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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 역할 증대를 위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1세기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며,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

는 원자력 기술 분야의 신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음.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연구개발 혁신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1) 기술 환경 분석 및 주요국의 원자력 기술개발 동향 분석, (2) 문헌

조사와 전문가 조사에 의한 원자력기술의 신성장동력 도출, (3) 델파이 방식에 

의한 전문가 검토 평가, (4) 기술 개발 혁신전략을 제시하 음.

 

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 원자력 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로서 17개의(원자력 혁신 시스템 8개 기술, 방사

선융합 9개) 기술을 도출하 음.

○ 도출된 기술에 대해, 기술, 경제,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 상용화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선도국의 상용화시기에 따라서 2 ～ 3개의 그
룹으로 구분되었음.

- 기술개발수준에 있어 대부분의 기술들이 선도국에 비해 현재 20 ～ 40%의 격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성 분석에 있어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별로 연간 0.1 ～ 1,000억 $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우리나라 매출액은 연간 0.01 ～ 1,00억 $ 
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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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원자력 기술은 국민 복지에 기여하고 국가전략핵심기술

(5T)과 연관이 깊음.

○ 전문가 설문과 혁신 이론을 접목하여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 음.  

- 대부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는 유동/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혁신 단계에 맞추어 생산 공정 기술의 표준화 및 제품기

술의 표준화를 해야 함.

- 연구개발 추진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기술 전문가들이 산/학/연 협력을 선호

- 사업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기술개발 주체는 연구개발능력 향상이 시급히 요구

되고, 기술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사항

으로 조사됨.

○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의 성공적 개발전략의 수립을 촉진시
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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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to improve the Rol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for the 

National New Growth Engine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Korea has been looking for the 

new growth engines which would be able to lead the Korean economy in 

the next generation.

○ This Paper aimed at looking for the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which leads the national prosperity and people's welfare in the 

21st Century.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R&D innovation strategy and 

a selection of the new growth engine in the nuclear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four subjects: (1) analysi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survey of international nuclear R&D trends, (2) looking for the new growth 

engine of the nuclear technology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expert 

survey (3) peer review and evaluation through the Delphi survey, (4) 

identification of R&D innovation strategy.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As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17 innovative 

technologies(eight nuclear energy innovation system technologies and nine 

radiation fusion technologies) were selected.

○ Selected technologies were evaluated through a expert group's peer review 

in accordance with criteria such as the aspect of technology, econom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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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rategy. 

-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ed commercialization time of the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leading countries, these were categorized into two or 

three groups.

- In the aspect of their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20 ～ 40% technological 

gaps were shown.

- According to the business aspect, it was expected that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selected as the new growth engines would have world markets 

of the range of 0.01 ～ 100 billion $/year and the sales of 0.001 ～ 10 

billion $/year.

- In the aspect of national strategy, nuclear technology would highly 

contribute to people's welfare and have close relation with national core 

technologies(5T).

○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was suggested through colligation of the 

expert survey and an innovation theory.

- From the viewpoint of innovation stage, most of new growth engines in the 

nuclear R&D field were in position of the transitional phase(world) and the 

adaption stage(home). It was required that process and product technologies 

should be standardiz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innovation stage.

- For a efficient R&D implementation, most of experts recommended a close 

collaboration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 

-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it was more important that R&D 

capability in R&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and that appropriate 

funding and R&D infra should be well established and supportive.

○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in the nuclear R&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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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IMF 외

환․금융위기 이후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미래가 불확실한 

무한경쟁사회에서 경쟁 국가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는 반면 대체산업의 부상에는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보호

주의와 국제적인 블록화 심화에 따라 미래에 거대한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이정원 외, 2003).

따라서 당면한 대내 ․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 및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미래 유망 성장 동력

의 창출을 위해 국가전략핵심기술(5T Technologies)을 주축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첨단신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미래유망기술의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발을 위한 초기 리스크가 크며 국가 간 경쟁이 심하여 

기술개발 성공 및 선점 가능성이 낮아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

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능형 로봇과 바이오 신약 ․ 장기 등 향후 
단기간 내에 출시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정, 범부처 공동 추

진체를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연구개발 방향을 감안하여 원자력 분야도 미래 유

망 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 증대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함양하고 국

가의 발전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개발 국가들과 유럽 및 아시아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 중

이며 21세기 원자력 부흥에 대비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증폭과 교토협약의 발효(2005. 2)로 본격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의 도래를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적으로는 에너지이용의 환경성, 지속성 요구 증대와 원자력의 긍정적 역할 인식이 확

산되고 있으며 GIF, INPRO 등 첨단 원자력기술의 국제공동개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KSNP, 핵연료, APR1400 등 기존의 원자력기술개발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목적중소형원자로, 원자력수소생산기술 등의 개발과 2007년 개시목표로 원

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이 추진 중에 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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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환경은 기존의 시장 환경과 경쟁 등 기존의 구조에 

새로운 균형이 가해지는 시점이며, 향후 원자력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곡점’의 시기에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

의 발굴과 평가에 따른 발전 전략의 수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성장동력 기술의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기술 수준과 위치를 고려한 전략적인 

정책 운 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Delphi) 방식을 통한 원자력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

견을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 역할 증대를 위한 미래 유망 원자력 

기술의 도출 및 평가를 실시하 으며, 혁신 이론을 접목하여 혁신 전략 마련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기술별 혁신 단계에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한 원자력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 기업 전략적, 학문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미래 기술 관련 분야의 정부 정책 당국자들과 관련 역의 연구개발 

사업 기획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

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정책 및 기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

서는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동력 기술은 어떤 것이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분야의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지, 정부와는 어떤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좋

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등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향후 원자력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론과 주요 내용을 참고삼는다면, 본 연구가 하나의 선행적 연구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본 연구의 활용 여지는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의 성

공적 개발 전략 수립 ․ 추진을 촉진 ․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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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동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5 

～ 20 년)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

자력 분야의 기술로 정의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미래 사회의 경제, 기술,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전략핵심

기술과 연관성이 깊어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큰 기술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과 선정된 기준에 

의한 평가, 혁신 전략에 기초한 기술개발전략 제시를 통해 원자력 미래 유망 기술의 

지식과 정보를 산출 ․ 보급 ․ 확산하여 이 분야에 관여하는 대상자들의 관점과 지식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확산효과를 통해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 육성을 위한 우리의 전

반적인 역량 제고 및 효과적인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연구를 진행

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방법론 확립과 원자력 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을 도출

하기 위한 분석 대상 기술을 선정하 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조사와 신성장동력 기

술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기준을 선정하 고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전문가 설문 등을 종합한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분석 대상 기술을 선정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기준에 의해 도출된 분석 대상 기술을 평가하 다. 이

를 위해 우선 각 기술별 전문가를 선정하 으며 델파이 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각계각

층의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기술을 평가하 다. 델파이 방법은 복잡

한 체계에 대한 예측을 위해 한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를 동원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 이를 종합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이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진 

의견이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까

지는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통찰력에 의존하는 델파이 방식이 미래 환경의 예측 및 기

술 평가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에 대해 복수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하고자 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 설문 결과와 혁신 이론의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

술의 성공을 위한 혁신 전략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도출된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혁신 단계 분석과 우리의 역량을 조사하여 기술의 포지션에 알맞은 혁신전략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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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래기술 수요조사’,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등의 기

존 관련 선행 연구를 활용하 으나 그들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그들이 시도

하지 않은 측면을 다루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요인 선정을 통해 

유망기술을 도출 ․ 평가하 으며, 전문가 설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성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정책 연구 동향의 흐름을 반 하기 위해 혁

신이론의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술의 혁신전략 마련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구

축하고, 기술별 혁신단계에 적합한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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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환경 분석 및 원자력 연구 개발 동향
제1절  환경 분석

1. 과학기술 환경 분석

가.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진보의 가속화

21세기 경제 및 사회 변혁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나노

기술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한편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다(강광남 외, 2002).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산업도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S/W 산업, 전자상거래, 광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산

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과 주요 동식물 유전자지도의 규명

에 따라 보건, 농수산 등의 분야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역이 확대되면서 의학, 

농학, 식품, 유전자원 산업 등 바이오산업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물질 구조의 초미세 역에 도전하는 나노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형태를 근

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안두현 외 2003).

기술 학제 간 상호작용과 융합/복합화 현상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증대 또한 나타

나고 있는데, 생체정보처리, 메카트로닉스, 생체 친화성 재료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융

합기술 및 복합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학제 간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산업의 창조적 파괴와 결합된 기술진보 속도의 가속화는 기존의 안정적인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의 변화에 큰 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의 역량을 쓸모없는 것으

로 만듦으로써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

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의 파괴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기술은 다양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기술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려 하

거나,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하여 역량 파괴적 기술혁신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Utterbac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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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지금 세계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

제로 이행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역의 개척과 동시

에 외부로부터의 활발한 지식획득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여러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유, 확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박우희 외, 

2001).

 창출된 정보와 지식이 생산요소 및 하나의 상품이 되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통,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등에 기반 한 신산업의 등장, 산업구조의 디지털

화, 지식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주체의 투자 형태가 종래의 유형설비투자 중심

에서 교육, R&D, S/W 등 지식관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

소에 의한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신제품 개발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의 핵심요소가 아키텍처, 도미넌트 디자인, 기준표준, 소프트웨

어, 시스템, 부품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Dosi, 1996).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화 및 경제의 지식 기반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

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

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을 창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

수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경제 주

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생산 자원과 경제 주체의 질을 한 차원 높이

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 창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상호 협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

으로 절대 우위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세계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이선 외, 2000).

다.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국가의 경제활동 역을 세계로 확대

시켰으며, WTO의 등장은 전 방위적 산업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을 가져왔고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부추기는 일익을 담당하 다. 상품 및 서비스 등 국제적인 교역 자유화가 진

전되는 한편 초국적 ․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간 자본 및 인력의 교
류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국경 개념이 퇴색되는 로벌 경제 ․ 사회가 구현되



- 7 -

고 있다. 세계 경제는 지역, 국가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상

호 의존하면서 긴 하게 작용하는 한편으로 각국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고 접촉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과학기술부, 

1999).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개발의 로벌화는 R&D 집약산업에서 국제무역 증대, 

로벌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 내에서의 기술교류 증대,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급부상 등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전체 국가의 GDP에 대한 집약산업의 

국제무역규모가 1990년 3.5%에서 2000년에는 6.5%로 증가하 으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특허 소유와 외국에서 국내인의 특허 소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미국기업의 

국내 R&D 지출 증가보다 외국기업의 미국 내 R&D 지출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종국 외 2002).

기술개발의 로벌화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노동/자본

과 같은 생산요소에 의한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신제품 개발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와 산업

화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점하고 있다. 즉, 국제표준의 선도 

여부에 따라 세계 시장의 성패가 결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도입과 모방에 의한 추격 전략이 아닌 선진국 기업과 동일한 시

기에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정보화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 ․ 공급되며 대
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속도는 국가 ․ 기업 ․ 개인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정

종기, 1999).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이룬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정보통

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을 결합한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 고, 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정

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과학기술 협동연구의 가속화, 거버넌스의 속성 변화, 새로운 조

직형태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경제, 정치, 행정, 제도, 문화 등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역에 걸쳐 향을 미치고 있다(강봉균, 2001).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와 산업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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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DB 구축이 필요하며 암묵적 정보를 명시적 정보 체계로 전환하는 체계형성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분산된 정보 수집 및 정보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며, 국제 

정보 수집을 위한 수집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체계적인 정보축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이언호 1999).

마.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의 중요성은 

21세기에 지구 온난화, 에너지 고갈 등 국제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며 동

시에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쾌

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구현, 효율적 ․ 안정적 ․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의 보존 및 이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환경 친화적 재순환 사회 구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정원 외, 

2003).

세계 경제가 확대되고 고도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지역 차원을 벗어나 지구 

전체로 확산된 결과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산성비 문제는 주로 경제활동의 양적확대 및 질적 고도화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프레온과 같은 신소재의 사용은 오존층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일부 선진국만이 향유하던 산업화가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면

서 개발도상국도 산업화와 개발의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라는 개발의 부작용을 경

험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인구 폭발과 빈곤의 악순환이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5).

국제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는 IEA 가입 국가들의 단

위 GDP당 에너지 생산량이 1973년에 비해 33% 부족하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2001년에서 2025년 사이에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

지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한 새로운 투자로 약 1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 다. 

또한 향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과 가치, 기술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석유가 여전히 40% 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

라 전망하 다. 현재 세계의 화석연료 지속가능연수는 석유가 42년, 천연가스가 68년, 

석탄이 177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기관의 미래 수자원 관련 전망에 의하면 물 수요의 증가, 인구증가, 도시화의 

진전은 현재의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에 대한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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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향후 수자원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며, 물 부족에 의해 고통을 받거

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AO는 2030년에 인류의 인구규모가 현

재보다 20억명 늘어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농업용수는 현재보다 60%가 더 필

요하다 분석하 고, IAEA는 2002년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

에 접근하지 못하고 25억명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으며, 500만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부족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하 다. 

또한, UN은 2003년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에서 지구의 1인당 담수공급량은 앞으

로 20년 안에 1/3으로 줄어들어 2050년까지 적게는 48개국 20억명이, 많게는 60개국 

70억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 으며, 2050년까지 인구는 93억명으로 늘고, 

오염된 담수원 면적은 현재 관개용 수자원면적의 9배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매일 34만개 이상의 상수도 시설과 46만개 

이상의 하수도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2020 ~ 2025년 사이에 관련 시설 확보에 18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WPFWI(World Panel on Financing Water Infrastructure)는 분석하

다(수자원공사 2003).

<그림 2-1>  세계의 담수 갈등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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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추구

경제발전,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대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소

득 수준 및 교육 수준의 증대에 따라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 즐거움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 및 의료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

연의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

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되는 제품 및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국가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보

다 편리한 삶의 실현을 위해 교통, 통신 등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

다(이정원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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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기술 환경 분석

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거

의 정설로 굳어졌고, 이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태들도 벌어지고 있다. 남극

대륙의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가고, 북극의 빙산 두께가 줄어들고, 그린랜드의 빙산

이 녹아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해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간 패널(IPCC) 회의를 위

해서 모이는 수천명의 각국 학자들의 회의 때마다 확인하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장 최

근에 열린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면 2100년에

는 지구 평균기온이 최저 약 1.6 
o
C, 최대 약 5.8 

o
C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균기온이 1.6 
o
C만 상승해도 지구 생태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1.6 

o
C 상

승이란 수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기온이 그 정도만 상승해도 정상 분포곡선을 그리

는 기온 분포에서 극단값에 들어가는 날은 훨씬 늘어난다. 즉 겨울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추운 날이 많아지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날이 많아지는 것이다(노재식 역, 

1996).

<그림 2-2> 지구 온난화 경향(출처: 원자력관리자 하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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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환경협약으로 약 2

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기후

변화협약에서는 공통 ․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을 Annex I, II, Non-Annex 

I국가(한국 포함)로 구별하여 공통 ․ 특정 의무사항을 공약하 다. 2004년 11월 러시아

의 비준으로 발효조건을 만족하여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세계는 본

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 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보유

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정책연구부, 2005).

이러한 시기에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의 하나로, 

1 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체 에너지 사슬(Full Energy Chain)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양은 단지 9 ～ 30 gC/kWh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하여 화석연료 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가 약 689 ~ 890 gC/kWh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풍력발전이 11 ～ 75 gC/kWh이다. 원자력발전이 최신 화석연료 발전소로 대체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현재의 원자력발전소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부문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8% 이상(전력부문 배출량의 약 17%) 줄이고 있다(이중재, 2005).

<그림 2-3>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출처 : 원자력관리자 하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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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출처 : 원자력관리자 

하계강좌)

지난 4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은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만약 원자력이 없었다면 OECD 국가의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보다 약 1/3가량 더 증가하 을 것이다. 이는 양으로 

볼 때, 연간 이산화탄소 12억톤에 이르며 OECD 국가의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

소 배출량의 10%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OECD 국가는 2008 ～ 2012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여 약 7억톤을 감축해야 한다. 만약 

2010년 이후에 OECD 국가에서 운전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다면 교

토의정서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2억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감축

해야 한다(정책연구부, 2005).

교토의정서에는 원자력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이 없다. 원자력을 국내 에너지 공급수단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고유가시대와 에너지안보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유의 발견양은 이미 1960년대에 최대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후에도 간혹 거대 유전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석유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되는 유전의 크기는 1960년대에 발견된 거대 유전에 비해서 아주 작고 탐

사 횟수에 비해 발견 성공률도 크게 떨어졌다. 60년대에는 해마다 발견되는 석유의 양

이 연간 40기가배럴이었지만, 현재는 연간 6기가배럴에 지나지 않는다(이필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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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 발견되는 석유의 양은 크게 줄어들어 갔지만, 이에 반해서 

전 세계의 석유 소비량은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그 결과 1980년경부터는 석유의 발견

양이 전 세계 석유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석유 대차의 적자시대에 살게 되었다.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는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던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인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는 이란 혁명으로 촉발되었는데, 이

번에는 제1차 오일쇼크 때와 달리 이란의 산유량만 줄어들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

동 국가들이 산유량을 늘렸기 때문에 석유부족분은 전체 소비의 4 ～ 5% 정도에 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세계는 석유확보 경쟁에 휩싸 고, 주문

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매일 300만 배럴이나 더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졌다(최기

련, 2005). 제2차 오일쇼크 때는 석유부족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석유시장가 소

비자들이 여기에 그런대로 적응하기만 했지만, 심리적인 패닉상황은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석유가격은 세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림 2-5> 세계의 원유 수급구조(출처 :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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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최근 30년간 국제유가 변동추이(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현재,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원유 및 공급능력 확충 미흡과 지정학적 불안요인, 산

유국의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국제 유가는 50 $/bbl(2005. 11월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

며,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55 ～ 60 $/bbl을 유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석유 가

격의 급등에 의한 주요 국가들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NATO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중앙아시아 산유국들에게 OPEC과 

유사한 형태의 Cartel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의 

아자데간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카스피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러시아에서 석유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복재, 2005).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원자력에너지는 연료 확보의 안정성 측면과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OECD/NEA 및 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은 1,438만 톤으로 향후 2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다. 이에 더하여 군사용 농축 우라늄과 고속증식로에 의

한 핵연료 이용률을 향상시키게 되면 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핵연료는 제조공정과 발전소에 1년 4월분을 비축할 수 있어 110

일 분에 지나지 않는 석유에 비해 높은 비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축성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기술집약형 준국산 에너지원으로 해외의존도 계산 시 

1차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14.9%(2004년 기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단가가 

낮아 2004년 원전 발전량(1,306억 kWh)을 LNG, 석탄화력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석탄연료는 약 26억 달러, LNG는 60억 달러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이중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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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변환

지금까지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원전 이용에 부정적인 향을 

끼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폐지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고 있다.

국제그린피스 전직 이사인 호주의 폴 길딩(Paul Gilding)은 시베리아 빙하의 해빙

을 계기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원자력에 대해 완전히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은 호주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검토에서 원자

력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8월 지구 생태학에 대한 

언급에서 “잠자던 거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연구에서 시베리아의 1백

만 평방마일의 엄청난 지역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있다고 소

개하 다. 거대한 빙하는 약 11,000년 전에 생성되었고 빙하의 해빙으로 생태학적 지

질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빙하 내부에 함유되어있던 수억 톤의 메탄가스를 방

출하게 되고 지구온난화의 급격한 가속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문회사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길딩은 빙하 해빙에 의한 지구온난화 

우려가 화석연료 사용의 대체수단으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고려를 하게 했

다고 밝히고, 그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호주가 세계시장에서 우라늄 판매에 대한 의

지가 있다면 폐기물저장에 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온실가스 방출 

저감과 함께 세계 에너지공급의 주도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근본적인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이 될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원자력 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길부종, 2005).

2000년 11월, EC가 발행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럽의 전략(Towards a 

European strategy for secure energy supply)」 보고서(Green Paper)는 원자력의 역할

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의존도 증가에 대해 분명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0 ～ 30년 내에 유럽연
합의 외부 에너지원 의존도는 현재 50%에서 70%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

재 에너지 공급원이 매우 좁은 지역(석유의 45%는 중동, 가스의 40%는 러시아)에 한

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이 유럽연합의 외부 에너

지원 의존도를 줄이는 역할(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원자력을 이용함으로

써 얻은 이득은 2억 TOE, 30 ～ 45억 유로에 해당)과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

한에 기여함(현존하는 원자로를 타 전원으로 대체하거나 조기 폐로를 시킨다면 교토 



- 17 -

의정서를 이행하기는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EC, 2000).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3500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피폭되는 피해로 유럽은 그동안 원전을 멀리하는 정책

을 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유가 급등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겪

으면서 새로 원전을 짓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바뀌

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지난해 이미 2009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건설에 착수했다. 59기의 원자

로에서 전체 소비전력의 78%를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형 가압수로 5원자로인 

제3세대 원자로를 2012년까지 건설해 원전 의존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독일에선 원

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이던 2000년 

독일은 원전 18기를 2020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현 정권의 기독민주당-기

독사회연합은 원전의 지속적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민주당

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민의 과반수가 원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최근 나와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쇄를 결정하고 1990년까지 모든 원전을 닫았던 이탈리아에서도 당시의 결정이 실수

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전기료는 유럽연합의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EU가 전력생산의 20%를 오일과 가스에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80%를 의

존하고 있다. 최근 한 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는 47%가 원전 사용에 찬성했고 반대는 

44% 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새 원전 건설을 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9년에 바르세베크 1호기를 폐쇄하는 등 탈원자력을 추진하여 왔으

나, 야당인 자유당은 원전 폐지 정책 중단 및 원자력 확대와 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해 

기존 에너지 법안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원자력을 지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지지율도 2001년 이후 증가하 다(길부종, 

2005).

서유럽 국가들이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에너지 독립’을 얻으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EU) 25개국은 원유의 4분의 3, 천연가스의 절반 이

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는 수입 의존도가 90%에 이를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르노빌 참사의 직접적 피해를 보았던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서도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는데, 리투아니아는 2009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던 방침을 최근 철회했다. 

나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와 공동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

나는 자체적으로 10여 기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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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공동개발 분위기 성숙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IV로 불리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성, 궁극적 안전성, 경제적 

경쟁력,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혁신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다. 원자력시스템의 세대 구

분은 Shipping-port(미국), Magnox( 국) 등으로 대표되는 1950년대 초창기에 원자력으

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제1세대, 이후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건설되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인 대부분의 원전으로 우리나라의 초기 원전에 해당하

는 제2세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건설이 시작된 성능 향상과 표준화를 이룬 한국형 

표준 원전 등의 3세대로 구분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3세대 원전에서 신 안전 개념의 

도입과 용량의 격상으로 경제성이 향상된 우리나라의 APR1400 등의 제3세대 플러스

(Gen III+) 개량형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대표되

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자원을 최적으

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폐기물관리 및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

국원자력연구소, 2003).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제 원자력계는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을 활발하게 모색하

고, 새로운 방향의 하나로서 혁신 개념의 원자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인

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원자력시스템

과는 다른 혁신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의 개

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로, 2000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결성하 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

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

년 스위스가, 2003년 EU(EURATOM)가 가입하여 현재 11개 회원국으로 운 되고 있

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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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GIF 조직체계(출처: 원자력기술정책연구, 2003) 

GIF의 운  및 R&D 추진체제는 다음 <그림 2-7>과 같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술적인 분야는 전

문가그룹(Expert Group)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두 그룹을 보좌하는 GIF 정책사

무국(Policy Secretariat)은 현재의 의장국인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국과 함께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GIF 정책그룹

을 기술적인 지원을 하 던 전문가그룹의 의장은 GIF 기술담당이 겸직하도록 하 다. 

시스템 개발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관리는 시스템운 위원회(System 

Steering Committee; SSC)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할 예정으로, OECD/NEA는 기술

사무국으로서 운 위원회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는데 이것은 OECD/NEA의 풍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관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도에 GIF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국제원자력 산업계와의 합동회의를 추진

하기로 하고, 산업계 자문 패널을 구성하여 Gen-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대비한 조

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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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IF 추진 현황

2000년 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Gen IV 공동개발에 대한  공동성명

을 채택한 후 2000년 8월, 서울에서 공식 명칭을 확정하여 출발한 GIF는 2002년 7월,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중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

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6개의 가장 유망한 Gen IV 

개념을 선정하 다. 선정된 Gen IV 시스템은 <표 2-1>와 같다. 또한 2002년 12월, 회

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Gen IV 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Gen IV 기술 

지도를 완성하 다. 기술지도는 6개 Gen IV 시스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추진 내용 ․ 일정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Gen IV 기술 지

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한국원

자력연구소, 2003).

GIF는 Gen IV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3단계의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여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단계 협정은 정부가 서명 추체가 되는 기본협정

(FA: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의 이행기관이 맺는 시스템약정(SA: 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적 연구주관기관이 맺는 프로젝트약정(PA: Project 

Arrangement)으로,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기본협정은 

2005년 2월28일, Gen IV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 회원국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미

국, 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는 기본협정 서명식 참여하 고, 스위스(‘05. 8)와 우리나

라(’05. 11)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추후에 발효되었다. 현재 EU가 가입 승인서 기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5년 10월 시스템약정 문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2006년 2월 예정인 일본 정책그룹회의에서 시스템약정 서명식을 개최 발효될 전망이

며, 프로젝트약정은 협의가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약정 체결 후 본격적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표 2-1>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출처: 원자력기술정책연구, 2004)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비    고

GFR (Gas-cooled Fast Reactor) 가스냉각 고속로

LFR (Lead-cooled Fast Reactor) 납냉각 고속로

MSR (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냉각 고속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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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가) 개요

I-NERI는 미국의 NERI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원

자력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 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등과 I-NERI를 추

진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I-NERI를 추진하기

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 (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한 GIF와 연계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 ․ 미간을 포함
한 다자간 공동연구 협력 체제로 다양화될 것이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한 ․ 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 ․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99년 6월)에서 미국 

측이 한국이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 미 과학 장관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

국의 NERI 프로그램의 약 10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 IV 개발을 위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I-NERI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양국 간 협정에 기초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 ․ 미간의 
I-NERI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워싱턴 GIF 전문가그룹 회의 시, 

한국 대표가 미국 DOE 관계자와 한 ․ 미간 I-NERI 추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

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

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

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한 ․ 미 I-NERI 협정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간 I-NERI 위원회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양국

은 본 프로그램을 관장할 BINERIC을 양국 동수의 대표로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

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정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가 주관하여 수행하

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던 I-NERI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기술정책연구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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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행과제로서 경수로 및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 이후 2003년에는 Gen IV 관련 5개의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 ․ 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0만 $씩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선정 과제는 3차년도의 공동연구기

간을 마치고 종료되었고, 2004년 수행과제는 2003년 상반기의 BINERIC 회의에서 결정

된 대로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중심 3개 분야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선진핵연료주기(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

(Nuclear Hydrogen)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6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2005년

도의 상반기 BINERIC은 7월에 한 ․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제주에서 연차평가회의와 하반기 BINERIC 회의가 

개최되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3) IAEA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가) 개요

원자력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혁신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개

발을 위한 프로젝트(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로써, INPRO의 주요 목

적은 21세기 세계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적

이고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기술정책연구실, 2003).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1)”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는 원자력국이 주도하여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가 21세기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성

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

1) “All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ombine their efforts under the aegis of the Agency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novative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technology” 

(GC(44)/RE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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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1년 5월 제1차 운 위원회의 개최로 정식 착수한 INPRO는 2001년 9월 제45차 

IAEA 총회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고, 2005년 12월 기준 24개 회

원국 및 국제기구2)로 운 되고 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 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과 IAEA의 행정 및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 위원회(SC)는 IAEA 회원국 중 INPRO에 특별 공여금을 제공하

는 국가의 대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3)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또한 

INPR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관할 수 있다. 운 위원회는 

INPRO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및 업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조

언과 결과에 대해 검토 ․ 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프로젝트 관리자

들이 배석한다. 운 위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및 평가 등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ICG는 INPRO 회원국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로서 구성되

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산하에 경제성, 안전성, 환경, 폐기물관리, 

핵확산저항성 및 인프라의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활동 및 업무 등에 대

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기술정책연구실, 

2004). 

(나) 주요활동

INPRO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Phase 1)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

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단계(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의 제1세부단계(Track A)는 원자력시스템 개

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가 완료되었으며, 제2세부단계(Track B)를 진행 중이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건에 따

라 도입 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혁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Case 

2)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한국,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EU, 미국, 우크라이나 

3) 3개월 이상의 Cost Free Expert 및 공여금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종전의 회원국 자격에, 4차 운 위원회('02.12)에서

는 “자국에서 work package를 수행하는 국가”를 추가하여 문호를 더욱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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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를 수행하여 혁신개념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요

건, 기준,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혁신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는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INPRO 회원국들의 승

인 하에,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PRO는 2001년 이후 2005년 말까지 8차의 운 위원회를 개최하 고, 제1단계 제

1세부단계(Phase 1A)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현재는 제1단계 제2세부단계

(Phase 1B)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단계(Phase 1B Part 1)의 보고서를 2005년 발간하

다. 2001년 5월 제1차 운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 ～ 2회 정도의 운 위원회

와 수회의 분야별 기술전문가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마. 수소경제의 도래

세계인구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 및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압력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요구하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미

래에너지 수요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수소는 우주 중량의 75%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풍부한 원소로 연소과정에서 

물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성과 지속성이 높으며, 다양한 일차에너지원으로 이

용할 수 있어 그 활용이 광범위하다. 에너지 형태는 탈탄화 과정을 밟아왔고 점차적으

로 수소의 직접이용으로 가고 있어 20세기를 대표했던 ‘석유경제’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려우며 21세기엔 ‘수소경제’가 이를 대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창규, 2005). 

2020년에 세계에너지 수요의 약 20%가 수송에너지, 그리고 이중에서 10%를 수소가 담

당할 경우 수송에너지에서만 연간 약 1조3천6백억 m
3
의 수소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학회 외, 2005).

이와 같은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미국은 1990년부터 이른바 ‘마츠나가 수소연

구 개발법 (Matsunaga Hydroge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제정을 통해 요소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1996년에는 ’미래 수소법‘을 제정하 다. 2003년 부시대

통령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향후 5년간 17억불을 투입하여 수소인프라, 

연료전지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수행할 것이라 언급하 다(DO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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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OE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출처: DOE Hydrogen Posture Plan) 

유럽 연합은 5년간 2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개발을 추진하

고 9개 도시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운행 프로그램을 운 할 예정이다. 지난 80

년대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일본은 이미 수소생산 및 발전을 위한 

고온가스냉가로(HTTR) 건설을 완료하고 운전에 들어갔다. 또한 최근에는 주택용 연료

전지에 대한 테스트를 전국 43개소로 확대하고 자동차용 연료 스테이션도 수도권 5개

소에 운 하는 등 수소에너지의 실증실험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이용 국제 클

린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2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까지는 기술적용 타당성 검토, 201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차량 5만대 보급, 2020년에

는 약 500만대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국제환경규제 및 에너지 안보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

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박창규, 2003).

이와 같은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은 이미 앞을 다투어 수소생산

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온가스로의 열원을 이용한 열화학수소 생산법이 경제적이기 때

문이다. 일본의 원자력수소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소생산 방식인 화석연료연

소 수증기개질법, 물 전기분해법, 고온가스로 수증기개질법, 고온가스로 물 분해의 네

가지 방법에서의 수소제조가격 산출의 결과에서 화석연료연소 수증기개질법의 수소제

조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물 전기 분해법, 고온가스로 수증기개질법, 고온가스로 물 분



- 26 -

해법에서의 수소제조가격은 각각 2.5, 0.9, 1.5배이며, 이산화탄소 처리비를 고려한 경

우에는 1.08, 0.83, 0.65배로 고온가스로 물 분해법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해 미국은 1976년부터 DOE의 지원으로 열화학수소제조를 

연구하 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중단 정책으로 연구가 중단되

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Sandia, Idaho, 프랑스의 CEA와 함께 IS cycle법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 다. 미국은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 개발을 2015년까지 실증하

려는 목표로 Nuclear Hydrogen Initiative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열화학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4년도부터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 으며 2010년까지 예산 10억불을 

들여 수소생산에 적합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Idaho Falls의 

INL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한국원자력학회 외, 2005).

일본은 1990년대에 고온가스로 계획과 병행하여 열화학 수소 제조방법 중 IS cycle

법의 연구를 계속하여 1999년 실험실규모의 연소공정에 성공하 다. 또한 고온가스실

험로를 열원으로 사용한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을 적용한 대량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2004년도에 수소공장을 착공하 으며 2008년 말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한국원자

력학회 외, 2005).

바. 세계원자력협회의 보고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원자력의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보고서(WNA, 2005)에서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의 기초적인 척도인 원가 측

면에서 원자력을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

력의 지정학적, 환경적 장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국가들의 기저부하 확

보 수단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히고, 원자력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높은 건설단가와 낮은 운 비용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의 경제학적 

중요 변수인 가격 측면에서 건설단가와 운 비용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화석연료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보다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시카고대학과 메사추세츄 공대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했고 세계원자력협회 회원들의 분석을 통해 발간

된 것으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가격안정과 에너지 안보의 국가적 목표와, 탄산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에너지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세계 전력사용량이 현재의 2배가 될 것이고, 신규 발전설비용량은 4,700 GW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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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현재의 367 GW 용량의 세계원전용량을 기점으로 

참조값(Reference)과 높은값(Upper)의 시나리오는 25년 이내에 524 GW에서 740 GW 

사이의 원전용량 증가를 예측함과 아울러, 또한 이러한 신규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세

계적으로 200기에서 400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요구된다고 보고하 다. 보고서에 따르

면, 원자력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자들로 첫째, 표준화된 설계, 건

설공기 단축, 효율적인 발전기술을 통한 건설단가의 대폭 저감과 지속적인 추세 유지

를 들고 있으며, 둘째, 간소한 인허가제도 및 강력한 안전장치 개발에 따른 확실도 증

가와 투자위험 감소로 신규원전건설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셋

째, 이용률 증가와 다른 대부분의 발전설비보다 낮은 발전비용의 유지로 지속적인 운

비용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원전운 비용을 포함한 원전사후충당

의 비중이 원전 운 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자력의 장점들이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했고, 정부의 

지속적인 인허가 절차와 안전점검 간소화 노력,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표 2-2> WNA Nuclear Generating Capacity Scenarios(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Reference 367(GW) 381 410 446 488 524

 Lower 367 372 372 367 317 281

 Upper 367 389 447 518 613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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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의 원자력연구 개발 동향

1. 미국

가. 연구개발 지원 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가동국이자 동시에 세계 원자력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

는 국가로서 수십 개의 국립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기업 연구소들의 연구 능력이 원

자력 연구의 저변과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는 원자력 전문 국립 연구 기관은 없

으나 국립 연구소들이 고에너지 물리학, 생명의학, 재료과학 등 대규모 설비 및 재원

을 필요로 하는 기초 과학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인 연구 시설들을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들에게 제공한다.

미국은 원자력의 이용 개발과 우라늄 농축 사업 등은 에너지부(DOE)가 주도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안전 규제 및 안전 규제 관련 연구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담

당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의 원자력관련 정책 결정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 군비통제국, 에너지부, 국방부, 상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림 2-9> 미국의 원자력 행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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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의 특징

(1) DOE(Department of Energy)

DOE는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 시행, 관리 등을 통해 미국 내 원자력 연

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하에 21개의 연구소를 보유하여, Office of Science를 통

한 기초 응용연구 지원과, 국방관련 개발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DOE의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DOE 산하 원자력과학기술국(NE)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NE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프로그램, 국제 I-NERI 프로그램, Nuclear Power 2010, Nuclear Hydrogen 

Initiative,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및 Gen-IV Initiative등이다. NE의 주

요업무는 첨단연구, 응용연구, 국제협력 및 대학 프로그램 운 , 가속기 관련 운 , 원

자력시설 전환, 원자로 운전/평가 및 기술적 지원, 시설관련 안전 및 품질보증, RI, 동

력시스템, 핵연료주기 안보, 우라늄공사 등이다.

DOE의 연구개발 기능은 평화이용, 핵무기생산 등 광범위하며, 산하 연구소와 관

련시설들을 DOE가 소유하고 운 은 대학과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DOE는 경쟁을 통

하여 연구과제 모집 및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DOE는 미래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현안 과제들을 다루

기 위해 NERI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NERI 프로그램은 원자력산업의 장기적 침체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미국 내의 대학 ․ 연구소 ․ 산업계의 원자력 과학 및 원자력공학의 
인프라를 보존하고, 미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

고 있다. 미국 내 기관과 기업들의 창의적 연구 아이디어를 NERI를 통해 지원함으로

써, 중요한 원자력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미국 내에서 원자력 에너지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환삼, 2002).

Nuclear Power 2010은 산업체가 다음 10년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DOE는 2곳의 상업용 부지와 3곳의 연방부지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 으며, NRC의 새로운 설계인허가 절차를 Gen-III+ 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3곳에서 조

기 부지 승인(ESP: Early Site Permit)을 신청하 으며, 2006년 중반까지는 승인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단계로는 건설 및 운 의 동시 인허가(one-step licensing) 

절차를 시범 적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대외정책연구실, 2004).

Nuclear Hydrogen Initiative는 기존 원전을 이용하여 상업적 수소생산 실증 프로

젝트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를 수소생산 실

증 프로젝트의 전략적 거점으로 지정하여 INL에 차세대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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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향후 2015년까지 12.5억 달러를 투자하여 5 MWt급 열화학방법 및 0.5 MWt급 

고온전기분해법이 결합된 실증실험을 거쳐 이를 상업용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

고 있다.

AFCI는 환경, 경제, 정책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개량핵연료 

주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하여 구상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원전 

및 차세대원전에서 적용 가능한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2007 

～ 2010년 사이의 제2 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외정책연구

실, 2004).

Gen-IV에 대한 DOE의 구상은 이미 2000년에 착수되었으며, 제4세대 원자로계통 

개발을 선도하고 이러한 원자로가 2010년 이후에,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상업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국은 2001년에 제4세대 원자

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을 결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제4세대 원자로 기술 중에서 수소제조에 응용

하기 위한 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기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차순위로 GFR(Gas-cooled Fast Reactor), LFR(Lead-cooled Fast Reactor),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등의 고속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이 특히 관심

을 두고 있는 고온가스로는 수소 및 전력생산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로 간주되

어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로 지칭되고 있다(대외정책연구실, 2004).

미국 정부는 2006년 2월에 발표한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 구상에서 

핵비확산의 집착을 최소화하며 방사성폐기물을 감축하고 에너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핵확산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재처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라늄 추출을 중

시하고 플루토늄만의 도출이 곤란한 분리 프로세스로서 ‘UREX＋(uranium extraction 

plus)법’의 기술개발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2011년까지 새로운 공학규모의 플랜트 운

용을 개시하여 장차 연간 2,0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상업플랜트를 조

업시킬 계획이다. 이는 재처리노선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장이다. 그리고 

핵비확산과 함께 선진적인 습식 재처리기술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연대가 급선무로 되어 있다(ENS NucNet 2월 21일).

GNEP의 구상은 핵연료를 recycle하여 방사성폐기물을 감용화함과 동시에 원자력

관련 기술/기자재가 테러에 이용되지 않는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GNEP 구

상에는 ①해외로부터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성장 촉진, ②방사성폐기물을 
감축하며 새로운 핵비확산 기술을 사용하는 핵연료 리사이클 실시, ③세계적인 경제성
장과 청정 기술개발을 추진, ④세계적으로 핵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신기술을 이
용한다는 등 4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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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미국의 장기 원자력 에너지 전략(출처: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2)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1974년 미국 의회의 ‘에너지재구성법(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규제 관련 독립기관이다. NRC의 임무는 핵물질 이용에 따른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의 보장이다. NRC의 주요 업무는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원전 설

계 및 건설 인허가, 환경 검토 및 평가이며 NRC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크게 

① 원자로 안전 연구(Reactor Safety Research), ② 재료 안전성 연구(Materials Safety 

Research), ③ 폐기물안전연구(Waste Safety Re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 NRC는 미국 

연방규제법령에 근거하여 원자력 및 기타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원자로 조종사 인허

가, , 고/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인허가, 인가 받은 시설 및 행위에 대한 

검사, 원자로 안전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수행, 법령 및 규정의 

개발 및 이행, 원자력 사고 및 NRC 규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사업자들

에게 NRC 규정 및 조건을 집행, 운전 안전성 관련 정보 수집 전파 등의 주요 규제업

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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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는 DOE 산하의 연방 기관이므로 연간 예산은 연방 정부로부터 대부분을 지

원 받으며, 약 15%는 ‘방사성폐기물기금’으로부터 조달한다. NRC는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연구개발은 대부분 산하 국립연구소/대학/산업체 연구 센

터에 위탁 발주하여 수행하고 있다. NRC는 기관 성격상 규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규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므로, 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크게 하

지는 않으며, 직접 자신들이 규제에 활용하고 있다.

(3)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는 비 리 재단법인으로 인원은 약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분야는 원

자력, 발전, 전력 시스템, 수용가 시스템, 환경 기술 및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구 분야별 구성비는 원자력과 발전 부문이 각각 39%, 전력 시스템이 20%, 수용가 시

스템이 21%, 환경 기술이 12%, 전략적 R&D가 8%를 점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력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R&D 환경 또한 매우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들의 R&D 지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직은 5개 사업 그룹과 3개 지원 그룹, 그리고 종합 조정 및 계획 업무를 담당하

는 3개의 이사장 직속부로 구성되어 있다. EPRI는 현재 사실상 그룹별로 독자적인 운

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달을 위한 조건 및 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EPRI는 자체 그룹의 활동에 대해 세세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

로 자신들의 성과에 의해 그룹이나 프로그램의 유지 및 발전이 결정되는 현실적 여건

에 기인한다.

EPRI가 비 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경 은 철저한 고객 지향주의를 표방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성과는 회원사의 R&D 지원 프로그램에 충당한다. EPRI는 고객에게 얼

마만한 이익을 돌려주었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 기관 차원의 학문적 성과나 업적, 즉 

논문 ․ 특허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성과물은 고려치 않는다. 성과 측정은 오직 R&D에 

따른 회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비용에 비해 약 3배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환삼, 2002).

(4) INL(Idaho National Laboratory)

1949년에 설립된 INL은 기초과학 및 응용공학을 연구하는 DOE 산하의 국립 연구

소로서 민간 기업인 BEA(Battelle Energy Alliance)에 의해 운 된다. INL은 에너지, 

원자력 안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주로 연구하는 ANL-W와 기초과학, 핵탄두 탐지

기술, Clean 에너지를 주로 연구하는 INEEL 연구센터 등 총 8개의 연구센터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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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700 M$, 연구 인력은 5400명에 이른다(INL, 2002).

INL의 역할은 DOE의 사명과 업무인 환경관리, 에너지 자원, 과학과 기술,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과제에 대해 DOE를 지원하는 것이며, DOE의 전략적 원자력 연구

개발센터로서 다양한 R&D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R&D로는 환경관리 및 방사성 폐기

물 관리 및 핵물질 처분 신기술 개발 등의 환경관리 기술 개발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에너지 자원 개발, Gen-IV 개발 및 선진 핵연료 사이클 

개발 등의 원자력 기술 개발, 기초 과학 및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용 무기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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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기관

분야 주요조직

정부기관

-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Civilian Radioactive Waste Information Center
- DOE
-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enter(INSC)
- Fast Flux Test Facility
-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NCRP)
- US NRC
- US Whitehouse

연구개발
전문기관

-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
- Berkeley University
- Brookheaven National Laboratory(BNL)
- Ernest Orlando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 Hanford Home Page
- Idaho National Laboratory(INL)
- Institute for New Energy: Advanced physics and Applications
- Law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 NEPO Nuclear Energy Plant Optimization
- Nuclear Information Server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 Public Affairs Information Service(PAIS)
- Sandia National Laboratory
- Thomos Jefferson Laboratory
- University of Missouri-Rolla
- University of Wisconsin Nuclear Reactor Virtual Tour
- Waste Isolation Pilot Plant(WIPP)
- Yucca Mountain Project

산업체

- Edison Electric Institute (EEI)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 General Atomics
- General Electric
- USEC Inc.
-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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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연구개발 지원 체제

일본은 원자력연구개발은 문부과학성(MEXT), 원자력에너지 이용은 경제산업성

(METI)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안전규제는 연구용원자로는 MEXT, 상용원전 및 관련시

설은 METI에서 주관하는 체제이다. 이들의 상위기관으로는 총합과학기술회의와 원자

력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며, 총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관련 예산 등 자원배분을 하며,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의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정책, 관련 사무의 종합조정, 예산의 배분 등 원자력에 관

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에 관한 정

책, 원자로/핵연료물질의 안전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그림 2-11>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 



- 36 -

나.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

일본의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이용’은 ‘원자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평화적 목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학문적 진보와 산업적 진흥

을 도모하여 인류 사회의 복지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정책

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1956년 이후 대략 5년마다 총 9회에 걸쳐서 ‘원

자력 장기계획’을 책정해 왔다. 현행의 장기 계획은 2000년 11월에 책정된 것이다. 장

기 계획의 주요내용은 원자력 연구 ․ 개발 ․ 이용에 관한 기반 활동 강화, 원자력발전, 

핵연료 주기, 방사선 이용,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으로 이루어져 있다(기술정책연구실, 

2005).

 (1) 원자력 연구 ․ 개발 ․ 이용에 관한 기반 활동 강화
원자력 연구 ․ 개발 ․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 확보, 평화적 이용 

준수, 방사성폐기물처리 ․ 처분, 인재 육성 ․ 확보, 원자력과 국민 ․ 지역사회와의 공생
에 대한 기반 활동이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IAEA 보장조치 및 국내 보장조치를 엄격

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추

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꾸준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생자 책임 원칙’, ‘방사성폐기물 최소화 원칙’, ‘합리적인 처리 ․ 처분 원칙’, ‘국

민과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시 원칙’에 따라 초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토대로 적절히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마다 안전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中島
一朗, 2005).

 (2) 원자력발전

일본은 원자력 발전이 지구 온난화 대책과 일본의 에너지 안정공급에 공헌하고 있

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앞으로도 공공복지 관점에서 최적 수준이 유지

되도록 원자력발전을 기간 전원으로 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각종 에너지원의 특성을 기초로 에너지 공급의 최적 이용을 추구하고,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정공급 및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계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30

년 이후도 총 발전 전력량의 30 ～ 40% 정도의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공급 비율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향후 원자력발전의 추진에 있

어서 ‘① 기존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활용한다, ②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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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형으로는 경제성의 관점에서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한다, ③ 고속증식로에 
대해서는 핵연료주기 사업의 진척과 ’몬주‘ 등의 성과를 기초로 실용화에의 대응을 추

진 한다’를 기본 지침으로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 핵연료주기

일본은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유

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외의 재처리 사업자

에게 재처리를 위탁하는 한편, 토카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 ․ 운전하여 기술을 습득하
고,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진행시켜 재처리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의 유리고화체의 지층 처분의 사업 실시 주체, 자금 확보제도 및 처분지 선정 프로

세스 등을 규정한 법제도나 그것에 기반을 둔 사업 체제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재처리로 회수된 플루토늄을 경수로에 이용하는 계획의 지연, 2005년에는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었던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이 늦어져 현재 시험 운전 

단계에 있다는 점, 몬주 사고로 인한 고속증식로 개발의 지연, 전력 자유화에 따른 전

기사업자의 투자 행태의 변화,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원자력 정책의 동향 등이라고 하

는 원자력 주변상황의 변화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핵연료주기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 경제성이나 핵비확산성,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장래의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대해 다음의 4

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안전성, 기술적 성립성, 경제성, 에너지 안정공급, 환경 적합

성, 핵비확산성, 해외의 동향, 정책 변경에 수반하는 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선택사항

의 확보(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라고 하는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장기계획 책정회의는 2004년 11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지 않고 재처리하는 현행 노선을 유지하도록 공식 결정하

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록카쇼무라 공장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록카

쇼무라 공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초과분은 중간 저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검토하기로 하 다. 록카쇼무라 재

처리 공장에 이은 제2 재처리 공장 계획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용후핵연료

의 재처리를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기본으로 최종 결정하 다(日本原子力研究所, 2005).

(4) 방사선 이용

일본에서의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분야는 착실하게 증대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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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기술정보나 효용과 안전성

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원자력 기본법에서 제

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 제공, 경험 교류, 공동 개발

을 진행시키고, 의학/공학/농학간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사업자, 국민, 연구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인터페이스나 상호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등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사선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효

과가 큰 첨단적 시설의 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지역 산업의 진흥 대책은 지역 산업이 이 분야의 첨단기

술 시설을 이용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도권 하에서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당 시설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기

반 인프라를 공용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업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

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5) 원자력 연구개발의 추진

일본은 원자력발전을 기간 전원으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기존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공급 안정성, 환경 적합성 등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차세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이용의 분야에 있어서도 방사선의 발생에서 

이용까지 기술 개량이나 혁신 가능성의 실현을 통해 독자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

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적 ․ 기반적인 연구개발, 혁신적인 기술 

개념을 토대로 기술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개발,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

을 실용화 후보에까지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혁신기술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연구개발은 실용화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실용화의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이 단독으로 실시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방사성 물질을 취

급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설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자력의 사회에 대한 공

헌이나 기여를 계속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연구개발 기관이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로 발전시킬 단계까지를 중심으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성과와 과

제, 그것이 실용화될 시기에 예상되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실시하는 다면적인 평가 결

과에 근거하여 투자의 비용 대 효과, 연구개발의 단계에 대응한 정부와 민간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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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과 자원 배분이 방침, 국제협력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

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침에 기초한 연구개발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일본 ‘원자력 장기계획’에서는 밝히고 있다(日本原子力委員會, 2005).

다.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의 특징

(1) 문부과학성(MEXT)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을 관할한다. 총합과학기술

회의에서 책정된 과학기술 기본방침을 근거로 과학기술 및 원자력관련 연구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에 관련된 대형프로젝트, 원자력 기술개

발을 담당한다.

문부과학성의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과학기술학술정책국에서 원자력관련 연구개

발을 담당하며, 산하기관에 독립행정기구인 이화학연구소,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를 두

고,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경제산업성과 공동관할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주요업무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손해배상, 보장조치, 연구용원자

로 안전규제, 핵원료물질의 규제, 방사선이용 연구, 방사능 감시측정, 원자력관련 예산 

배분계획 수립 등이다.

(2) 경제산업성(METI)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을 관할한다. 산하기관에 자원에너

지청을 두고 에너지이용에 관한 원자력정책의 기획 ․ 입안 및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주

로 핵연료주기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상용 원자력시설의 규제 및 관련 사업, 원자

력 관련 시설의 안전확보, 방사성폐기물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은 자원에너지청 산하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설치하여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농축, 가공, 재처리, 폐기물 등) 등 상업용원전 관련 시설의 안전규제를 일원화하고 있

다.

(3)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2005년 10월 1일 발족하게 된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이전의 일

본원자력연구소(JAERI) 및 핵연료주기개발기구(JNC)를 통합하여 새로이 설립된 일본의 



- 40 -

유일한 원자력종합연구기관이다. JAEA는 원자력 기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에 관한 기

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핵연료주기를 확립하기 이한 고속증식로 등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행하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JAEA의 예산과 인원을 살펴보면, 발족 당시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기

구 두 기관을 거의 합한 것으로 인원은 4386명이며, 2005년 예산은 2094억 엔 이었다. 

예산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중기 목표기간 중에 인원을 3956명으로 430명이 감소되

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예산을 15%, 기타 사업비를 매 사업 연도마다 1%

씩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 거점은 Hotkaido에서 Okayama현까지 10개 거

점을 두고 있다. JAERI와 JNC의 두 기관을 합하면 12개 거점이지만 두 법인의 연구 

거점이 있는 이바라기현의 Tokai 지구와 Oarai 지구를 일원화하 다(文部科 省, 

2005).

<그림 2-12> JAEA의 R&D 센터 및 위치(출처: JAEA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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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의 주요 R&D를 살펴보면,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환경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고속증식로 주기 기술 확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 처분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고온가스로 및 수소제조 기술 연구개발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자빔 이용을 위해 빔 기술 개발, 측정/해석/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한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핵비확산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 안

전연구, 원자력 방재기술 지원, 핵비확산 정책 지원 등의 활동과 자체 원자력시설 폐

지 조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처분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기초 연구와 산/학/관 연계 강화 촉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2)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CRIEPI는 1951년 전력기술연구소로 출범했다가, 1952년 현재의 전력중앙연구소로 

변경되었다. CRIEPI는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분야 연구개발을 다루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가 매우 폭넓게 걸쳐 있다. 원자력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은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조사, 핵연료 재순환 신형 기술 개발, 경수로의 경제성 

향상, 새로운 유형의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성 증진 등이

다.

CRIEPI의 연구는 자체 기관, 전력 회사 또는 정부 등에 의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

여 과제를 수행하며, CRIEPI 산하 연구소 및 센터를 활용한 자체 연구와 위탁 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CRIEPI는 국내 전력회사,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기

관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도 하고 있다.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Fellowship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그리고 객원 연구원 및 방문 연구원 제도를 채택하여, 일본 

및 해외로부터 많은 수의 연구원을 초빙하고 있다(정환삼, 2002).

(3) NIRS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NIRS)는 독립행정법인으로 방사선의 생체 향과 방사선 장

애의 진단 치료 및 사회적 대책, 방사선이나 동위원소를 이용한 질병 치료와 진단 등

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IRS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크게 방사선 

안전 연구, 중입자 의과학 연구, 긴급 피폭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직으로는 방

사선안전연구센터, 긴급피폭의료센터, 중립자 의과학센터, 그리고 5년 시한으로 설립한 

프런티어센터가 있다. 또한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사선방호안전부, 

연구기반부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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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수행은 NIRS 장기 업무 계획을 기본으로, 관련 연구 분야의 동향을 분

석하고,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조정을 한다. 연구

개발 방향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각료회의, 방사선심의회 등의 요구 사항

을 반 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만태, 2002).

<표 2-4>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기관 

분야 주요조직

정부기관

- Atomic Energy Commission (AEC)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NIRS)
- Nuclear Safety Commission of Japan
- Prime Minister's Office
- Radiation Council
-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TA)

연구개발
전문기관

- Center for Nuclear Study
- High Energy Accelerator Research Organization (KEK)
- Hikami Laboratory
-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 KUMM Laboratory of Nuclear Reactor Engineering
- Nuclear engineering, Nagoya University
- Nuclear Physics Laboratory
-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NIFS)
- National Institute for Radiological Sciences (NIRS)
- 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 (NUPEC)
- 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RERF)
- The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Research (RIKEN)
- Radioactive Waste Disposal
- WWW servers on Nuclear Physics in Japan

산업체

-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CRIEPI)
-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FEPC)
- Hitachi
- Japan Nuclear Fuel Limited (JNFL)
- Mitshubishi Heav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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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연구개발 지원 체제

프랑스는 경제/재정/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자력의 이용 개발은 에너지자원 총국

(DGEMP)에서 담당하고,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방사선 방호총국(DGSNR)에서 관할한

다. 프랑스의 행정 조직은 계층적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매트릭스 구조를 지향하므로 

타부서와의 연관성이 강하며,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행정 조직 간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CEA의 경우에도 산업우정통신부의 에너지자원총국 하에 속해 있으면서

도 또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기도 하고, 국방부, 환경부, 고등교육연구부 등과도 유

기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림 2-13>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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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의 특징

(1) 경제/재정/산업부

에너지자원총국(DGEMP)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산하 에너지광물자원국(DIREM)은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선방호 및 안전연구, 원자력

연구개발 및 원자력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에너지수요시장국(DIDEME)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 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관할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조

직으로는 원자력청에서 분리된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IRSN)가 있다.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총국(DGSNR)은 원자력안전규제 및 관련연구개발을 담당하

며 산업부, 환경부, 후생부 3개 부처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다. 연료주기, 방사성물질수

송, 원자력발전로, 연구원자력시설/해체/오염/방사성폐기물, 보건/전리방사선 관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2) CEA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우정통신부 산하의 CE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CEA의 

주요 임무는 ① 핵무기의 연구 설계 제조, ②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로의 
설계 및 핵연료 주기의 연구, ③ 원자력 분야 이외에 대한 원자력 기술과 응용, 에너

지 절약, 신에너지 이용, 방사성 동위원소(RI) 이용 개발 등이다.

CEA는 산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 분야도 포괄하고 있

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 또한 CEA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적이며, 형식적으로 독립되었지만 여전히 CEA-industries라고 

불리는 COGEMA, Framatome 등이 원자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은 CEA, 원자로 제조 및 공급은 Framatome, 원자력발전소 운전은 EdF, 원전 연료 주

기, 즉 원광 채취, 변환, 농축, 재처리, 혼합 산화물의 제작 및 수송은 COGEMA가 담

당하여 국립 연구기관과 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프

랑스는 AREVA라는 지주 회사를 만들어 Framatome ANP, COGEMA 등의 산하 업체

들을 관리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CEA는 공공 연구개발 기관으로 연구개발이 중심 기능이지만, 동시에 원자력 운

과 규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종합 원자력 관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학 기술 프

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집행 부문의 연구센터와 원자력방호안전연구원과 원

자력과학기술연구원이다. CEA의 연간 예산은 약 1,500M €(단, 군사목적 연구 예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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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며, 연구인력은 1,5000명으로 단일 세계 최대의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CEA는 국방, 에너지, 정보 및 의료의 세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원자로 ․ 핵연료 연구개발, 핵융합 연구, 원자력 안전, 폐기물 관리, 

핵무기 기술개발, 환경 ․ 물리 ․ 생명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CEA, 2005).

(3) AREVA-NP(Nuclear Power)

AREVA-NP는 독일의 Siemens와 합병을 통해 2001년 Framatome-ANP로 출발한 

다국적 기업으로,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AREVA가 66%, Siemens가 34%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AREVA-NP는 원자로 및 기기 공급 회사로서, 이 회사가 공급하여 운전 

중인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92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운 되고 있는 

원전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AREVA-NP는 원자로 및 기기 공급 회사라는 특

징에 걸맞게 EPR, SWR-1000 및 HTR 등의 신형 원자로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AREVA-NC(Nuclear Cycle-'코제마‘에서 명칭 변경)는 

Alliance 등 신형 핵연료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표 2-5>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기관 

분야 주요조직

정부기관

- ANDRA
- Agency for Diffusion of Technology Information (ADIT)
- IPSN Institute for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Ministry of Industry

연구개발
전문기관

- CEA
- CNRS

산업체
- Cogema
- EdF
- Framatome-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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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과 평가
제1절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

1. 도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조사’를 병

행하여 분석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 다.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는 

조사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 보고서, 관련서적 등 각종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 지

식을 얻고 조사에 대한 간접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가 조사(Expert Survey)는 조사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교수, 관리자, 연구원)와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 및 기타 자문을 얻을 수 있다(김범종 

외, 2002).

문헌조사에 있어서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 및 주요국의 기술 개

발 동향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기술을 1차 분석 대상 기술로 선정하 다. 문헌

조사에 의해 1차적으로 도출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내부의 전문가에 의해 추천된 해당 

기술의 내 ․ 외부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2차적으로 분석 대상 기술을 선별하 다. 1, 

2차에 의해 선별된 기술 중 환경 분석(과학기술환경 및 원자력 전략 환경 기술)과 과

제 목적과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연구팀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과제를 선정하 다.

<그림 3-1> 신성장동력기술 선정방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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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 연구 분석

(1) 미래기술 수요조사

‘미래기술 수요조사’는 21세기 인류를 위해 원자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연

구개발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개발 기획체제의 수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국내 ․ 외 연구개발 체제와 중점 연구 분야를 조사 하 으며 원자력 미래 

기술 도출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예측을 실시하 다. 

‘미래기술 수요조사’에서는 원자력 미래기술 예측조사 결과로 6개 분야 197개의 원

자력 미래기술과 928개의 요소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각 기술에 대해 기술의 실

현시기와 낙후도4)를 평가하 고 이를 통해 26개의 주요기술을 발췌하여 전문가를 통

한 기술의 비전과 개발특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 다(정환삼, 2002).

(2)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국가원자력기술지도’는 NTRM(국가기술지도) 작성과 차세대 성장동력발굴 등 일

련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분야의 기술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등 기술개발 주도 

계획을 보완하여, 국가 사회 ․ 경제 발전에 대한 실질적 공헌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
원의 수요지향적인 원자력 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 전문가 256명이 작성한 NuTRM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주 에너지로 개발, 차세대 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 

및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국가-지역 혁신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 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5개 부문에 15개 비전을 설정하 으며, 비전별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

적 가치 창출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유망 64개 대상기술을 1차로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27개 기술을 전략 기술로 선정하 다(한국원자력학회 외, 2005).

(3)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은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4) ‘낙후도’는 기술수준 차이 평가시 기술수준간 차이가 상위분포와 하위분포에서 동일하게 평가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임. 즉, 기술수준 분석에서 100% ～ 70%와 30% ～ 0%는 동일하게 30% 차이이지만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후자의 경우 기술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술 격차

는 더욱 크게 평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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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우리나

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의 창출과 혁신, 정보화 사회의 선도, 산업경쟁력 강화, 삶의 질 구현, 국가안위 

및 위상 제고의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비전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의 실

현을 위한 정책 기조로 첫째 민간주도 ․ 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둘째 로벌 네트워킹

형 연구개발 체제로, 셋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투자배분전략으로, 넷째 장

기적 시장 창출형 혁신전략으로, 다섯째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 체제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과학기술부, 1999).

<표 3-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원자력 분야의 주요 유망 기술 

선행 연구 원자력 분야의 주요 유망 기술

미래기술 수요조사

액체금속로, 일체형 원자로, 초임계압 원자로, 고온가스로, 해
수담수화, 선박추진, 제염/해체, 방사선 차폐, 고준위폐기물 처
분, 레이저 핵융합, 고출력 레이저, 자유전자레이저, 레이저 이
용 RI 생산, 금속 핵연료의 pyroprocessing, 이동형 중성자투
과비파괴검사, 차세대 원자로 소재 기술, 손상평가 및 수명평
가, 방사광가속기 개발,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방사성화합물의 
나노분자기술 개발, 원자력 전지기술 개발, 방사선화학 이용, 
육종기술, 냉중성자 연구시설, 양성자 가속기

국가원자력 기술지도

초고연소도 핵연료, 가동원전 성능혁신 기술,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소듐냉각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활용시설,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종합 안전검증 complex,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방사선치료 예측 및 조절 기
술, 방사선 육종 고부가 작물 및 원예 품종,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 제품,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및 기능성 식품, 기능성 
고분자,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방사선 방호 기술, 자
발광 유리관/삼중수소전지, 원자력 혁신재료, 극초단 방사선 
발생 및 응용 기술, 동위원소 산업기술, 레이저 원격 검사 보
수장치, 고방사선 작업 인공지능 로봇, 차세대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험시설, 전자가속기,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로, 원자력
빔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 비전

방사선 폐기물 관리기술, 원전 수명연장 기술, 원전 제염해체 
기술, 신개념 핵연료 개발, 원자력 고유 안정성 확보기술, 방
사선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 액체금속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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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설문을 통한 조사

문헌조사에 의해 1차적으로 도출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 동력

기술을 선별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출된 1차 기술들을 

대상으로 연구소 내부의 전문가로부터 관련 내 ․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는 형식을 취하
다. 전문가 선정 시 공정한 평가에 의한 설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패널리스트는 제외하 으며 소속, 전공, 현재의 직무에 따

라 전문가를 골고루 선정하 다. 또한 설문 시 설문자의 응답이 관련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관련된 이외의 기술 중에서 원자력 분야의 신성장 동력

을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 다.

총 설문 응답자 24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2명이 응답해 주셨으며 응답자의 소

속기관별 ․ 전공별 ․ 현재 직무별 분포는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 응답자의 분류별 분포 

분류 세부분류 도수 (%)

소속에 따른 분류

학교 37

연구소 31

산업체 29

정부기관 3

합계 100

전공에 따른 분류

원자력/에너지 36

기계/재료 19

생명/의료 29

화공/환경 2

전자/정보 4

자연과학 2

인문사회 1

기타 7

합계 100

현재 직무에 따른 분류

연구개발 55

교육 29

생산 4

정책/기획 3

기타 9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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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수행결과의 해석에 앞서 우선 수행한 조사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보통의 정량적 예측에서는 통계처리를 통해 요구되는 신뢰수준에 맞는 예측

의 신뢰도를 산출하거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정성적 예측에서는 응답자의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마킹용 문항을 삽입해 두

기도 한다(채서일, 1990).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소속, 전공, 현재직무,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참여자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직접관찰법을 택하 다. 

설문 응답자의 소속별 비율은 정부기관이 3%로 가장 낮았으며 산/학/연이 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 다. 전공에 따라서는 원자력 ․ 에너지(36%), 생명 ․ 의료(29%), 

기계 ․ 재료(19%)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원자력 ․ 에너지 비율이 30% 수

준인 것은 조사 대상 기술이 원자력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학 전 분야에 걸쳐 

이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시사한다. 현재 직무에 따른 분류에서는 연구개

발(55%), 교육(29%)이 대략 90%를 차지하 고, 생산 및 정책 ․ 기획 관련 전문가는 
10% 정도를 차지하 다. 

설문 조사는 e-mail과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사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 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컴퓨터 버전 차이로 인해 전자 설문이 불가능한  

그룹에 대해서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전문가가 응답을 하게 되면 메인 서버에

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형태를 취하 으며 설문 결과는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과 방

사선융합 기술로 나누어 집계하 다. 설문 조사는 1, 2차에 나누어 실시하 는데 1차

는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방식을 취하 고, 이를 정리하여 2차 설문 시에는 e-mail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 다. 2차 설문 시 e-mail을 활용한 이유는 1차 설문 결과를 그래

프나 표를 통해서 해당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한 의견 수렴의 효율

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응답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응답자

에 대하여 전화 및 e-mail을 통해 설문 응답을 독려하 다. 

설문 결과, 1차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석대상기술 중 전문가들은 원자력 수

소생산 기술(25%), 원자력 혁신재료(14%),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12%), 소듐냉각고속로

(9%) 기술 등을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신성장동력 기술로 예측하 다. 기타 의견

으로는 핵융합 기술, 상용원자로기술, 사용후 핵연료 활용기술, 원자력시설 제염 ․ 해체 
기술,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 등이 제시되었다. 방사선융합 기술에서는 방사성동위원

소 이용 질병진단(18%), 기능성 고분자 개발(15%), 방사선 치료 예측 및 조절 기술

(13%),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제품(13%)이 유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방사선 방호 기술, 극초단 방사선 발생 및 응용 기술, 양성자 가속기 기술, 전자가속기 

기술 등이 유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계된 분야별 2차 분석 대상 기술은 <표 3-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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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문가 설문에 의한 분석 대상 기술의 선별 결과

분류 세부 기술 도수 (%)

원자력 시스템 기술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4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 12

레이저원격검사 보수장치 6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25

소듐냉각 고속로 9

원자력 혁신재료 14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 6

차세대연구용 원자로 4

기타 15

합계 100

방사선 융합 기술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 제품 13

원자력빔이용 유용 유전자원 8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 8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7

기능성 고분자 개발 15

산업용 동위원소 7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18

방사선 치료 예측/조절 기술 13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6

기타 7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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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분석 대상 기술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원

자력 기술을 선정 ․ 평가하여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의 기술혁신전략을 분석 ․ 제시한
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 수요조사, 국가원자력기술지도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

술과 주요국의 기술개발동향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정 빈도가 높은 기술을 1차적

으로 분석 대상 기술로 선정하 으며 전문가 설문에 의하여 1차 분석 대상 기술을 다

시 한 번 선별하 다. 또한,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원자력기술 

전략 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팀이 다시 한 번 선별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이 미래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함에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기

술을 혁신기술과 기반기술로 다시 나누어 그 중에서 혁신기술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다. 

기술의 분류는 연구개발결과 확보될 기술이 실용화 및 산업화되어 미래 산업의 제

품 ․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활용도가 높으며, 미래 국가산업 및 경제의 신성장 동력

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기술을 ‘혁신기술’로, 연구개발결과 확보될 기술이 

미래 산업 제품 ․ 서비스 개발에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서 신성장 동력의 기술개
발과 과학기술 탐구 지원 또는 비 리적 국가 자생력 증진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가 

목적인 기술을 ‘기반기술’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목적에 부합한 혁신기

술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다.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 기술은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등 원자력 시스템 8개 기술

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등 방사선 융합 9개 기술로 총 17개 기술이며 <표 

3-4>와 같다.

<표 3-4>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 기술

[1] 원자력 혁신 시스템 기술 [2] 방사선 융합 기술

[1-1]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1-2]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
[1-3]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1-4]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1-5] 레이저원격검사 보수장치
[1-6] 소듐냉각 고속로
[1-7] 원자력 혁신재료
[1-8] 고방사선 작업 인공지능 로봇

[2-1]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2-2]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
[2-3]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
[2-4]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2-5] 기능성고분자 개발
[2-6] 산업용 동위원소
[2-7]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
[2-8]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2-9] 원자력 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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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기준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고 원자력 독자적인 기술이 아닌 범국가

적인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을 위해 정책전문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선행연

구 및 정부 부처의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평가 기준을 선정하 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한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발굴에 관한 연구’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신성장동력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는 신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성, 기술 확보 가능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 고, 

산업자원부는 현재 국내 ․ 외 산업구조 및 산업별 경쟁력, 기술변화 추세 및 전망, 세

계수요 전망, 5 ～ 10년 후의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

화 성공 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 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성, 국내역량 측면

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경쟁력이 있고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 으며, 보건 복지부는 세계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내개발 성공가능성, 세계시장

의 선점 가능성, 기술의 첨단성, 전략적 중요도를 평가 기준으로 하 다(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

략’ 연구는 5 ∼ 10년 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주력산업분야, 

차세대전략산업분야, 미래유망산업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전문가 의견조

사를 바탕으로 17개 산업 선정 후 전문가 집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야별 유망기술

을 선정하 다. 핵심이슈 발굴 및 핵심이슈 실현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

으며, 미래사회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습에 따라 중요한 산업 ․ 제품 ․
기술을 조사하 다. 도출된 산업 ․ 제품 ․ 기술에 대해 사업성 및 기술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 으며, 산업 ․ 제품 ․ 기술별로 기술 확보 방법(민간주

도 자체개발, 정부주도 자체개발, 국내 산학연 협력, 국제공동개발, 해외기술도입 중 

선택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하 다. 또한 도출된 기술을 하나를 선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로 기술의 성숙도 및 상대적 중요성, 사업성, 기술 확

보 가능성, 기술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 다(이정원 외, 2003).

본 연구에서의 신성장동력 기술 평가 기준은 상기 제시된 선행 연구의 평가 기준

을 참조하여 ① 기술 확보 가능성, ② 사업성, ③ 국가 전략적 중요성으로 하 으며 

각 기술별 하위 평가항목을 <표 3-5>와 같이 구성하 다. 기술 확보 가능성은 실현시

기와 기술격차에 따라 세계 ․ 국내의 상용화 실현시기, 선도국/국내의 기술개발수준 

등을 하위평가 항목으로 하여 기술적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을 조사하 다. 또한 최고

기술보유국과 이에 따른 국제공동협력 대상 국가도 조사하 다. 사업성은 경제적인 측

면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의 상용화 시 규모와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국내 매출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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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 다. 국가 전략적 중요성은 해당 기술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래

사회 기여도와 국가핵심기술(5T)과의 연관성을 하위 항목으로 선정하 다. 기술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기술개발 혁신전략 수립을 위하여 ‘혁신전략’이라는 항

목 하에 국내 ․ 외 기술혁신 단계, 연구개발 추진 방법, 사업화 추진현황, 중점육성 핵

심기술, 신성장동력 기술 간의 상호 연관성, 기술실현을 위한 개선점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선정하여 해당 기술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의뢰하 다. 

<표 3-5> 신성장동력 기술의 평가 기준과 주요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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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적/분석적 연구이다. 따라서 방법론을 설

정함에 있어 미래연구방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활용하는 자료와 결과의 

표현방식에 따라 크게 정량적인 방법론과 정성적인 방법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

량적인 방법론으로는 계량경제, 의사결정모델, 시계열 예측 등이 방법이 있으며 공통

적으로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에 있어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량적 방법에 의한 미래 기술 예측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정성적인 방법론에는 델파이, 미래휠, 사조예측과 같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

문가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이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미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연구들은 정성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조현대 외, 2004).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통찰력에 의존하는 방법이 미래 기술 

예측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의 정치적 ․ 경제적 배경에 의해 연구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와의 의견차이가 

크므로 이런 배타적인 의견을 종합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기술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측하기가 힘든 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중복 설문하여 미래 기술을 예측 ․ 분석하는 델파이 
방식을 사용하 다.

델파이 방법은 1960년대 미국 Rand 연구소의 Helmer, Dalkey와 Douglase 사의 

Gordon 등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 다. 델파이 방법의 핵심은 특정한 전문가 그룹

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델파이법은 통상적인 ‘대면’ 방식의 그

룹 활동과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델파이 수

행과정에서 패널리스트 간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전문가들은 설문서를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델파이에서는 그룹 전체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제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은 동일 집단의 평균적인 의견

을 파악할 수 있다. 델파이는 전문가 상호간의 의견교환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Brown, 1968). 델파이 방식에 

대한 방법론은 교과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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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성장동력 기술의 평가

1.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

가. 기술 확보 가능성

(1) 상용화 실현시기

<그림 3-2> 원자력 혁신 시스템 기술의 상용화 실현시기 

‘기술 확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자력혁신 시스템 8개 기술에 대해 국내 및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조사하 다. 상용화 실현시기 전문가 예측에 있어 설문 

대상 8개 기술을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2010년 이전에 상용화가 예측

되는 기술을 ‘Short-Term Development 기술’로, 2010 ～ 2020년 사이에 상용화가 예측
되는 기술을 ‘Mid-Term Development 기술’로, 2020년 이후에 상용화가 예측되는 기술

을 ‘Long-Term Development 기술’로 구분하 다. 

평가 결과, ‘차세대연구용원자로(연구로)’, ‘다목적중소형원자로(중소형원자로)’, ‘레

이저원격검사 보수장치(레이저)’ 기술이 ‘Short-Term Development 기술’로, ‘원자력혁

신재료(혁신재료)’, ‘경수로형 저온고출력 핵연료(핵연료)’,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



- 58 -

(로봇)’ 기술이 ‘Mid-Term Development 기술’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원자력수소생

산기술(VHTR)’이 ‘Long-Term Development 기술’로 분류되었다.

국내 상용화 실현시기에 따른 선도국과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는 전체 8개 기

술 중 5개 기술이 5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인다고 조사되었으며 ‘연구로’ 기술은 10

년의 격차가 ‘로봇’ 과 ‘VHTR’ 기술의 경우 선도국가 비슷한 시기에 상용화 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대부분의 기술이 기술선도국과의 실현시기 격차가 5년 이상일 것이라 예

측되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연구개발능력이 선도국에 비해 요원함을 알 수 있다.

상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실현시기가 빠른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여 선도국간의 실현시기 격차를 줄이는 가운데 핵심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이와 관련

된 중장기 실현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최고기술보유국과 국제공동협력대상국

<그림 3-3>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최고기술보유국과 

국제공동협력대상국

‘최고기술보유국’ 분석에서는 원자력혁신 시스템 8개 대상 기술 중 60%가 넘는 5

개 기술에 대해 미국이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

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미국이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프랑스는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과 ‘차

세대연구용원자로’ 기술에서, 러시아는 ‘다목적중소형원자로’ 기술에서, 일본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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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보수장치’ 기술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 현재 최고기술을 1개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저원격검

사 보수장치’ 기술과 ‘차세대연구용연구로’ 기술은 최고기술보유국이 2개국으로 나타나 

이미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공동협력대상국’으로는 대부분 기술이 최고기술보유국과 일치하 으나 ‘고방

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경우 최고기술보유국은 ‘미국’으로 국제공동협력대상국

으로는 ‘일본’으로 나타났고,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의 경우 최고기술보유국은 ’프랑스

‘로 협력 대상국으로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경우 현재는 ’미국‘이 최고 선도국이지만 ’일본‘이 곧 추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며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 ‘미국’의 기술 잠재력과 Gen-IV 국제공동연구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3) 기술개발수준

<그림 3-4>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기술개발수준

선도국의 기술개발 수준을 기준으로 설문대상 8개 기술 중 2개(중소형원자로, 연구

로) 기술이 연구개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로, 3개(로봇, 레이저, SFR) 기술이 중간 

수준으로, 3개(혁신재료, 핵연료, VHTR) 기술이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설문대상 기술의 선도국 기술개발 평균은 67.5%로, 국내 기술개발 평균 3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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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의 기술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혁신재료’ 

등 3개 기술은 선도국과 약 20%의 기술격차가, ‘원자력수소생산기술' 등 2개 기술은 

30%의 기술격차가, '소듐냉각고속로' 등 3개 기술은 선도국과 40%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를 해석함에 있어 동일하게 20%의 격차가 있다(중소형원자로, 로봇, 혁신

재료) 하더라도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선도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은 기술이 낮은 기

술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도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인 경우,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도국 기술개발 평균에 따라 기술개발수준을 4개 역으로 나누었다. I-Region은 

선도국과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모두 높은 역, II-Region은 선도국의 기술개발수준이 

국내보다 높은 역, III-Region은 선도국과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모두 낮은 역, 

IV-Region은 국내 기술개발수준이 높은 역으로 분석되었다. 구분된 기술 역에서 설

문대상 기술은 대부분 II, III 역에 위치하 고 기술의 포지션에 따른 기술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I-Region인 경우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가치사슬을 선진

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선도전략(leading strategy)이 

바람직하다. 이 그룹의 기술들은 국가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에 있어서는 이미 시장이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이 많고 조기에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발초기단계부터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주체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되 핵심역량에 따라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역의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별로 사업화 전략의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기

술기획단계에서 산업체의 수요를 반 한 제품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단계

별, 분야별로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연구주체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II-Region인 경우 국내 및 국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첨단신기술의 확보전

략을 통해 선두권에 있는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추월전략(catch-up-strategy)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이 분야에서의 산업들은 대

체로 성장기에 들어선 산업들이 많으므로 기술혁신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분야에 따라서는 초기에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주체에 있어서도 산 ․ 학 ․ 연 공동연구체제가 바람직하며 시장 및 기
술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역의 기술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 및 기술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

이지만 여전히 환경변화가 빠른 분야이므로 시장에서의 기술수요를 토대로 탄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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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내용에 있

어서는 국가 전략적 수요를 반 한 핵심 ․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공동연
구를 통한 성과가 민간으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해

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의 일

관성 및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점육성 핵심기술(5T) 육성전략과 연계하

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III-Region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

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선점하는 개척전략

(pioneering strategy)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의 기술들은 아직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

았거나 이제 막 도입기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정부

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기

업의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업화를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기술전략의 수립이나 기술기획과정에서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수요를 반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방식도 초기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

관이 주도하거나 국제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

장하여야 한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시장 및 기술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분야들로서 기술혁신

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기술 및 시장의 변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고려하여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인 내용에 있

어서는 기초 ․ 기반연구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술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기
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 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융합형 전문인력

의 양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4) 국내 기술역량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하려면 기술 능력, 주요시설 및 인프라, 핵심고급 인력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내의 

기술역량을 조사하 다.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기술은 기술선점을 통한 원자력 수출에 기여하기 위

해서 핵연료의 안전성 및 경제성 증진이 탁월한 신개념(저온, 고출력, 초고연소도)의 

핵연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존 실린더형 연료봉을 

환형 이중냉각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열전달 면적이 증가하여 핵연료 온도를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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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및 열적 여유도 20% 이상 향상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 다. 연구개발에 필요

한 기술은 ’97 ～ ‘06 동안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술 소유권을 다수 확보
하 으며 핵연료 기술개발의 시험시설 구축 및 집합체 단위의 시험시설을 구축중이다.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핵연료 기술개발 경험인력의 연구개발 참여 및 신규인력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핵연료관련 체계적 교육시스템의 운용으로 신규 고급인력 양성해야 

할 것이다.

‘레이저원격검사 보수장치’ 기술은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국내 각 분야

에서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 능력 확보에는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기술 능력을 고려하면 일본, 미국 등 기술선도국과 공동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다. 레이저 원격검사 보수기술과 관련한 국내 보유 기술로는 원전 시설 활용을 목

적으로 개발된 고출력 레이저의 광섬유 전송 기술, 레이저 용접 및 절단 기술이 있으

며 산업적으로 활용 단계인 레이저 마킹 및 트리밍 기술, 레이저 형상측정 장치 기술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기술에서 연구 결과를 정량화하여 산업에 적용하는 단계

에 이르지는 못하 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 발진기, 원격장치 등이 요

구되며 다른 기술과 달리 대규모 시설은 불필요하나 현재 기반기술 구축에 대한 지연

이 있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레이저 광학, 계측, 가공, 비파괴 

검사, 재료, 제어 분야의 인력을 광산업 관련 기관 및 원자력 산업체에서 수급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혁신재료’ 기술은 지난 20년간 원자력 재료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재료 개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으

며 세계적으로 나노기술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어 나노기술을 활용한 혁신재료의 개

발이 용이해지고 있다.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로가 정상가동하고 있

으며, 양성자빔 사업단의 발족으로 가속기를 활용한 응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신재료 설계 기술, 극한환경 향평가 기술, 조사시험 및 성

능평가 기술, NT 공정 및 분석기술, 정  NDE 기술 분야의 연구경력을 축적한 재료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다목적중소형원자로’ 기술은 설계기술에 있어 기본적으로 국내에 축적된 가압경수

로 설계기술과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일체형원자로 

SMART pilot 플랜트의 건설 및 시운전을 통해 일체형원자로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

해야 한다.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은 기존의 고방사선 작업 로봇에 인공지능을 더

한 형태이므로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은 ITER 협력국 간의 국제 교류를 통해 현재까지 축적되어 있는 내방사화 기술 공동

연구 및 내방사화 평가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의 인력자원은 인공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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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력의 단절현상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은 국내에서 기술 개발 경험이 없는 기술이므로 다양한 국산

화 사업 및 Gen-IV, 미국의 NGNP, 한-중 공동연구센터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능력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1992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독자적 개념

설계 개발 후 현재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중장기 계획사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함께 

Gen-IV 국제공동연구를 병행하면 2020년경 소듐냉각 실증로 상세설계가 가능하여 선

진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설

계 전산코드 및 방법론은 개념설계 수준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상품 개발을 위한 소듐 

실험 시설도 개념설계 수준까지 확보되어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립된 설계절차에 따라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유경험자가 필요

하며, 현재 각 기술 분야별로 경수로 설계경험 및 Kalimer의 개념설계 수행 경험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차세대연구용원자로’의 국내 기술 능력은 하나로 건조 및 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설계를 완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 사업성

<그림 3-5>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세계시장규모와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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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 전체 8개 기술의 사업성 평가를 위해 상용화 시 세계시장규모를 기준으

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원자력수소생산기술(VHTR)'과 ’소듐냉각고속로

(SFR)' 기술이 연간 100 ～ 1,000억 $ 규모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핵연료)’ 기술 등 3개 기술이 연간 10 ～ 100억 $ 규
모로,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로봇)’ 기술 등 3개 기술이 연간 10억 $ 이하의 시장

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상용화 시 국내 기술의 매출액은 ‘원자력수소생산

기술(VHTR)'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이 연간 10 ～ 100억 $, ‘다목적중소형원자
로(중소형원자로)’ 기술과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핵연료)’ 기술이 연간 1 ～ 10
억 $, ‘원자력혁신재료(혁신재료)’ 등 3개 기술이 연간 1억 $ 이하를 올릴 것으로 조사

되었다.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의 경우 수소경제시대의 도래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의 국가가 2025년을 전후해 원자력을 이용한 상업용 수소를 시장에 공급할 목표를 가

지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세계 각국이 수소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향후 10 ～ 20년 내에 석유생산량이 절정에 달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도
래할 것이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물론 풍력 ․ 지열 ․ 조력 ․ 핵융합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 재생에너지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전력은 

전장하거나 운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020년의 수소연료소비량은 수송부분

에너지 소비의 10%로 전세계에서 연간 1조 3천 600억 m
3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연

간 1,300억 $ 상당이며, 국내의 수요는 이중 2.2%인 29억 $/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NuTRM, 2005).

2050년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는 약 2,000 GWe이며, 이중 고속로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약 20%정도로 예견되고 있다(GIF-014-00, 2002). 여기서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가 세계시장의 60%, 한국이 10%, 중국 등 기타 국가가 30%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부터 20년간 약 52,000 M$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듐

냉각고속로' 기술은 유가 급등 및 전원시장 활성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등 여러 가

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타 상용로와의 경쟁 등을 고

려해 사업성에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속로의 경우 시

장성도 중요하지만 핵주기의 완성이라는 국가 전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의 경우 타 기술에 비해 시장성은 뛰

어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이 기술개발 초기 단계여서 시장 규모에 있어 유동

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수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 기술의 경우 국내외 핵연료 시장의 수요 증대에 따

라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이며, 2015년까지 10기의 경수로 원전이 추가로 건설 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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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내 핵연료 비용은 5억 8,000만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DOE R&D 계

획에 따르면 향후 경수로 핵연료의 경우 80 ～ 100 MWD/kgU까지 연소 가능한 핵연

료 개발을 목표로 NEA/NSC 전문가그룹회의에서 Very High Burnup(VHB) program

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다(Madeline, 2004).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의 경우 중동 및 동남아 각국의 해수담수 플랜트에 대한 관

심 증대와 지역난방, 선박 및 우주선 추진 동력원 등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향후 

그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기 내외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혁신재료’의 경우 4세대 원전 개발의 주요 cross-cut 기술로서, 원전뿐만 아

니라 고온 발전 및 항공우주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그 활용과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면이 많아 세계 시장은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과 ‘레이저 원격검사 보수장치’ 기술은 연간 1 ～
10 억 $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활용만은 고

려한 것이고, 관련 분야의 파생적 효과를 따진다면 세계 시장 규모는 매우 클 것이다. 

‘차세대연구용원자로’ 기술은 현재 건설되어 있는 연구로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요

가 크리라 예상되지만,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건설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세계 

시장 규모를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간 1 ～ 2기 정도의 수요가 세
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 다.

각 기술 분야에서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및 업체와 각 기술전문가

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주요 경쟁자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형태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모든 설계 및 제작기술의 완전 자립을 달성하고 기술성, 안전

성, 경제성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원자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학연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의 구축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수

소생산은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일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

가 너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생산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

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소듐냉각고속로’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자국 내의 기존 경수로나 다른 형태의 4

세대 원자로와의 경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가 세계시장

의 60%, 중국, 국, 인도 및 기타 국이 30%, 우리나라가 10% 내외 정도를 점유할 것

이라 조사되었다.

‘경수로용 저온고출력핵연료’ 기술의 경우는 세계 시장이 BNFL ․ W/H ․ ABB/CE



- 66 -

와 AREVA NC 양대 메이저 회사로 양분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두 메이저 회사에 의

해 시장이 주도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경수로형 

신형핵연로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저온고출력 핵연료의 우수 기술 선점과 산업재산

권 확보를 통하여 시장을 선점하여야 하며, 전력수요는 증가하나 신규원전 건설이 어

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다목적중소형원자로’는 활용 범위가 넓어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IAE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수담수화에 있어서 화석연료, 전기분해, 삼투압 등의 

대체기술이 있으나 열병합 규모가 300 ~ 600 MW이면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다. 또

한 선박 추진 동력에서는 25노트 이상의 속력에서는 원자력 사용이 경제적이라는 연

구결과가 있었다. 러시아의 KLT-40, 미국의 IRIS, 아르헨티나의 CAREM, 일본의 PSRD

가 주요 경쟁대상이다. 

‘원자력 혁신재료’의 경우 현재 국제간의 경쟁보다는 공동 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득이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각 국의 치열한 시장 확보 경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혁신재료의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DB의 독자적 구축을 통해 세계 경쟁

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원자력혁신재료의 열화손상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및 

가동률을 결정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 재료의 열화손상 기구 규명이 안 된 상태이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조장균열 또는 응력부식균열 기구를 제어

하는 것은 수소취성이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원자력혁신재료 기

술의 가장 원천 기술은 금속의 수소취성 기구 규명 및 억제 기술이다. 따라서 거대한 

사업형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내수소취성 금속재료 기술과 같은 원천기

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레이저원격 검사보수 장치’ 기술의 경우 미국과 독일이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나 시스템 산업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과 도시바원자력연구소의 경우 관련 기술에 있어 가장 앞서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현재의 관련기술에 대한 기반

기술을 구축하여 비접촉 원격 기술을 중점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의 주경쟁자는 Cybernetix, teleRob, Remotec이며 향

후에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다. 국가 전략적 중요성

(1) 미래 사회 기여도

원자력 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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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확보 가능성과 사업성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들의 안전하

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과학기술환경 및 원자력 기술 환경 분

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요인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에너지

자원의 확보, 국가안보의 보장, 원자력 수용성 증대 등 5가지 이슈로 정리하 다. 

<그림 3-6>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미래사회 기여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과 ‘차세대연구용원자

로’ 기술이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경

우는 노령화 사회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실버노동력과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개발이라는 점에서, ‘차세대연구용원자

로’ 기술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BNCT(Boron Neutron Capture 

Theraphy) 기술 등을 활용한 치료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쾌적한 환경’과는 대부분 기술들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NOx, SOx 

등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이 타 

기술에 비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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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의 확보’와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 기술이 전력의 안정공급과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원자력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안보의 보장’과는 ‘다목적중소형 원자로’, ‘차세대연구용원자로’, ‘고방사선작

업 인공지능로봇’ 기술과 연관이 있으며 ‘원자력 수용성 증대’와는 ‘경수로용 저온고출

력 핵연료’, ‘레이저원격 검사보수 장치’,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이 타 기술

에 비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

21세기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

노기술, 환경기술, 우주항공기술 등 신기술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고 주요 기술예측 조

사결과 및 미래유망기술 전망들에 따르면 이러한 신기술이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술의 학제 간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변화의 속

도, 기술 분야들 간 시너지 효과와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강광남 외, 2002). 

최근 정부는 미래 유망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국가전략핵심기술(IT, BT, NT, 

ET, ST) 등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첨단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 기술과 국가전략핵심과의 연관성 분석은 정부의 투자 방

향에 부합하고 미래 사회 수요를 만족하는 원자력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 도출에 있

어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IT기술’과는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이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원자력 분야에서의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은 고방사선 환경의 원자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율 이동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

적이지만 로봇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부가적 필요성에 의해 창출되는 신개념의 센서가 

개발되고 IT, MENS, NT, ST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개발 등을 통한 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산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능형 로봇 개발은 국가 성

장 동력산업으로서 타 기술과의 긴 한 협조 및 상호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기술

과 관련된 IT 파생기술로는 가상현실, 원격제어,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목적중소형 원자로’ 기술도 IT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MMIS(계측제어 + 인간공학) 분야의 첨단 IT기술 접목으로 디지털 원전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BT 기술’과 연관이 있는 기술로는 ‘다목적연구용원자로’가 선정되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신약개발, 생체분자 학문 연구, 의료복지향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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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 되고 있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용자의 90%가 NT 분야에 있어 

연구로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 으며, 이용자의 88%가 BT 분야에 있어 

하나로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 다(곽미애, 2003). 

‘NT 기술’과는 ‘원자력혁신재료’와 ‘다목적연구용원자로’ 기술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혁신재료’ 기술은 고강도 재료 개발, 기능성 복합체 개발, 나노산화물 

입자분산 및 규명기술에서, ‘다목적연구용원자로’ 기술은 미세구조 특성연구 분야에서 

NT 기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레이저원격 검사보수 장치’ 기술은 

물질용접분야에서 NT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ET 기술’과는 대부분이 설문대상 기술들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는 신형핵연료 개발, 원자력에너지 이용률 향상, 원자력 이용에 따른 온실효과 감소,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혁신 시스템 분야의 기술 자체가 ET 분야에 속하며 그 활용에 

있어서도 ET 기술과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ST 분야’와는 초고온 재료 개발과 연관이 깊은 ‘원자력혁신재료’ 기술과 항공기 

보수에 이용되는 ‘레이저원격 검사보수 장치’ 기술이 연관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3-7>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과 5T와의 연관성 



- 70 -

(3) 기타

신성장동력 기술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으로 미래 사회의 기여도 및 국가전략핵심

기술과의 연관성 외에 개발의 시급성, 공공성, 기술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효과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경수로용 저온고출력핵연료’ 기술은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 극대화 및 사용후 핵연

료 처분량 경감 요구와 현재 국내 원전 핵연료의 기술로열티 지불 및 피복관의 수입

에 따른 해외 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

‘다목적중소형 원자로’ 기술은 소규모 전력생산, 인구 집 지역의 지역난방, 선박추

진 기관의 동력원 등 사회적 활용 범위가 광대하며, 해상 바지선 건설이 가능하므로 

기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NIMBY 현상과 까다로운 입지조건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레이저원격 검사보수’ 기술은 설계, 검사, 가공, 감시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로 정

산업 분야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전자산업 분

야에서 비상시 진동, 결함 등의 검사 및 보수에 사용될 수 있고 레이저 정  용접, 원

격절단, 레이저 마킹 등 현재 활용이 늘어나는 기술과, 레이저 피닝 등 새로 산업적 

활용이 시작되는 고부가가치 신기술에 파급 효과가 크다.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은 유가 급등을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초기에 참여해야 효과적인 기술 취

득이 가능하며,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원자력수소 생산 연구가 실험단계이므로 지

금이 기술협력의 최적기이다. 수소는 전기 생산, 자동차 연료, 가정용 연료 등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광범위하여 국민 생활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열화학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며, 

상용화에 성공한 후에도 수소연료를 활용하는 정  첨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은 최근 우라늄 원광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우라늄 원광 및 

변환 가격의 급등, 농축가격의 상승으로 연료비가 20% 증가함에 따라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며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방사능 준위를 낮추거나 안정 핵종으로 변화함으로써 폐기물 저장량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다. 또한 재처리 시 본질적으로 핵폭탄 제조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어 핵확산 

저항성이 크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몇 기의 소듐냉각고속로를 건설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나, 전기 생산에 따른 매출 외에 

핵주기 완성이라는 부가적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절대적 안전성과 경제적 고 효율성

을 갖는 원자력 혁신재료의 국산화기술 개발을 위해 ‘원자력혁신재료’ 기술 개발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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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며, 사회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입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

요하다. 원자력 혁신재료 기술은 우주 항공 산업 및 나노, 기타 발전소에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이 기술에서 축적된 DB는 국가 분산형 지식 네

트워크로 구축되어 국가 기초과학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로봇’ 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핵심요소기술을 통합하는 복잡

한 시스템이므로 일반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며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신소재, 센서 등은 민간 기업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 주도의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핵심 요소 기술 및 부품들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량 창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규모의 고용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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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융합 기술

가. 기술 확보 가능성

(1) 상용화 실현시기

<그림 3-8> 방사선융합 기술의 상용화 실현시기

방사선융합 기술의 ‘기술 확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 대상 9개 기술에 대

해 국내 및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조사하 다. 방사선융합 기술의 상용화 실현

시기 예측에 있어 모든 설문 대상 기술이 선도국의 상용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2010

년 이전에 상용화가 예측되는 기술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술별로 실현시기에 있어 

그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상기술이 현재 세계적으로 일부 상용화가 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다. 그룹 I 기술의 경우 부분 기술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들이며, 그룹 II의 기술은 단기간 내에 상용화가 예측되는 기술들이다. 

그룹 I에는 ‘기능성고분자개발(기능성고분자)’ 등 5개 기술이 그룹 II에는 ‘원자력빔이

용 유용 유전자원(유전자원)’ 등 4개 기술이 포함되었다.  

방사선융합 기술의 국내 상용화 실현 시기는 2015년 이내로 대부분이 기술 선도국

과 5 ～ 10년의 실현격차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용 동위원소(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질병진단)’ 기술의 경우 선도국과 비슷한 시기에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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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식품생명)’의 경우 약 7 ～ 8년의 
실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융합 혁신 기술의 실현시기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보다 기술개발주기가 짧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21세기 기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단기

적인 성과 창출도 가능하게 한다.

(2) 최고기술보유국과 국제공동협력대상국

<그림 3-9> 방사선융합 기술의 최고기술보유국과 

국제공동협력대상국

‘최고기술보유국 분석’에서는 방사선융합 9개 대상 기술 중 90%가 넘는 기술에 대

해 ‘미국’과 ‘일본’이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차세대반도

체 방사선 계측기’ 등 6개 기술에서(‘기능성고분자’ 기술은 ‘일본’과 공동), ‘일본’은 ‘방

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 등 4개 기술에서(‘기능성고분자’ 기술은 ‘미국’과 공동, ‘방사선

육종 고부가 작물’은 ‘중국’과 공동), ‘중국’은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 기술에서(‘일본’

과 공동) 최고기술보유국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공동협력대상국’으로는 대부분 기술이 최고기술보유국과 일치하 다. 그러나 

‘기능성고분자’ 기술에서는 ‘미국’ 대신 ‘EU’와 ‘일본’을 공동협력대상국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방사선육종고분자’ 기술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을 국제공동협력대상국으

로 전문가들은 선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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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수준

<그림 3-10> 방사선융합 기술의 기술개발수준

  

방사선융합 기술의 ‘기술개발수준’을 선도국의 기술개발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설문대상 9개 기술 중 ‘차세대반도체 방사선계측기(계측기)’ 등 2개 기술이 연구

개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질병진단)’ 등 5개 기술

이 중간 수준으로,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유전자원)’ 등 2개 기술이 전세계적으

로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대상 기술의 선도국 기술개발 평균은 65.5%, 국내 기술개발 평균은 40%로 전

체적으로 약 25%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세대반도체 방사선계

측기(계측기)’ 등 2개 기술은 선도국과 약 40%의 기술격차가,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

재(신소재)' 등 3개 기술은 30%의 기술격차가,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질병진

단)' 기술은 20%, ’원자력빔이용 유용 유전자원(유전자원)‘ 기술은 10%, ’기능성고분자

(고분자)‘ 기술은 선도국과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개발 수준에 따른 기술격차의 경향을 보면 선도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은 경

우에는 국내와의 기술격차가 크고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일수록 기술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 방사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선도국들에 비해 크게 미약하 으나 최근에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의 

방사선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내외 공통적으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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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미약한 분야일수록 현재로서 정확한 기술격차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방사선융합 기술의 경우 대부분이 선도국의 기술개발수준이 높은 II-Region과 선도

국과 국내 기술수준이 모두 낮은 III-Region에 위치하 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II-Region 기술인 경우 국내 및 국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첨단신기술의 확보전

략을 통해 선두권에 있는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추월전략(catch-up-strategy)이 바람직하며 III-Region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

서의 기술경쟁력을 선점하는 개척전략(pioneering strategy)이 바람직하다. 

II-Region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는 어려우나 향후의 기술개발 전망이 밝으므로 기술혁신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

술들의 주된 전략적 관심은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바

탕으로 기존 시장의 역을 확장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을 창출하는데 두고 

있다.

III-Region의 기술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의 기

술개발 수준도 충분하지는 않는 분야이나 지속적으로 기반기술을 축적하면서 우리가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야의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적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을 확장시키거나 시장 자체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4) 기술발전 전망과 국내 기술역량

(가) 방사선식품생명공학제품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제품의 위생화에 사용되어온 화학훈증제, 화학첨가물 등은 

환경공해, 건강장해, 유해물질 생성 및 잔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세계

적으로 그 사용이 일부는 이미 금지되었거나 점차 금지될 전망이고, 국가 간 교역에서

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훈증살균의 대체기술로서 방사선 조사기

술의 실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품 중심의 공중위생용품 위생화 기술 적용

이 현재 약 50% 수준에서 2020년 70% 수준까지 보급되며 아울러 화장품, 식품용기 및 

포장재, 개인위생용품 등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있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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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가 큰 식품생명공학 소재의 개발에 대한 집중화가 예상되며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융합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국내의 기술능력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 및 안정성 평가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 수

준의 기술을 확보하 으나 특수식품 개발기술은 현재 기초연구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기술은 2010년까지 국내 자체기술로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며 전자선 ․ 이온빔 조사시설 설치 기술은 산업체에서 기술을 확
보하고 있는 단계이다. 핵심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방사선 이용 식품생명공학’ 분

야의 복합 전문기술인력과 국제협력을 위한 식품보건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원자력빔이용 유용 유전자원

유용 유전자원의 개발은 단지 유전자원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적으로 적용 가

능한 유용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적극적 응용이 요구되는 바, 개별적인 유용 유전자

원으로부터 특정산물의 대량생산을 시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유전자원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용유전자원이 확보 ․ 보존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유용유전자원의 개발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유용유전자원의 

나열적인 확보에서 좀 더 진일보하여 유용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질을 유용한 것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인프라 구

축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정부출

연연구소 뿐만 아니라 DNA microarray 기술을 확보한 벤처 및 대기업 부설연구소, 

대학과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집약적인 본 돌연변이체 

확보 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포 생리 및 유전 그리고 발효기술에까지 다방면의 생

물 관련 기술에 정통한 소규모 핵심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다)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

일본에서는 cyclotron과 중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돌연변이 확대 기술개발에 착수하

으며 중국은 우주환경을 활용한 품종개발 및 식량생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화훼

선진국 네덜란드에서는 교배품종에 의한 신품종과 함께 다양한 돌연변이 품종도 같이 

개발하여 품종 등록을 함으로써 품종의 독점권 및 시장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식물 돌연변이체는 유용유전자 탐색 및 post-genome 시대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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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능해석은 물론 생리 ․ 생화학 기구 및 형태형성 연구를 위한 필수 소재로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돌연변이 육종연구는 교잡육종 및 BT의 발전으로 한동안 소외되어 왔으나, 

그동안 국내외의 꾸준한 품종개발 성과와 돌연변이가 유전자원 확대에 유용하다는 것

이 밝혀지면서 최근 관련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방사선 육종분야에서는 

돌연변이 육성 대상 품목을 식량작물 등 일부 품목 중심에서 특 ․ 약용식물, 화훼, 과

수, 채소 및 조경식물 등으로의 다양화와 함께 품종의 개량 형질도 고기능성, 병해충 ․ 
환경 스트레스 복합저항성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용이 가능해질 중이온빔 및 양성자빔 등을 활용함은 물론 새로운 RT-BT 융합 기

술을 개발하여 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창출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선진국의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약품 개발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단일물

질 혹은 단일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향후 생체방어 효과의 측면에

서 기존 소재의 복합을 통한 상승효과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고효능 ․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약품 개발이 예상된다.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의 가공 및 효능증대 연구는 선진국에서도 초기단계

이므로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생체방어 및 퇴행성 만성질환 예방 ․ 치료 대체의약품  
우수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검색 및 생체효능검증 모델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기술역량은 방사선 이용 생리활성물질 탐색의 기반기술은 확보된 상

태이나 다른 기술은 기초연구단계이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초연구 및 산업화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나 감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의 

방사선원은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사선 이용/식품/생명공학/보건 분야

의 복합 전문기술인력과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 공정설계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
는 향후 산학연 협동에 기초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운 과정에서 확보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마) 기능성 고분자 개발

방사선 가교 ․ 분해 기술 개발에 있어 선국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가교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은 종

이, 금속, 나무 등에 코팅 조성물을 도포하고, 이것을 전자선으로 경화시키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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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플로피디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방사선 가교 기술을 활용하여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 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또한 이온교환막의 제조비용을 줄이고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전력 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장수명 내방사선 재료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가교전선, 타이어가교, 열수축성 튜브, 폴리올레핀 폼

의 생산기술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최근 

일부 기능성 재료 분야에 대한 국내 자체 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품의 개

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구시설은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대학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 수급도 용

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 산업용 동위원소 

금속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의 경우, 미국은 원자레이저법 동위원소 분리기술을 

적용하여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레이저법과 플라즈마법

을 차세대 생산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

소와 러시아의 원자로연구소가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의

료분야에 최대 수요품목인 무담체 Mo-99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회수장치가 

장착된 액체연료 연구로 개발과 대형 가속기를 사용한 제조법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동위원소 분리 및 생산 기술은 특성상 물리 ․ 화학 및 공학의 첨단 기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융합하는 체계

적인 구성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성공적인 결과는 직접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연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위원소 생산기술은 국가 간 기술이전에 인색한 분야로 이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인력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핵심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수립이 중요할 

것이다.

(사)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현재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계측기 기술의 개발 목표를 펨토급의 초고속 계측기, 

100%에 가까운 고효율의 계측기, 측정/분석/ 상획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계측

기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방사선 계측 기술이 개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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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계측기의 검교정 및 방호분야의 일부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단품 응용기기의 개발, 대학 연구실에

서의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연구를 위한 시설

은 국내에 상당 수 확보되어 있으나 계측기 개발을 위한 박막 및 섬광체 제조 시설은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PIN 다이오드를 이용한 pocket dosimeter 국산화에 

성공하 으며, 산업용 수위측정기, 두께측정기의 실용화가 진행되는 등 국내의 방사선 

계측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개발에 필

요한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기초학문과 기반기술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차후 산학연 

공동 연구로 핵심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핵심고급인력에 있어 전자공

학, 재료공학 등에서 반도체를 연구한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에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방사선 계측용 센서 설계를 위한 핵물리학, 핵공학 분야의 인력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

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현재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양전자방출 단층촬  

혹은 CT가 부착된 PET-CT를 이용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 기능이 추가된 상에 

유전자 기능, 세포기능 등에 대한 정 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cyclotron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가 가능함으로 생체 신호전

달과정, 암 유전자 활성과 down stream, up stream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각종 생화

학 및 분자생물학적 과정을 상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질환에서 포도당, 지

방 및 단백질의 대사과정을 상화함으로 질병의 근원적 접근, 진단, 치료방침 및 예

후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내 방사선의약품 이용 기술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 화합물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 소

요시간이 짧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이용 

기술의 개발은 고부가가치 기술인 신약 창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기술인 상처리기술, 분자생물학 기술, 방사성의약품 제조기

술의 국내 확보가 가능하며 주요 인프라인 대형병원 핵의학과와 연구기관 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그러나 핵심인력인 핵의학 

의사 및 핵의학관련 연구원은 지속적 투자와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화학자 및 관련 연구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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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실정이다.

(자)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

미국의 방사선치료 관련 미래 기술은 주로 Varian의 방사선기기 생산 면에서 유럽

을 기반으로 하는 Simens와 같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함으로써 물리 관련 및 상 관

련 퓨전 기술 등이 향후 10년간 눈부시게 발전가능하고 또한 각종 신 방사선기기의 

판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미 앞선 

기술력 및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 관련 기기 개발 및 상 퓨전 기술

은 국내의 기술이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즉 틈새시장으로 강 자기장 발생

장치에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다국적 기기 생산 기업에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

야 할 것이다. 방사선 예측 및 조절분야의 생물학적 측면은 미국, 유럽 등이 암의 분

자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전신 항암제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

선치료 예측 및 조절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본이 이미 

방사선치료 예측 및 조절분야의 생물학적 타겟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므로 공동 연

구를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성

<그림 3-11> 방사선융합 기술의 세계시장규모와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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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융합 기술의 ‘사업성’ 평가를 위해 세계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세 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 본 결과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식품생명)', ’기능성 고분자개발(고분자)' 

기술이 연간 100 ～ 1,000억 $ 규모(I-Group)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
으며,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유전자원)’ 등 4개 기술이 연간 10 ～ 100억 $ 규
모(II-Group)로, ‘방사선치료 예측/조절(예측조절)’ 등 3개 기술이 연간 10억 $ 이하의 

시장(III-Group)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방사선융합 기술의 상용화 시 국내 매출액은 기술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이 세계시장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0.1 ～ 1억 $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과 주요 경쟁자

(가) 방사선식품생명공학제품

2002년 기준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생명공학 제품 및 유통관리 시스템의 세계

시장은 150억 $ 수준이며, 국내산업 규모는 0.1억 $ 수준이다(NuTRM, 2005). 향후 

2010년경부터 국제협약에 의하여 훈증살균이 금지됨에 따라 국제 교역을 중심으로 식

량자원 및 공중위생제품의 방사선 살균 시장은 매년 20% 내외로 고도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량자원 안전저장 기술로서 군용식량, 비상식량, 

우주식량, 무균식 등의 다양한 특수식량 및 미래식품의 가공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 경쟁국으로는 미국과 EU를 들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NASA, 국방성 등을 

중심으로 특수식품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어 현재 산업화 단계에 이르 으

며 EU의 경우 방사선 조사제품의 검지 및 검역을 위한 제반 법규와 시스템을 확보하

고 있다.

(나) 원자력빔이용 유용 유전자원

 유용 유전자원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숙주균주의 개발 및 

그 개량에 이용되며 궁극적으로 생물의약, 환경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응용될 수 있

다. 또한 단백질 의약품, 유용대사산물, 아미노산발효, 항생제 생산 등 기초 의약 및 

산업적 산물을 포함한 모든 바이오제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유전자원을 이용

한 제품의 전세계 연간시장규모는 약 5천억 $에서 8천억 $로 추산되고 있다(오경희 

외, 2002).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을 위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

히 발전된 상태에 있고,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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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탐색과 수집에 관심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식물 육종은 물론 다

양한 유전자원에서 신제품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

2003년 기준으로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약 53조원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48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국립종자관리소, 2003). 향후 유전자 기능을 해독하고 활용하기 

위한 post-genome 시대의 기능유전체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돌연변이 유전자수요가 

증대될 전망이어서 생물자원을 개발 ․ 활용하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산업은 21세기 가
장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방사선농업이용의 경제규모는 1997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인데, 돌연변이 품종개발에 의한 매출액은 1조원으로 84%에 달하고 미국의 경우는 

연간 17조원 규모이다.

(라)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최근 기능성식품 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과학적 효능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보건용 제품 및 생체보호 및 만성질환 예방 ․ 치료 기능성식품 ․ 대체의약
품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2003년 기준 천연약물 및 대체의약품 시장은 국내 

4억 $, 세계 720억 $로 추산되며 그 중 생체보호 및 만성질환 예방 ․ 치료 기능성식품 
․ 대체의약품은 총 시장의 5%정도로 추정되고 있다(WHO, 2003).

미국은 국립암연구소에서 1990년부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연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으며 현재 항암효과 등 특정 생리 효능을 나타내는 단일 성분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후생성 및 학계에서 깊은 관심을 갖

고 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법적 제도 하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식품중 상

위 품목들을 보면 클로렐라, 로얄젤리, 비타민 함유물, 알로에, 키토산, 지버섯, 고려

인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 기능성 고분자 개발

세계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분자, 

전자, 의료, 항공우주 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기능성 고분자 개발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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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료전지용 시장은 2010년부터 매년 20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중 격막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1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

우 인공피부, 인공연골 등의 2010년 국내시장 규모는 7조원 상당이며, 방사선을 이용

한 기능성 고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정도로 추산된다(산업자원부, 2002).

고분자 가교기술은 미국의 Raychem사, Zimmer사, MIT, Berkeley 등이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 선두에 서 있으며 일본 다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 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구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선 경화기

술에 있어서는 미국의 NASA 및 캐나다의 Ascion, 생체재료 제조기술은 미국의 Jons 

& Jons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과 내방사선 평가 기

술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관련 연구소들이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바) 산업용 동위원소 

산업용 동위원소 중 안정 동위원소는 원자력 분야는 물론 일반 의료진단 분야, 초

전도, 광학, 정  전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5억불이

상, 2015년에는 30억불, 2020년에는 40억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Finance Investment Inc., 2002). 

방사성동위원소는 비파괴 검사, 반도체 가공 등의 공업 분야, 식품조사, 품종개량 

등의 환경 분야, 나노신소재, 첨단 방사선 센서 등의 첨단연구 등의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며 다양한 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02년 발간된 Frost-Sullivan 시

장 보고에 따르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2003년 약 27억 $이며 이중 의료용 ․ 산업용 
방사선 동위원소 시장은 7억 $ 정도이고, 연간 10% 이상 성장하리라 전망되었다. 이러

한 추세로 본다면 2020년 방사성 의약품의 원료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은 79

억 $에 달하며,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은 12억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Frost-Sullivan, 2002).

현재 동위원소 기술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 일부 국가만이 확보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큰 폭으로 확대될 방사성 동위원소와 안정 동위원소 

시장은 자칫 일부 제한적인 국가의 독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2010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약 185조원(OECD, 1997),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한국생물산업협회, 2001) 전망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관

련기술이 바이오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 정도로 본다면 세계시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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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1.8조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개발에서 캐나다는 현재 임상 1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인슐린을 주사 맞지 않고 폐로 흡입하는 인슐린에 대한 임

상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또한 GE, Siemens 등의 세계 

주요 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섬광체와 광증배관을 활용한 핵의학 상기기가 제작 

판매되고 있다.

(아)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 

세계의 항암제 시장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발암환자 증가로 인해 커다란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디시전소시스는 항암제의 시장 규모가 2007년  

경에 153억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다. 현재 국내 암 환자의 30% 정도가 방사선 치

료를 받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 정도가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은 초기 항암제 시장규모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사선 관련 의약품 및 기술이 현재 뚜렷한 개발품이 없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여 상품화되었을 때의 시장을 대표적 항암제인 taxol의 이익 발생

과 유사하다고 가정하 을 때 연구 결과가 발생할 2020년도에 600억원 이익이 발생, 

차기 10년간 현재의 항암제 시장 성장률인 10%로 성장하면 2030년도에는 1883억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BRIC Tech. report, 2002). 주요 항암제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제품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저렴한 제네릭 항암제들이 속속 출시되어, 제네릭 제품

들이 기존 제품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투자대비 성과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수행과제의 26%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돌입하 고, 암 치료를 위해 진행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 예측 및 조절의 특화 기술로 미국 ․ 유럽과 동일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본격적인 상품화가 되지 않은 방사선 

치료 조절제 시장에서 독점권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신개발을 추구한다면 지속적인 성

장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항암화학요법제의 개인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장이 3 ～ 4년 전
에 형성되었고 방사선 치료조절 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진단시장의 형성은 서로 보완, 

상승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10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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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1997년 일본과 미국의 방사선을 이용한 경제 규모는 2,000억 $이고, 세계 시장의 

규모는 일본과 미국 시장의 2배 정도로 추산되며 방사선계측기는 전체 시장의 1% 정

도를 차지하 다. 방사선계측기 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6% 정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 6,000억 $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일본 과학기술청, 

1997). 2006년 국내 방사선 응용기술시장 규모는 7,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방사선 계측기 및 상기기의 점유율을 20%라 추정한

다면 2020년에는 약 3,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원자력학회 외, 

2005).

국내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검출기 분야는 자체 제작 기술 향상으로 

인해 2030년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 계측기 분야는 그 동안의 국내 대학과 연

구소 및 산업체에서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집약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자급과 세

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반도체 검출기 분야는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응용 기술의 보유 및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Oretec, Canberra, eV products 등이 주요 계측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i 반도체 분야의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확대 응용하여 신개념의 AIN, CZT, SiC 등 센서와 전자 신호 처리 시스템 

설계 제작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CCD, CMOS 기반의 방사선 상 

계측을 위한 박막형 센서를 우선 개발하고 산업화하며, 이후에 CZT 등 화합물 반도체

를 이용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 국가 전략적 중요성

(1) 미래 사회 기여도

미래 사회는 정치적으로 식량 및 생물 유전자원의 강대국 독점 및 미개발국의 식

량 부족이 심화되고 양자암호화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양자 전송 시스템의 완성으로 

나노 수준의 기술이 군사기술로 접목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암환자

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환경 및 식품 유해요소 원인 만

성질환의 증가로 식품유해요소의 제거,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방사선 생명 ․ 
자원 ․ 농업 기술의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대체의학 및 예방의학의 

발전에 따른 기능성 소재 개발에 RT 이용이 보편화되고 나노 기술이 사회적으로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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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부각되어 신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과학기술적으로는 IT, BT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우주여행의 일반화에 따른 우

주식량, 기구살균 등에 방사선이용이 보편화될 것이며, 우주방사선의 물리적, 생물학적 

방어연구 및 우주공간 활용 생물자원 등이 중요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생태환경 측

면에서는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며 지구환경관련 제반 규제의 강화에 따른 

원자력 이용 확산으로 RT 분야의 상승효과가 커질 건망이다.

방사선융합기술의 미래사회 기여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전체 기술 중 대부분

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자력 수용성 증대’에 기여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선정된 기술들이 대부분 의학, 자원, 농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분석되며 이러

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에너지자원의 확보’에는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

기술이, ‘국가 안보 보장’측면에서는 ‘차세대방사선계측기’기술이, ‘쾌적한 환경’에는 ‘산

업용 동위원소’기술이 기여도가 클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림 3-12> 방사선융합 기술의 미래사회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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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은 최근 유전자치료, 배아세포, 복제 등의 가시

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는 추적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

후 각종 질병의 병리 생태 및 조기진단, 치료의 결과 판정을 위한 의약품으로서 그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생물 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안보에 기여를 통해 국민 복지증진

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사선식품생명 공학제품’은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적 활용도가 넓은 특성을 

가지며 식품산업과 유사한 품질특성을 갖는 화장품, 의약품 산업에 그 활용도가 넓다.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기술은 면역조혈증진, 산화적생체 손상 억제, 만성질환 

예방 기능성식품 등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도가 크리라고 조사되었다. 

‘기능성고분자개발’ 기술은 의료용 고분자 소재의 개발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해수로부터 귀금속 회수기술이 발전되어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으며 방사선에 의

해 고분자 재료가 분해되는 현상을 이용, 폐플라스틱, 폐고무를 방사선 분해시켜 재활

용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은 맞춤의학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 방사선 치료의 획기

적 치료 방식을 이끌어 내고 종양제어 성적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킴으로 궁

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차세대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기술

은 의료 분야에서 진단, 암치료 등과 관련된 효율적 방사선 이용과 환경 방사성 측정, 

안전과 연관된 방사선 계측 이용 검색 시스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2) 국가전략핵심기술과의 연관성

방사선융합 기술과 국가핵심기술(5T)과의 연관성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술들이 BT 

기술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IT 기술’과 연관이 있는 기술로는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과 ‘차세대반도체 

방사선계측기’ 기술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은 방사선 종양학을 중

심으로 분자 생물학, 핵의학, 임상 병리학, 컴퓨터 공학 등의 학문을 총체적으로 통합

하고 각종 data base를 통해 경제적이고 환자의 생존율에 가까운 요소기술을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IT 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차세대반도체 방사선계측기’ 기술은 

신호처리 및 자료처리의 모듈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필수적이며 반도체 공정기술 

및 관련 SOC 기술이 개발에 응용된다. 특히, 상온 반도체 방사선 계측기의 연구 성과

는 여타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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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방사선융합 기술과 5T와의 연관성

‘BT 기술’과는 대부분의 설문대상 기술들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방

사성 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기술’은 단백질 항체 생산, RI 상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평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종양진단 및 치료기술에서 BT 분야와의 접

목 및 기술 확산이 기대되며,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은 각종 생명과학 기술의 임

상 이용, 방사선 민감제 등 약제 개발, 유전자 조절 기술, 조절유전자 발현 보고 시스

템 등의 분야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은 방사선

을 이용한 유전자 ․ 염색체의 돌연변이 유발기술과 교배 ․ 선발 기술과 같은 기존의 육
종기술과 아울러 조직배양, 분자마커, 유전체 해석, 유전자 도입 및 유전자 건전성평가 

기술 등과 같은 BT가 융합된 기술이며 ‘방사선식품생명 공학제품’ 기술은 저 ․ 항 알레
르기 식품의 생산, 무균식 개발 등 양의 질적 변화 없이 무균상태의 식품이나 면역

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와 고분자 물질의 분해 및 융합에 의한 신규 생리 활성 소재 

개발, 신규 포장소재 개발 등 바이오 신소재 개발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BT 산업으로

의 적용이 가능하다.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기술은 유효성분의 분리 및 정제, 멸

균포장 기술, 위생용품제조 산업에서 ‘기능성 고분자’ 기술은 인공장기, 상처치료용 고

분자, 생체재료 산업에서 BT 분야로의 파급이 예상된다.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

원’은 돌연변이 유전체를 이용한 신소재 식물, 고부가가치 작물 개발에서 ‘차세대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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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방사선계측기 기술’은 핵의학 상장비 및 분자 상 등 기존의 해부학적 상장비

와의 융합화가 가능하며 고정  상기기를 이용한 DNA 연구 등에서 BT 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T 기술’과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기

술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 상진단 프로브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종양 선택적 나노 입자를 이용한 종양의 조기 진단 및 치료기술에서 NT기술과의 융합

이 필요하며 NT분야 측정 장비 및 NT를 이용한 측정 정 도 및 효율 향상 등을 통해 

NT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T 기술’과는 ‘산업용 동위원소’,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기능성고분자’ 개발 

기술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용 동위원소’ 기술은 비파괴 검사를 활용

한 공정 중 설비의 내부 상태 진단, 생체재료 등의 저전력, 장수명 파워 공급을 위한 

삼중수소의 베타선을 이용한 마이크로 배터리 기술에서,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기술은 중금속흡착 및 폐플라스틱 처리기술에서 ET 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는 환경 측면보다는 비용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ST 기술’과는 ‘산업용 동위원소’,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방사선식품생명 공

학제품’이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주선 검사, 무균성 우주 식품 개발 

등이 파급 기술로 조사되었다.

(3)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내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로 방사선의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 

개발이다. 현재까지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태

이다. 최근 유전자치료, 복제 등의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

는 추적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각종 질병의 병리 생태 및 조기 진단, 치료

의 결과 판정을 위한 의약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술의 개발 성과에 

따라 각종 생체 내세포 간 신호전달체계, 유전자 발현 등과 같은 신기술의 핵의학적 

접목으로 의학 분야에 지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은 국내식량의 자급률 향상과 통일 대비 북한 식량증산의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며, 식량 ․ 에너지 부족 심화에 따른 국가간 마찰이 심
화되고 국가간 유전자원 지적재산권 보호 및 농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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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식품생명 공학제품’은 기존의 기술에 방사선 이용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

를 높일 수 있는 산업 기술로서, 개발된 기술은 보건/화장품/의약품 등의 분야에도 적

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성이 있

다.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 기술 분야는 보건용 신소재, 생체방어 및 만성질환 치

료 ․ 예방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약품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산업 여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WTO 체제하에서 국내 농수임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적으로는 보건용 신소재 및 대체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보건 ․ 화장
품 등의 산업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크며 방사선이용 환경보전기술은 식품 ․ 보건소재의 
위해물질을 제거하고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시설 구축으로 관련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능성고분자 개발’은 기술의 특성상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기술이며, 선

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계속적인 기술혁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반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된 초내열성 고분자, 생체재료, 복합재료, 초마모

성 고분자 재료, 격막재료 등의 제조 기술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으며 고분자재료 분야는 화학적 방법으로는 경제적 ․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
야이기 때문에 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선, 항공기, 자동차, 선박, 군사용 

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산업용 동위원소’의 독립적인 생산 ․ 공급 및 수출 체계의 확립은 국가 경제의 근
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정 소재 등 많은 첨

단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방사선치료예측/조절기술’은 환경오염의 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종양 발

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독자적 의약품 개발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선

진의약기술의 개발로 증가하는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 확보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물질특허의 보호 아래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시장에 독점 

판매가 가능하며 수십억 $의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의약품 산업은 환경 친화

적, 기술집약적, 지적재산권 산업이며 생산 ․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과 연계,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방사선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적절히 

병합하는 치료 방침이 확립되면 방사선 치료의 생물학적 조절 분야는 항암제 시장에 

큰 향을 끼칠 것이며 물리적 조절 기술은 방사선 치료 기계 발달에도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계측기는 21세기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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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의 선진화와 국산화가 필요하며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는 방사선의 검출 

및 측정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자 기술이다. 그러나 방사선계측기 및 응용기술

시장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제품 개발 노력이 미약

하여 이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차세대 반도체 계측기는 국내 원자력 산업분

야에서의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 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방사선 산업 기술은 신소재 개발, 안전 

검색, 산업 구조물 진단, 비파괴 검사, 의료용 진단장비 등 다양한 활용 분야의 창출이 

기대된다.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기술은 국가적인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기반기술인 동시에 민간부문간 상호연계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한 기술

이다.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생물의약분야 및 화학분야에서의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숙주세포 개발이 절실하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유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연계, 이용

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발기술의 성공으로 인해 창출되는 시

장은 생물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기반기술로서 공용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숙주균주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기술을 확보함으

로써 막대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과학 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 미래의 핵

심기술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기반 관련 분야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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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술개발 혁신 전략
제1절  혁신 전략 수립 방법

1. 기술개발 혁신 전략의 의미

기술개발 혁신 전략이란 기술개발 혁신을 통해 해당 기술의 성공적 수행(기술개발

에서 상용화까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지원 주체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전

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 기술개발 혁신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

선 외부 기술환경 및 내부 기술능력, 기술실현시기,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 기술의 현 기술혁신 단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방법의 선정, 중점육성 핵심기술의 모색, 각 기술 간의 연

관성 분석, 사업화 추진 현황, 기술실현을 위한 개선점 도출 등을 통한 기술의 효과적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개발 혁신 전략은 기술자원과 기술적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전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기술개발 혁신 전략 수립의 절차

가. 환경분석

기술개발혁신 전략 수립에 있어 첫 단계는 환경분석 단계이다. 여기서는 우선 해

당 기술에 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 경제적 이슈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이

슈분석은 단순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기술 혹은 시장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분석 단계

에서 시장동향 및 전망과 함께 해당 기술과 연관된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주요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주요 경쟁국가들

의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미래기술 발전 방향을 자

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기술개발추진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 기술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과학기술 환경 

분석과 원자력기술 전략 환경 분석을 통해 주요 기술환경 이슈 및 주요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 동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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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 단계 및 역량 분석

기술개발 혁신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환경 분석 다음 단계로 우리의 기술혁신 단

계 및 기술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혁신 단계와 우리나라의 기술혁

신 역량의 조사를 통해 기술별 혁신단계에 적합한 기술개발 혁신 전략을 도출하기 위

함이다.

각 기술별 기술개발혁신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 기술의 

기술혁신단계를 세계적으로는 태동기(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위해 개발하는 단계), 성

장기(기술개발은 성공하여 일부 기술 선진국에서 활용되나 아직 실용성/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단계), 성숙/쇠퇴기(기술이전 및 표준화가 진행되어 선진국에서는 기술가치

가 하락하나 개도국에서는 시장 가치가 높은 기술단계)로 국내적으로는 선도국의 기술 

추격국 입장에서 획득단계(외국기술의 단순모방), 적응단계(외국기술의 소화/흡수에 의

한 국산화 및 개선/개량 단계), 혁신단계(신기술의 혁신/발명단계) 나누어 전문가 설문

을 실시하 다. 각 혁신 단계별 발전단계와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 및 평가 기준

은 표 <4-1>5) , <4-2>6)와 같다.

<표 4-1> 기술혁신의 동태적 발전단계와 특징

기술혁신 단계 특징

태동기 
(Fluid Phase)

- 산업/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진
행중이거나, 최초의 기술제품이 시장에 출현되어 시장을 선도
하는 단계
- 제품혁신, 즉 제품성능 발전단계이며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선발자와 후발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짐.

성장기 
(Transitional Phase)

- 선발자와 후발자간의 경쟁결과 지배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성
능에 대하나 기본 요건/표준이 확립됨.
- 지역적/상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제품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짐.

성숙/쇠퇴기 
(Specific Phase)

- 제품성능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기술의 표준화가 확립되는 
단계
- 지역적/상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생산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짐

5) <표 4-1>은 Utterback (1994) 4장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NuTRM(국가원자력기술지도)의 내

용을 재인용하 음.

6) <표 4-2>은 NuTRM(국가원자력기술지도)의 내용을 재인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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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술추격국의 기술학습 단계와 그 특징

기술학습 발전단계 특징

혁신단계
(Innovation)

- 세계 최초의 기술혁신 달성 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기술을 선도하거나, 국산화 및 고유기술을 확보 후 세계
적인 원천기술을 개발/선도하는 단계
- 연구개발결과 확보될 기술이 세계적으로 기술소유권/실시
권을 확보하며, 개발 후 기술이용과 기술거래/교역 시 기술
료를 타국에 지불하지 않음.

적응단계
(Adaption)

- 공정 또는 제품 제조/생산 국산화 및 추가 기술개선을 통
한 고유기술 확보 단계
- 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상황에 맞게 국산화 기술
개량을 수행하는 단계
- 연구개발결과 국산화나 창조적 모방 등 독자적인 기술개발 
또는 설계개선 능력을 확보하나 그 기술의 이용과 거래/교
역 시 기술료를 타국에 지불함. 

획득단계
(Absorption)

- 외국기술을 도입/이용하는 단계
- 단순모방 등 외국기술의 이해 및 숙련단계
- 연구개발결과 외국에서 수입된 기술의 단순 이용이나 반복
적 모방능력만을 확보하며 그 기술의 이용과 거래/교역 시 
기술료를 타국에 지불함.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해당 기술 역에 있어 핵심적인 특정 

기능 또는 성능의 보유 여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각 기술의 선두권에 있는 경쟁국가

아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선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

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 고 이에 따른 국내 기술역량을 전문가 자문 및 수집

된 자료 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다. 기술선택 및 확보전략

시장 및 기술에 대한 환경 분석과 우리의 역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하여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기술별 핵심기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기술의 전체적인 기술

체계를 파악하고 각 요소 기술 간의 상하관계와 연관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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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제 수행의 효율성과 기초 자료 분석에 의한 1차적 연구에 의해서도 본 단계

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주요 기술들

을 선별하고 이들 기술 중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기술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 다. 핵심 기술은 각 기술 역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 있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거나, 향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차별화된 요소기술을 말한다.

기술의 확보 방법은 크게 자체개발과 외부 아웃소싱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자체개발의 경우 더욱 세분화한다면 민간주도 자체개발, 정부주도 자체개발, 국내 

산학연 협력, 국제 공동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확보시기는 기술실현

시기와 연계하여 시급히 개발에 착수하여 확보해야 할 기술과 중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7). 한편,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기술들의 상호 연관성에 따라 유사한 기술들을 매

핑(mapp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통 기술의 상호 개발과 핵심 육성 기

술의 투자를 통해 투자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여 

원자력 신성장동력간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 다.

다차원 척도법이란 데이터에 내재해 있는 특정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개체들의 거리 또는 유사성을 토대로, 이들 개체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에 점으

로 표현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다차원척도법은 평가대상간의 유사성 평가에 의해

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내재해 있는 특정한 구조를 파악하여 저차원의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다변량 그래프적 기법으로, 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축(차원)이 평가기준 또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준이 되며, 각 축상의 좌표가 

해당대상의 평가수준이 된다(Green & Carmone, 1989). 

 이러한 다차원 척도법은 마케팅 분야 등에서 고객의 마음속 투 되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지위(Position)를 파악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각 개체의 속성에 대한 평가자의 마음속에 지각된 지각도(Conceptual 

Map)라는 저차원의 공간상 그림으로 나타내어진다. 즉, 관련성이 높은 개체일수록 지

각도 내에 가깝게 위치하며, 이질적인 개체일수록 멀리 떨어지게 된다(Cox & Cox, 

2001).

 한편, 지각도를 구성하는 차원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방법은 지각도 상의 위치

는 성장동력의 배열형태나 좌표를 고려해서 차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중요한 여러 속성들을 고려할 수도 없고, 3차원 이상의 지각도인 경우에는 

해석이 어려우며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에서도 

7)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 장(3장)의 각 기술별 기술실현시기를 참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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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각 평가요소들의 속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지각도상에 위치뿐만 

아니라 속성들을 벡터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지각도를 구성하는 차원의 의미를 용이하

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PROFIT 분석이라 한다(Kruskal & Wich, 1978).

이러한 분석은 각 성장동력의 속성별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각도상의 

각 개체들의 좌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속성들을 벡터형태로 

지각도 상에  표시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지각도 내에 각 개체 및 

속성을 결함함으로써 결함공간지도(Joint Space Map)를 그릴 수 있다. 이러한 결합공

간지도는 각 평가개체들이 타 개체들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세부 분석을 제시

할 수 있어 본 연구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 운 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Lin & 

Lin & Wong, 1996).

각 기술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해당 기술의 현재 사업화 

진행 정도와 사업화를 위해 기술개발 주체와 지원기관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

항에 대해 다루었다. 사업화의 단계는 ①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어려움, ② 사업화를 
추진할 정도의 연구개발 성과의 미확보, ③ 기술적 실증 이후 사업화의 후속작업이 추
진되고 있지 않음, ④ 현재 사업화 진행 중으로 나누었으며, 사업화를 위해 개발 주체

가 강화해야 할 능력과 외부에서 개선/지원되어야 할 항목은 <표 4-3>과 같이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표 4-3> 사업화를 위한 개선 분야 설문 구성

개발 주체가 강화해야 할 능력 외부에서 개선/지원되어야 할 항목

① 연구개발 능력
②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
③ 생산/제조 기술 능력
④ 기술수요 예측 능력
⑤ 국제 협력 능력
⑥ 경쟁국과의 표준 대응 능력

①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사업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② 사업화를 위한 시설 확보 및 고급 인력 수급
③ 정부의 규제 및 정치적 민감성
④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할 전담 기구의 설립
⑤ 제품의 scale-up 등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립
⑥ 수요 확보 및 시장여건의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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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성장동력 기술의 기술개발 혁신 전략

1.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

가. 기술혁신 단계와 연구개발 추진방법 및 사업화 진행 정도

<그림 4-1>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기술혁신단계/연구추진방법/사업화 진행정도

원자력혁신 시스템 분야 설문 대상 8개 기술을 국내외 기술혁신단계, 사업화 진행 

정도, 연구개발 추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그림 4-1>에 도시하 다. 

설문 대상 8개 기술 중 ‘차세대연구용원자로’기술은 세계적으로는 성숙/쇠퇴기에 

국내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레이저원격검사 보수장치’ 및 

‘원자력혁신재료’기술은 세계적으로는 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획득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세대연구용원자로’ 기술의 경우 세계적으로 제품성능 및 생산공정 기술

이 표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적 ․ 상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부분적인 성능
향상 및 생산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더 이상 장비나 생산조직을 포함해서 생산

방법이 경제적으로 개선되거나 또는 새롭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공정 기술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Process Technology)가 이

루어져야 한다. 레이저 및 혁신재료 기술은 세계적인 단계에 비해 국내의 기술혁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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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뒤쳐져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지배제품이 출현하여 성능표준 및 시스템이 정형화

되기 이전에 선도국의 기술 수준에 근접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타 기술에 비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기술들이다.

‘소듐냉각고속로’, ‘다목적중소형원자로’,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은 세계적으

로 성장기에, 국내적으로 적응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수로용 저온 

고출력 핵연료’ 기술과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은 세계적으로 태동기, 국내적으로 획득단

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술은 국내적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충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계이거나 기술개발 초기에 

있으므로 개발 실적에 따라 우리의 기술 경쟁력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

분한 기술들이다. 이 역의 기술들은 제품 혁신, 즉 제품의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

한 제품기술의 표준화(Dominant Design of Product Technology)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대상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방법으로는 ‘차세대연구용원자로’, ‘원자력혁신재료’, 

‘다목적중소형원자로’기술은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소듐냉각원자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은 국제공동연구 방식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학연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은 ‘레이저 원격검사 보수장치’ 1개 기술로 조사되었으며, ‘경수

로용 저온고출력 핵연료’기술은 민간주도에 연구소가 협력하는 것이, ‘고방사선작업 인

공지능 로봇’기술은 산학연 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림 4-2>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개발주체 향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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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단계로 분류된 기술을 사업화 추진 현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

는데, 전체 대상 8개 기술 중 60%에 이르는 5개 기술이 ‘사업화를 추진할 정도의 연구

개발 성과의 미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기술혁신단계상 태

동기 및 획득단계의 기술들로 사업화를 위한 개선점으로도 개발주체인 경우는 연구개

발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외부지원으로는 재정지원 및 시설/인력 확보가 중요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기술은 현재 사업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개발주체는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을 함양하고 외부적으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연구용원자로’의 경우 기술단계상 성숙/쇠퇴기이지만 ‘단기적으

로 사업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연구로가 발전로와는 달리 이용목적에 

따라 개발당위성이 결정되며 목적이 분명해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

문이라 분석된다. ‘원자력혁신재료’ 기술의 경우에도 4세대 원자로의 기반기술로서 단

기적인 사업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4-3>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외부지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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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육성 핵심기술 분야

<그림 4-4>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각 기술별 중점육성 핵심기술

핵심기술의 도출은 각 요소기술별로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Strategic Importance)를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확보해야 할 핵심/전략기술을 파악

하는 것이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은 기술의 확보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써 핵심기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도록 해주

어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 8

개 역의 하위 요소기술을 선행연구자료(NuTRM 등)를 통해 선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 다.

‘경수로용 저온 고출력 핵연료’ 기술의 경우 구조부품과 소결체가 핵심기술로 조사

되었다. 핵연료의 구조부품은 핵연료집합체의 근간이 되며, 핵연료수명과 성능을 좌우

하는 지지 격자체 및 상단/하단 고정체 등의 핵심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조부

품은 핵연료봉과의 상관관계를 최적화하여 기계/구조적으로 핵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극대화하고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핵연료 소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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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기간을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결체의 성능에 따라 피복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세라믹연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핵

분열 시 발생되는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는 제조방법이 핵심기술

이다. 이는 미세조직의 제어와 조성의 방법을 이용한 기능성 소결체 제조를 통해 가능

하다.

‘레이저 원격검사 보수장치’는 검사의 분해능이 가장 중요한데, 형상 및 진동 측정 

분해능은 1 μm급의 기술이 요구되고, 결함 검사 기술은 0.1 μm급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 측정 기술은 검사장치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그 기반기술로는 실시간 

검사 기술과 정 간섭계 기술 발전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 혁신재료’의 경우 내열/고강도 슈퍼재료 개발기술과 내환경 면역재료 개

발기술이 핵심기술로 조사되었다. 열효율 50% 이상과 가동수명 60년 이상의 Gen-IV 

원전시스템을 상용화할 수 있는 혁신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고온에서 특성을 유

지할 수 있는 내열재료 기술과 초정  기능재료 기술을 개발하고, 수명말기까지 신뢰

도를 확보할 수 있는 내환경 면역재료와 내방사선 안정재료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내열/고강도 슈퍼재료 기술은 950 
0
C이상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내열 슈퍼

알로이와 1200 
0
C 이상의 초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복합재료를 개발하는 핵

심기술이며 환경 면역재료 기술은 가동 중 보수 및 교체가 불필요한 내부식재료/환경 

system을 개발하여 신뢰도 99.9% 이상으로 재료수명을 60년까지 획기적으로 증대시키

는 핵심기술이다.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의 본체 및 계통설계 기술은 원자력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

으로 공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중소형원자로의 성공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이러한 기술의 확보와 국산화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계통기술은 열수력 해석, 성능해석, 국부 유동장 해석, 제어 및 보호논리 

설계, 시험 및 시운전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내방사화 특성이 30 kGy/h 이상의 고선량율과 4,000 kg 무게의 고하중 방사성 기

기를 1mm 이내의 초 정 도로 제어, 취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고방사선 환경 작

업용 내방사선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격현장감 구현기술을 이용한 힘

반향 제어기술, 고하중 기기 원격 취급기술, 고방사선 환경인식 기술, 로봇 핵심부품의 

내방사화 기술, 자율판단 및 고장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확

보해야 한다.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에서는 노심설계기술, 고온재료, 안전해석/인허가 기술이 중

요한 핵심기술로 조사되었다.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

량분배 계산, 온도분포 계산 및 압력강화 계산 기술 등과 같은 노심설계와 관련된 핵

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노심열유체설계 및 해석 기술은 Pebble 또는 Primatic형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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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건전성의 확보를 통하여 노심의 안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고온

가스로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경수로 혹은 고속로형 재료와는 달리 내고온성을 

특별히 요구한다. 그리고 He 가스 냉각재는 미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고온가스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에서 사용되는 고온기기의 재료에 대한 기초적 실험을 통해 

고온 기기 재료의 성능을 검증하고 기술기반 연구가 필수적이다. 고온가스로의 유동은 

근본적으로 가스 단상유동이므로, 기존의 이상유동 해석체계인 가압경수로 해석코드의 

단상유동 보존식만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나, 고온가스로의 운전 및 과도상태 온도 및 

압력 역에 대하여 가스특성을 모의하는 코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Pebble형 노심의 

경우 운전 중 재장전에 따른 Pebble 유동 및 이와 연계한 3차원 노심 핵특성 해석을 

위한 다차원 계통 열수력 해석 연구와 3차원 노심특성 코드와의 연계 해석이 요구되

는 핵심기술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안전해석/인허가, 핵연료제조 기술이 

핵심기술로 조사되었다. 노심핵설계 기술 중에서 중성자 거동 예측 기술, 연소 평가 

기술, 노심장전 최적화 기술, 연소 반응도 최적화 기술, 핵분열 생성물 모사 기술 등 

정특성 노심분석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코드의 신

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량분배 계산, 온도분포 계산 및 압력강화 계산 기술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연료계통 상세설계 및 성능해석 기술이 확립된 연료계통 설계기술은 연료봉 수

명기간동안 정상 상태시 99.99% 신뢰도를 유지하고, 핵연료주기인 건식재처리공정과 

100% 연계된 연료계통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소듐냉각 액체 금속

로의 유체계통을 설계하는 기술로서 주요 연구내용은 계통 설계개념 개발, 기기 설계

개념 및 사양설정, 혁신개념 개발 및 검증과 계통 및 기기 설계특성 전산해석 기술개

발 및 검증이 있다. 안전해석 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 구현된 고유안전성과 구

비된 안전계통의 작동에 의해 사고를 완화하고 종결시킴으로써 일반 대중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핵심기술이다.

‘차세대연구용원자로’인 경우 노심설계 기술이 연구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

술로 조사되었다. 노심 설계 기술은 연구로의 노심 핵설계, 노심 열수력 설계, 안전성 

분석 기술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심 설계 기술에 있어 하나로의 운 에 필요

한 코드 체제와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노심 설계에 사용하는 몬테칼로 코드의 

연소 노심 분석 기능 향상 및 실험 자료를 이용한 노심 핵설계 평가 방법론 등을 개

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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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간 상호연관성 분석                            

        

<그림 4-5> MDS법을 활용한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의 연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통 기술의 상호 개발과 핵심 육성 기술의 투자를 통해 투자 효과

를 배가시키고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여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 다. 다차

원 척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응답 분야와, 다른 신성장동력 기술

간의 기술적 유사성을 5점 척도를 응답하도록 하 다. 이렇게 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SAS 9.1 PROC MDS를 이용하여 <그림 4-5>와 같이 2차원 평면에 도시하 다.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개체일수록 지각도 내에 가깝게 위치하며, 이질적인 

개체일수록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림 4-5>을 보면 ‘경수로형 저온 고출력 핵연료(a)’는 1사 분면에, ‘차세대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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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h)’,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d)’는 2사 분면에, ‘원자력수소생산기술(f)’, ‘원자력혁

신재료(c)’, ‘소듐냉각고속로(g)’는 3사분면에, ‘고방사선작업 인공지능 로봇(e)’, ‘레이저 

원격검사 보수장치(b)’는 4사 분면에 위치해 있다. 

각 기술들의 position에 따른 평면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1사 분면은 핵연료 

개발과 관련 있고 2사 분면은 전력생산 이외의 다목적 용도의 원자로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사 분면의 핵연료 기술과 2사 분면에 위치한 두 기술이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면 이들 원자로 개발에 있어 핵연료 개발 기술이 상호 보완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사 분면은 4세대 원자로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원자력 혁

신재료’와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은 상호간의 기술적으로 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소듐냉각로’도 이들 기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사 

분면은 원자로의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4사 분면의 두 기술은 고방사선 

역에서 원자로 또는 관련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역의 기술들은 원자력 분야만이 아닌 다른 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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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융합 기술

가. 기술혁신 단계와 연구개발 추진방법 및 사업화 진행 정도

<그림 4-6> 방사선융합 기술의 

기술혁신단계/연구추진방법/사업화 진행정도

방사선융합 기술 분야의 설문 대상 9개 기술을 국내/외 기술혁신단계, 연구개발 

추진 방법, 사업화 진행정도로 분류하여 <그림 4-6>에 도시하 다. 기술혁신단계에 있

어 세계적으로는 태동기(Fluid Phase), 성장기(Transitional Phase), 성숙/쇠퇴기

(Specific Phase)로 구분하 고 국내적으로는 선도국의 기술 추격국 입장에서 획득단계

(Absorption), 적응단계(Adaption), 혁신단계(Innovation)로 구분하 다. 연구개발 추진

방법은 설문결과를 반 하여 정부주도, 산학연 협력, 국제공동연구, 기타로 구별하 으

며, 사업화 진행정도는 I-Group(사업화를 추진할 정도의 연구개발 성과의 미확보), 

II-Group(기술적 실증 이후 사업화의 후속작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III-Group(현재 

사업화가 진행 중)으로 분류하 다.

설문 대상 9개 기술 중 70%에 이르는 6개 기술이 세계적으로는 성장기에 국내적

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에 해당되는 6개 기술은 모두 연

구개발추진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에 의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림 4-6>에서 알 수 있듯, 사업화 진행정도는 기술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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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과 ‘산업용 동위원소’ 기술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단

계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과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 기술은 사업화의 후

속작업이 미약한 단계로,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와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기술은 사업화를 추진할 정도의 연구개발 성과가 미확보 된 단계로 분류되었다. 혁신 

단계상 이 역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세계적으로는 선발자와 후발자간의 경쟁결과 지

배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성능에 대한 기본 요건/표준이 확립되어 있는 단계로 이후 제

품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공정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적/상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제품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적으

로는 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국산화 기술개량을 수행하는 단

계로서 연구개발결과 국산화나 창조적 모방 등 독자적인 기술개발 또는 설계개선 능

력을 확보하나 그 기술의 이용과 거래/교역시 기술료를 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

한 혁신 단계에서 국내 사업화 정도는 사업화가 현재 진행중인 2개 기술을 제외하고

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엇보다도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의 달성 및 외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과 ‘원자력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 기술은 세계적으로는 

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획득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역의 

기술들도 사업화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산학연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이 바람직하다

고 조사되었다. 특히, 혁신분류 상 세계적인 기술혁신단계에 비해 국내 혁신 단계는 

외국에서 수입된 기술의 단순이용이나 반복적 모방능력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고분자 개발’ 기술은 혁신단계 분류상 세계적으로는 태동기에, 국내적으로

는 적응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의 기술은 세계와 기술격차가 타 

기술에 비해 적으며, 세계적으로도 기술개발 초기에 있는 기술이므로 산학연 공동 협

력에 의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점적인 투자에 의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면 연구성과의 결과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신성장동력의 사업화 추진 방법은 산/학/연/관 등 관련주체간 연구협력체제의 구

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범국

가 차원의 종합추진기구를 설립하여 각 연구주체간의 원활한 협력 하에 역할 분담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조정 및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기술의 특성에 맞게 산/학/연/관 각 연구주체의 연구역량을 최적으로 결

집시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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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방사선융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개발주체 향상 능력

사업화를 위한 개발주체의 향상 능력에서는 전체 설문 대상 기술 중 약 50%(5개 

기술)에 이르는 기술과제가 ‘연구개발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기술 중 대

부분이 미래기술이란 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

술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기술은 약 20%(2개 기술) 으며, ‘생산/제조기술 

능력’과 ‘기술수요 예측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과제는 각각 1개로 파악되었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가 진행 중으로 파악된 ‘산업용 동위원소’ 기술의 경

우 연구개발보다는 생산/제조 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

으며 또다른 사업화 진행 중 기술인 ‘방사선식품생명 공학제품’ 기술의 관련 전문가들

은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의 방향을 찾으려는 경향이 보 다. 혁신단계상 초창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파악된 ‘기능성 고분자 개발’ 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들에 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하 다.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보다는 수요예측이나 경쟁국과의 표준대응 능력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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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방사선융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외부지원 요소

방사선융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외부지원요소 분석에서는 전체 설문대상 9개 기

술 중 약 40%(4개 기술)에 이르는 기술과제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최근 방사선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국진에 비해 인프라 및 인력 수급이 미약하다고 전문가

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이 외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할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기술과제가 약 20%(2개 기술) 으며, ‘시장확보 및 

시장여건의 성숙’이 약 20%(2개 기술),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사업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약 10%(1개 기술)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사선융합 기술들이 시설 및 인력 수급이 중요하

다고 조사되었지만 사업화를 추진할 전담기구의 구성과 방사선을 활용한 기술의 보급

을 위한 법적인 제도 및 국가적인 정책 수립도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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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육성 핵심기술 분야

<그림 4-9> 방사선융합 기술의 각 기술별 중점육성 핵심기술

(1) 기능성 고분자 개발

 기능성고분자 개발은 ‘수지경화’와 ‘그라프트’ 기술로 조사되었다. 방사선 수지경

화 기술은 우주선, 항공기, 자동차, 선박, 전자회로기판, 미사일부품, 잠수함, 부식방지 

건물 부품, 스포츠 용품 등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복합재료를 제조, 초내열성 SiC 섬유

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며 그라프트 기술은 기존의 막, 필픔, 섬유 등에 여

러 가지 관능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고분자 개질 기술이며, 연료전지용 막, 유해가스 흡

착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용 금속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현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 파라듐 등의 귀금 자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지경화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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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간과 가공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요구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

자선 경화 복합재료제조기술이 개발되었다. 현재 국내 수지 경화기술 분야의 수준은 

얇은 코팅 조성물을 경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지만, 2020년에는 항공, 군용, 위성체

용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며, 이들 제품은 국내는 물

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라프트 기술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온교환막의 제조비용을 줄이고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전력 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법으로 섬유상 유해가스 흡착제, 혈액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 코발

트 이온과 세슘이온 흡착제, 유로키나제 흡착제, 니켈-카드늄 전지의 격막 제조 기술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 고, 연료전지막, 해수 중 귀금속 흡착제 제조기술 등에 

대한 기초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고분자 필름이나 섬유에 방사

선을 조사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시킴으로서 이들 고분자 재료를 개질하는 반응에 대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해수로부터 귀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료전지용 막을 상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수준으

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는 ‘기능성신소재탐색’이 핵심 기술로 조사되었다. 기능성

신소재탐색 기술은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보건제품, 기능성식품, 대체의약품 등

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신소재의 효능을 탐색하고, 유효성분을 분석/분리하며, 소재

의 효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건용 신소재 및 기능성식품/대체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천연기능성소재로부터 원하는 효능을 갖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

여 새로운 탐색시스템을 개발하고, 탐색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유효성분의 분석/분리 및 고효능 유도체의 개발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천연 기능성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식품/대체의약품/보건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후보 소재의 확보나, 효능검증기술, 유효성분의 분석/분리기술, 고효능 신

물질개발에 있어서 세계최고수준에 비하여 5~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개발된 제품의 효능이나 다양성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실

정이다. 향후 기반기술의 확보면에 있어서 RT/BT/NT 등의 융합기술을 이용한 소재탐

색기술, 효능검증기술, 유효성분의 분석/분리기술, 고효능 신물질 기술 등의 첨단 핵심

기술의 확보여부가 기능성식품/대체의약품/보건제품 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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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에 있어서는 ‘리간드개발/스크리닝’이 핵심 기술로 

조사되었다. 리간드개발 및 스크리닝 기술은 질병 및 종양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

는 생리활성물질을 합성하거나 분리하는 리간드 개발 분야와 이들의 효율을 검증하기 

위한 in-vitro 및 in-vivo 약제 성능 검증 기술인 스크리닝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 질병의 병태생리에 따라 발현되는 물질이

나 수용체 등과 특이 결합하는 리간드를 분리/추출하거나 유사체의 합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대사 또는 수용체 추적자의 경우 방사성 표지를 용이하게 하고 높은 체

내 안전성을 위한 고효율 킬레이트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4)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제품에 있어서는 ‘RT/BT 융합기술’, ‘신소재 개발 기술’, ‘홍

보/산업화 기술’이 주요 핵심기술로 조사되었다. RT/BT 융합기술 이용 식품생명공학 

소재개발/제품화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과 방사선이용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의 

식품생명공학 신소재, 불용 식량자원이 재활용, 식품의 화학적 유해성분 제거 등과 같

은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생명공학 신제품, 우주식, 무균식, 특수목적

식품 등의 미래식품을 제품화하는 핵심기술이다. 홍보 및 산업화 기술은 방사선 조사

식품, 공중위생용품, 생명공학제품 등의 대국민 홍보 및 산업화 확대를 위한 현장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현재 미래식품 및 식품 생명공학 신소재의 성능 격차는 일부 국내 기술의 경우 연

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나 전반적인 기반시설 및 산업화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인정된다. 향후 미래식품 및 생명공학 신소재의 성능은 식품생명공

학 신소재 분야와 미래식품 분야에서 기술능력 및 산업화 성능에서 세계 선진기술을 

확보해야만 기술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

방사선육종 고부가 작물의 핵심기술로는 ‘생물 응용 기술’, ‘돌연변이체 창출 기술’, 

‘품종육성 기술’, ‘유전자탐색기술’이 그 중요성에 있어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방사선육

종 고부가 작물의 개발에 있어서 RT-BT 융합 돌연변이 육종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다

양한 육종 품종 및 유용 유전자원 및 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품종개발

기술, 유용 유전자원 대량개발 활용기술 및 생물기능 증진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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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방사선 품종 개발기술에는 신-방사선원을 이용한 첨단 RT와 최근 발전하는 BT, 

그리고 이 두 기술을 접목하는 RT-BT 융합 육종기술의 개발 및 실제 적용이 중요 핵

심기술이다. 유용 유전자원 대량개발 활용기술에는 돌연변이 기술을 이용한 기능유전

체 연구용 돌연변이체 및 유용 유전자를 대량으로 발굴하여 이용하는 기술이다.

방사선 품종개발 기술 중 감마선 이용기술은 세계 수준이나, 연구 투자의 부진으

로 육종 품목 수는 세계 25위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방

사선 육종기술을 미생물 및 동물자원 개발에 응용하는 기술은 국내에서 미생물 자원 

개발연구가 수년전에 착수되었는데, 동물자원에 관해서는 전무한 상태로 선진국에 비

교하여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 

방사선 육종 고부가 작물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T-BT 융합

기술을 적용한 국내 식물품종 육성수를 2020년까지 약 200품종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기능유전체용 돌연변이체 대량창성 개발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돌연변이 유전자원 5만점 이상을 확보한 Gene Bank 사업을 구축하여야 한

다. 또한 유용 유전자 대량 발굴 기술 분야에서는 유용 유전자 1만점 이상을 발굴 등

록하여야 하며 식물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미생물 및 동물 등으로 적용 확대하여 100

종 이상의 유용 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6)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

방사선치료 예측조절 기술에 있어서는 ‘표적인자 상화’, ‘방사선량조절’, ‘반응조

절’ 기술이 핵심기술로 조사되었다. 표적인자 상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관련된 각종 인자를 분자 상화하고 PET-MRI-CT를 퓨전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방사

선 치료 계획으로 합성하여 분자 상화된 방사선 치료 계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방사선량 조절 기술은 방사선 치료 중 인체에 국소적으

로 수 테슬라 역의 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는 강자기장 발생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치를 이용 환자에게 조사된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된 2차 전자를 원하는 부위에 집

속시켜 방사선량 분포의 변환을 유도함으로써 국소적으로 20%의 방사선량 증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장 내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Monte Carlo 기반의 자기장 조합 방사선치료의 선량계산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 방사선 치료 생물학적 반응 조절 기술은 방사선 치료 민감제, 방어

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 감소 기술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방사선 치료 예측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각종 기술적 문제로 

상품화 되지 못한 상태이며, 다만 항암제의 감수성에 대하나 예측 기술이 최근에 들어 

상업화 되었으며 이를 방사선 치료 예측과 연계하여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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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기장을 이용한 고에너지 방사선

량의 국소화 또는 분포조절 등을 시도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초 연구

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실험실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강자기장 발생장치의 제작과 고에너지 방사선량 조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와 

선진국과의 연구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앞서 있는 기술로 파악되고 있다.

(7) 산업용 동위원소

산업용 동위원소 기술에서는 ‘장비개발’과 ‘방사선원개발’이 핵심기술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방사선 이용 장비용 방사선원 개발 기술은 저에너지 방출 봉선원 및 조사

기 개발 기술, I-125 seed 흡착 및 봉기술, 장비 내장용 특수용도 선원의 생산 및 조

립기술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되며 RI 이용 장비 기술은 장비 본체 및 운  S/W 개발

이 그 주가 된다.

산업용 동위원소 기술은 국내의 IT/BT/NT 분야와 연계되어 상당 수준의 기술적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RI 생산 전용로 건설이 추진되고 중수로를 이용한 Co-60 

등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분리된 핵종을 이용한 표준선원, 자동제어 및 계측장비, RI 전지, 추적자 

등은 일정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 원자력빔 이용 유용유전자원

원자력빔 이용 유용유전자원에서는 ‘돌연변이’ 기술이 핵심기술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유용유전체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빔이용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빔 조

사 후 돌연변이체를 분리, 선발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돌연변이체 분석

기술은 유용유전자원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근간기술로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핵심

기술이다.

현재까지 돌연변이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독성화합물질의 처리는 

원치 않는 부위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여러 위치에 동시에 돌연변이가 유발

되는 등 목적 유전자의 돌연변이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의 동

시적 유발로 인해 목적 유용유전자원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빔을 

이용한 새로운 돌연변이 방법의 효율성을 입증, 제시함으로써 유용유전자원이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은 물론 유용유전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적 유용산물의 생산

에 성공함으로써 제반 관련분야의 적용을 위한 근간 기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기술의 성공 후 관련 분야에 새로운 접근방법과 vision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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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차세대반도체 방사선 계측기 기술에서는 ‘센서제작’과 ‘응용기술’이 핵심기술로 조

사되었다. 상온/고온 반도체 방사선 센서 설계/제작 기술은 최종적으로 상온과 고온

에서 감마선, 중성자, 전자를 고분해능으로 측정 가능한 센서와 전자신호 처리되는 시

스템을 설계하고 제작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 응용기술

은 기존의 검출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계측기 설계 제작 기술 및 방사성 추적자를 

통한 분석 기술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상온 반도체 기반의 방사선 센서의 가공 및 공정 기술은 일부 개발 중에 있

으나 매우 취약한 형편으로 선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며 고온 반도체 기반의 

극한 환경용 센서의 가공 및 공정 기술은 전무한 상태이다. 박막형 반도체 및 섬광체 

기술의 경우 일부 재료에 대한 제작이 시도되고 있으나 샘플의 크기가 수 cm 이내이

며 재료의 특성 또한 세계최고 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응용 기술에 있어서도 차

세대 광섬유를 이용한 계측기 개발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은 상당한 연구 성과물이 발

표되고 있지만 국내는 초기 연구 단계로 기술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다. 방사선융합 기술간 상호연관성 분석 

방사선융합 기술도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여 기술 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을 실시

하 다.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선공중보건용 신소재(D)’, ‘방사선식품생명

공학제품(C)’은 1사 분면에, ‘기능성고분자개발(E)’, ‘산업용 동위원소(F)’는 2사 분면에,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질병진단(A)’, ‘방사선치료 예측/조절기술(G)’, ‘차세대반도체 방

사선계측기(H)’는 3사분면에, ‘방사선육종 고부가작물(B)’, ‘원자력빔이용 유용 유전자원

(I)’는 4사 분면에 위치해 있다.

거리상으로 보면 A와 G, B와 I 그리고 C, E와 D 기술이 거리상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와 G는 방사선 의학 기술로서, B와 

I 그리고 C는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자원의 생산이란 점에서, E와 D는 신소재 창출이

란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H 기술은 A와 G 기술과 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반도체 계측기 기술이 의료용 방사선 검출 등에 쓰여 방사선 의학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이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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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MDS법을 활용한 방사선융합의 연관성 분석

                          

방사선융합 기술들의 각 기술 position에 따른 평면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1, 2

사 분면은 방사선 산업 기술과 관련 있고 3사 분면은 방사선의학, 4사분면은 방사선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117 -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지난 20여 년간 원자력 기술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미국의 TMI 원전사

고를 계기로 ‘반핵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세계적인 침체기를 있었다. 그러나 고유

가,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05. 2. 16)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자력 기술의 르네상스 도래를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은 에너지원으로서 경제성이 있으며, 에

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깨끗한 환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IT, 

BT, ET, NT 등 신기술과 연관성이 깊으며, 개발 추진 정도에 따라 기술 자체가 우리

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될 새로운 원자

력 기술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의 도출, 선정된 기준

에 의한 도출된 기술의 평가, 혁신전략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개발 전략 제안이라는 목

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원자력 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

구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조사 분석된 17개 기술

(원자력혁신시스템 8개 기술, 방사선혁신융합 9개 기술)을 분석 대상으로 도출하 으

며, 기술 확보 가능성, 사업성,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여 각 기준별 

하위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결과, 상용화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원자력혁신시스템 기술은 선도국의 상

용화시기에 따라서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방사선융합 기술은 대부분이 향후 

10년 이내에 상용화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기술개발수준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기술들이 선도국의 수준에 비해 20 ～ 
40%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자력혁신시스템 기술의 ‘다목적중

소형원자로’ 기술은 국내 기술의 개발 수준이 높아 상업화 진행 정도에 따라 세계 시

장에서의 점유도가 좌우될 것이라 예측되었으며, ‘원자력수소생산기술’ 등 3개 기술은 

선도국의 기술 개발 수준도 낮아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향후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

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방사선융합 기술들도 현재의 기술 수준은 선도국에 비해 뒤

떨어지지만 관련성이 깊은 IT, BT, NT 기술들이 국가적 육성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발전 전략을 구사한다면 신성장동력 기술로서 위치

를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사업성 분석에 있어 기술의 규모에 따라 상용화 시 연간 1 ～ 1,000억 $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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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국내 기술의 매출액은 연간 0.1 ～ 100억 $ 정도
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가전략적 중요성 평가에 있어 원자력혁신시스템 기술은 에너지자원확보, 원자력

수용성 증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미래사회에 기여하며 ET 및 IT 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사선융합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자력수용성 증

대 등의 미래사회에 기여하며 BT 및 ET 기술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자력기술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전략은 무엇인가? 이것

은 본 연구에서 제기한 두 번째 연구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설문 대상 기술

들을 국내/외 기술혁신 단계에 따라 분류하 으며 이에 따른 기술혁신 방법을 혁신 

이론에 맞추어 제시하 다. 조사결과, 원자력혁신 시스템 기술은 1개 기술이 세계적으

로 성숙/쇠퇴기에 있으며, 국내적으로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개 기

술이 세계적으로 성장기에 국내적으로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로, 4개 기술이 국내적으

로는 획득단계에, 세계적으로 유동/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융합기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기술개발 수준에 따른 기술개발 혁신전략의 경우, 선도국과 국내 기술개발수준이 

높은 역에 위치하는 기술은 선도전략(leading strategy), 선도국의 기술개발수준에 비

해 국내 기술개발수준이 열악한 역에 속하는 경우 추월전략(catch-up strategy), 국내

/외 기술개발수준이 낮은 역에 속하는 기술들은 개척전략(pioneering strategy)이 바

람직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전략의 수립을 위해 각 기술별 연구개발 추진방법과 사

업화 단계에 따라 기술을 구분하 으며, 사업화 성공을 위한 개발주체 및 외부지원 개

선요소, 중점육성 핵심기술, 신성장동력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 연구개발 추진방

법으로는 대부분이 기술이 산/학/연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을 선호하 으며, 부분적으

로 정부주도 및 국제공동연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업화 추진 단계에 있어서 원자력혁신시스템 기술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이 ‘연구

성과가 사업화를 추진할 정도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사업화를 위

한 개선점으로도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재정지원 및 시설/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방사선융합 기술의 경우 3개 기술이 ‘사업화의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2개 

기술이 ‘사업화 진행 중’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연구개발 및 엔

지니어링과 시설/인력 확보 및 시장여건의 성숙이라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 기술의 상호 개발과 핵심 육성 기술의 투자를 통해 투자 효과

를 배가시키고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여 원자력 분야의 신성장동력 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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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각 성장동력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기술적 유사성에 따라 신성장동력 

기술들을 2 ～ 3 개의 평면에 배치시킬 수 있었다. 분류 배치된 기술들은 공통 기술을 

상호 협조 하에 개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연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연구 성

과 창출의 극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자력 기술의 신성장동력은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을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바람직한 지에 대해 제안하 으며 이러한 절차

는 향후 관련 연구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연구 개발에 있어 기술의 전망과 혁신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력 기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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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원자력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1차 설문서

선생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에서는 과학기술부(MOST) 정책과제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

해 10~20년 후 원자력 분야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그 자체가 Cash Cow(현금 수입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 역할 증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문

가 설문조사는 원자력 분야의 미래 신성장동력 기술 조사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

신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  연구책임자 : 기술정책연구실 김현준 (042-868-2148), hjkim@kaeri.re.kr

    □  간사연구원 : 이종희 (042-868-4773), jhlee75@kaeri.re.kr

1. 일반 사항

  (1) 다음은 응답하신 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귀하의 소속기관은 ?

(                                                  )

    □  귀하의 전문 분야는 ?

    ① 원자력∙에너지  ② 기계∙재료∙자원 ③ 생명과학∙보건의료

    ④ 화공∙환경  ⑤ 전기전자∙정보 ⑥ 기초과학(물리, 화학, 수학 등)

    ⑦ 인문사회분야  ⑧ 기타( )

    □  귀하의 현재 직무는 ?

    ① 연구개발   ② 정책 및 기획   ③ 생산   ④ 교육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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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

   1) 다음은 국내 기술 개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설문대상기술의 국내 상용화 실현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2) 설문대상기술의 국내 기술 개발 단계는 실용화 성공 단계 대비 어느 정도입니

까? (실용화 성공을 100%로 하여 현재 기술 개발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                               % )

    (3) 설문대상기술의 실용화 성공 이후 상용화 시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

하십니까? 

            (                                억 )

   2) 다음은 국제 동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4) 설문대상기술의 개발에 있어 최고선도국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 

         (                                 )          

    (5) 최고 선도국이 설문대상기술을 상용화 실현하는 시기는 언제라 예상하십니까?

            (                               년 )

    (6) 최고 선도국의 설문대상기술의 개발 단계는 실용화 성공 단계 대비 어느 정도

라 생각하십니까? (실용화 성공을 100%로 하여 현재 최고선진국의 기술 개발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                               % )

    (7) 설문대상기술의 상용화 된 세계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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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은 기타 사항 질문입니다.                     

    (8) 설문대상기술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미래 사회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항목을 아래에서 2개 골라 주십시오.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 쾌적한 환경 ③ 에너지자원의 확보

④ 국가안보의 보장          ⑤ 원자력수용성 증대

⑥ 기타 (                         ,                            )

    (9) 설문대상기술 과제의 성공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을 아래에서 복수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연구비(인프라 부족)     ② 사회/윤리적 합의(PA)    ③ 인력부족

④ 규제/정책/표준화       ⑤ 산업화/제품화

⑥ 기타 (                         ,                            )

    (10) 설문대상기술은 5대 신기술(IT, BT, NT, ET, ST) 분야 중 어느 기술과 연관성

이 깊습니까? ( 융합 기술 창출 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관련 깊은 신기술 분야를 복수 선택하여 주시고 사례 기술을 소개해 주십시

오.)

① 정보통신기술(IT) [사례기술 :                                  ]

② 생명공학기술(BT) [사례기술 :                                  ]

③ 나노기술(NT) [사례기술 :                                  ]

④ 환경 및 에너지 기술(ET) [사례기술 :                                   ]

⑤ 항공우주기술(ST) [사례기술 :                                    ]

 ⑥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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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원자력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2차 설문서

선생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에서는 과학기술부(MOST) 정책과제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0~20년 후 원자력 분야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그 자체가 Cash Cow(현금 수입원)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의 국가 신성장동력 역할 증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전문

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2차 설문을 실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처>

    □  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  연구책임자 : 정책연구부 김현준 (042-868-2148), hjkim@kaeri.re.kr

    □  간사연구원 : 정책연구부 이종희 (042-868-4773), jhlee75@kaeri.re.kr

<참조>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은 RI를 이용한 종양의 대사 및 세포신

호전달, 심혈관계, 뇌신경질환, 염증 및 대사질환의 상기술 개발과 의료

용 RI 개발 및 유전체, 단백질, 대사에 관련된 생명공학의 발전과 유기적 

체계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합니다.



- 129 -

1. 기술 최고선도국 및 실현시기

기술최고선도국(1차 설문 결과)

83%

0%

1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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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타

[
국

가
명

]

[선택비율(%)]

1)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 개발에 있어 최고선도국은 어디라 생각하십니

까? (      )

   ① 미국   ② 일본   ③ 프랑스   ④ 독일   ⑤ 러시아  ⑥ 기타 (      )

상용화 실현시기(1차 설문 결과)

0%

40%

40%

20%

0%

0%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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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 40% 60% 80% 100%

현재 상용화

06 ~ '10

11 ~ '15

16 ~ '20

21~'25

25~

[년
도

]

[선택비율(%)]

선도국

국내

2) 기술 최고선도국이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을 상용화 실현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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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 예상하십니까? (       )

   ① 현재 상용화  ② 2006 ~ 2010년  ③ 2011 ~ 2015년   ④ 2016 ~ 2020년   

   ⑤ 2021 ~ 2025  ⑥ 2025년 이후

3)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국내 상용화 시기는 언제라 예상하십니까? 

   (        ) 

   ① 현재 상용화    ② 2006 ~ 2010년  ③ 2011 ~ 2015년   ④ 2016 ~ 2020년   

   ⑤ 2021 ~ 2025    ⑥ 2025년 이후

4)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국내 상용화 실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확보 방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민간주도 자체개발     ② 정부주도 자체개발      ③ 국내 산학연 협력 

    ④ 국제공동연구          ⑤ 해외기술도입           ⑥ 기타 (          ) 

5)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 개발에 있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상 국가는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      )

   ① 미국   ② 일본  ③ 프랑스   ④ 독일  ⑤ 러시아  ⑥ 기타 (        )

2. 기술 개발 단계

기술개발단계(1차 설문결과)

0%

20%

80%

0%

0%

0%

0%

20%

80%

0%

0% 20% 40% 60% 80% 100%

0~20%

21~40%

41~60%

61~80%

81~100%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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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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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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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선진국의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기술 개발 단계는 실용화 단계 

대비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

   ① 0 ~ 20%    ② 21 ~ 40%    ③ 41 ~ 60%    ④ 61 ~ 80%    ⑤ 81 ~ 100%

2) 세계적으로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 개발 단계는 다음의 기술개발 단계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위해 개발하는 단계

   ②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개발 국가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계

   ④ 선진국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어가는 단계

   ⑤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시장 가치가 높은 단계 

3)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국내 기술 개발 단계는 실용화 단계 대비 어

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

   ① 0 ~ 20%    ② 21 ~ 40%    ③ 41 ~ 60%    ④ 61 ~ 80%    ⑤ 81 ~ 100%

4)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국내 기술 수준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외국기술의 모방 단계

   ② 외국기술의 소화/흡수 단계 (국내 시장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개량 단계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발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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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시장 및 매출액

세 계 시 장 규 모 (1차  설 문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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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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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선 택 비 율 (%)]

    기 타의 견
- 무 응답

 1)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상용화 된 세계 시장의 연간 규모는 어느 정

도로 예상하십니까? (           )

    ① 0 ~ 1억 $/년    ② ~ 3억 $/년    ③ ~ 5억 $/년    ④ ~ 10억 $/년        

    ⑤ 10억 $/년 ~       ⑥ 기타 (          )

상용화 시 매출액(1차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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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상용화 시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

십니까? (            )  

    ① 0 ~ 10억 원/년     ② ~ 50억 원/년       ③ ~ 100억 원/년    

    ④ ~ 500억 원/년      ⑤ 500억 원/년 ~      ⑥ 기타 (          )

3)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현재 사업화 추진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

   ①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어려움     

   ② 사업화를 추진할 정도의 연구개발 성과의 미확보     

   ③ 기술적 실증 이후 사업화의 후속작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④ 현재 사업화가 진행 중 

   ⑤ 기타 (       )

4)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개발 주체가 강화해야 할 능력

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

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

   ① 연구개발 능력      ②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    ③ 생산∙제조기술 능력

   ④ 기술수요 예측 능력 (시장조사 포함)   ⑤ 국제 협력 능력

   ⑥ 경쟁국과의 표준 대응 능력   ⑦ 기타 (          )

5)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외부에서 개선/지원되어야 할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

십시오.) (         )

   ①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사업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② 사업화를 위한 시설 확보 및 고급 인력 수급

   ③ 정부의 규제 및 정치적 민감성

   ④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할 전담 기구의 설립

   ⑤ 제품의 scale-up 기술 등 사업화를 위한 주변기술의 확립

   ⑥ 수요 확보 및 시장여건의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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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타 (구체적으로 :       )

4. 미래사회기여도 및 신기술과의 연관성

미래사회 기여도(1차 설문 결과)

50%

10%

0%

0%

40%

0%

0% 20% 40% 60% 80% 100%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에너지자원의확보

국가안보의 보장

원자력수용성 증대

기타

[
기

여
 항

목
]

[선택 비율(%)]

  

 

1)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미래 사회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 쾌적한 환경        ③ 에너지자원의 확보

   ④ 국가안보의 보장         ⑤ 원자력수용성 증대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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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의 연관성(1차 설문 결과)

0%

56%

44%

0%

0%

0%

0% 20% 40% 60% 80% 100%

IT

BT

NT

ET

ST

기타
[신

기
술

]

[선택비율(%)]

2)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은 5대 신기술(IT, BT, NT, ET, ST) 분야 중 어느 

기술과 연관성이 깊습니까?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융합 기술 창출 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관련 깊은  신기술 

분야를 복수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정보통신기술(IT)          ② 생명공학기술(BT)   ③ 나노기술(NT)  

    ④ 환경 및 에너지 기술(ET)   ⑤ 항공우주기술(ST) 

3) 다음은 1차 설문 조사 시 수렴된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파급효과 및 

융합 창출 가능성이 큰 기술 분야입니다. 아래 항목 중 향후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의 발전에 의한 파급효과 및 융합기술 창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

는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

오.) (                 )

   ① 나노입자를 이용한 종양 진단/치료 기술 (NT)  

   ② RI 상진단 프로브 개발 기술 (NT)

   ③ 종양 치료 및 진단 기술 (BT)        ④ 단백질 항체 생산 기술 (BT)

   ⑤ RI 상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평가 (BT)

   ⑥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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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전략

기술성공을 위한 개선점(1차 설문 결과)

42%

0%

17%

17%

25%

0%

0% 20% 40% 60% 80% 100%

연구비(인프라)

PA

인력부족

규제/정책/표준화

산업화/제품화

기타
[
개

선
 항

목
]

[선택비율(%)]

1)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 과제의 성공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

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

대로 적어 주십시오.) (             )

   ① 연구비(인프라 부족)     ② 사회/윤리적 합의(PA)    ③ 인력부족

   ④ 규제/정책/표준화   ⑤ 산업화/제품화  ⑥ 기타 (                )        

2) 다음 요소기술 중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

기 위해 개발이 시급한 핵심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 복수선택일 경우

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

① 리간드 개발 및 스크리닝 기술  ⑤ 상처리 및 퓨전기술      

② 나노입자 제조기술             ⑥ 방사성추적자 동태분석 기술
③ 동위원소 생산기술             ⑦ 신호전달체계 규명기술 
④ 방사성추적자 표지기술         ⑧ 기타 (구체적으로:                 )

3) 다음 원자력 기술 중 방사선동위원소이용 질병진단 기술과 기술적 연관성이 깊어 

기술 발전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일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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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치료 예측 및 조절 기술          ⑤ 기능성 고분자
② 방사성육종 고부가 작물 및 원예 품종   ⑥ 산업용 동위원소
③ 방사선 식품생명공학제품               ⑦ 원자력 빔 이용 유용 유전자원
④  방사선 공중보건용 신소재             ⑧ 차세대반도체 방사선계측기   

6. 기타

 1) 응답 시 공간이 부족하셨던 사항이나 남기고 싶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기록해 주십

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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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본 연구는 21세기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며,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 분야의 신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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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선도국의 상용화시기에 따라서 2 ～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기술개발수준에 있어 대부분의 기술들이 선도국에 비

해 현재 20 ～ 40%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성 분석에 

있어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별로 연간 0.1 ～ 1,000억 $의 세계 시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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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되었음.

○ 전문가 설문과 혁신 이론을 접목하여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 음. 

- 대부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는 유동/성장기에 국내적으로는 적응단계에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혁신 단계에 맞추어 생산 공정 기술의 표준화 및 

제품기술의 표준화를 해야 함. 사업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기술개발 주체는 

연구개발능력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고, 기술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재정지

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조사됨. 

○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 신성장동력 기술의 성공적 개발전략의 수립을 촉
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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