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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기초기반 기술로의 나노기술개발 현황 조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영국정부(EPSR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 실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

난 2006년 KNOO(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이라는 정부프로젝트
를 착수하여 4년간 총 6.1백만 파운드를 지원중이다.
*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원자력의 안전성, 신뢰성, 지속가능

성 증진에 관련된 첨단 기술개발을 목표로 임페리얼컬리지를 중심으로
멘체스터대학, 카디프 대학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 (1) Fuel, thermal
hydraulics

and

reactor

systems,

(2)

materials

performance

and

monitoring reactor conditions, (3) An intergrated approach to waste
immobilization and management, (4) safety and performance for a new
generation of reactor designs 등 4개 대과제로 진행 중이다.
○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프로젝트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최종연도를 맞이하는 동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전개방향

을 분석
○ 아울러, 원자력 기초, 기반기술로서의 나노소재, 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동

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산업용 나노소재 기술, 나노소재 특성분석 및 전산모사․모델링 기

술
- 극미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나노촉매 및 나노기공 소재 기술
- 폐기물 배출 최소화 및 폐자원 활용 나노제조 공정기술
- 환경유해 물질 측정용 나노바이오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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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동향 조사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동향
◯ 나노기술 개발 현황의 조사
- 주요 나노기술 개발 현황
- 원자력 유관 나노 소재 기술의 개발 방향

Ⅳ. 연구개발결과
○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제고, 경제성 향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고급 원

자력 기술의 연구개발이 불가피 한데, 이는 최근 급속히 발전중인 나노과학
과 기술의 응용으로 고온 원자로에 쓰이는 획기적 성능의 재료 개발, 고준
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 개발, 장기적 안목에서의
핵융합 시설의 재료 개발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노기술 혁신은 에너지 부문의 부가가치 체계인 에너지원 -> 에너지 전

환 -> 에너지 분배 -> 에너지 저장-> 에너지 사용의 각 단계
- 나노 기술이 원자력 기술에 유용한 소재 가공이나 기기 개발에

잠재력

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서, 최근 원자력의 마이크로칩 기술에
의 결합, 초소형 장수명 원자력 배터리 개발 사례 등을 볼 때 두 개 기
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혁신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 또한, 최근 영국 정부가 자국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핵심 인력 양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추진한 KNOO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원자
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차세대 인력양성 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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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urve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Nano Technology as a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of Nuclear Ener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After 1990s, it came to the fore as a national assignment to secure
renewal energy in the level of making a plan to supply national energy
in the future, followed by the existing exhaustion of fossil fuel with
global climate change.
- Nuclear energy will be a major energy source of South Korea,
considering matur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al feasibility in the
present before infinite renewable energy is developed in the future,
as

a

representative

source

of

low

carbon

energy

to

reduce

greenhouse gas.
* In the 1st national energy master plan established in Aug. 2008, it
is its goal to increase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supply
of national energy from 14.9% in 2008 to 27.8% in 2030.

○ EPSRC started the government project KNOO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in 2006 as a part of sustainable program to realize
energy economy and is supporting total 6.1 million pound for four
years.
*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With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related to Safety of nuclear energy, reliability and
increase in sustainability as its goal, 7 research agencies such as
University of Manchester and Cardiff University in the center of
Imperial

College

participated.

It

is

making

progress

with

four

assignments ((1) Fuel, thermal hydraulics and reactor system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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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performance and monitoring reactor conditions, (3) An
integrated approach to waste immobilization and management, (4)
safety and performance for a new generation of reactor design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performance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KNOO project of the UK government.
* Analyze major performance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same
project which is faced with the final year in 2009.

○ It is necessary to grasp a tendency in development of nano materials,
environment

and

energy

technology

as

nuclear

energy-based

technology.
- Technology of nano materials for energy industry, analysis on
features

of

nano

materials,

computer

simulation

and

modeling

technology
- Technology of nano catalyst and nano pore materials to remove
extreme fine pollutants
- Minimization of wastes discharge and process technology of nano
manufacture with waste resources
- Nano bio sensor and monitoring system for measure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materials

○ Through this surve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grasp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in the nuclear energy field of
Europe based on UK, which it is possible to apply the above to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domestic policies.
- Especially, it can be applied to R&D planning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technology for green growth and to
nuclear energy and fusion related field when business is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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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 Survey a tendency of eco-environmental energy policy of major countries
- Tendency of energy policy based on Europe

◯ Status of nano technology development
- Status of major nano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al direction of nano technology related to nuclear energy

Ⅳ. Result of the Project
○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develop high-grade nuclear energy
technology such as raising stabil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mproving

economic

feasibility

and

managing

radioactive

was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terials of epoch-making
performance in high-temperature nuclear reactor by applying nano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quick development, to develop materials
required to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treatment facility and to
develop materials of nuclear fusion facility in the long-term view.
○ Innovation of nano technology is composed of each stage as follows
Energy source-> conversion to energy-> distribution of energy->
energy storage-> energy use which are a value added system in the
part of energy.
- It is a distinct fact that nano technology has potentiality in
processing of material useful to technology of nuclear energy or in
development of machines. Considering recent combination between
nuclear energy and microchip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long
life mini nuclear battery, innovation of new technology by fusion of
two technologies is largely developed.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raise

v

next-generation human resources for continuous promotion of nuclear
energy, referring to KNOO program promoted by the UK government
for raising recognition about nuclear energy, raising core human
resources and developing next generation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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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각국의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부양
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
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녹색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 투구에 나서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세계 시장은 2008년에 3조달러를 돌파하였고, 2015년에

는 4.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OECD)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의 근본적 개편 촉구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산업혁명이 굴뚝 산업으로 대표되는 High
Carbon사회를 초래했다면, Low Carbon 사회의 도래를 빗대어 2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표 1. 저탄소사회, 고탄소 사회 패러다임 비교
고탄소 사회

저탄소 사회

Material

Humanity

경쟁, Zero-sum

상생, Win-Win

가격, 품질

가격, 품질, 녹색도

석유화학, 제조업
IT 산업, 금융

에너지/환경 산업
에너지/환경 +IT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제조업(굴뚝산업)
IT 및 일부 신기술 금융

탄소시장(그린 산업)
에너지/환경 시장(물 포함)
신기술 (IT 등) + 에너지/환경시장

결국 Low carbon 구조의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자

원을 최대 이용하는 고탄소 산업경제로 에너지, 자원수요가 급증하고, 아울러 온실
가스 배출의 급속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자 2005년 UN ESCAP에서 Green
growth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
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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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녹생성장이 새로운 사업기회 및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새로운 국가의 성
장동력으로 기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국의 신 국정지표로 선포하여 전략적 추진중이다.
2008년 청와대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의 녹색 성장 관
련 정책을 총괄·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녹색기술의 범
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2009년에는 녹색기술 연구 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
행중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 기술 27개
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08) 1조원 → (’12) 2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7.3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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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7대 중점육성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화 기술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

원천 기술

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스템 기술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기술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21.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22.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스)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기술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2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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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확정(2008.8)하여 시행중이
다.

표 3.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7년

2030년

에너지원단위(TOE/GDP $1,000)

0.341

0.185

화석연료 점유율

83%

61%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2.4%

11%

원자력 점유율

14.9%

27.8%

원자력 발전설비점유율

26%

41%

녹색에너지기술

60%

세계최고수준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율

4.2%

40%

■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공급량
- 태양광 : 44배 (80 → 3,504 MW)
- 풍력 : 37배 (199 → 7,301 MW)
- 바이오연료 : 19배 (187.4만 → 3,648.7만 Gcal)
- 지열 : 51배 (110 → 5,606 Gcal)
■ 예상 효과
- 신규 고용 : 2030년까지 95만명의 신규 일자리
- 세계 점유율 : 0.7% → 15% in 2030
- 태양전지, 풍력, 수소 연료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선택지에는 아래 표처럼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
carbon 포획 및 저장, 발전설비 대체 및 효율화, 녹지보호 및 확대 등 다양한 요소
들이 가능하나 각각의 선택에 따른 정치, 경제, 기술면의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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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산화탄소 저감 Options (Scientific American,2006)
* 각 Wedge별로 매년 5억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

아울러, 대체 에너지원의 문제는 원자력과 같은 상당기간 무한공급 가능 에너지의
확보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전용,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과 같은 용도별로
해결해야 할 복잡계의 문제로서, 예를 들어 향후 40-50년 사이에 고갈이 예상되는
석유의 경우 발전용으로서는 사용 정도가 보통이나, 수송용의 경우 독점적 위치에
있어 이러한 특정 용도의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대체에너지원별 가격경쟁력과 재생가능성, 그리고 과도기에 불
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에너지원들의 경우 폐기물과 이산화탄소의 저감 또는 처리문
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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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에너지 밀도

원자력
매우 큼

규모

중앙집중, 대규모

modulation
지속가능

경직적

에너지원과의

경직적

에너지원
화석연료
큼
모든 규모, 분산

* 일부 수소,

가능

바이오

조절 가능

제외
예측 불능

함몰비용, 비용
증대

호환
사회

위험비용을 포함

모든 외부비용

공급비용

대단히 큼

포함시 대단히 큼

위험비용 제외시

외부비용 포함되지

적절

않아 낮음

핵융합으로 보완

다양한 혁신요소,

필요, 다른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발전은 더딤

기술

높음, 원자력사고

광산, 탱크,

방사능 유출,

파이프라인등의

비확산, 안전보장

사고 위험은

불가

존재하나 조절가능

시장가격

기술

운영 비용

핵폐기물,
압력 요소

연소가스방출,

이산화탄소배출,

지형에 미치는

배출물 처리

증가 전압곡선의

기후변화

영향
중요하나
지속 가능성

재생에너지
대개 분산특성
대개 분산

부가시설 필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시 대단히 큼
위험이나
외부비용이 없는
대신 비쌈
마이크로전자공학,
신소재, 나노기술
같은 혁신요소에
크게 의존
적으나 분산형,
그러나 대규모
병합 발전은 큰
자체운영 위험
내포
병합,
바이오연료의 경우
토지이용 및
지리적 영향이 큼

핵융합등에

주요 에너지원

지구적 산재 및

연과되고 구체적

고갈 중

재생가능

방법론 제시 미흡

결국 단기적으로는 석탄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저장, 연비증대, 리사이클 등을 지속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석탄의 액체연료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에너지 저장기술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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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미래 에너
지원별 장단점 분석과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 기술 이슈 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기초, 기반기술로서의 나노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노
기술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
발에서 기술적 한계 극복과 최적화된 제품 기술 확보를 지원할 핵심기술로 기대되
고 있다.
미국의 나노비즈니스 얼라이언스(NanoBusiness Alliance), 과학재단(NSF), 럭스
리서치(Lux Research) 등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나노 관련 산업의 세계시
장 규모가 수 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럭스 리서치는 나노
기술을 응용한 제품 시장이 2004년 당시 전 세계 제조업 부문의 0.1% 이하인 130
억 달러수준이지만 2014년에는 15%까지 성장해 2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은 이미 국내 주요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2005년 약 35조
원(전체 산업 대비 2.4%) 규모에서 2010년 104조원(5.5%), 2020년 593조원 (17.7%)
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2008년 기준 전세계 민간부문의 나노기술 개발 투자액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공공부문 투자액의 2배 이상 수준이며, 또한 나노기술 제품수도 3년 전 보다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나노기술 혁신은 에너지 부문의 부가가치 체계인 에너지원 -> 에너지 전
환 -> 에너지 분배 -> 에너지 저장-> 에너지 사용의 각 단계에 아래와 같이 관련
되어

있다.

z 에너지원 : (예) 태양광 : 나노 사이즈의 최적화된 전지, 반사방지 코팅/

풍력 에너지 : 보다 가볍고, 보다 강력한 회전익 날개를 위한
나노 Composite
z 에너지 전환 : (예) 가스 터빈 : 터빈 날개의 열 및 부식 방지 (세라믹 또는

내부 금속성 나노 코팅) /열전: 효율적인 열 전력 발생을 위한
나노 구조화 화합물/연료전지/수소발생/연소엔진/ 전기모터
z 에너지 분배 : (예) 고전압 전송: 전기 고립 시스템을 위한 나노 충전제

/초전도체: 전력 손실 최소화를 위한 고온 초전도체/ CNT
전력선: 탄소 나노 뷰트를 기반으로 한 초전도 전선/ 무선
전력 전송: 레이저, 마이크로파 또는 전자기 공명에 의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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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스마트 그리드, 열전도
z 에너지 저장 : (예) 배터리 기술에의 나노소재 응용
z 에너지 사용 : (예) 단열/공기 컨디션닝(conditioning)/가벼운 건축 자재:

나노-복합재료(탄소나노튜브, 금속복합체, 나노 코팅된 가벼운
금속)/조명: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z 나노 기술은 기존의 에너지원(석탄과 핵연료)의 개발과 지열 에너지, 태양,

풍력, 수력, 조력 또는 바이오매스(biomass)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모두에서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증가는 (특히 화력
발전소나 증기 발전소) 이산화 탄소의 방출을 상당히 줄일수 있게 해주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고온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수 있는
터빈 재료의 개발이 요구 되는데 나노기술의 사용이 중요해 질 것이다.
z 현재의 송전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선이나 전력라인에

이용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전도체 개발도 에너지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레이저,
마이크로파, 전자기 공명들을 이용한 무선 에너지 송전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z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배터리나 초전도체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높은 전기 전압과 뛰어난 에너지 전력밀도, 리튬-에너지
기술이 가장 유망한 전기 에너지 저장방법들로 여겨지는데 나노 기술은
결정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z 나노소재 개발에 필요한 특성분석 및 전산모사․모델링 기술, 극미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나노촉매 및 나노기공 소재 기술, 유해 폐기물 배출
최소화 및 폐자원 활용 나노제조 공정기술, 환경유해 물질 측정용
나노바이오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도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원자력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과 대비하여 궁극적인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발전 연구에서 필요한 나노재료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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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1절

나노기술 일반 동향

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고대 그리스에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nanos)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1나노미터(㎚)라고 하면 10억분의 1m의 길이
즉, 머리카락의 1만분의 1이 되는 초미세의 세계가 되는데 이를테면 원자 3∼4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서, 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의 소자를 만들고 제어하
는 기술로 분자와 원자를 다루는 초 미세 기술인 나노기술에는 고전역학이 아닌 양
자역학 이론이 적용된다.

나노의 세계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1959년에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칼텍의
리처드 파인만(Richard Phillips Feynman; 1918-1988)으로, 양자 역학 연구 공로
를 인정받아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59년 12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열린 미국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때 분자의 세계가 특정 임무를 수행하

는 아주 작은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건물 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분자 크기의
기계 개발을 제안, 또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담긴 모든 정보를 핀 머리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해 나노 시대가 올 것임을 예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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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여년이 흘러 1981년에 1981년 스위스의 IBM 취리히 연구소에 근무하던
로러(Rohrer) 박사와 비니히(Binnig) 박사는 원자 단위의 크기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형 터널링 현미경(STM)을 발명하여 원자, 분자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관측하
며 아울러 이들을 조작하고 조립시키는 데도 쓰이게 되어 새로운 나노과학기술의
본격적 서막을 열었다.

이어 1992년에는 나노기술의 이론가인 에릭 드렉슬러(Eric Drexler)가 나노기계
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 의원들에게 분자기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고
마침내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은 2000년에 국가 나노기술계획(NNI)을 발
표하고 국가 차원의 나노과학기술개발을 선포, 드렉슬러는 분자기술 대신 나노기술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원자 및 분자수준에서 조작하고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수 있는
강력한 신기술로서 미국의 Lux Research사는 나노 기술을 ‘The

purposeful

engineering of matter at scales of less than 100 nanometers to archive
size-dependent properties and functions’로 정의함으로써 나노기술이 단순히 작은

크기 단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특별한 의미의 성
질과 기능에 대한 변화를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목적성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였다.
나노기술은 기존의 기술 또는 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물리, 화학, 재료, 전자, 생물 등 기존 학문들의 경계를 없애고 횡적으로 연
결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학제성(Multi-disciplinary)이
다.
둘째는 나노 구조물의 분석, 제어, 합성 등 전 과정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하기

10

때문에 높은 기술 집약도를 갖으며,
세 번째는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재료, 전
자, 광학, 에너지, 항공우주 및 의학⋅의료 등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대단히 큰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장래에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성냥
개비보다 작은 의료용 수술 가위, 인체 내부의 암 종양을 치료하는 초미세 로봇 등
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출처 : Dallas Business Journal

네 번째는 초미세 상태에서 나노 구조체를 합성하기 때문에 원자재 사용의 최소화
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 오염 방지와 제거 및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
고, 고효율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계의 원자나 분자의 구조화 거동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매우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나노기술은 기술적으로는 혁명적(radical)이며, 산업적으로는 파괴적(disruptive)
이며, 사회적으로는 변혁적(transformative)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가능성을 제공(enabling technology)할 수 있는 다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이며,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혁신(tech innovation)을 일

으킬 수 있고, 신산업을 창출(creation of new industries)하여 새로운 학문과 신성
장 산업의 모태가 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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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세계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두가지
가 있으며, Top-down 방식은 미세화, 정밀화를 나노미터의 극한까지 추구하는 것
으로,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집적회로(IC)의 고집적화를 들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크기의 선폭을 이용해 기억소자를 만든다면 현재의 기가(g=10억)비
트보다 1000배 빠른 속도와 용량을 자랑하는 테라(1조)비트급 집적도의 반도체칩
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Bottom-up 방식은 원자나 분자를 하나씩 조합하거나, 조직이나 배열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새로운 기능을 발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는Xe 원자 배열을 통
한 글자 제작을 들 수 있으나, 현재의 반도체 제작과 같은 저가의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 문제이며, 생명체가 DNA에 의해 미리 주어진 정보에 따라 임의의 구조를 교
묘하고 효율적으로 성장시키는것과 같은「자기 조직화」메커니즘 활용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나노기술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1년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에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하여, 국가
차원에서 육성중이다.
특히 정부는 나노종합팹, 나노소자특화팹 등 전국에 5개의 나노팹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2008년 기준 7개 부처․청 및 출연硏에서 나노기술 분야에 총 2,429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 부문별 : 연구개발 1,764억원, 인프라 526억원, 인력양성 139억원

이에 따른 성과로 2008년 발표된 나노분야 SCI급 논문중 국내 연구자는 전년 대
비 28.5% 증가한 2,639편으로 세계 4위에 진입하였고, 미국 특허 등록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07년 468건으로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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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I 논문건수 및 국가순위변화, ’08년 주요국 SCI 논문증감율

※ 출처 : 미국 Thomson사의 SCIE Data Base

표 4 주요국 누적논문 수(’97～)
논문수 (편 점유율 (%

순위

국가명

1

미국

54,751

2

중국

3

논문수 (편 점유율 (%

순위

국가명

26.4

6

프랑스

11,586

5.6

39,064

18.8

7

영국

7,878

3.8

일본

21,947

10.6

8

인도

7,649

3.7

4

독일

16,472

7.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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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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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미국특허등록 추이(’91～’08)

※ 출처 : 미국 CAS사의 USPATFULL 데이터베이스
표 5 주요국의 누적 미국특허등록 수(’91～)
순위

국가명

건수

1

미국

28,776

2

일본

3

점유율(%

점유율(%

순위

국가명

건수

64.38

6

대만

1,610

3.6

4,113

9.2

7

캐나다

1,234

2.76

독일

2,723

6.09

8

영국

839

1.88

4

한국

2,357

5.27

9

중국

544

1.22

5

프랑스

1,630

3.65

10

스위스

506

1.13

)

)

주요한 세계 각국의 나노 분야 정책 및 기술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의 지속적인 정부투자 확대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 발표(2000.1) 이후 러시아, 대만 등 신흥국에서도
국가차원의 나노기술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미국 :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의 ‘09년 예산 청구 규모
는 15억 2,700만 달러로 NNI 초기연도(’01년)의 3.2배
※ 총 누적투자규모 : 100억 달러
○ EU :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7, ‘07～’13, 전체예산 505.2억 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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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나노분야에 34.67억 유로를 투자 계획
※ 제6차 프로그램(FP6, '02～'06)의 13억 유로보다 2배 이상 증액
○ 일본 : ‘09년도 나노기술 및 재료분야에 전년대비 1.8% 증가한 881억 엔
을 투자할 계획(전체 과학기술예산은 0.02% 감소)
○ 러시아 : 러시아 나노기술공사(Rusnano) 설립(2007.7) 및 50억 달러 지원,
나노기술개발계획안 승인(2008.1)
○ 대만 : 나노기술 국가전략 1단계 계획(2003-2008, 6억 달러 지원) 추진 완
료 및 2단계 계획(2009-2014, 7.2억 달러) 추진 예정

(2) 나노기술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강화
나노기술 제품의 시장진출 급증 및 제품 수준의 고도화에 따른 주요국의 나노
기술 산업화 촉진 활동 본격화 되고 있다.
※ 나노기술 제품 중점부문 이동 : 수동형 나노구조체 → 능동형 나노 구조체
및 나노시스템

○

미국 :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산업계

촉진을

위한 산업계연락그룹

(Industry Liaison group) 구성 및 나노팹의 기업 시제품 제작 지
원 방침
○ EU :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① 산학연 연계, ② 산업계 EU

프로

젝트 참여확대, ③ 나노기술 정보확산, ④ 표준 제작, ⑤ 지적재산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추진
○ 일본 : 산․학․관 연계 및 부(府)·성(省)연계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나노기술 산업화 추진
- 나노기술·첨단부품실용화 연구개발(NEDO) : 기초·응용 단계부터

대학, 국가

연구소, 기업 참가가 필수 조건
※ 異업종·異분야 연계 틀 마련 및 실용화에 중점
-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문부과학성․후생 노동성․
경제산업성) : 벤처 기업의 육성, 임상연구·치료의 환경 정비, 심사 신속화 등
사업화 촉진시책포괄 등

(3)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
나노기술

제품의

산업화와

함께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

: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및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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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하고 있다.
○ 미국 : 범정부 차원의 나노기술환경보건영향워킹그룹(NEHI WG) 설립
(‘03.8월) 및 EHS분야 국가 대응전략 마련(‘08.2월)
※ NNI 전략 내 EHS 부문 예산 증가 : 4,830만 달러(’05년) → 7,640만 달러(’09년)
○ EU : 책임 있는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연구를 위한 윤리강령 채택(’08.2)
및 나노물질을 EU의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에 적용 발표 (‘08.4)

○ 일본 : 범정부 차원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사회 수용」사업 추진
※ NEDO 「나노 입자 특성 평가 방법의 연구개발」(’06년∼’10년, 20억엔) 추진
○ 한국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문제 적극 대응 및
OECD, ISO 등 관련 국제기구 참여 활동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나노안전성 관련 기초․원천연구지원 강화 (’08 ～’10, 50억원)
※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중 나노제품 관련 안정성 연구투자
(’07~’10, 29억원), 나노물질 안정성 평가․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10～’14)
※ 지식경제부,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사업 및 ｢나노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안전지침｣ 제정 추진(’09)

(4) 나노물질 상용화 및 안전성을 위한 표준화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산하

나노기술

분야

기술

위원회(ISO/TC229,

IEC/TC113)에서 표준 나노기술 및 물질의 상용화 촉진지원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나노기술의 실용화 및 환경․에너지 분야의 핵심
나노소재 개발과 함께 나노물질의 취급과 폐기, 나노물질의

노출 저감을

포함한 나노제품의 전 생애에 걸친 리스크 관리지침 개발을 추진
- ISO/TC229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평가 표준개발, TiO2, CaCO3 등 나노
소재의 사양 표준화 및 제조 나노 물질의 독성 평가를 위한 화학적, 물리
적 특성평가 방법 개발 중
- TC229는 JWG1(용어), JWG2(측정 및 특성평가), WG3(환경, 보건, 안전),
WG4(나노물질 사양) 작업반 설치 및 운영
- IEC/TC113은 전자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탄소나노 튜브의 사양
표준과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측정방법 개발 중
○ 한국은 기술개발과 병행한 나노제품의 성능 및 효능, 신뢰성,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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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시장진입과 수출장벽 대응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은나노 제품 등 나노 제품의 성능평가와 효능평가 방법 및 표준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나노제품 인증시스템 기반 마련
- TiO2, CNT 신소재의 특성평가 방법 개발을 통한 고전도성 나노 복합체
개발 등 산업화 지원 및 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
※ 탄소나노튜브의 순도평가 등 국가규격 3종 제정(’06～’08) 및 국제 규격
제안 2종
※ 나노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국제규격 제안(’08)

(5) 국내 주요 연구 동향

1. 원자/분자 제어

2. 카본나노튜브

3. VLSI

< 해외 연구동향 >
MIT Technology review는 연말에 10 emerging technology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양자점을

이용한 태양전지,

자기

조립화된

meta-materials,

single-cell analysis 기술, 집광형 광학 안테나, 유전자 제어형 광 스위치, 미세 섬유
질을 이용한 nanohealing 등 6개가 나노기술에 해당되었다.

17

2008년에도 아래의 5가지가 나노기술에 해당되었다.

○ 나노기술 에너지
– 나노 와이어와 CNT가 에너지 생산/저장에 중요한 재료 입증, 조지아 공대
는 ZnO로 진동을 전력으로 바꾸는 나노 발전기 개발, CNT로 값 싸고 효율
이 큰 태양전지도 가능해 졌다.

○ Meta-materials을 이용한 투명 물질
– 연구자들은 재료특성을 nm 수준에서 제어하여 투명 재료를 만들고 있다.
투명 망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테나와 컴퓨터 칩 패턴 제작 에도 사용
될 수 있다.

○ 먼지가 달라 붙지 않는 재료
– 연꽃 잎을 모방한 재료로 기름이 눌어붙지 않거나 창문에 안개나 기름이
붙지 않게 할 수 있다.
- 또 CNT를 이용하여 게코 도마뱀과 같은 Spiderman을 만들고 있다. 홍합 분
비물을 응용한 물속에서도 붙을 수 있는 무독성 초강력 접착제도 개발하고
있다.

○ 상품화를 앞둔 Flexible 전자소자
– ’07. 2월 2개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
제 2008년 소니가 유연한 성질의 OLED TV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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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메모리
– 구조를 바꾸거나 원자 굵기의 나노 와이어 만들어 지금보다 수백 배나 용
량이 큰 메모리 칩 제작 가능성을 보인다.

< 국내 연구동향 >
2008년말 나노기술촉진법에 의거, 정부는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완성하고 2020년까
지 세계 나노기술 3대 강국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주요 4대 분야별 기술발전 로드
맵을 시행중이다.
○ 나노소재
나노 소재의 제조물성 측정 및 해석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 3위 나노 소재
기술 확보
▸
▸
▸
▸
▸

기본단위 나노소재의 제조 및 제어공정 기술
기본단위 나노소재의 계층제어 공정기술
나노구조의 안정화 기술
나노구조체의 물성 평가 및 해석기술
나노구조체의 안전성 평가 기술

○ 나노소자
초고집적, 초고속, 초저소비 전력소자 구현을 통한 나노소자 분야 세계 3위권
진입
▸나노 전자소자
▸나노 광소자
▸나노 자기소자

▸나노 분자소자
▸나노 양자소자

○ 나노바이오
나노 바이오 기술에 의한 암 등 난치병 치료와 생체 친화적인 환경/에너지 구현
▸나노바이오 검지 및 정제
▸나노바이오 치료 및 임플랜트
▸나노바이오 정보

▸나노바이오 에너지
▸안전성, 영향평가 및 표준화

○ 나노공정/장비/측정
원천기술 확보와 나노기술의 현실화 기반 제공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저가 대면적 나노공정
▸Top-down 및 Bottom-up의 융합공정
▸자기조립 기반 공정 실현
▸sub nm 레벨의 나노측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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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주요 성과 >
○ 서울대 김기범 교수팀
○ 신개념의 나노 리소그래피 공정기술 개발
- 원자이미지를 이용한 양자점 및 양자선 형성 으로 다양
한 나노 패턴 구현
- 세계 최고수준 10nm급 고해상, 고밀도 리소 그래피 기
술 개발
※ ｢Advanced Materials｣ 誌 인터넷 판 게재('07.11)
○ 한국기계연구원 이응숙 박사팀
○ 디스플레이용 대면적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공정기술 개발
-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공정의 디스플레이 노광 장비를 대
체할 수 있는 신공정장비로 국내외 1조 2천억원('09년
기준) 규모의 노광장비시장 공략을 통하여 향후 3천억
원의 매출 예상
※

디스플레이
'07.11)

장비업체에

기술이전

(ADP엔지니어링,

○ KAIST 김봉수 교수팀
○ 강자성 코발트실리콘 나노선 및 단결정 은나노선 합성법
개발
- 차세대 자성반도체, 질병진단센서, 바이오센서 등 광범위
하게 응용 가능
※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誌 게재('07.7)
및 ｢Nano Letter｣ 誌 게재 ('07. 4)

○ 연세대학교 임성일교수팀
○ 고성능 유기 인버터 소자 개발
- 자외선을 이용한 시그널 출력곡선 조절 기술 개발
- 시그널의 소음 민감도를 감소시켜 논리소자의 신호인식율
을 향상시킴
※ ｢Applied Physics Letters｣ 誌 게재('07.8, 표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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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이영무 교수팀
○ 이산화탄소 분리용 혁신적 분리막 소재 개발
- 기존 소재 대비 500배 이상 향상된 CO2 투과 성능을 가
진 분리막 소재 개발로 CO2 회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
는 차세대 분리막 원천기술 확보
※ ｢사이언스｣ 誌 게재('07.10)
○ 숭실대학교 김자헌교수팀
○ 세계 최대의 결정성 하이브리드 다공성
물질 개발
- 공동(空洞)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결정성 하이브리
드 나노다공성 물질을 합성하고 그 화학 구조와 물성을
규명 하는데 성공하여 촉매, 센서, 기체저장과 분리 등에
활용
※ ｢Angewandte Chemie｣ 誌 표지논문 선정('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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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8년 주요 성과

번호

제 목

내 용
나노종합팹센터(소장 이희철), 미국 벤처기업
비상(BeSang Inc. 사장 이상윤), 스탠포드나노팹(SNF,

3차원

집적회로
1

소장 요시오 니시)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3차원
단일칩으로 구현된 집적회로를 통해 패턴축소의 한계에

상용화기술

다다른 종래의 CMOS 반도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최초

“3차원 집적회로(3D-IC) 상용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개발하였다. 2차원에서의 반도체 집적회로 생산이라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반도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KAIST 최양규(崔梁圭, 42세) 교수팀과
나노종합팹센터(소장 李熙哲)가 공동으로 기존 플래쉬
메모리와 DRAM이 한 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서

2

차세대
퓨전메모리
(URAM) 첫
개발

복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집적도를
증대하는 차세대 퓨전메모리(URAM)을 개발하였다.
PC산업의 포화 등으로 기존 메모리 시장이 고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URAM의 개발은 기존의 메모리 기술을
진일보시킨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제품이 2~3년내에 상용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알루미늄+탄 대유신소재는 이영희 성균관대 교수와
소나노튜브
3

‘CNT-알루미늄복합체(브랜드 스마트알루미늄)’ 양산화에

‘복합신소재 ’ 성공되었고, CNT-알루미늄 복합체는 기존 소재 대비
(스마트

알루미늄)
세계 첫

기계적 특성이 최대 5배 이상 향상 되었다.
더 가벼워져 자동차·전기전자·우주항공·건축자재산업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용화 성공
전자잉크 제조기업 잉크테크가 태양전지 전극용 페이스트

4

태양전지

잉크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전극용

진출하였다.

페이스트

이 전극은 기존 증착방식이 아닌 프린팅 방식으로

잉크 개발

제작되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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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팀은
몸속에 투입해 암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속이 빈 나노캡슐 개발에 성공하였다.
암 진단 ·치료
5

나노 캡슐
하나면 OK!

이는 산화철로 이뤄진 나노캡슐의 껍질이
자기공명양상(MRI) 장치 조영제 역할을 해 몸 안을
진단하고 캡슐 안에는 약물을 담아 항암치료 전달체
역할을 함으로써 암세포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나노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나노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나노 2기가비트 DDR3는 2007년 삼성전자가 개발한

삼성전자 ,
6

60나노 2기가비트 DDR2 D램의 최대 속도인

50nm급 2Gb 800Mbps(초당 800메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대비 약
DDR3 DRAM 1.6배인 1.333Gbps(1,333Mbps)를 구현하며, 단품 칩의
크기가 작아져 생산 효율도 기존 대비 60% 이상
개발

향상되었다.
삼성종합기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술원 -스탠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 연구 결과는 탄소
드 大 Zhenan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제조시, 기존 3단계(분리, 위치제어,
7

Bao교수 ,

배열) 공정을 한 번의 과정으로 줄임으로써 공정단가를

획기적 CNT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탄소 나노튜브의
제조공정을 단순화해 상용화를 쉽게 했다는 데 의의가
제조공정
개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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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 정부의 KNOO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프로젝트
영국정부(EPSR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 실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KNOO(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이라는 정부프로젝트를 착수하여
4년간 총 6.1백만 파운드를 지원중이다.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은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분석에
기반하여 원자력으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전력을 공급, 전기 또는 에너지
공급원의 공급, 제어, 관리, 안전성, 공급 및 연결 증진, 대체에너지 요소증대, 변환
및 전원생산 시스템의 개선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의 안전성, 신뢰성, 지속가능성 증진에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임페리얼컬리지를 중심으로 멘체스터대학, 카디프 대학, 쉐필드 대학, 브리
스톨 대학, 리즈 대학, 오픈 대학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1) Fuel, thermal hydraulics and reactor systems, (2) materials performance
and monitoring reactor conditions, (3)
immobilization

and

management,

(4)

An intergrated approach to waste

safety

and

generation of reactor designs 등 4개 대과제로

performance

for

a

new

진행이며, 이 과제에는 Atomic

Weapons Establishment, British Energ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Environment Agenc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Mitsui
Babcock, the Ministry of Defence, Nirex, AMEC NNC, Rolls-Royce PLC 그리고
the UK Atomic Energy Authority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우선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 연구를 주도하는 것과 아
울러 박사과정 학생이나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 경험과 기술을 배양하여 원자력 산
업계로 진로 진출을 할 수 잇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단기적 기술과제는 현존하는 Reactors 시스템의 관리와 조작 효율화이며, 장기적
으로는 Generation Ⅳ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핵발전소 건설, 연료 Mining 및 정제, decommissioning에 따르는

이

산화탄소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자재(콘크리트, 철골, cabling) 절감 및 연비 향
상기술, 방출 열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 부대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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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KNOO 과제별 목표 및 수행주체

세부과제

세부 과제 목표
Coupling of multi-pin structural

수행 주체

mechanics and three-dimensional
transient two phase 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the study of severe
accidents (e.g. pin ballooning under
WP1

reflood conditions) crud deposition and

Imperial college London

its thermal hydraulic and neutronic
effects.
Application of advanc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o Generation IV
systems.
Remote structural interrogation and
monitoring tools.
Miniaturised, encapsulated monitoring
systems.
Finite element and self consistent
WP2

models to assess materials.
Mechanical understanding and predictive

University of
Manchester

models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Mechanical performance of nuclear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Behaviour of graphite.
Re-mobilisation, transport, solid-liquid
WP3

separation and immobilisation of
pariculat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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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Leeds

Develop predictive models for particle
behaviour based on atomic scale,
thermodynamic and process scale
simulations.
Develop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elective adsorption of nuclides onto
filter systems and their immobilisation.
Mechanisms of nuclide leaving and
transport.
PhD and PDRA training in systems
modelling with respect to Gen IV
Research into modelling fault and
severe accident transient behaviour of
VHTR and GFR systems
Link materials performance and detailed
heat transfer processes into safety
performance research
Develop the ability to predict the
WP4

dynamical behaviour of fission products

Imperial College London

To form an overview of hydrogen
production using nuclear heat from
advanced reactors and comment on
design implications
To work closely with UK industry and
international bodies
Identify gaps in knowledge to
supplement the UK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rogramme

동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우선 2006-2007년에는 우선 원자력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으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영국내 여론 환기에 기
여한 점과 박사과정인력양성 과정을 개시한 것이다.
2008년에서 2009년의 기술적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2009년 7월에 최종연도 성과
보고를 겸한 종료회의를 마쳤으며, 동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검토하여 RC 등과
함께 후속 프로그램 등을 기획중인 단계이다.
구체적인 성과분석 등은 추후 연구과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영국의 경우 원
자력 분야의 기술 및 운영 인력이 점차 노화되고 이에 따라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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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업계와 연계한 박사급 인력 양성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이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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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나노과학,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기존의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거나 신 개념
의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최근 표면과학 등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대 고체 물리학의 한 분야로 발전한 표면과학이 초기의 시료 준비와 특성

분석을 위한 장비 개발과 더불어 이론적인 모델, 계산 방법 등을 구축. LEED,
XPS,

SIMS

등의

분석

장비

개발과

Synchrotron,

ultra

spectroscopy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STM, EXAFS 등

fast

laser

based

나노 크기에서 물질을

제어하고 분석하는 나노 기술의 주요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공학, 촉
매, 소재과학, Trivology,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분야와 연계되어 물질의 표면 특성
조작과 공정 등에 나노기술이 급격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을 활용한 나노재료 기술은 에너지의 생성, 전환, 운반, 저장, 그
리고 활용 단계 모두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최근 15년간 급격히 증가하
는 논문의 상당수가 나노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나오고 있음으로 확
인되었다.
그 외에도 나노 기술은 기존 에너지원의 환경 위해성 개선, 새로운 에너지원 개
발 등 주요 에너지 생산, 저장, 전환, 활용, 폐기 처리 단계별로 크게 활용될 가능성
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미래 에너지원 개발 측면에서의 나노기술
우선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측면에서는 light harvesting 분야에서 나노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빛의 흡수, 전하 분리, 전기화학 반응을 통한 수소와
같은 화학연료 생산 등 반응 단계별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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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TiO2를 광흡수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
로 충분한 빛을 흡수하기 위해 나노기공을 갖고 단위 면적, 부피당 큰 표면적을 갖
고 있어야 한다. 이는 나노 크기의 공정과 소재 특성 개선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며, 일반적으로 나노 구조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bulk상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
다 더강한 빛을 흡수할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PbSe, CdSe, PbS, InP 등과 같은
양자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아울러 light harvesting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광합성을 통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나 Solar water splitting을 통한 친환경, 저비용 수소 생산으로 연료전지의 생산단
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 분리 단계에서는 π 공유 결합된 폴리머를 활용하여 연료감응형 태양전지나
유기태양전지에서 전하 분리 효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중이다.
풍력에너지의 경우 덴마크는 터빈 블레이드 재료를 복합재료로 대체하여 강도가
높으면서 가벼운 블레이드로 에너지 전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높은 설치비용과
반응로 안정성,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에도 운영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점과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응로의 수명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는 기술로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켰고 반응로 재료 개선으로 전력 생산량을 두배 정도로 증가시켰
고 핵연료로부터 에너지 추출 과정을 개선하여 핵연료의 수명을 60배 이상 증가시
키는 획기적 기술 개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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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소재, nanofluids, fuel separation 등에서 나노 기술의 활용이 크게 기대
되는데 이는 기존 원자로 유형의 수명 연장을 가능케 하는 핵 재료의 개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사용을 가능케 하는 다목적 고온 원자로에 쓰이는 고온 재료의 개
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의 개발 등에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나노 Fluid 기술, MIT

나노유체 기술의 경우 최근 미국의 MIT에서 동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 효
율을 20% 향상시킬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가압 중수로 방식 원자로의 냉
각제로 쓰이는 물 대신 지름 1-100 나노 미터 크기의 미세입자 들로 인한 나노 유
체 현상을 이용하여 원자핵 연료봉의 열제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에 기인
한다.
아울러 원자력의 경우 2008년 미국의 NSF에서 피츠버그 대학 등에 3년간 4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Nuclear nano-engineering 사업도 참고할만
하다. 이는 새로운 나노재료의 기능과 구조를 이용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추출하고
아울러 전기 및 광학에너지로 효과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MEMS 등에 활용 가
능한 초소형 장수면 원자력 배터리 개발, 마이크로 칩 디바이스와 이러한 초소형
원자력 전력원을 결합하는 청정 생산기술 개발로 보건의료 및 생체테러 방어 등에
활용 가능한 센싱 시스템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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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자력을 이용한 마이크로 배터리

기존 화석연료의 경우도 전세계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석탄처럼 이산화
탄소 배출의 저감이 시급히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포획을 위한 초유체로 변환하여
지하 깊숙이 유입하는 방법, 현무암과 반응시켜 탄산염을 만드는 방법, 탄소를 얼음
결정 안에 포획시켜서 해저에 가라앉게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해 극미량
미세물질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센서의 개발 등이 나노기술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의 나노기술

전기와 같은 에너지는 아직까지 소량만이 저장 가능하므로 대용량 저비용 배터리
의 개발과 연료 형태로 대량 저장이 가능한 수소를 고밀도로 저장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수소 저장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금속 수소화물로서 이는 수소가 금속
에 흡착될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액체 수소보다 더 많은 양을 흡착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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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지만 (1) 수소 흡착시 일어나는 발열 반응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잃는 것이
고 흡착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재공급해 주어야 하며 (2) 저장 물
질의 가격이 높고 (3) 저장 소재의 부피와 무게가 매우 크고 (4) 저장하고 방출하
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나 압력계 등의 부수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5) 마지막으로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나노구조와 다른 화합물과 금속 수소화물을 연계하는
연구 등이 진행 중인데 저장용 소재를 나노 입자로 만들 경우 상대적으로 수소 흡
착-탈착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입자의 크기를 잘 조절하면 열역학적 성질의 조
절 가능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재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에너지 변환 측면에서의 나노기술

에너지 변환 및 유통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도 중요한데 우선 전력
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적용으로 에너지원의 효율적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력
흐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1) 크기가 작으면서 신호 감도가 뛰어
난 나노재료, (2) 전기 신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압전체, (3) 고전력 고온에 견
디는 반도체 등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재료 개발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탄소나노튜브 등 나노 기반의 촉매기술을 이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100% 선택도를 가진 촉매를 생성하여 극미량 물질을 분석, 감지하는 센서 기술에

응용 가능하고 석유 정제, 석탄 액화, 연료전지 내의 화학 반응 등 반응 속도를 조
절하여 변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중요하다.
아울러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 촉매 전환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단위 부피당 높
은 표면적을 갖추어야 하므로 촉매는 안정해야 하므로 탄소 나노 지지체 위에 촉매
를 분산시키는 기술, 고온에서 높은 전도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산화티타늄 같은 무
기계 filler를 가진 고분자 전해질의 연구 등이 필수적이다.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 및 저장하기 위한 solar water splitting 기술도 빛 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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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나노기술이 기여할수 있는 분야이다.
4.

에너지 사용 절감 측면에서의 나노기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 건축물에
나노 크기의 광전소자, 지능형 창문, Nanofoam 등을 이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65% 이상 줄이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자동차 업계는 탄소 섬유 복합체를 이용하

여 강철보다 5배 정도 강도를 가지면서 60% 이상의 무게 감소가 가능하여 자동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 다른 예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대체할 LED로 5% 효율에 1,000시간의 수명
을 갖는 백열 전구에 비해 30% 효율에 100,000시간 수명을 갖는 LED는 에너지
절약과 장기적 경제성이 뛰어나서 최근 급격한 제품화 연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총 에너지 공급의 1/3을 소비하는 산업계의 경우 19%가 철강산업에 의해
소비되는데, 포스코가 Finex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사
례가 있다.
이처럼 나노기술은 재료의 인장강도, 부식저항, 열전도도, creep resistance,
toughness, 전기 전도도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조절 가능하여 스마트한

재료의 설

계, 합성을 가능케 함으로서 가볍고 효율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5.

에너지 사용후 폐기물 처리 측면에서의 나노기술

에너지 사용후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효율적 공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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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중요한데 이산화티타늄과 같은 나노 촉매를 이용한 필터링 기술이 널리 사용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에도 일반적으로 기공이 많은 지지체 속에
5nm 이하의 나노촉매를 사용하는데 매우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어서 planar
model catalyst 같은 나노구조 모델 등도 활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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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핵융합 연구에서의 나노재료 연구
영국의 JET(Joint European Torus)는 핵융합 연구 관련 세계 3대 연구 시설의
하나로, 옥스퍼드 소재 칼햄 연구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핵융합 연구 장치이다.
지난 30년에 걸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Q = 1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며, 5년전부
터 20 KeV에 해당하는 뉴트론을 플라즈마 상태에서 가두어 두고 있다. 현재 2011
년을 목표로 Refurbishment를 진행중이다.
* Q = output power/input power, 핵융합의 점화조건으로 알려져 잇는 Lawson
criterion for DT fusion에

따르면 n×T×τE > 3×1021 m-3 keV s 가 되어 결

국 고온, 고압 속에 오랜 동안 뉴트론을 가두어 두어야한다.
핵융합 연구장치의 figure of merit이라 할 수 잇는 Q를 앞으로 높이려면 결국
초전도체 등 외부 열 발생을 줄이고 강한 자기장 형성을 돕는 재료 연구가 필수라
고 할 것이다.
1.

핵융합 에너지 연구 현황

핵융합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03년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

개발

사업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가입국이 된 이후 ITER의 총 건설 개발

비용인 50.8억 유로의 9.09%를 분담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07년
에 완공이 된 후 2009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KSTAR(Korean
Superconducting Advanced Research)를 통해 핵융합 기반기술의 개발을 위한 활

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핵융합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감소되는 핵들의 총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면
서 발생한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을 통해 알파입자와 중성자가 발생하는 반
응이 가장 높은 반응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세대 핵융합 실험로의 연료로써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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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T 핵융합반응도

2.

핵융합 반응에서 요구되는 조건

토카막은 자장 가둠 핵융합 장치이므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알파입자
는 반응 후에도 자기장에 계속 가두어진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시 발생하는 알파입
자에 의한 가열량

Pα 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가열량

핵융합로에서의 파워손실량

PH

의 합이

PL 을 충당할 수 있다면 핵융합로에서의 온도는 계

속 유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식은 Power Balance라 불린다.

PH + Pα = PL
1
3nT
PH + n 2 < σ v >ε αV =
V
4
τE

(1.1)

점화조건이라 함은 추가적인 가열이 없이 알파입자만의 가열만으로 핵융합 반응
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파워를 공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1.1)의 식으로
부터 얻은 점화조건에 필요한 플라즈마의 밀도

n 와 에너지 가둠시간

τE 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nτ E >

12 T
< σ v > εα

플라즈마의 온도

(1.2)

T

가 10~20 keV일 때의 핵융합 반응 확률을 의미하는

< σ v > 은 (1.3)과 같이 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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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 v >≈ 1.1× 10−24 T 2 [m3 s −1 ]

(1.3)

우리는 핵융합 반응에서 점화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Triple Product의 조건을
(1.4)와 같이 계산 가능하다.

nTτ E > 3 × 10 21[m −3 keVs ]

(1.4)

핵융합 기술의 발전 정도는 (1.4)에서 나타낸 Triple Product로 가늠을 할 수 있
으며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성과는 그림 7에서 나타내짐 핵융합 기술은 1970년대
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영국 컬햄과학연구소
에 소재한 JET(Joint European Torus)에서 과학적 실증조건이라 할 수 있는 Q=1
이 달성된 바 있다.

그림 7 Triple Product의 발전 현황

현재 프랑스의 카다라쉬에 건설중인 ITER는 2018년 완공을 예정인데, ITER는
점화조건 달성을 포함하여, 핵융합로가 상용화되기 위해 해결되야 할 다양한 난제
들을 연구함으로써 핵융합로의 공학적 실증을 목표로 한다.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충분한 출력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핵융합로는 점화조건의 달성
이외에도 연속적인 플라즈마 전류의 발생, 플라즈마 내부 instability 제어, 삼중수소
의 충분한 생산 및 순환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8
은 상용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핵융합로가 달성해야 할 영역을 수치화한 것으
로, 또한 현재 ITER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융합 실험로와 공학적 실증 후 건
설하고자 하는 데모 핵융합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림 9와 그림 10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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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핵융합로가 상용화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할 조건들

그림 9 핵융합 실험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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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모 핵융합로의 목표
3.

핵융합로의 개념

자장 가둠 핵융합로는 크게 폴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원리에 따라
외부 전류에 의한 방식인 Stellarator와 플라즈마 전류에 의한 방식인 Tokamak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Stellarator는 1950년대에 미국의 PPPL(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의 Lyman Spitzer가 처음 Stellarator의 개념을 구상한 이후 외부 전류에 의한 연
속적 핵융합로 운전가능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에서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의 NIFS(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에서 LHD(Large Helical Device)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Stellerator

를 보유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최초 초전도
Stellarator인 Wendelstein-7X를 건설 중이다.

그림 11은 Wendelstein-7X에서 발생할 플라즈마의 모습과 플라즈마를 가두는
외부 전류 코일로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전류로만 폴로이달 방향의 전류
를 생성하기 때문에 토로이달 방향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토카
막에 비해 물리적은 물론 공학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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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tellartor의 개념
Tokamak은 플라즈마 전류를 통해 폴로이달 자기장을 생성하는 특성으로 펄스 운

전을 해야 하지만 Bootstrap current, NBI(Neutral Beam Injection)등의 부가적인
기술로서 연속운전 혹은 장시간 운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Triple Product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제핵융합실험로인 ITER를

포함하여 한국의 KSTAR, 영국의 JET, 독일의 ASDEX-upgrade, 미국의 D3D, 일
본의 JT60-U, 중국의 EAST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핵융합로들이 Tokamak으로 건
설되었다.
토카막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토카막은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은
외부 코일의 전류에 의해서 발생시키지만 폴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은 플라즈마 전류
를 통해 발생시킨다.
토카막에서 토로이달 방향과 폴리이달 방향의 자기장은 합성이 되어서 Helical한
형태의 자기장이 되고 전하를 띈 입자들은 자기장에 수평방향에 비해 자기장에 방
향으로 매우 큰 속도성분을 갖기 때문에 Limiter이나 Diverter라는 토카막 내부의
장치로서 플라즈마가 첫 외벽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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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okamak의 기본 구조

하지만 이로 인해 Limiter와 Diverter에 열 부하가 과도하게 걸릴 수가 있으며 입
자들의 sputtering에 의한 불순물이 플라즈마를 냉각시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
다. 또한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1세대 토카막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성자와 리튬을 반응시켜 삼중수소
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는 재료의 연구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핵융합 발전소 개략도

그 외에도 플라즈마로부터 발생하는 열, radiation, 중성자 등을 충분히 차단할 수

41

있는 첫 내벽 물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상용화된 핵융합로에서는 핵융합로 구
성 부분 물질들이 핵융합로의 연속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으
로서, 핵융합로의 각 부분에 따라 고유하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4.

핵융합로에서 요구되는 재료들의 특성과 현재의 연구상황

4.1.

핵융합로의 첫 내벽(Plasma Facing Component)

핵융합로의 첫 내벽을 구성하는 물질은 플라즈마로부터 발생하는 수 eV의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들의 sputtering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
요하다. 첫 내벽으로부터 발생한 불순물들이 플라즈마 중심부로 유입될 시에는 플
라즈마의 다양한 instability를 유발시키고 플라즈마의 radiation 파워 손실이 굉장히
커져서 플라즈마가 냉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질들의 sputtering yield

Y

는 (2.1)과 같은 관계식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림 14는 중수소 이온이 입사될 때의 물질들의 sputtering yield

YD 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Y (E) =

20
m
E
( z1 z2 ) 2 1
[ atoms / ion]
U0
m2 ( E + 50 z1 z2 ) 2

U 0 = 결합에너지
z1 = 입사 입자의 원자번호
z2 = 표적 입자의 원자번호
m1 = 입사 입자의 질량
m 2 = 표적 입자의 질량
E = 입사입자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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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그림 14 중수소 이온에 대한 물질들의 Sputtering yield

m1 에 비례하므로 삼중수소의 YT

Sputtering yield는 입사 입자의 질량

약

3 +
YD
,알파입자의
2

Yα

는 약

는

2YD+ 임. 중심 플라즈마 영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온인 경계영역의 플라즈마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이
낮은 sputtering yield를 갖는다.
Be과 W의 경우

102

103 eV의 영역에서 수십 배의 sputtering yield가 차이가

나지만, W와 같은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들이 플라즈마의 중심부로 유입이 되었을
때는 같은 양의 낮은 원자번호의 물질이 유입이 되었을 경우보다 플라즈마의
radition 파워 손실량이 훨씬 증가한다.

그림 15 플라즈마 내부로 유입된 불순물의 radition에

의한 파워 손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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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불순물이 플라즈마 내부로 유입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radiation 파워
손실량을 물질별로 정리한 표로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손실되는 radiation 파워
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허용 가능한 불순물의 양은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일
수록 매우 적음을 그림 1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6 허용가능한 불순물의 비율(

10% =

Pimp
Pfusion

)

핵융합로의 첫 내벽물질들의 증발로 인한 불순물의 유입은 또 하나의 주요 플라
즈마가 오염되는 원인이다. 표면 물질의 증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1
−
dn
26
= 3.5 × 10 α ( zT ) 2 p [atoms / m 2 s]
dt
α : 원자의 접착상수 (sticking coefficient)

z : 내벽 구성물질의 원자번호
T : 내벽의 온도

(4.2)

p : 증기압 [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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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물질들의 온도에 따른 증발률

증발률은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의 함수이며 구성 물질에 따라서도 상당
한 차이가 나는데, 따라서 온도에 따른 증발률 또한 내벽 물질의 선정에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핵융합로의 첫 내벽은 핵융합 반응시 발생하는 중성자에 처음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으로서, 중성자 부하는 구조재의 부피팽창 및 피로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Type
316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합금 등에서도

2 MW/m 2 를 넘으면 안되며 신 구조재인 버나듐

8 MW/m 2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리튬 냉각 방식은 첫 내벽에서

의 구조재의 수명이 중성자 부하간의 정량적 관계는 그림 18과 그림 19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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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스테인리스 스틸 첫 내벽의
Fatigue failure

그림 19 바나듐 합금 첫 내벽의 Fatigu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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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카막에서는 스테인리스강, 페라이트 강, 바나듐 합금, 탄화규소 등의 구조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데, ITER에서는 첫 내벽 재료로써는 Be, 열 냉각재로써는
구리합금, 그리고 냉각관 재료로써는 원형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것으로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물은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ITER의 첫 내벽 구성물질
4.2. 블랑켓(Blanket)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수소와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하는 핵융합로에서는 핵
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핵융합로를 감싸고 있는 블랑켓에
서 열에너지로 전환시킨 후 열에너지를 냉각재로 전달한다. 중 수소와 삼중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14.1 MeV 중성자 하나가 블랑켓에 입사될 때 마다 중성
자와 블랑켓 구성물질과의 핵반응에 의해 전체적으로 약 18~ 20MeV의 열에너지
가 발생하게 된다
블랑켓으로부터 열에너지를 전달받은 고온의 냉각재는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전환
이 된 후에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
한다. 따라서 블랑켓의 첫번째 역할은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
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블랑켓과 양립가능하면서 열 전달 효율이 우수한 물질이 냉
각재로 선택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냉각재로서는 경수, He 기체, 액체 금속 등이 있
으며 이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그림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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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핵융합로에서의 냉각재들의 특성

바닷물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고 있는 중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매우 희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블랑켓에 운동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통과할 때
리튬과 반응을 시켜서 삼중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리튬과 중성자의 반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6

7

Li + n →

Li + n →

(4.3)에서의

3

3

T + 4 He + 4.8MeV

(4.3)

T + 4 He + n' − 2.5MeV

6

(4.4)

Li 는 열중성자와 반응하고 (4.4)에서의

7

Li 는 고속중성자와

반응. 트리튬 증식재의 물질은 형태에 따라 고체 증식재와 액체 증식재로 나누어
지는데, 대표적인 증식재의 물질은 그림 22와 같다.

48

그림 22 형태별 증식재 물질들의 특징

고체 증식재는 리튬 세라믹스에 삼중수소 용해도, 흡착량, 구조재료와의 반응성,
삼중수소 확산계수 등의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특히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결정립 내에서의 확산, 표면이탈 반응 등을 통해 sweep gas 중
에 방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온도를 높여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sweep gas에 수소를 첨가하여 표
면반응을 빠르게 하는 등으로 삼중수소 회수에 필요한 체류시간을 1일 이내로 줄이
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액체리튬의 경우 수소동위체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회수에 어려움
이 존재하지만 삼중수소가 액체 리튬 중에 잔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조 재료
를 통해서 투과누출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Li17 Pb83 은 삼중수소의 용해도

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회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삼중수소의 투과 누
출량이 크기 때문에 구조 재료의 세라믹 코팅막 등의 투과장벽이 필요하다.

FLiBe(LiF BeF2 )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고온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재의 부식 증가 또는 삼중수소의 추가누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블랑켓에서 리튬과 중성자의 반응
을 통해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소비되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많아야 하는데, 따라서 소비되는 삼중수소 원자 하나당 생성되는 삼중수소
원자의 개수인 TBR(Tritium Breeding Ratio)은 1이상이 요구되어지는데 이것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블랑켓에서 중성자 증배 반응을 통해 리튬과 중성자간의 삼중수
소 생산 반응을 증가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중성자 증배 반응은 (4.5)와 (4.6)이다.

9

Be + n → 2n + 2 4 He − 2.5MeV

(4.5)

Pb + n → 2n +

(4.6)

A

A-1

He − 7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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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켓은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성자 및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
도록 차폐하여야 하는데, 생체차폐에 관하여서는 기존의 원자로나

방사성 물질 취

급 시설의 차폐와 유사한 기술이 활용되어 질 수 있지만 기기차폐의 경우에는 핵융
합로에 고유하도록 설계가 되어져야 한다.
초전도코일은 액체핼륨으로 절대온도 4 [Kelvin]이하로 냉각되어야 하는데 중성
자 혹은 감마선의 조사에 의해 소정의 핵발열량을 넘게 되면 quench가 발생하여
초전도 코일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전도 코일까지 약

105 정도 중성자속을 감쇠시켜야 하지만 차폐체의 두께는 또한 핵융합로의 주반
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블랑켓에는 큰 전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강고한 구조가 동시
에 요구된다. 따라서 블랑켓은 언급한 세 가지 기능을 만족시키고자 그림 23과 같
은 구조로 설계되어진다. 그림 23은 일본 DEMO 2001 블랑켓의 개념도이다.

그림 23 일본 DEMO 2001 블랑켓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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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imiter와 Diverter

Limitor와 Divertor는 플라즈마가 핵융합로의 첫 내벽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며

플라즈마의 핵융합로 표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국부적으로 집중시키며 헬륨등의 ash
를 포함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토카막 내부의 자기장은 그림 24와
같이 헬리컬한 모습을 하고 있고 플라즈마는 자기장을 따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국
부적으로 돌출한 Limitor는 경계영역의 플라즈마를 긁어내어줌으로서 Limitor의 기
능을 한다.

그림 24 토카막 내부 자기장의
헬리컬한 형태
Divertor는 1982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ASDEX-upgrade에서 처음으로 개

발되어 실험됨으로써 플라즈마 경계영역에서의 터뷸런스를 상당히 안정화시키고
ETB(Edge Transprot Barrier)를 형성함이 발견되어 현재 대부분의 토카막 장치에

서 Divertor를 장착하고 있다.
Divertor는 핵융합로 내부에 추가적으로 토로이달 방향의 전류를 흘려줌 으로써

폴로이달 자기장을 생성하고, 플라즈마 전류에 의해 발생한 폴로 이달 자기장과 합
성하여 Separatrix를 형성함으로써 경계 영역의 플라즈마를 divertor로 유인한다.
따라서 자기장을 따라서 운동하는 입자들은 마지막 자기장 표면에서 첫 내벽이
아닌 Divertor에 도달하게 되며 구체적인 자기장의 형상은 그림 25에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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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ivertor를 장착한
ASDEX-upgrade에서의 자기장 형상
Limitor와 divertor가 핵융합로 내부에서 경계영역의 플라즈마를 제거한 영역을
SOL(Scrape Off Layer)하고 limitor와 separatrix 안쪽에 존재하는 마지막 자장표

면을 LCFS(Last Closed Flux Surface)라고 한다. 그림 26은 Limitor와 divertor의
개념도이다.

그림 26 Limitor와 Divertor의 개념도
Limitor와 divertor는 경계영역의 플라즈마들이 집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상당

한 열이 부하됨에 따라서 Limitor와 divertor의 재료는 내열성이 좋으면서 열전도성
이 뛰어난 냉각이 잘 되는 물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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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에서는 CFC와 W가 Limitor와 divertor의 구성으로 꼽히고 있는데 두 물질

의 250 [µ s] 동안의 열 부하에 따른 손상도는 그림 27과 같다. 따라서 현재 열부
하의 재료적 한계는

0.5 [MJ/m 2 ] 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7 CFC와 W의 250us 동안의 열부하에 따른 손상

또한 첫 내벽에서 sputtering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높은 에너지
의 입자들의 충돌로 인한 sputtering도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원자
번호의 물질들은 높은 sputtering yield가 문제가 되는 한편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
들은 플라즈마 내부로 유입시 높은 radiation 에너지 손실이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완충하고자 현재 W, Au, Ta등과 같은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위에
C, Li, Be, B등과 같은 작은 원자번호의 물질들로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5.

세계 주요 연구기관의 동향
그림 28은 핵융합로에서 요구되는 재료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ITER에서부터

DEMO 핵융합로를 거쳐 실제 상용로 모델인 PROTO 핵융합로까지 재료에 대한 개

발과 검증은 IFMIF(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를 통해 지
속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IFMIF는 핵융합로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목적의 재료들을 개발하는 동시에 Li타겟과 중수소 이온빔의 반응을 통해
14MeV의 중성자빔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핵융합로 재료들의 중성자 부

하에 따른 재료특성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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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핵융합로 재료개발 계획표

독일의 Julich에 위치하고 있는 IEF(Institute for Energy Research)에서는
TEXTOR(Tokamak Experiment for Technology Oriented Research)라는 토카막을

통해서 Limiter의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높은 원자번호의 물질은 낮은 sputtering yield의 장점이 있지만 플라즈마로 유입
되었을 시에 Line radiation 파워로스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림 29는 W 물질이
플라즈마 내부에 축적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Line radiation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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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TEXTOR에서 발표한 높은 원자번호

유입시 Line radiation으로 인한 파워로스 실험결과
그림 30는 일본의 NIFS에서 연구중인 헬륨 냉각 블랑켓으로서, 중성자 증배재로
써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트리튬 재생을 위해서 ceramic breeder의 재료로
Li4SiO4, Li2TiO3, Li2O등을 연구중이며, 냉각판에는 고압의 헬륨 냉각재가 흐르도

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0 LHD에서 연구중인 헬륨 냉각 블랑켓

미국의 ARIES에서는 구조재로 SiC를 사용하고 냉각재이자 삼중수소 breeder로써
LiPb를 사용한 모델을 연구중이다. SiC를 약 1000도씨 이하로 유지하면서 블랑켓

55

의 출구온도를 1100도씨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열에너지 효율을 55%까지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ARIES의 PbLi 냉각
SiC 블랑켓

현재 ITER는 그림 32과 같은 형태의 블랑켓 타일로 구성될 것으로 설계 되어 있
으며 Be을 첫 내벽 물질로 구성하고 있으며 Diverter의 재료로써는 W을 사용할 계
획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플라즈마 접촉 물질들이 핵융합로 운전시 초기 방전에 상당
한 영향을 줌이 밝혀졌고 내벽 불순물들로 인한 instability의 안정화 문제들도 해결
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고출력 핵융합로에서 장착한 재료들의 내열성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의 컬햄과학연구소의 JET은 ITER에서 발생할 물리적 상황
을 모사하여 선행연구를 하고자 2009년 10월부로 Divertor 및 첫 내벽물질들을 Be
및 W으로 교체작업에 들어갔으며 약 1년 후 재가동이 될 예정이다.

그림 32 ITER의 블랑켓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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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2018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ITER는 플라즈마의 부피가

800 [m3 ] 로써 기존

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장치인 JET에 비해 무려 10배 정도나 되는 부피의 플
라즈마를 발생시킬 것을 예정하여 건설중이다.
출력량의 측면에서도 JET에서의 출력량이 16MW이였던 것에 비해서 ITER에서
는 급격하게 증가한 500MW를 목표로 함에 따라서 핵융합로의 첫 내벽, Divertor,
Limitor등에 부하되는 열, 중성자, radiation등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핵융합로에서

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삼중수소의 재생산, 열에너지의 변환,
방사선 차폐등의 기능을 충분히 갖춘

블랑켓의 재료 또한 ITER의 성공을 위해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할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2009년 가동을 시작한 한국의 KSTAR는 ITER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초전도 토로이달 코일을 세계최초로 장착한 토카막 으로서 ITER의 가
동이전까지 선행연구를 담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ITER
의 선행연구장치인 KSTAR를 통해 핵융합로에서 요구 되는 재료를 연구하는 것은
ITER의 성공적인 공학적 실증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7

제3장 결 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제고, 경제성 향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고급 원자력 기
술의 연구개발이 불가피 한데, 이는 최근 급속히 발전중인 나노과학과 기술의 응용
으로 고온 원자로에 쓰이는 획기적 성능의 재료 개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 개발, 장기적 안목에서의 핵융합 시설의 재료 개발 등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초반 나노 기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에릭 드렉슬러는 “나노 기술과

원자력은 극소 물질 사이의 반응에 관련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현재까지 나노 기
술에 비해 원자력이 다루는 원자핵의 숫자(105)나 에너지 양(106) 등의 차이로 실
질적 두 분야의 연계는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나노 기술이 원자력 기술에 유용한 소재 가공이나 기기 개발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서, 최근 원자력의 마이크로칩 기술에의 결합, 초소형
장수명 원자력 배터리 개발 사례 등을 볼 때 두 개 기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
혁신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로의 세계 경재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 모두에게 기회와 아울러 위협요소를 제기중이
다. 에너지 공급 및 소비가 용도별(전력용, 수송용 등), 에너지원 특성별로 궁극적
인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기술에서도 최근 급속히 발전중인 나노기술 기반의 소재, 시스템 기술 등
을 적극 활용하여 원자로 설치비용의 획기적 개선, 미래형 원자로 설계 기술의 조
기 실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국 정부가 자국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핵심 인력 양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추진한 KNOO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원자력의 지
속적 추진을 위한 차세대 인력양성 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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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기초, 기반기술로서의 나노소재, 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
- 에너지 산업용 나노소재 기술, 나노소재 특성분석 및 전산모사․모델링 기술
- 폐기물 배출 최소화 및 폐자원 활용 나노제조 공정기술
- 환경유해 물질 측정용 나노바이오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주제명키워드
KNOO, 나노소재, 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동향, 나노바이오센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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