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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현재 대비 2050년에는 두 배 이상, 2100년까지는 세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미래의 에너지 수급문제는 오늘날 운전되고 있는 기존의 발전 방식에 따

라 단순한 양적 팽창만으로는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된 청정하고안전하며 경

제성과신뢰성을갖춘전력생산방식의도입을요구하고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41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10억 명이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선진

국가들은 전체 전력공급에서 반 또는 그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32개 국가들은 현재

원자로를 가동 중이거나 건설 또는 기획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신뢰성 있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대기에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운전 기록

을보여주고있다. 

현재 유가의 급등, 기후변화,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 및 자원 매장량의 한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미래

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림 1>에서 현재 세계적으

로가동중인 2, 3세대(Generation II & III) 원자로는 많은전력시장에서경제성과대중수용성을갖추

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등에서 혁신적 향상을 가져올

새로운노형의개발은원자력의보급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Generation IV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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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세대 (Generation IV) 원자로란?

미국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에너지 과학 기

술국은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이 같은 전망에 기초하여

“제4세대(Gene-ration IV)”로 명명된 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정부,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망라된 범세계적 협의 포럼을 결

성했다. Gen IV 원자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

동 중인 원전의 대부분이 퇴역하거나 운전 종

료시점에 다다를 2030년경에 세계적으로 전개

해나가는것을목표로새롭게개발할혁신개념

의원자로이다. 

2.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미국 DOE의 주도 하에 10개국(아르헨티나, 브

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국, 미국 - 알파벳 순)으로

구성된 그룹과 유라톰(Euratom)은 공동으로

제4세대원자로 기술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동

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02년 최고 정책결정 국제포럼인 GIF(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가 결성

되었다. 여기에는 기술자문 조직으로서 전문가

그룹과 행정사무 및 GIF 활동을 조정하는 비

서(Secre-tariat) 그룹도 포함되었다. GIF는 원

자력 안전성, 폐기물 관리, 핵확산 저항성 및

대중 수용성을 만족시키면서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원자력 에너지 시

스템의개발을추진하고있다. 

GIF는 제4세대 원자로의후보노형으로서 6개

노형을 선정했다. 이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

면 <표 1>과 같다. 

3. Gen IV의 기술목표 (technology goals)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목표를 나열하면 다음

과같다. 

- Gen IV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은 범세계적

에너지의 장기적 생산과 청정 대기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

급한다. 

- 원자력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관리가 가능

하며미래에장기적으로관리하는데드는부

담을 줄이고, 이로부터 대중 보건 및 환경

보존성을개선한다. 

-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물질로서 매력이 없

다는확신을증가시키도록한다. 

<표 1> Gen IV의 6개 후보 노형

Gen IV System Acronym

1. Gas-Cooled Fast Reactor System GFR

2. Lead-Cooled Fast Reactor System LFR

3. Molten Salt Reactor System MSR

4. Sodium-Cooled Fast Reactor System SFR

5.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 System SCWR

6. Very-High-Temperature Reactor System VHTR

 

 

 

 

 

 

 

 

 

 
 

 
 

  

 

 

 

 

 

 

  

 

 
 

 
 

 

 
 

 
 

<그림 1> 각 세대별 원자로 노형의 발전과정



- 탁월한안전성과신뢰성을갖는다. 

- 원자로 노심의 손상 가능성 및 정도가 매우

낮도록한다. 

- 부지 밖(offsite)의 응급 대응 필요성을 배제

시킨다. 

-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명확한 수명 주기 비

용을갖는다. 

-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와 비슷한 수준의 재

정적리스크(risk)를 갖는다. 

4. Gen IV 기술로드맵

2002년 12월 GIF는 DOE의 원자력에너지연구

자문위원회(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 - NERAC)와 공동으로

Gen IV 기술로드맵(A Technology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1,2]을 발간했다. Gen IV의 6

개 후보 노형과 그들의 광범위한 연구개발 필

요성은 Gen IV 로드맵[1]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기술 로드맵은 KOSEN Reports‘분석자료’

로도 분석된 바 있다[2]. GIF 국가들은 후보 개

념의 도출 및 실증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 제4세대 원자력에너

지 시스템의 기술로드맵은 원자력에너지 개념의

포괄적평가에관해문서화한것으로 차세대 원

자력에너지시스템개념에서가장유망한노형

들을선별하고있다. 이들 개념에 대해 기술적,

상업적 전망(viability)과 실증 및 잠재적 상용

화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 R&D 계획이 개발

되었다. 이 로드맵은 2년의 기간에 걸쳐 12개

국 및 국제기구 소속의 100여명 이상의 전문

가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 로드맵은 미국의

Gen IV 프로그램 실행(Implementation)을 위

한 U.S Generation IV Implementation

Strategy로서 미의회에제출되었다. 

5. Gen IV 10년 프로그램계획

Gen IV 원자로 10년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3]

는 2004년 2월에 DOE가 발표한 바 있다

(ht tp : / /ner i . ine l .gov/program_

plans/pdfs/gen_iv_program_plan.pdf). 이 보

고서는 Gen IV의 기술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

한 2004년 초부터의 Gen IV 10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KOSEN

Reports ‘분석자료’로도분석된바있다. 

미국의‘국가 에너지정책’은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 개량된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기술개발 그리고 개량된 재처리 및 연료처리

기술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DOE는 Gen

IV 시스템이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및핵확산

저항성과 폐기물 최소화 관점에서 괄목할 진

전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en IV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 1

월초부터 시작된 10년간에 걸쳐 필요한 R&D

는 이보고서[3]에 명시되어있다. 

다수의 Gen IV 시스템들은 특히 미국의 에너

지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 Gen IV의 적용전략

은다음의두가지주요우선순위에초점이맞

춰져 있다. 즉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기(mid-

term)적으로 경제성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소와 전기 생산용의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

한다는 것이다. VHTR을 이용한 수소 생산능

력의개발에있어가장높은이점은이시스템

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원을

다양화시킬 필요성에 발맞추어 경쟁력이 있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원

자력 수소에 관한 차세대 원자로 프로그램은

주요 R&D가 약 2012년까지 완료되고, 실증형

VHTR이 2016년에 완성되어 이는 미국 최초

의 Gen IV 시스템이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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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선순위는 장기적으로 지속성 관점

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할 고속증식로를 개

발한다는 것이다. 고속증식로의 이점은 사용

후 연료 폐기물의 체적과 방사성 독성을 크게

줄이면서 운용능력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점이

다. 3개의 가장 유망한 개선되어 지속성을 갖

는 Gen IV 시스템은 고속 스펙트럼 노형

(GFR, LFR, SFR)이다. 

Gen IV의 6개 후보노형 및 Crosscut R&D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이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노형별로는 상용화에

서가장가까운 VHTR(NGNP)에 가장 많은예

산이 배정되어 있고, crosscut 기술에서는 재

료선정및개발에가장많은예산이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3]에 제시된 여러

건의 Gen IV R&D 계획은 아직도 국제, 대학

및 산업체-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개발이 진

행중에있다. 

6. 미국의 Gen IV 노형에대한
우선순위 (priorities)

DOE는 다수의 노형 개념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도 개선된 수소 및 전기생산 능력을

가진 VHTR 시스템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5]. 이는 VHTR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

으면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력

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반 하고 있

는것이다. VHTR에대한 DOE의 FY2005 연구

활동은 주로 고온의 연료 및 구조재료, 고방사

선 운전조건에 관한 연구개발 및 FY2004에 시

작된 개념설계를 계속 수행하는데 집중될 예정

이다. 또한 다른 Gen IV 노형에 대한 연구개발

은기술적및경제적전망과이에따른노심및

연료설계, 재료 요건 등의 설정(establishing)에

집중될 예정이다. FY2004부터 FY2006까지의

Gen IV 예산은다음과같다. 

7. 후보노형별특성및주요R&D 계획

6개 각 후보 노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과학기술부지원

정부과제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소듐

냉각 고속증식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

에 대해비교적자세히설명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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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otal Required Costs for FY2004 to FY2013($M)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TOTAL

2.0 NGNP 19.90 68.40 122.10 139.90 149.80 171.50 161.00 147.10 163.50 167.70 1310.90

3.0 SCWR 0.90 0.80 3.78 4.87 7.76 7.90 9.30 8.79 7.30 4.98 56.38

4.0 GFR 0.40 0.50 5.50 5.50 6.00 6.00 5.90 - - - 29.80

5.0 LFR 1.00 0.80 5.50 5.50 6.00 6.00 5.20 - - - 30.00

6.0 SFR 0.04 2.54 5.50 5.00 6.50 6.50 2.50 5.00 5.00 5.00 43.58

7.0 MSR 0.04 0.16 3.20 4.30 4.50 4.50 4.00 4.00 6.00 6.00 36.70

8.0 D&EM 1.20 1.00 2.20 3.20 4.30 4.00 4.30 4.30 3.80 3.00 31.30

9.0 Materials 1.15 4.23 6.20 7.05 13.18 15.48 13.48 11.93 10.73 10.43 93.86

10.0 Energy Conversion 0.60 5.00 5.00 5.00 6.00 6.00 7.00 8.00 8.00 8.00 58.60

Program BudgetGeneration IV ($ in Millions)

FY 2004 FY 2005 FY 2006

$22.9 $34.8 $39.8(Request)



52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26호 2007. 04

-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은 로드맵에 기술된 Gen IV의 6개 노

형 중에서건설에가장가까이근접해있는노

형이다. 그래서 이 VHTR은 차세대 원전

(NGNP)이라고 불린다. VHTR은 전력 및 수소

생산에 활용된다. NGNP의 목표는 2016~

2017년까지 낮은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실 규모 실증로를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 건설하는 것이다. NGNP의 냉

각재는 헬륨이고, 감속재는 그라파이트이며 출

구 온도가 1000℃이상인 열중성자 스펙트럼

원자로이고, 원자로 열 출력은 400-600MWt

이다. FY04부터 FY13까지 10년간의 R&D의

주요 목표는 개념설계 완료,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와 EA (Environ-

mental Assessment)의 완료, 프로젝트 실행

계획 완료, 예비 설계 완료, 선별된 기기에 대

한 FMQSD(Final Materials Qualifi-cation

Selection Documents) 발간, 최종 설계 완료,

건설을위한 NRC 승인 취득등이다. 

- LFR (Lead-Cooled Fast Reactor)

LFR 개발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것은 실증

을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준비가되도록상

대적으로 소형(10~100MWe)인 납 또는 납-

비스무스 냉각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LFR은 10~30년의 초장주기를 갖는 카세트

노심 또는 봉 교체 원자로 모듈을 갖는 폐

연료주기의턴키원전이고려되고있다. 

- GFR (Gas-Cooled Fast Reactor) 

GFR은 고속중성자 및 순환 연료주기를 갖는

노형으로 액티나이드의 현장 부지 내 완전 재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자로이다. 열중성자

헬륨 냉각로인 GT-MHR(Gas-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과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에서와 같이 고온의

헬륨 출구온도는 전기, 수소 및 공정열을 높은

효율로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GFR은

850℃에서 42%의 효율을 갖는 직접주기

(direct-cycle) 헬륨 터빈을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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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액체금속로 KALIMER-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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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onium Core
자료 출처 : http://www.uoreg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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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SCWR은 열역학적으로 물의 임계점(374℃,

22.1MPa)을 초과하는 고온 및 고압에서 운전

되는 초임계 원자로로서 효율이 기존 경수로

의 33%정도에 비해 약 45%로 높은 효율성을

가진 유망한 원자로이다. SCWR은 기본적으

로 고온 고압에서 운전되고, once-through

주기를 갖는 LWR이다. SCWR에서의 주요 임

무는 저비용 발전단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는 2가지의 실증된 기술, 즉 상업운전 중인

LWR과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초임

계 화력 보일러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SCWR

개념은 13개국 32개 기관이 타당성 연구를 수

행중에있다. 

- MSR (Molten-Salt Cooled Reactor)

MSR은 열중성자 스펙트럼 순환 연료주기를

가지며 전기 및 수소생산,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의 효율적 연소 및 핵분열 연료

(fissile fuel)의 생산을 위한 원자로이다 MSR

의 연료는 소듐, 질코늄 및 우라늄 플루오르화

물(fluoride)이 합해진 순환 액체 혼합물이다.

용융염 연료 (molten salt fuel)는 그라파이트

노심 채널을 통해 흐르며 열중성자 스펙트럼

을발생시킨다. 

-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은 액체금속인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

하는 액체금속로(Liquid Metal Reactor)로서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순환 연료주기를 가지며

주된 임무는 플루토늄과 다른 마이너 액티나

이드 특히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이다. SFR의

출력은 모듈형의 수백MWe급에서 1500-

1700MW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개발

될 수 있다. SFR은 액티나이드 재활용 주기에

서 금속(우라늄-플루토늄-마이너 액티나이

드-지르코늄) 연료 또는 MOX(우라늄-플루토

늄 산화)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고속

증식로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

졌고, 운전 경험까지 확보한 상태인 SFR은

Gen IV의 다른 노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스템 R&D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10

년 계획에서 Gen IV의 SFR의 주요 R&D 목

표는 주로 시스템의 설계 및 안전성과 관련되

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량형 증기발생기 개

념의 잠재적 개발을 포함하여 SFR의 비용절

감 및 타당성을 조사한다. 피동안전성에 대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극한 사고조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AFCI, GIF 및 crosscutting

R&D 활동과의 조화 등이 10년 계획에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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