

Before delivering the Chair’s message, I think it is better to briefly introduce myself, I am Hark Rho 

Kim, and since April of last year, have been Vice Chair of the GIF Policy Group in the area of 

external collaborations.

  

For many years, South Africa has developed key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of the Pebble Bed 

Modular Reactor (PBMR). As all of you know, this is a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R) 

design, one of the GIF systems for both electricity generation and process heat applications. Mr. 

Gauche was pleased to learn that this concept was recently revived by ESKOM while looking at a 

simplified design and focusing on applications for process heat that were not fully explored by the 

original R&D program. 

표 12. 제38차 EG 회의 PG 의장 인사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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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GIF 부의장 활동 현황을 소개(그림 7)하고 RDTF 신설을 위한 임시협의회(제38

차 EG회의 기간 중)의 의장을 맡아 이를 진행하였다. 특히, RDTF 신설을 위한 임시협의회의

Mr. Gauche would like to warmly thank Ms. Bessie Makgopa (Director, Nuclear Technology 

Department of Energy, and PG member for South Africa) for the excellent organization of this GIF 

meeting and for the very impressive technical visits. We had the chance to visit the Koeberg power 

station generating electricity for the Cape Town province with twin 900 MWe PWR units.

W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top facilities for basic and applied research using particle 

beams, particle radio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ancer, and the supply of accelerator-produced 

radioactive isotopes. 

Thank you again Bessie!

For this Expert Group meeting, we will have a very tight agenda among the key topics to be 

discussed:

   Update on the GIF activities,

   Briefing and discussions on Methodology Working Group activities, System R&D activities, Task 

Force activities, and additional GIF activities,

   Collaboration with the IAEA

After adjourning the EG Meeting, we will have two back-to-back meetings, a meeting on the 

preparation of the GIF R&D Outlook Update Report, and a Kick-off Meeting of the GIF R&D 

Infrastructure Task Forces (GIF-RDTF). Mr. Gauche expects that we can achieve a fruitful outcome 

from these two back-to-back meetings.

Mr. Gauche is confident that nuclear power has a key role in addressing energy security fo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worldwide, with the ability to address environmental concerns such 

as global warming or clean air with obvious new market opportunities in displacing substantial 

fossil fuel use.

Mr. Gauche believes one of the key roles that the EG can play is to identify new issues arising from 

its member states and to propose technical topics in order to reflect necessary changes in reactor 

types under development and to perform technical reviews on such issues in a timely manner.

Finally, Mr. Gauche would like to wish the participating EX members great success in the meeting 

and he hopes you will enjoy your stay in Cape Town.

In particular, Mr. Gauche would like to express his sincere thanks to Chair of the GIF EG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for attending today's meeting despite your busy schedules, and 

once again, his warmest welcome to all of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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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43차 PG 회의에서부터 시작한 RDTF TOR 초안을 검토하고 본 TF 신설에 있어서 

현재 추진해야 할 업무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IF-IAEA 간 협력방안 논의 IAEA(LMFNS) 및 OECD/NEA(RTFDB) 연구시설 데이터베이스

는 특정 시스템 및 Gen-IV 시스템 연구 실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RDTF 신설은 고비용의 시설의 중복 건설을 피할 수 있고, 각 국의 실험 

역량의 차이를 보완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RDTF가 앞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우려사항들(시설 사용을 위한 실용적인 촉진방식 필요, 데

이터 구축의 어려움, 시설이 특정 시스템 실험에 맞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실제 협력에 장애 등)

에 대한 의견이 개진됨.

○ 현재는 앞으로 활동진행 방향에 대한 설정보다 TOR에 명시될 TF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이 상기됨.

○ TOR 내 명시된 목표 이외에 기존에 합의하기로 했던 의장 및 첫해의 계획/목표는 향후 설립될 

RDTF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RDTF 신설 임시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TD는 TOR의 목표와 조직 결성 내용

을 수정해 제44차 PG 회의에서 재논의하였다. 

PG 회의에서는 △GIF 시스템의 실증 실험 활용 촉진을 위한 단기 목표 설정, TF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의 세부적 목표(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및 접근 장려)에 대한 내용 삭제 

△2018년 GIF 심포지움에서 TF의 활동방향 구체화, TF 홍보를 위한 문서 준비 및 본 TF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시설 활용 촉진 세부목표 설정 △TF의 설립에 수반

되는 기대효과 삭제 △TF 조직 구성(의장 선출, 단계 목표 및 세부 WP 선정 등)은 RDTF 첫 

번째 정규 회의에서 결정되고 18년 GIF 심포지움에 이를 제시할 것 등이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ToR 초안의 TF 활동방향 제시를 위한 세부목표와 시설 별 상세항목

(Annex)을 삭제, 국가별 시설과 그 기능의 확인, 그리고 시설 사용을 위한 접점(contact 

point)만을 ToR 내에 명시하여 앞으로 신설될 TF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 기존에 작성

된 TOR에서 크게 변경된 점이다(표 13). 

‘18년 2월에 본 TF에 대한 임시미팅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임시미팅에서는 RDTF에 

참여할 EG멤버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기본 프레임만이 남아있는 현 TF 신설 과정에서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RDTF의 현실성에 의문이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실제적인 인프라 공유 협력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임시미팅 역시 한국 GIF 부의

장이 의장을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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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Reference

For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R&D Infrastructure Task Force

1. Background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is a co-operative international endeavour, which was 

set up to carry o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needed to establish the feasi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next generation (GEN IV) nuclear energy systems.

At the 43rd GIF Policy Group (PG) meeting held on 13-14 April 2017 in Paris, France, it was 

decided to establish a new Task Force (TF) on R&D Infrastructure. The PG tasked the Technical 

Director (TD) to develop, in collaboration with the PG vice chair in charge of external 

collaboration and with the Technical Secretariat (TS), the Terms of Reference (ToR) for the GIF 

R&D Infrastructure Task Force (GIF-RDTF). This Task Force is expected to accomplish its objectives 

over a short duration (less than two years) and make maximum benefit of the GIF Symposium to be 

held in October 2018.

This document defines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GIF-RDTF.

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GIF-RDTF are to:

 - Identify essential R&D experimental facilities needed for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qualification of GEN IV components and systems, including activities to meet safety and security 

objectives. To this end, the Task Force should prepare relevant presentations and papers for the 

October 2018 GIF Symposium.

 - Promote the utilization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for collaborative R&D activities among the 

GIF partners. To this end, identify existing mechanisms and approaches, including organizational 

points of contact, for obtaining access to relevant R&D facilities in the GIF member countries. This 

information should be made accessible to GIF participants on the GIF website.

3. Organization

Each GEN IV System Steering and provisional System Steering Committee (SSC and pSSC) designates 

one representative to the GIF-RDTF; Expert Group (EG) members may also designate a 

representative. The GIF-RDTF reports to the PG vice chair in charge of external collaboration. The 

members of the GIF-RDTF meet as needed, taking advantage of teleconferences when practical. At 

its first meeting, the GIF-RDTF will determine its chairperson and agree on a two-year work plan, 

deliverables and milestones, taking advantage of relevant work of IAEA and NEA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s, with a goal of completing the first objective in time for presentation at the October 

2018 GIF Symposium and the second objective by the spring 2019 EG/PG meeting. The TD 

표 13. RDTF TOR PG 승인본(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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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GIF 부의장은 국제협력 분야 GIF 부의장 활동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제협

력 분야에서의 GIF의 파트너(IAEA, OECD/NEA, IFNEC, 기타 국제 원자력 단체 등)의 현안

과 구체적 활동으로 ‘17년 4월 개최된 제2차 WNEDF에서의 GIF 대표 활동을 소개하였다(그

림 7). WNEDF는 ‘세계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이라는 주제로 중국 

CNEA(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에서 주최한 포럼으로, 본 포럼에서는 영국의 원

전 도입 사업에 대한 협력 이슈, 원자력 발전 개발, 대중과의 소통 등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

었다. 

그림 7. 제44차 PG 회의 발표자료 일부(부록 2 전체자료 참고)

PG 회의 둘째 날에는 GIF 의장단 조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PG 의장과 한, 

미, 일 PG 부의장, GIF 사무국 등이 참석하였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미래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장기적 관점에서 GIF 역할, △미국 GIF 부의장의 후임자 문제 등이 있다. 

coordinates the activities of the GIF-RDTF and will make use of the EG to review for quality and 

completeness.

Upon completion of the two objectives of the GIF-RDTF, SSCs and pSSCs will be expected to 

maintain cognizance of infrastructure needs and approaches for their access as work ev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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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의 경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재생에너지 기술의 현실

화, 사후비용에 대한 장점, 분산전원으로의 유망성 등으로 인해 원자력이 점차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쟁력이 악화될 것임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GIF가 원자력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

로 고민을 해야하고 GIF 프레임 안(GIF R&D Outlook, 각종 Workshop 등)에서 나름의 해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장단은 동의하였다. 

3. 기타 주요 내용

제44차 PG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GIF 기술사무국 활동 현황 보고) ‘16.6.22 14번째 회원국으로 GIF헌장(Charter)에 서명한 호

주가 ‘17.9.14. FA28)에 서명 완료함. EG 대표에는 Lyndon Edwards, PG 대표는 Lyndon 

Edwards, Jarrod Powell이 선출됨. 이와 관련하여 기존 GIF 회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17.12.13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호주는 MWGs, TFs 등의 대표를 선임해야 함. 

－ GIF 비활성국인 영국이 최근 활성국으로 전환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29))에 GIF운영분담금, MWGs의 TOR, SA, PA 서명 절차, FA 서명 및 연장, SIAP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 미국이 SFR 선진연료 프로젝트약정 연장 서명 기한을 넘겨 Phase-1이 만료됨에 따라 곧 

Phase-2가 시행될 예정임.

－ 핵연료 조사시험(GACID) 실험시설인 일본 몬주 고속로의 폐쇄 결정에 따라 ‘17.9.27 프로젝트

약정 종료됨.

－ 기술사무국은 2016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회원국의 이행 기관에 책자를 배포함.

－ SFR SDC TF의 기본설명 페이지, ETTF에서 주도한 1차 웨비나(Webinar) 시리즈(13개 강좌), 

contact list 등이 GIF Portal에 업데이트 됨.

○ (GIF 정책국장 활동 현황) 비회원국 및 민간부문 옵저버(observer) 참석에 관한 논의, IAEA와

의 협력 범위 제안, 영국의 활성국 전환 현황, GIF position paper 작성 계획 등을 보고함.

－ (옵저버 참석 논의) PMB 회의의 옵저버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민간부문과 GIF 간 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 ‘16년 10월 PG는 옵저버의 GIF 회의참석에 대한 추가 지침 마련과 옵저버의 분류 

필요성30)을 제기하였음. 정책서(PS2004-1) 검토 결과, 옵저버의 참여를 위해 정책서의 개정을 

28) Framework Agreement

29)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30) 옵저버 분류: PA을 체결한 회원국의 옵저버나 기관(카테고리 1a), PA를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의 옵저버나 기관(카테고리 1b), 회원국은 
아니지만 GIF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교환 목적으로 특정 회의에 초청된 외부 옵저버(카테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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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음을 확인하였고, PG 및 EG 회의 기간 중 기술투어 대신 워크숍 개최 방식이나 비

회원국을 초대하는 방식을 활용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계획임.

－ (IAEA와의 협력 범위) TD, TS 및 PD가 제안하는 추가 협력 범위는 △IAEA 원자력안전부

(Department of Nuclear Safety)의 GIF 시스템 안전 관련 활동 참여 확대 △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선별을 위한 정보교환 창구 마련 △연구 인프라 및 사

례 연구와 관련된 GIF, IAEA, NEA 간 협력 활동을 조직 △교육 및 훈련 활동 협력 촉진 등이 있

음.

－ (Position paper 작성 계획) GIF의 연구 활동 현황 홍보 및 주요 메시지 전달을 위한 position 

paper 작성을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함. 2018 R&D Outlook 보고서, GIF의 안전성 관

련 문서, 재생에너지와 Gen-IV 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EMWG의 문서, SIAP의 시장 이슈 관련 

문서 등의 작성을 계획 중임.

○ (2018년 GIF 심포지엄 준비사항 논의) 심포지엄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Kick of meeting, 

ISPC, 및 GIF ETTF 컨퍼런스 콜 회의를 완료함. 본회의와 기술회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조연설로 제공하며, 다양한 기술회의 내에 특정한 이슈와 프로

젝트가 제공될 예정임. △각 기술회의 마다 4~6개의 논문이 발표되며, 나머지 제안서들은 포스

터 세션을 제공될 예정임.

○ (경제성모델워킹그룹 EMWG 활동 현황 보고)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위해 부하추종31)

(load-following)또는 기저부하로32) Gen-IV 시스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Gen-IV 시스템의 

선진핵연료주기의 경제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position paper 초안이 EG, PG 및 

SIAP에 회람될 예정이고 ‘17년 말에 최종본이 완성될 예정임. 향후 계획은 △경제성 모델에 대

한 웨비나 개최 △G4ECONS 버전 3.0의 사용자 매뉴얼 완성 △중국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EMWG 방법론 교육 △IAEA 경제성 모델과 비교 분석을 통한 수소 생산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 

연구 진행임.

○ (산업계자문패널 활동 현황) 금차회의에서 설계기술 성숙도의 전략적 검토를 위한 설문지 pilot 

테스트 결과 논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백서 내용 발표, EMWG와의 협력 논의, 연도별과제

의(Charge 2017) 논의의 활동을 하였음.

－ (설문지 pilot 테스트) VHTR 시스템 분야에서 작성한 2건의 문서를 바탕으로 현 설문지를 평가

하였으며, 모든 시스템이 본 테스트에 참가하기로 EG에서 결정되었으며, EMWG 역시 참가를 

요청하고 PG는 이를 승인함.

31) 전력수급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시점의 부하에 따라 즉시 전력을 내는 운전방식

32) 시간적 또는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전 발전부하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수요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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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과제) Gen-III 원자로 설계 및 배치를 위한 기술 및 조직 혁신을 통해 Gen-IV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함. 도출된 주제는 △규제기관의 이른 참여 △설계단계에서 안

전성 요구사항 적용 △다국가간 설계 평가 프로그램(MDEP33)) 활용 △모듈화의 장단점 선별차

용 △장기운영을 고려한 설계 △폐기물 관리 및 저감 방안 △원전 해체고려 △선진 프로젝트 관

리 기법 활용 △시장의 요구와 변화 밀접히 대응 등임.

○ (용융염로(MSR) 시스템운영위원회(임시) 활동 현황 보고) MSR은 현재 5개의 국가(EU,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미국)가 MOU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며, MOU에서 시스템 약정 단

계로 나아가기 위한 페이퍼 작업이 진행 중임. 최근 캐나다가 옵저버로 참여하여, 중국, 한국, 일

본, 호주, 캐나다가 옵저버로 활동 중.

○ (초고온가스로(VHTR) 시스템운영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초고온가스고속로 프로젝트 운영 및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해석방법론검증(CMVB)프로젝트 PMB 의장으로 

중국 SHI LEI가 재 선출됨(1년 연장). EU 영국의 PP AWP 미제출로 인해 프로젝트 착수가 지

연 중임(현재 Provisional). 영국 BEIS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표명. 

코드 개발에 대한 각 국의 현재 능력으로 볼 때 CMVB가 진행됨에 따라 의미 있는 검증 계산들

이 많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함.

○ (비공개 세션) GIF의장이 2018 R&D Outlook 보고서, GIF와 산업계간 교류, GIF 운영체제 등 

비공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함.

－ (GIF 심포지엄 개최 방안) GIF 심포지움은 GIF의 역할 제고와 Gen-IV 시스템의 개발방향 상기 

및 홍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주요 인사 초대 및 패널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또한 

GIF 부의장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분야 도출, 여성 및 신진 인력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

획임.

－ (2018 R&D Outlook 보고서) 보고서 구성 및 핵심 메시지(key message) 작성 등에 대한 논의

를 위해 ‘18년 2월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IAEA와의 협력방안) GIF는 IAEA의 원자력안전부(Department of Nuclear Safety)와의 협력 

의지에 비해, 해당 부서의 GIF와의 협력담당 인력이 부재하는 등 인적자원 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17년 11월 INPRO 운영위원회에 PD가 참석하여 원자력발전 국장과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임.

－ (FR’21 개최 국가 결정) IAEA가 주관하는 FR’21 개최를 위해, IAEA와 협력하여 개최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33)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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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멤버 현황 및 신규 지명 승인) GIF Portal에 멤버 현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TS에 보고

함.

－ (‘19년 이후 PG/EG 개최지 논의) ‘19년 봄(캐나다 or 호주), ‘19년 가을(중국), ‘20년 봄(캐나다 

or 호주), ‘20년 가을(일본)

○ (GIF-IAEA 연계 협력 현황 재설정) 제43차 정책그룹회의에서 GIF-IAEA 간 공식적이고 구체

적인 협력채널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무국은 IAEA 원자력에너지부 Mikhail Chudakov 

사무차장 등과 ‘17년 상반기에 공감대를 형성함. 양자간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자는 의미로, 

GIF와 IAEA의 양자협력의 명칭을 기존 GIF-INPRO/IAEA에서 GIF-IAEA로 변경

－ (추가협력제안) GIF 시스템 안전성 향상에 IAEA의 협력이 기여가 큰바, IAEA 원자력안전부

(Department of Nuclear Safety)를 GIF 시스템 안전 관련 활동에 더욱 참여시킬 계획임. 선

진원자로 및 연구개발 분야 도출을 위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활동 정보 교환을 위한 

채널 구축 △상호 호혜적인 CRP34) 선별에 GIF 참여 △연구 인프라 및 사례 연구와 관련된 GIF, 

IAEA, NEA 간 협력 활동 조직 △교육 및 훈련 활동 협력 촉진 등이 제안됨.

－ 차기 GIF-IAEA 간 협력회의 구성의 시급함을 언급했으며, ‘17년 11월 개최하는 INPRO 운영

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임.

34)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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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보고서 작성

PG 회의에는 ‘GIF 회원국 국가보고서 발표’ 의제에서 자국 원자력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발표한다. 한국 GIF 사무국-GIF 의장단 업무전담반은 제

43차, 44차 PG 회의에서 발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현안과 SFR 및 VHTR의 시스템 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43차 PG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및 원자력 발전현황, 제5차 원자

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UAE Barakah 원전 수주 및 건설 현황,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JRTR 

완공, SMART 및 PGSFR,VHTR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포함하였다(표 14). 또한 제44차 PG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현황을 추가적으로 소개하였다(표 15). 

GIF는 매년 각 국가의 국가보고서를 취합해 이를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반영하는데, 

제44차 PG 회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가 GIF 2017년 연례보고서에 반영될 것

이다. 

Current Status of R&D Activities on Nuclear Energy 

and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in Korea

  Korea is currently operating a total of 25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Shin-Kori unit 3, an 

APR-1400 (1,400 MWe Advanced Power Reactor), which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in December 

2016. Th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generate 161,995 GWh of electricity, which is 30.64%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ed in 2016. The installed nuclear capacity from 25 reactors accounts for 

21.83% (23,116 MWe) of the total installed capacity in Korea. Three nuclear power plants, 

Shin-Kori unit-4 and Shin-Hanul units 1&2, are under construction, and the construction permit 

for Shin-Kori units 5&6 was gran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n June 2016.

Since 1997, the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ssion, the supreme body of nuclear policy making 

in Korea,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CNEPP)” every five 

years. The 5th CNEPP for 2017-2021 was announced on 16 January 2017. The 5th plan establishes 

four policy directions that the Korean nuclear sector should cope with: ensuring the highest level 

of safety, preparing for future dem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o achieve these policy directions, 20 major tasks we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NEPP, a 5-year-nuclear R&D program is established and covers all areas of 

nuclear research, such as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radioactive-waste management, nuclear 

safety, radiation protection, radio-isotope produc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s. The program 

mainly focuses on safety and spent fuel management. The government will invest 2.05 billion USD 

표 14. 제43차 PG 회의 국가보고서 발언문(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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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5-year R&D program.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s been constructing the four units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since 2012. Barakah unit 1 is under 

commissioning and has been scheduled for operation in May 2017. The unit 2 nuclear reactor was 

installed and structural construction is on-going in unit 3&4. All four will be completed by 2020.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Jordan Research and Test Reactor (JRTR) has successfully been 

completed by holding the Inauguration ceremony on 7 December 2016 at the JRTR site of the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operating organization, JAEC, has taken over the 

reactor facility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through the initial reactor operation tests 

in cooperation with the KAERI design group.

The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Pre-Project Engineering (PPE) Design 

has been underway since 1 December 2015 for building two First Of A Kind (FOAK) SMART reactors 

in Saudi Arabia. Outstanding Korean nuclear industries, such as KEPCO E&C, KEPCO NF, and 

Doosan Heavy Indus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SMART PPE project. In parallel with the FOAK 

engineering design, KAERI received 36 engineers from K.A.CARE (King Abdu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n the middle of July 2016 to train and educate 

them with the SMART NSSS system technology through class room training (CRT), on-the job 

training (OJT) and on-the job participation (OJP).

The design activities of the Prototype Generation IV Sodium-cooled Fast Reactor (PGSFR) have 

entered into the basic design phase. The detailed design of a large integral test loop (STELLA-2) is 

finished, which upon completion will prove to have a natural convection cooling capability of the 

decay heat. In preparation of the PSAR submission in 2020, negotiations are on-going for the 

submission of about 10 topical reports covering the PGSFR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ies by 

the end of this year. A specific design safety analysis report is being written to constitute a support 

document for submission of the planned topical reports.

A follow-up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with the title “VHTR 

key technology performance improvement” was initiated for a 3-year period in March 2017. The 

purpose is to improve the level of key technologies to support VHTR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The key technologies to be considered are the design analysis codes, 

thermo-fluid experiments, TRISO fuel (tri-structural isotropic), high-temperature materials 

database, and high temperature hea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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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R&D Activities on Nuclear Energy 

and Future Nuclear Energy System in Korea

Nuclear Power

Twenty-four nuclear power plants are operated in Korea, including Shin-Kori unit 3, an APR-1400 

(1,400 MWe Advanced Power Reactor), which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in December 2016. In 

2016, th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generated 161,995 GWh of electricity, which is responsible 

for 30.64%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As of August 2017, the installed nuclear capacity 

from the 24 reactors accounts for 19.73% (22,529 MWe) of the total installed capacity. The capacity 

is slightly smaller than on April 2017 because Korea’s first nuclear reactor, Kori-1, was permanently 

shut down on June 19, 2017. Three nuclear power reactors, Shin-Kori unit-4 and Shin-Hanul units 

1 & 2, are under construction. 

Nuclear Energy Policy

The new Korean government has stated that domestic electric generation would be gradually 

derived from renewables and gas power plants, and that the Korean nuclear energy policy will 

focus on reinforc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preparing for decommissioning, managing 

spent fuel, and encouraging the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ir relevant technologies. 

After this statement, on July 24, 2017, a public engage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gather 

the public opinion and then to recommend to the government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on of 

Shin-Kori units 5 & 6 will continue to be completed. The committee formed a citizens’ 

participation group, which conducts deliberation on whether to keep the construction or not. 

Based on the results of voting by the group, on October 20, the committee recommended the 

continued construction of Shin-Kori units 5 & 6, and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share in 

Korea’s energy mix.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Roadmap of Energy Transition' on 

October 24, which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Shin-Kori 5 & 6 being kept as planned, and the 

shares of renewables and natural gas applied to power generation being increased.

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project of NPPs in UAE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s been constructing four units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since 2012. Barakah unit 1 has been waiting for fuel 

loading after hot functional tests. The unit 2 nuclear reactor has been installed, and structural 

construction is currently on-going in units 3 & 4.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by 2020. 

Furthermore, KEPCO and the UAE’s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signed a contract 

to jointly invest in a corporation, the NAWAH energy company, which will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ur units.

Current Status of the JRTR project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Jordan Research and Test Reactor (JRTR) was successfully 

completed through the holding of the inauguration ceremony on 7 December, 2016 at the JRTR site 

of the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he JRTR was finally commissioned 

on June 15, 2017 and was delivered to the Jordanian Atomic Energy Committee (JAEC), which 

표 15. 제44차 PG 회의 국가보고서 발언문(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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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 a Taking-Over Certificate (TOC) to the KAER-Daewoo Consortium (KDC).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JAEC signed a separate contract to transfer operation 

technologies to JAEC. Moreover, both countries have planned for technical cooperation to promote 

research activities utilizing the JRTR, such as the joint development of neutron beam devices.

SMR Developments

The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Pre-Project Engineering (PPE) Design 

has been underway since 1 December, 2015 for building two First Of A Kind (FOAK) SMART 

reactors in Saudi Arabia. Outstanding Korean nuclear industries, such as KEPCO E & C, KEPCO NF, 

and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re participating in the SMART PPE project. In 

parallel with the FOAK engineering design, 41 engineers from K.A.CARE (King Abdu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have been trained to learn the 

SMART NSSS system technology since the middle of July 2016 through class room training (CRT), 

on-the job training (OJT), and on-the job participation (OJP). KAERI and K.A.CARE are jointly 

promoting SMART in energy relate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xhibitions.

Gen-IV Systems Developments

Design activities of the Prototype Generation IV Sodium-cooled Fast Reactor (PGSFR) are being 

conducted during the basic design phase. The detailed design of a large integral test loop 

(STELLA-2) will be finished this year. Ten topical reports covering the PGSFR design, analysis 

methodologies, and related design codes will be prepared by the end of this year.

To develop and demonstrate key technologies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by 2030, a new 

project, “VHTR key technology performance improvement,” was initiated for a 3-year period in 

March 2017. The key technologies to be considered are the design analysis codes, thermo-fluid 

experiments, TRISO fuel (tri-structural isotropic), high-temperature material database, and 

high-temperature hea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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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 참가

GIF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GCT, Chairman’s Conference Call)는 정기적으로 정책그

룹 의장과 세 명의 부의장을 포함하는 의장단이 참여해 각 업무별 진행상황을 보고 및 공유하

는 행사이다.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제83차 GCT부터 제88차 GCT까지 총 6회 개최되었다. 표 

16은 현재까지 개최된 제83-88차 GCT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GCT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GIF 부의장 활동현황, △2018 GIF 심포지움 개최 

준비, △연례보고서 및 R&D Outlook 작성 준비 등 정기적인 현황파악과 Gen-IV 시스템 개

발 및 실증 촉진을 위한 동력마련과 같은 현안문제가 있다. 특히, GIF 의장단은 Gen-IV 시스

템의 경제적 필요성 입증을 통해 산업계의 활발한 참여로 Gen-IV 시스템 개발연구가 보다 자

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43차, 제44차 PG 회의의 의

장단 조찬모임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로, 시장이슈 부의장(일본)과 SIAP, EMWG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그들 그룹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예, Charge to EMWG)을 

고심 중이다.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는 RDTF를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공유의 촉진이다. 연구개발

에 있어서 고가의 인프라가 장애요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연구개발을 더욱 활

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공유는 국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IF의 본래 취지와 부합된다 할 수 있다. 한국 GIF 부의장과 TS는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RDTF 신설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18년 2월 RDTF 임시회의를 통해 TF 신설

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의명
(개최날짜)

주요 내용

제83차
(‘17. 6. 6)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지난 4월 12일 진행한 “선진원자로 및 미래에너지시장 수요” 워크숍 발표 자료 NEA 웹 사이트 

게재 

  - GIF/IAEA-INPRO 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 진행한IAEA 원자력발전 사무차

장(Mr. Chudakov)과의 논의 사항 확인

  - GIF ETTF & ENEN 과의 협력은 2018 GIF 심포지움의 준비 및 홍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ㅇ GIF 부의장 활동현황 보고

  - (미국) 남아공의 IRSN 보고서 피드백을 확인하지 못하여 GSAR 와의 차기 회의 진행이 힘든 사

항이기에 기술사무국은 남아공의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권고할 예정임.

  - (한국) ‘17.4.28 중국, 북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원자력에너지 발전 포럼 참석 활동 및 

연구인프라 TF ToR 진행 사항 확인       

  - (일본) 시장 분석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으로부터의 의견

표 16. GCT(제83차∼제88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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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렴하였고 관련된 사항을 6월 15일까지 정리하여 PG 멤버에게 회람하여 6월 22일까지 

Draft 안건을 작성하여 하반기 PG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ㅇ 기술국장 보고

  - R&D Outlook 보고서, IRSN 보고서, 지속성 관련 SSC 및 pSSC 의견 수렴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조속한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제37차 전문가그룹 회의 Action Item 진행 사항 및 회의록 초안 확인

  - 2018 GIF 심포지움 ISPC Kick-of meeting 일정 확인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제43차 정책그룹 회의 Action Item 진행 사항(3번: ISPC 일정 확인, 5번: 국가보고서 미제출

국(EU, 중국), 7번: 회원국별 PS.2004-1 의견 수렴 중(미국 의견 제출), 9번: SIAP 설문지 SFR 

& VHTR SSC 작성) 확인

  - 한국 2명(추가대표 및 교체대표)의 SIAP 신규 멤버 승인과 관련하여 8개국(한국, 미국, 일본, 프

랑스, EU, 캐나다, 러시아, 남아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국 및 스위스의 의견 수렴 시 공식적 

서한을 한국에 송부할 예정임.

ㅇ 기술사무국 보고

  - GIF 시스템 핸드북 발간 사항 확인하였고 GIF 포탈 내 6월 8일까지 공개 예정임.

  - SFR AF PA ‘Phase-2’ 준비 중임.

제84차
(‘17. 7. 24)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FR'17 국제회의는 GIF 공동프로젝트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유익한 회의였고 GIF 의장(F. 

Gauche)의 FR에 대한 GIF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향후 2018 GIF 심포지움 개최 준비함에 있어 GIF, NEA, INPRO와의 협력 방향에 대한 추가

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17년 하반기 정책그룹 회의(남아공) 의제 초안을 검토하고 기술투어(Koeberg 발전소, 

Ithemba 연구소 방문) 계획 소개

  - 기술사무국은 영국의 GIF 기본협정 서명을 위한 서신 송부함.

ㅇ GIF 부의장 활동현황 보고

  - (한국) 김학노 부의장은 연구인프라 TF ToR 수정 의견 반영 여부를 기술국장(A.Stanculescu)

에게 확인 요청하였고, 기술국장은 검토 후 회람 예정이며, ToR의 최종 버전(구성원 포함)은 차

기 GCT 회의에서 승인을 위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일본) H. Kamide 부의장은 NI2050 advisory 패널 회의에 참석하여 Gen-IV 시스템 중 붕괴

열제거시스템(Decay Heat Removal Systems)의 안전성 및 경제성 토픽을 하나의 연구개발 프

로젝트로 제안했음. 

  - TS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체코와 같은 유라

톰 국가들에서 그러한 주요시설을 조사하는 것을 제안

  - (일본) SIAP paper on market issues, NI2050 관련 Timeline 및 연구개발협력프로젝트 제

안서 검토

  - SIAP에 의해 제안된 시장 분석 분야의 5개 주요 Action( low full lifecycle의 환경 관련 사

항, 심각한 사고 및 Core Melt 관련 안전 사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감소 사항,  제4세

대원자력 시스템의 비용 및 전력 관련 유용성,  투자비용 감소 등)에 대하여 정책그룹 멤버에

게 의견 검토를 요청하였고, 제5차 NI2050 회의(‘17.9) 전까지 회람 예정임. 

  - Gen-IV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NI2050 “Safety and Economy system of Gen-IV DHR" 제

안서를 정책그룹 멤버에게 검토 및 의견 요청하였고, 정책국장(F.Storrer)은 각 SSCs에게 송부

하여 검토 요청함.

ㅇ 기술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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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10월,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인 INPRO 운영위원회의 GIF 대표 참석자 선정 확인(정책국

장 참석 예정) 요청함.

  - 2018 GIF 심포지움 안건 마련 중이며 ‘17년 하반기 GIF 정책 및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현재 ISPC 2차 회의 진행하였음. 

  - IRSN 보고서 초안은 현재 검토를 요청하였고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최종 완료될 예정임.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신규 SIAP 대표(한국 2명) 승인 및 후속 조치 완료

  - 제43차 정책그룹 회의 Action Item 진행 사항 (7번: 회원국별 PS2004-1 의견 수렴 중이며 현

재 미국, 일본 이상 2개국 의견 제출하였으며, 관련 의견 검토하여 아국 입장 마련할 예정임)

  - 현재 기준, 모든 GIF 회원국 포함하여 34명 등록한 상황으로 사무국은 GIF 회의 등록 촉구를 

위한 추가 안내 메일 발송 예정임.  

ㅇ 기술사무국 보고

  - SFR AF PA "Phase-II" 활동 착수를 위하여 주요 이슈 및 프로젝트계획 작성 중임

  - 중국은 SCWR SA,  VHTR MAT PA(INET)에 각각 서명 완료하였고 참여국이 되기 위하여 현

재 모든 참여국의 승인 대기 중임.

  - ‘17년 8월 15일까지, SFR CD&BOP PA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서명국의 연장 동의 서신 발송

을 재촉구함(한국: ‘17.6.27, 약정 연장 서신 송부 완료하였음).

제85차
(‘17. 9. 6)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제44차 정책그룹 회의(남아공) 의제 검토 및 의장단 조찬 모임 일정 확정(10.20(금), The 

President Hotel)

ㅇ GIF 부의장 활동현황 보고

  - (한국) 김학노 부의장은 한국원자력학회장 자격으로 9월 IAEA 총회의 부대 행사(Nuclear 

Energy Innovations and the Paris Agreement)에 참석 예정이고 GIF INPRO 회의

(11.13-15, 비엔나)도 참석 고려중

  - (일본) JAEA 내부에 시장 이슈 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회람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제 44차 정책

그룹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ㅇ 기술국장 보고

  - 기존 PG 의장 진행 예정이었던 개회사는 한국의 김학노 부의장이 진행하기로 변경

  - 차기 GCT 회의에서 추가적인 안건 검토 진행 예정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하반기 GIF 회의는 10개국 70명이 등록하였고 조속한 등록 완료 요청

  - 중국의 SIAP 교체 대표 추가 임명 예정

  - 제43차 정책그룹 회의 Action Items 진행 상황(13, 14번: LFR, MSR p-SSC 진행 여부 확인 

요청)

ㅇ 기술사무국 보고

  - GIF 홍보를 위한 신규 페이지 완료 

  - 중국은 SCWR M&C 및 TH&S, VHTR MAT PA에 서명 완료하였고, 현재 미국 및 일본은 참

여 동의함

  - SFR CD&BOP PA의 연장에 현재 한국, 미국 연장 동의하였음(한국: ‘17년 6월 27일, 약정 연

장 서신 송부 완료).

  - SFR AF PA ‘Phase-II’ 활동 착수를 위하여 주요 이슈 및 Project Plan 작성 중

제86차
(‘17. 11. 17)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제44차 정책그룹 회의 의장단 조찬 모임에서 논의된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 통합의 어려움과 재

생에너지와의 경쟁과 관련하여 EMWG와 SIAP과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의견과, 정책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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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G와 SIAP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 기대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차기 GCT에서 더 논의될 예정

  - International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Power in the 21st Century 결과 보고

ㅇ 기술국장 보고

  - 2018 R&D Outlook의 작성 구조가 변경되어, 이번 주까지 수정된 포맷 확정 예정

  - RDTF 워크숍 2018년 2월19일 진행 예정이고 1월 초에 ToR 초안에 대한 커멘트를 취합해 최

종 ToR을 완성할 계획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26th INPRO Steering Committee(운영위원회)에 참석한 PD는 INPRO의 Strategic Plan 

2018-2023, Subprogramme plan 2018-2023 문서를 GIF 의장단에 회람하였고, 활발하게 

논의된 GIF, IFNEC, INPRO 간의 협력 이니셔티브 구축에 활용하기 바람.

  - 또한 PD는 IAEA 한도희 원자력발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차후 열릴 INPRO-GIF Interface 

Meeting 개최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18 GIF 심포지엄과 관련해, Call for Paper 및 의제 초안이 현재 회람 중이며, 의제 초안은 

각 그룹의 검토를 받아 1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 제44차 정책그룹 Action Items 진행 상황(1번: 미국, 남아공, 캐나다 미제출, 5번: R&D 중요 

메시지에 대한 의견 아직 받지 못했고 VC들의 참여를 독려, 17번 AFRA-NEST 담당자에게 곧 

서신 보낼 예정)    

ㅇ 기술사무국 보고

  -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의 의제 상정과 관련해, IFNEC 의장(아르헨티나)은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제를 본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중임.

  - 제2차 웨비나에서 제공하는 11월 강좌의 각국 내 홍보를 요청

제87차
(‘17. 12. 15)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2018년 1월부로 DOE의 원자력 연구개발 부차관보인 Sal Golub로 미국 PG 부의장을 변경할 

것이고, Sal Golub의 최종 확인 절차만 남아있음.

  - PG 회의주간 개최된 의장단 조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TS는 원자력 발전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회람함: 줄어든 R&D 투자비용으로 인해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혁신이 줄

어들고 있는 것과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원자력의 위험요소로 

보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GIF에서는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문제와 산업체와 

협력에 대한 창의적 해결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제4세대원

자력시스템의 기술실증의 속도를 올려야함. 

  - 조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Charge to EMWG’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초안은 차기 정

책그룹회의에서 공식적으로 EMWG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 charge의 기간을 최대 1년 정해야한

다는 의견과, 초안에 대한 의견을 차기 GCT에서 더 논의하기로 함.

ㅇ 기술국장 보고

  - R&D Outlook의 작성구조가 변경되어, 이번 주까지 수정된 포맷 확정하고 2주 전부터 의견을 

수렴중임. 1월 초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완성하고, 2018년 2월 19일에 진행될 워크

숍에서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GIF/IAEA Interface Meeting을 ‘18년 3월 26일~29일 주간에  비엔나에서 개최하기로 논의

하였고 1.5일 동안 Interface Meeting이 진행된 후, 2.5일 동안 7th joint GIF/IAEA 

Workshop on the safety of SFR systems이 이어질 예정

  - 2018 GIF 심포지엄의 Call for Paper가 완성되었고, 12월 19일에 있을 ISCP 회의에서 Call 

for paper, keynote speaker, 관련 실무자를 확정할 예정임. Call for paper는 12월 말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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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될 예정임. 

  - 제44차 정책그룹 회의 Action items 진행 상황(1번: 미국, 캐나다 미제출, 7번: R&D 중요 메

시지에 대한 의견을 스위스, LFR, SCWR 시스템 에게만 받음, VC들의 참여를 독려, 20번: 차

기 정책그룹 회의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 참여자를 위한 비자 발급이 진행 중임)

ㅇ 기술사무국 보고

  - 2017 Annual Report 작성을 위해 회원국의 국가보고서 수렴 중이고, 부의장 3명의 활동 보고

서와 SSC 및 MWG, TF, SIAP의 활동 보고서 ‘18년 1월 31일까지 제출을 요청함.

  - 그 이후, 내년 1월말까지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본 작성을 완료하여 2월말까지 전문가 그룹

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12월 13일 호주의 FA 서명이 발효되었고, 12월 14일에 MSR MOU 서명 및 VHTR SA 서명하

고 두 시스템의 대표 임명 완료함 

  - Project Arrangements 약정 현황(SFR AF PA-phase2 : 한·중·일·EU PA Phase2 서류 송부 

완료/ 프·미·러 미완료, VHTR MAT : 중국 멤버로 참여, 미국의 개정 약정 서명 기다리는 중, 

VHTR FFC : 내년 1월 말 만료, 연장 서명 필요, VHTR HP : 내년 3월 만료, 연장 서명 필요)

제88차
(‘18. 1. 24)

ㅇ GIF 의장 활동현황 공유

  - 제87차 GCT 회의록 승인  

  - Charge to EMWG 관련 첫 번째 주요 연구 “Assessing the impact of renewable 

integration on current electricity mixes”를 수행하기 위해서, EMWG 멤버는 재생에너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EMWG의 의장과 논의하여 해당 전문가를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

됨(일본-카미다). 이 의견을 EMWG의장과 논의할 예정임.

  - Charge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표현 할 수 있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정된 제안서를 차기 GCT

에서 회람할 예정임.

  - 금차 GCT에서 다루어진 Charge to EMWG는 공식적인 제안서가 아니며, 차기 GCT에서 최종

안을 확정짓고, 다음 PG회의에서 공식적으로 EMWG와 논의할 예정임

  - PG회의 첫째 날 전문가 그룹의 보고와 R&D outlook 현황과 함께 Charge to SIAP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

  - PG회의의 둘째 날 Closed session 바로 전, 의장단 조찬 모임이 있을 예정

  - 10월에 있을 GIF 의장 및 부의장 변경 투표에 대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Closed session

에서 이루어질 예정(의장, 부의장, SIAP의장 등..)

  - 규제관련 부의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로, 규제 관련 부의장 활동 보고는 비워둔 상태임. John 

Kelly의 후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바, 규제 관련 부의장 및 의장, 부의장 변경에 관해서 

Closed session에서 논의할 예정.

  - 둘째 날 14시에 진행 예정인 의제의 이름을 수정함. Outcome of the feasibility phase of 

an ad-ho cross-cutting group on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 technology. (굵

게 표시된 단어 추가됨)

 ㅇ GIF 부의장 활동현황 공유

  - (한국) 연구인프라 TF 착수회의가 2018년 2월 19~20일에 개최 예정. R&D infrastructure 

needs&activities에 한국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모두 승인함. RDTF의 의장

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존 TF의 의장 선출 방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회

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로 더 논의할 예정임. 2018년 3월 열리는 GIF/IAEA 연계

회의에서 김학노 부의장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 해당 회의에서 RDTF에 대

한 발표자는 추후 정하기로 함.

  - (일본) EG멤버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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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IF 사무국-GIF 의장단 업무전담반은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GIF 

부의장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사전 의제검토와 함께 각 의제에 대한 부의장 발언 요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들을 각 텔레컨퍼런스 마다 작성 및 배포하여 부의장의 활동 참여

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다(그림 8). GCT 관련 자료의 생산은 연속적인 GIF 의장단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추후에 있을 GIF 부의장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ㅇ 기술국장 보고

  - 1월 23일 업데이트된 R&D Outlook의 초안을 모든 그룹에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중임. 2월 2

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Working draft를 2월 9일까지 제작하여 2월 20-21일 

워크숍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모두 배포할 예정임

  - 다음 EG회의의 의제가 회람되었는데, SIAP관련 사안 중 ‘Charge to SIAP’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바, 이에 대한 의제 추가가 있을 예정이고 GIF심포지엄 관련 Side meeting이 불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Side meeting을 삭제하기로 함 

 ㅇ 의장 지원 현황 보고

   - 2018 GIF 심포지움 관련 Call for Paper가 완성되어 GI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Keynote speakers는 일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국가(현재 남아공 제외)가 기여할 수 

있도록 speaker 등의 역할부여가 필요함.

   - 2019년 봄 예상 개최지인 캐나다에 지난주 서신을 보낸 상태. 아직 답장은 받지 못함

   - PG가 SIAP에 Non electricity users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Action Item을 

잊어, 이를 추가하기로 함.    

 ㅇ 기술사무국 보고

   - 영국: 활성회원국으로 전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임. 곧 활성회원국으로 될 것임.

   - 터키: 터키의 연구센터에서 GIF에 관심이 있다는 레터를 보내왔음. GIF에서는 터키 정부의 서

명이 있는 공식적이 레터를 받은 후, 가입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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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86차 GCT 참가자료 및 회의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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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타 활동 지원

1. WNEDF 참가 

WNEDF는 ‘세계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이라는 주제로 중국 CNEA(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에서 주최한 포럼으로, ‘17년 4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되었다. IAEA 및 OECD/NEA, GIF, 세계원자력협회(WNA, Wolrd Nuclear Association),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등의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석한 본 포럼은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중국의 원자력 

발전 및 핵주기 개발 계획, △영국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중국-프랑스의 노력, △주요 원자력 

기업의 원자력 발전 및 핵주기 개발 전략, △원자력 안전, △과학적 혁신, △대중과의 소통 등

의 세션을 통해,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전략과 주요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GIF 대표로 

참석한 한국 GIF 부의장은 과학적 혁신 세션(Scientific innovation  new vitality for 

nuclear power future)에서 GIF의 목표, 조직, 연구현황, 국제협력 등을 발표하였다(그림 

9).

그림 9. 제2차 WNEDF의 GIF 발표자료 일부(부록 3 전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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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장 활동 보고 작성

매년 발간되는 GIF 연례보고서에는 각 국가 GIF의 개요 및 연구개발 참여 현황, 국가 보고

서, Gen-IV 시스템 개발 현황, EG, MWGs, TFs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 각 부의장의 활동 보

고 내용이 포함된다. 2016 GIF 연례보고서 작성된 부의장 활동 보고 내용이 포함되었고, 한

국 GIF 부의장 활동은 IAEA와의 협력활동(제10차 연계회의 및 제13차 INPRO 대화포럼, 제

25회 운영위원회 참가)과 NEA와의 협력활동(NI2050 참가)을 요약해 작성하였다(표 17).

2.5 GIF/INPRO Interface Meeting, Hark Rho Kim

The GIF has been working on cross-cutting areas with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of the IAEA since 2009. The INPRO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areas to ensure that nuclear energy is available to contribute to meeting the energy 

needs of the 21st century in a sustainable manner: National long-range nuclear energy strategies; 

Global nuclear energy scenarios on sustainable nuclear energy; Innovations in nuclear technology; 

and the Dialogue Forum. The 10th GIF-INPRO interface meeting was held at the IAEA 

Headquarters, 11-12 April 2016. It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an informal information exchange 

on GIF and IAEA activities covering various R&D areas. The GIF presented the status of the 

development efforts of all six GIF systems while the IAEA presented the status of its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safety area, the IAEA presented a revision of IAEA safety 

standards aft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and a status report on GIF-IAEA workshop series on 

SFR SDC and planning for next workshop. The respective activities and the path forwarded in the 

area of proliferation resistance were presented, with IAEA presenting the status report on NE series 

of the Safeguards by Design. Status reports of the methodology activities were given, more 

specifically of the INPRO methodology and the GIF 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 Last but 

not least, other activities briefings of mutual interest, e.g. 13th INPRO Dialogue Forum on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in the global deployment of SMRs, overview of the GIF education and training 

task force, IAEA’s FR and HTR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were discussed. 

INPRO Steering Committee

The 25th meeting of the INPRO steering committee was held at the IAEA Headquarters, Vienna, 

from 31 October to 2 November 2016. The participants came from 24 member states, OECD/NEA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GIF and IFNEC. The INPRO/IAEA secretariat provided the 2016-17 

INPRO subprogramme Plan and progress reports since the last Steering Committee Meeting. New 

projects which will start next year were presented, and a draft of INPRO Vision for 2018-2021 as 

a strategic plan was also introduced. The vision will be circulated early next year. The INPRO 

steering committee confirmed the endorsement of the final 2016-17 INPRO Subprogramme Plan, 

and thus the INPRO Subprogramme Plan for 2016  2017 was approved.

표 17. 2016 연례보고서 내 한국 GIF 부의장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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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될 한국 GIF 부의장 활동 보고는 △IAEA와의 협력 현황, △

RDTF 신설 노력 등을 포함하였다. 2016년 국제협력 분야에서 GIF 부의장의 활동은 GIF 의

장 대리참석 정도로 활동영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볼 수 있는데, 2017년에는 기존의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더불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공유 목적의 

RDTF 신설 노력을 통해 국제협력 분야의 가시적 업무를 수행하였다(표 18). 

It was noted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ve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such as IAEA/INPRO, GIF, 

IFNEC, and OECD/NEA are essential in looking for a mutually beneficial approach to the expansion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uclear Innovation 2050

The 3rd Advisory Panel Nuclear Innovation 2050(NI2050) was held at the NEA, Paris, from 20-21 

June 2016. The 3rd advisory panel meeting concluded that there are two time frames to consider 

for NI2050: one for priority pre-competitive shared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ush innovative 

technologies to market for 2030, and another one for 2050 (and beyond for some technologies 

which will need more time). An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lies first (2030 perspective) in the 

safe and economic long term operation of existing plants and on the ability to build new plants 

economically. This is much dependent on the evolving electricity market. R&D priorities needs to 

be defined assuming the market will become more effective with time. For the longer term (2050 

perspective and beyond), it is impossible to know, for the present time, what are the real prospects 

for the commercialisation of Gen IV systems. R&D priorities need to be focused on providing viable 

options to allow industry to make commercial decisions at the appropriate time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have some R&D priorities phased towards demonstration (as 

defined in the ToRs of the NI2050 Roadmapping). To reflect these two timelines and associated 

priorities, the Chair proposed to establish two subgroups of the Advisory Panel to analyse how R&D 

can be economically accelerated to bring innovative technologies to the market for commercial 

applications, in the 2030 and 2050+ perspectives, respectively. 

In the 41st PG meeting, the GIF established a new system of Vice Chairs who are in charge of the 

designated missions. One of the vice-chairs is representing the GIF on external collaborations, 

which was assigned to the Korean PG member, Dr. H.R. Kim.

The scope of the Vice Chair regarding the external collaboration is to assist the GIF Chairman in 

coordinating external GIF collabor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 Assisting the GIF Chairman and other Vice Chairs to better understand the drivers,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related to the external collaboration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be taken into 

account and addressed as appropriate in carrying out the GIF activities;

� Representing the GIF at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the GIF Chairman has been invited but is 

표 18. 2017년 한국 GIF 부의장 활동 내용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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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vailable to attend, except when the event or topic of discussion falls under the scope of 

either the Vice Chair on regulatory issues or the Vice Chair on market issues;

� Representing the GIF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gineering and design standards 

organizations;

� Working closely with the Technical Director in overseeing Expert Group dispositioning of the 

strategic “GIF user facility” action items, including the following:

  - Mapping/ identifying the needs for experimental facilities to support advanced reactors (for the 

6 Gen-IV concepts)

  - Updating the existing survey of facilities available in GIF member countries (or project for new 

facilities); and,

  - Examining the various means through which to share such resources or avoid duplication when 

it is possible; and,

� Contributing to the preparation of the annual GIF/ IAEA-NE Interface Meeting and reporting on 

follow-up actions to Policy Group meetings.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s has conducted his missions by attending most of the 

meetings for the introduction of and discussion on the GIF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in the area of advanced reactors. 

The GIF has been working on cross-cutting areas with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of the IAEA since 2009. The INPRO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areas to ensure that nuclear energy is available to contribute to meeting the energy 

needs of the 21st century in a sustainable manner: National long-range nuclear energy strategies; 

global nuclear energy scenarios on sustainable nuclear energy; innovations in nuclear technology; 

and the Dialogue Forum. The GIF and IAEA have been enhancing the bilateral cooperation by 

hosting the Interface Meeting (2017.2) and participating in the INPRO Steering Committee Meeting. 

And in particular, a number of cooperation activities were put into the area of the safety 

enhancement by reviewing the Safety Design Criteria (SDC) and the Safety Design Guidelines (SDG) 

for the SFR. Based on a mutual understanding to draw an R&D specific to the advanced reactors, 

GIF is planning the following: 

� establishment of contact point for the information exchange, 

� participation of the mutually beneficial 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 formation of the cooperation mechanism, and education and training relevant to the R&D 

infrastructure and its precedent researches.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 participated in the 2nd WNEDF (World Nuclear Energy 

Development Forum) to introduce the status and achievements of GIF’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on behalf of GIF. The forum is sponsored by the CNEA (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 and its theme is to develop nuclear energy to cope with global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evant to nuclear energy such as IAEA, OECD-NEA,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and 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also attended this forum. 

This forum focused on the following:  

� Role of nuclear energy in achieving the goals of the UN Paris Agreement,

� Strategies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cycle in China and maj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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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artite cooperation in a project conducted in the UK,

� Nuclear energy safety,

� Scientific innovation, etc.

The Vice Chair presented the goal, organization, research statu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GIF in the ‘Scientific innovation’ agenda.

To promot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the GIF,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s is 

working on the establishment of R&D Infrastructure TF with the GIF chairmen.

Since the appointment of the Vice Chair on external collaboration in 2016, the idea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F has been developed to strategically utilize the facilities for research of 

advanced reactors in GIF member countries. Based on an investment and analysis of the existing 

databases for advanced reactors,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is TF is 

necessary at the 43rd PG meeting. At the 44th PG meeting, GIF finalized the TOR including the 

objectives of the TF, organization, and plans through the in-depth discussion with EG and PG 

members. TF members will set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TF and elect a chair from a kick-off 

meeting in February 2018. 

The purposes of this TF on the TOR are as follows:

� Identify essential R&D experimental facilities needed for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qualification of GEN IV components and systems, including activities to meet safety and security 

objectives. To this end, the Task Force should prepare relevant presentations and papers for the 

October 2018 GIF Symposium.

� Promote the utilization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for collaborative R&D activities among the 

GIF partners. To this end, identify existing mechanisms and approaches, including organizational 

points of contact, for obtaining access to relevant R&D facilities in the GIF member countries. 

This information should be made accessible to GIF participants on the GIF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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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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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개발 내 주도적 역할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기 구축된 GIF 업무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GIF 부의장 활동을 더욱 공고

히하여 GIF 내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는 표 19와 같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 중 하나인 GIF 회의 참가 및 관련 업무 수행은 PG/EG 회의 및 연속

되는 부의장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제43, 44차 PG 회의와 제37, 38차 EG 

회의의 관련내용 의제 검토와 함께 주요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원자력 기술개발 현황과 GIF의 혁신 움직임을 고려해, PG 회의의 우리나라 GIF 부의장 

발표 및 발언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의장 활동 지원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총 6회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 참가 및 지원, RDTF 신설을 위한 TS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국내 SFR, 

VHTR SSC 대표와의 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0는 우리나라 GIF 부의장의 

활동 요약이다.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년도

(2017)

GIF 회의 참가/관련 업무 

수행

○ GIF 회의참가 및 관련 업무 수행

  - GIF PG/EG 회의 참석 및 의제 검토

국제회의참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부의장 활동 지원 ○ 부의장 임무 관련 국제 협력 업무 수행

IAEA, INPRO, 

NEA 등과의 협력 

수행

표 19. 본 연구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범위

분류 회의명 개최날짜 주요 내용

참가 회의

제43차 PG 회의 

(프랑스 파리)
‘17. 4. 13-14

� 부의장 활동현황 발표

� 의장단 조찬모임 참가

제44차 PG 회의 

(남아공 케이프타운)
’17. 10. 19-20

� EG 회의 환영사 담당

� 부의장 활동현황 발표

� 의장단 조찬모임 참가

� RDTF 신설 관련 회의 주재

제2차 WNEDF

(중국 베이징)
‘17. 4. 28

� GIF 소개 발표 및 인사 네트워크 

구축

표 20. GIF 부의장 활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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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RDTF의 신설을 우리나라 GIF 부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점은 GIF 국제공동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GIF의 현 움직임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GIF의 공동연구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얻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GIF 의장단은 국제간 연구협력 강화와 산업계 

참여가 GIF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GIF 부의장이 연구협력의 

하나의 방법인 연구개발 인프라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GIF 내 우리나

라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과제의 본래 목적과 매우 부합한다. 

또한, GIF 부의장 활동을 통해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GIF 추진 방향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시스템 및 프로젝트의 약정 갱신 및 현황 

전달을 계속하였고,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에서 각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FR‘17, 2018 

GIF심포지움 등)를 우리나라 SSC 대표나 전문가에게 전파해 시스템 연구개발 및 각종 행사 

활동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국내 연구개발의 연

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본 과제가 국내의 SFR, VHTR 시스템 기술의 구현과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 수립·평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인 GIF 의장단 지원을 통해, GIF의 추진 방향 설정과 향후 미래형원자력시

RDTF 신설 임시 회의

(프랑스 파리, 참가 예정)
’18. 2. 19-20 � 회의 주재

의장단 정기 컨
퍼런스

(총 6회)

제83차 ‘17. 6. 6

� 제43차 PG 회의 결과 검토

� RDTF TOR 작성 현황 공유 

� 제2차 WNEDF 참가 내용 공유

제84차 ‘17. 7. 24

� RDTF TOR 작성 현황 공유 등

� 제44차 PG 회의 의제 검토

� 한국 SIAP 대표 승인 및 후속 조치 

완료 알림

제85차 ‘17. 9. 6
� 제44차 PG 회의 의제 및 일정 검

토

제86차 ‘17. 11. 17

� 제44차 PG 회의 결과 검토

� R&D Outlook, 2018 GIF 심포지

움 준비 현황 파악

제87차 ‘17. 12. 15

� R&D Outlook, 2018 GIF 심포지

움 준비 현황 파악

� RDTF 착수회의 준비 상황 공유 

제88차 18. 1. 24

� RDTF 착수회의 준비 상황 공유

� 제45차 PG 회의 의제 검토

� Charge to EMWG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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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분야의 핵심기술 마련에 필요한 공동연구 방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분

석된 GIF 회원국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은 향후 국제협력 방향 설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래형 선진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통해 차세대 원자

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전 수출과 국내외 미래원자력시스템 건설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GIF 의장단에 국내 고위급 전문가가 진출한 바, 향후 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잠재적 수출 대상국 및 선진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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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43차 PG 회의 부의장 활동현황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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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44차 PG 회의 부의장 활동현황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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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제2차 WNEDF GIF 대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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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기술선진 14개국은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에 참여 중이

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분야의 연구개발 약정에 가입해 국제

공동연구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활동과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GIF 국제공동연구 내 우리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2016년 5월 우리나라가 GIF 부의장국으

로 선임됨에 따라 의장단 내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국제협력 분야 부의장 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기 구축된 한국 GIF 사무국-GIF 의장단 업무전담반의 업무 추진 체계를 통해, 17년도 개최된 제43차, 

44차 GIF 정책그룹 및 GIF 부의장 활동 지원을 수행하였다. 특히, GIF 정책그룹 회의에서는 미래원자력시

스템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파악하였고,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체제 내외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원래 부의장 담당분야인 국제협력 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될 연구개발인프라 테스크포스의 구축을 

주도하였다. 또한, GIF 의장단 정기 텔레컨퍼런스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제83차부터 제88차까지 참여하여 

GIF 의장단 내 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연구와의 관련성 검토, 대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GIF 국제공동연구 부의장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국제 고위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의장 진출을 기점으로 GIF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공동 연구개발에 한국이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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