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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문)

I. 제 목
원자력 연구개발 · 안전규제 인력 수급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연료가격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greenhouse gas emissions) 감축 요구 등으로 
화석에너지의 지속적 활용에 어려움이 대두됨에 따라 대안에너지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를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하고 있는「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함으로써 2010년에 상업가동 예정인 신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발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 개발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 전문 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나, 2005년 울진 
6호기 상업운전 이후 지금까지 후속 신규 원전 건설이 없어 원자력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자력 
발전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 산업의 기술집약적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 중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안전규제분야에서 필요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인원과 공급인원을 
추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 분야에 있어 전문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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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시장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원전 확대 
추진에 따라 증가하게 될 향후 원자력 인력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전문인력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안전규제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급량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 원자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 동향에서는 원자력 에너지활용 확대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추진 또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의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였다. 한편 원전 추가 건설에 따라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 및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인력 수급 전망 및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원자력 전문 인력 현황 및 추정에서는 원자력 기술 관련 학․인력현황 
및 수요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 등의 분야별 (원자력, 비원자력) 인력 수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 계획」 및 원전수출 전망 등을 
반영한 2030년까지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규제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량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다. 
원자력 전문 인력 수급 추정해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원자력 인력 
수급과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안전규제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방안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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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필요 원자력 전문 
인력의 수요 및 공급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급을 추서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인력 양성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 전문
 러한 분석 및 방안 도출은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웜자력는데  추정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 전문또한 이 
보고서는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국내 원자력 해외 수출추진에 따른 인적자원 양성급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전문 외에 국가적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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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영문)
Formula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Nuclear R&D, Safety and Security

Enforced by the recent launch of the 4th National Power 
Expansion Plan and the 1st Basic Plan for National Energy Policy 
with an ambitious goal of achieving "Low CO2 Emission and Green 
Growth", the importance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has 
been re-emphasized and is expected to expand rapidly. 
Furthermore, the nation, being a potential exporter of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technologies strives to explore their 
exports markets.

In response, it is inevitable to set the priority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as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both 
requires and fosters HRD which in turn, enables to mee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expansion. A 
continuous, consistent and well-managed programme of HRD is 
crucial not only to assure continuity over time in the capacities, 
skills and knowledge demanded in nuclear industry, but also to 
establish and maintain human resources variously trained in 
different nuclear-related skills and educated in nuclear relevant 
field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conduct comprehensive 
quantitative analyses to estimate future human resources required 
in the field of nuclear R&D, safety and security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ormulating adequate long-term nuclear HRD 
policy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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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성장을 한 기본 인 라의 핵심은 경제 이고 

환경 친화 인 에 지의 풍부한 공 이다. 이런 에서 주요 동력원인 

원자력에 지의 요성이 최근 사회경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은 경제 이고 용량공 이 가능하여 공  안정도를 가진 

표 인 녹색자원이기 때문이다. 한 발 단가에 크게 향을 미치는 

화석 연료 시장가격의 큰 변동성, 석탄, 천연가스, 석유 자원의 지정학  

편 성으로 인한  자원 무기화, 기후변화 약 이행에 비한  온실가스 

배출 력공 수단으로의 환 등 여러 요소가 원자력 활성화의 직 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안 한 원자력 발 과 원자력의 경제성․환경친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원  보유국은 추가 원 건설을 고려하고 있고, 원  미보유국은 

정부주도의 신규원  도입을 극 추진하는 등  세계 으로 원  확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원자력에 지의 이용 확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원자력 기술은 과학기술의 발 에 크게 이바지하 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  발 의 심 인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GHG)와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하는 에서 환경 인 

이 을 제공해 왔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자력발 소를 

건설  운 하면서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경험을 축 해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6 의 원자력 발  선도국이 되었으며, 총 

발 량의 약 40% (17.7GWe)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최 의 상업용 원자력발 소인 고리 1호기는 외국 업체의 일 발주 

(turn-key) 계약을 통하여 건설되어 1978년부터 상업운 에 착수하 다. 

이후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원자력기술 자립화를 통해 원자력발 소의 

설계, 건설, 운 , 폐로 등 주기에 한 독자 인 운 리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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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리 능력을 축 하 으며, 지속 인 연구개발과 국제 력을 통해 

핵심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  후반,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HANARO(30MW)를 독자 인 기술력과 토착자원으로 개발하여 암 

치료연구를 한 의학  이용과 비 괴검사 등 산업  이용을 한 

방사선 동 원소를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술과 원자력 발 소의 건설  운 에의 지난 3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용 발 소를 공 하는 치에 있으며, 

실제로 해외 원자력 발 소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표  원자로 – 최 화된 동력용 원자로(APR1000)와 안 성과 경제성, 

신뢰성이 향상된 국내 개량형 경수로 원 (APR1400) – 을 개발했다. 

한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와 같은 안 성과 경제성이 한층 향상된 원자로와 

건식정련기술 (Pyro-processing technology) 등이 모두 국가 

원자력기술개발 로그램 하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성과의 근간에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원자력 기술개발 로그램을 체계 으로 기획, 리하여 지속 으로 

원자력 기술과 인 라 개발을 지원해 온 결과 다. 정부는 1950년 에 

원자력 에 지 법안을 제정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설립하고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목표로 원자력 인  자원 개발(HRD) 

로그램을 착수하 다. 

정부는 원자력 과학자 육성을 한 재정지원을 통해 원자력 기술 

선진국과 해외기업의 지도하에 원자력 분야의 해외 훈련  교육을 

추진하 으며 이는 원자력 에 지 개발의 토 가 되었다. 이후 1950년  

후반 원자력 기 인력 양성을 해 학에 원자력공학과가 창설되었고, 

1960년  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원자력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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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에 정부는 해외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자 

국내유치를 통하여 원자력 교육  훈련 로그램의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 기술 발 의 지역화와 원자력 로젝트에 한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직 인 역할을 하 다. 유치과학자들은 최 의 원자력 

발 소 고리 1호기의 성공 인 발주 뿐 만 아니라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 

로그램 시행에 기여한 기 핵심 인력이었다.

정부는 국가 녹색성장의 추 에 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  확 를 해 

제4차 력수  기본계획」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6기의 신규 원 을 추가․건설할 계획이고,「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에서는 ’08년 원자력발 비 (설비용량 26%, 

발 량 36%) 비 ’30년 원자력발 비 (설비용량 41%, 발 량 59%) 으로 

원자력발 의 비 을 폭 인 확 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 의 개발  

건설을 해서는 많은 신규 원자력 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 이며, 

원자력 발 기술 특성상 기술집약  성격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문 인력의 수요가 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 계획」이행과 원 수출 지원 등 추가 

사업들을 고려하면 상보다 더 많은 원자력 문 인력의 수요가 격히 

증가할 것으로 망되므로, 원자력분야에 기에 정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국가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이행에 요한 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인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자본화 하는 것은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측면에서 주요한 요소인 을 고려할 때 원자력 인 자원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원자력에 지 이용의 확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잠재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국가 

장기인력개발 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 이다. 

원자력분야의 문 인력에 한 수요는 원자력발 량 규모와 한 

련이 있는데, 2005년 울진 6호기 상업운  이후 지 까지 후속 신규 

원  건설이 없어 원자력 문 인력에 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자력 발 계획이 확 됨에 따라 원자력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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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문인력의 수요가 증할 것으로 

망되므로 이에 필요한 원자력 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연구개발분야와 

안 규제분야를 상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수요인력과 공 인력을 

추정하 다. (※ 제 256차 원자력 원회에서 원자력 산업인력에 한 

수 은 지경부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안 규제 인력은 교과부에서 

수립하도록 하여 교과부 정책과제가 시작되었으며 본 과제에서 연구개발 

인력은 교과부 산하의 정부출연연의 연구 인력만을 고려하 음.)

이와 같은 원자력 연구개발  안  규제의 문 인력에 한 수  추정 

 분석결과는 차세  원자력 문 인력 육성을 한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국내 원자력 해외 수출추진에 따른 인 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외에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수립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국내외 원자력 산업 동향과 

원 비  확  추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 문 인력 수 불균형 문제 과 

문 인력 확보의 요성을 살펴보았으며, 제 3장에서는 원자력 문 

인력 수  추정모형을 설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 련 

학․연의 인력 황  수요를 추정/분석하 다. 제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안 규제 등의 분야별(원자력 공, 

비원자력 공) 필요 인력 수 을 추정하 다. 제 5장에서는 도출된 원자력 

문 인력 수  추정결과를 토 로 재의 원자력 인력 수 의 문제   

원자력 문 인력양성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 다. 이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안 규제 인력에 한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방안과 활용계획을 수립하 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앞으로의 원자력 발  확 를 한 연구결과 활용 계획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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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산업 동향

제1  국내외 원자력 발  시장 확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09년도 통계발표[표2.1-1]에 의하면 2008년도 

말  세계 으로 30개국에서 438기의 상용원 이 가동 에 있으며 

(설비용량: 372TW(e); 발 량: 2598TWh) 13개국에서 44기의 원 이 건설 

에 있다.[1] 한 IAEA에서는 2030년 세계의 력수요가 2008년 비 

2배, 원자력 발 용량은 2.3배 증가하여 세계 체 력 생산의 약 16%를 

원자력발 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2] 이는 원자력의 안 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입증되면서 기존 원  보유국외에 원  미 

보유국도 신규원  도입을 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3].

미국, 러시아 등은 2030년까지 원자력 시설용량을 2008년 비 약 40 ~ 

50%까지 확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수요가 

증하고 있는 국과 인도의 경우 석유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신규원  

건설계획을 극 추진 에 있다. 한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 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에 지원의 안정  

확보측면에서 원자력발 의 도입을 극 추진하고 있다. IAEA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  용량은 약 807GW(e)로 확 되고 

부분의 신규 원 건설이 북미, 유럽, 국, 인도, 일본, 한국 등에서 

추진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인 에 지가격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강화에 

응하기 해 안정 인 에 지  력수 이 국가 주요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과 

『제4차 원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안정 인 원수 의 

일환으로 원 의 비 이 더욱 확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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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0 NPPS
17,716MW

12 NPPS
15,200MW

7 NPPS
9,800MW

42,716MW

32,916MW

2008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2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30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 건설 인 6기의 원  이외에 

2022년까지 6기의 신규 원 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신규발 설비로 원자력과 신재생자원만을 고려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국가 에 지 수  장기 비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에서는 ▲에 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 지원 확  

▲원자력발  확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  확  

망은 [그림2-1]과 같다[4]. 한편, 국가에 지기본계획의 원자력 

확 정책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7기의 신규 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2.1-1] 국가에 지 기본계획에 따른 국내 원  확  망

국가에 지 원회 (’08.8)에서는 국내 신규원  건설을 추진하여 2008년 

설비용량 비 26% (17.7GW), 발 량 비 36%에서 2030년 총 설비용량 

비 41% (42.7GW), 총발 량 비 59%까지 원  비 을 확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AE에 4기의 원 수출외에 후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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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출시 제약요인인 

원천기술(설계코드, 원 제어계측장치(MMIS), 원자로 냉각재 펌 (RCP) 

 신형토종원  개발 등)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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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 전 중 건 설 중 원자력 발전량

설비용량 기수 설비용량 기수 발전량
원전비율 

(%)

1 미 국 100,683 104 1,165 1 806.7 19.7

2 프 랑 스 63,260 59 1,600 1 419.8 76.2

3 일 본 47,278 55 2,191 2 241.3 24.9

4 러 시 아 21,743 31 5,809 8 152.1 16.9

5 독 일 20,470 17 140.9 28.8

6 한 국(*) 17,647 20 5,180 5 144.3 35.6

7 우크라이나 13,107 15 1,900 2 84.5 47.4

8 캐 나 다 12,577 18 88.3 14.8

9 영 국 10,097 19 48.2 13.5

10 스 웨 덴 8,996 10 61.3 42.0

11 중 국 8,438 11 10,220 11 65.3 2.2

12 스 페 인 7,450 8 56.5 18.3

13 벨 기 에 5,824 7 43.4 53.8

14 대 만(**) 4,949 6 2,600 2 39.3 17.5

15 인 도 3,782 17 2,910 6 13.2 2.0

16 체 코 3,634 6 25.0 32.5

17 스 위 스 3,220 5 26.3 39.2

18 핀 란 드 2,696 4 1,600 1 22.1 29.7

19 불가리아 1,906 2 1,906 2 14.7 32.9

20 헝 가 리 1,859 4 13.9 37.2

21 남 아 공 1,800 2 12.8 5.3

22 브 라 질 1,766 2 13.2 3.1

23 슬로바키아 1,711 4 15.5 56.4

24 루마니아 1,300 2 10.3 17.5

25 멕 시 코 1,300 2 9.4 4.0

26 리투아니아 1,185 1 9.1 72.9

27 아르헨티나 935 2 692 1 6.9 6.2

28 슬로베니아 666 1 6.0 41.7

29 네덜란드 482 1 3.9 3.8

30 파키스탄 425 2 300 1 1.7 1.9

31 아르메니아 376 1 2.3 39.4

32 이 란 915 1

합계 371,562 438 38,988 44 2,597.8 14.0

[표2.1-1] 세계 원자력발  황

(2008.12.31 기 , 설비용량 : MWe, 출력단 :TWh)

RDS-1 (2009)

* 한국 : IAEA의 공식통계는 6호기가 건설 임.

** 만 : 국가 수로는 국에 포함하여 하나의 국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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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자력 인력수요 증

원자력 에 지  이용확 에 따라 원자력 문 인력의 수요도 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자력분야의 문 인력에 한 수요는 원자력발 량 규모와 아주 한 

계가 있다. [그림 2.2-1]을 보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신규 원  

건설이 없어 원자력발 량과 함께 원자력 문 인력의 수요도 정체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교체시기와 맞물려 

원자력 문 인력의 수요와 공 에서 불균형이 야기되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상된다. 이외에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 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분야의 문인력 수요 

증 , 원  비  확 에 따라 운 과 규제분야에서의 문인력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도 수  불균형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그림2.2-1] 국내 원자력발 량 망

  

   ※자료 : 제4차 력수  기본계획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 하에서의 

원자력 발 량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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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의 추진에는 규모 사업자 , 부지선정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 공 , 운  요원 양성,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인력에 한 

수요 추정과 공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1978년 국내 고리1호기 

상용화를 해 정부는 1950년 부터 해외 교육훈련에 착수하고 1960년  

원자력연수원을 설립하여 원자력 인력양성에 집 으로 노력한 사례에서 

보듯이 인력수요를 한 인력양성정책은 본격 인 기술개발정책 시행에 

앞서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 

수 불균형 문제는 재 원자력 규제인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시설  규제인력 변화 추이를 보면 원 의 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원  1기당 규제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1990년 비 

원 의 수는 2.5배 증가하 으나 인력은 1.7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원  

1기당 규제인력은 지속 으로 감소하여 1990년 20.9명에서 2009년 

13.6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에는 

12.3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랑스 34.3명, 미국 31.8명, 

캐나다 29.8명, 일본 21.0명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원활한 규제업무 수행을 해서는 선진국 비 정 

규제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최근  세계 으로 신규 원  건설 움직임이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자력발 의 기술  인 자원 확보에 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망은 태국, 이집트, 알제리, UAE, 

폴란드, 태국 등 원자력발  신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   규제 분야의 안력양성 방법에 해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밖에 동 분야의 교육․훈련을  

우리나라에서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가 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국내 원자력산업계와 연구기 을 심으로 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을 비롯한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이 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원   연구용원자로 수출 등 원자력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해서는 기술 수출 상국에게 교육훈련 로그램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정책과 략을 선행 으로 지원하여야 수출 효과를 극 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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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해외 원자력 문가의 부족 상은 우리나라에게는 국내 

원자력 문가를 양성하여 해외로 인력  교육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향후 인 자원 확보정책을 체계 으로 수립하여 기에 원자력 

문 인력을 공 함으로써 원  비  확   원자력 련 기술 

수출(상용원 , SMART, 연구로 등) 추진 등 국가 에 지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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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인력 수  추정 모형

이 장에서는 『제 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과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성공  이행을 해 2030년까지 원자력 연구개발분야와 

안 규제분야에서 필요한 문 인력을 확보․유지하기 한 필요 인력 

수요량과 공 량을 추정하기 하여 원자력 문 인력 수  추정 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업계의 인력수 은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 연구개발분야와 원자력 안 규제 분야의 인력수 만을 상으로 

하 다. (참고: 제 256차 원자력안 원회 의견에 따라 원자력산업인력 

수 망은 지경부에서 하기로 함). 한편 연구개발 인력수 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재단의 원자력담당 인력으로 한정하 고, 

안 규제 인력수 은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자력 문 인력 수  추정 과정은 다음 [그림3.1-1]

과 같다.

원자력 문 인력은 원자력 공 이외에도 련 공분야인 물리화학, 

기계, 기 자, 재료 속, 생물 등의 공에 해서도 개별 으로 

인력수요를 추정하 다. 그러나 원자력 문 인력의 공 량 추정에 있어 

련 공분야의 공 량 추정은 본 연구의 범 를 넘어서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분야로만 국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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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원자력 문 인력 수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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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변수명 설명

HD_RS
KAERI의 연구인력 

인원수(명)
HD_RS_kins

KINS의 연구인력 

인원수(명)

TBJ KAERI의 연간 예산(억원) NG 원자력발전량(GWh)

SHNRS
KAERI의 연구인력 대비 

비연구인력의 비율
SHNRS_kins

KINS의 연구인력 대비 

비연구인력의 비율

HD_NRS
KAERI의 비연구인력 

인원수(명)
HD_NRS_kins

KINS의 비연구인력 

인원수(명)

HD_T
KAERI의 총 인력 

인원수(명)
HD_T_kins

KINS의 총 인력 

인원수(명)

Trend 추세변수 t t 년도

제1  원자력 문 인력 수요 추정모형

원자력 문 인력은 연구인력과 비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 다. 인력 수요 추정을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설정하 으며 모형 추정을 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 자료를 이용하 다.

1. 원자력 문인력 수요 추정 방정식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라 함)과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이하 

’KINS‘라 함)의 인력 수요 추정 방정식의 변수는 [표3.1-1]과 같다.

[표3.1-1] 인력수요 추정 방정식의 변수에 한 설명

 [표3.1-1]에 수록된 변수를 활용한 추정 방정식과 항등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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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정 방정식  항등식

HD_RSt = 446.923 + 0.14982372*TBJt   ........................................................ (1)
            (19.43)    (13.38)

결정계수(R²) = 0.96

SHNRSt = 0.509 -0.041753397*LN(TREND)t ................................................. (2)
          (0.51)   (-6.26)

결정계수(R²) = 0.85 

HD_NRSt = HD_RSt × SHNRSt ..................................................................... (3)

HD_Tt = HD_RSt + HD_NRSt ........................................................................ (4)

HD_RS_KINSt = 34.533 + 0.001933771*NGt ................................................. (5)
                 (0.93)     (6.91)

결정계수(R²) = 0.87 

SHNRS_kinst = 0.214 - 0.022020310*LN(Trend)t ........................................... (6)
               (27.80)   (-4.50)

결정계수(R²) = 0.74

HD_NRS_kinst = HD_RSt × SHNRS_kinst ................................................... (7)

HD_T_kinst = HD_RS_kinst + HD_NRS_kins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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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호 안은 추정치의 t-통계량을 나타내며 부분의 추정치는 ±1%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추정방정식의 해석

KAERI의 경우, 연구인력 인원수는 KAERI의 연간 산의 함수로 

추정되었으며, 추정결과를 보면 연간 산이 10억 원 증가할 때, 

연구인력은 약 1.5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인력 비 

비연구인력은 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INS의 경우는 연구인력 인원수는 원자력발 량의 함수로 추정되었으며, 

원자력발 량 1,000GWh증가 마다 연구인력은 약 1.9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KAERI와 마찬가지로 연구인력 비 비연구인력은 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감소율은 KAERI 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명변수 추정

설정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인력수요를 추정하기 해서는 

설명변수에 한 추정이 필요한데, KAERI의 인력수요에 한 설명변수는 

기 특성상 인력수  계획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를 상으로 

선정하 다. 이에 KAERI의 경우 주요변수로 기 운 산(R&D 산 

포함)을 선정하 으며, KINS의 경우는 원자력발 량을 기 으로 하 다.

KAERI의 산을 추정하기 하여 과거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친 

KAERI의 산 구조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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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원자력R&D

기금

지경부출연 

및 과제수탁
교과부출연 기타 총예산

2000 61.3 11.5 20.2 7.0 100.0

2001 61.6 10.9 18.8 8.7 100.0

2002 61.4 4.5 18.1 16.0 100.0

2003 58.4 6.8 20.7 14.1 100.0

2004 58.4 7.8 19.8 14.0 100.0

2005 55.8 8.3 19.3 16.7 100.0

2006 56.9 10.4 20.6 12.1 100.0

2007 51.7 13.3 21.6 13.4 100.0

2008 50.3 17.5 20.1 12.1 100.0

[표3.1-2] KAERI 산 구조 분석(2000~2008년)

(단  %)

[표3.1-2]에서와 같이 KAERI의 기 운 산은 원자력 R&D 기 , 지경부 

출연  과제수탁, 교과부 출연 , 기타 등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원자력 R&D 기 이 원자력연구원의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기 해서 원자력 R&D 총기 과 이 에서 KAERI의 이 

기 사용액에 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한 최근 과거 자료는 

[표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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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원자력 발전량

(GWh)

기금요율

(원/kWh)

원자력 R&D기금

총액(억원)

원자력연구원 

사용비율(%)

2001 112,133

1.2

1,308 79.4

2002 119,103 1,346 81.5

2003 129,672 1,429 75.5

2004 130,715 1,556 74.9

2005 146,779 1,569 77.4

2006 148,749 1,761 71.8

2007 142,937 1,785 68.8

2008 150,958 1,715 76.6

[표3.1-3] 원자력 R&D 총기 과 원자력 연구원의 기  사용액 추이

원자력 R&D 총 기   원자력 연구원의 기 사용액 비율은 2001년부터 

2008년 동안 68.8%에서 81.5%에 이르러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평균 기 사용액 비율은 약 75.4%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 평균비율이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원자력R&D 총 기 으로 부터 KAERI의 

사용기 (이하 ‘총 산’이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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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함)로 부터의 출연   연구과제 

수탁연구비가 총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연 

4.5%에서 17.5%범 로 증가하 으며 최근에는 증가비율이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앞으로도 조  

증가해 20%정도를 지속 으로 유지할 것이라 가정하 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출연 의 경우, 총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20% 수 으로 비교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도 

이 비율이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이밖에 기타 부문이 

총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추이를 참조하여 1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면 원자력연구원의 산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KAERI의 총 산  원자력 R&D 기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라고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은 KAERI의 총 산 에서 원자력 R&D 기 액 

이외의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임을 의미하며 이는 지경부 출연  

과제수탁  비율이 20%, 교과부 출연  비율이 20%, 기타 부문의 비율이 

10%라는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 하에서 KAERI의 총 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의예산


가사용하는원자력기금액
  ....................................... (9)

이제 의 식을 활용하면 KAERI가 사용하는 원자력 R&D 기 액의 규모 

산출을 통해 KAERI의 총 산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 R&D 기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원자력기금총액 전년도원자력발전량× 원 ................................. (10)

의 식에 의하여 원자력 R&D 기  총액을 산출하기 해서는 

원자력발 량의 추정치가 필요한데, 원자력발 량은 제4차 



- 20 -

년도 원자력발전량(GWh)

2009 150,507

2010 151,285

2011 159,610

2012 174,514

2013 186,714

2014 198,415

2015 208,283

2016 220,507

2017 230,342

2018 231,527

2019 243,137

2020 260,553

2021 271,169

2022 276,542

2023 281,151

2024 285,838

2025 290,603

2026 295,447

2027 300,372

2028 305,379

2029 310,469

2030 315,645

력수 기본계획  국가에 지기본계획을 참조하여 [표3.1-4]와 같이 

추정하 다.

[표3.1-4] 원자력발 량 추정,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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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원자력
물리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재료

금속
생물 기타

원자력

연구원
20.5 19.2 15.7 11.7 8.5 1.9 22.4

원자력

안전기술원
31.3 8.9 17.2 9.1 2.1 0.3 31.1

따라서 [표3.1-4]의 원자력발 량 추정치로부터, 추정기간인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원자력 R&D 기  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KAERI가 사용하는 기 액이 추정되므로 결과 으로 KAERI의 연도별 총 

산을 추정할 수 있다.

3. 공별 인력 수요 추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안 규제 기 의 총 인력 수요에 한 

추정뿐만 아니라, 원자력 문 인력의 주요 공 분야인 원자력, 

물리화학, 기계, 기 자, 재료 속, 생물 등의 6개 부문에 한 공별 

인력 수요 추정도 병행하여 수행하 다. 

이를 하여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 기술원의 2008년도 총 인원 비 

각 공별 인원비율이 향후 추정기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각 기 의 공별 인력수요를 추정하 다.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 기술원의 2008년 기  총 인원에서 공별로 

차지하는 인원비율은 [표 3.1-5]과 같다. 

[표3.1-5] 연구  안 규제 기 의 공별 비율(’08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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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석사

졸업생 수(명)

박사과정 

입학생 수(명)

석사 후 

박사과정

입학비율(%)

박사

졸업생 수(명)

석․박사 

취업대상자

총계(명)

2000 57 29 50.9 25 53

2001 50 32 64.0 31 49

2002 51 24 47.1 21 48

2003 36 28 77.8 21 29

2004 44 24 54.5 33 53

2005 51 16 31.4 26 61

2006 57 29 50.9 31 59

2007 44 29 65.9 24 39

2008 47 27 57.4 22 42

평균 48.56 26.44 54.5 26.00 48.11

제2  원자력 공 인력 공  추정모형

본 에서는 원자력 공 석․박사 졸업자의 년 간 인원수를 추정하기 

한 수학  모형을 설계하 다. 동 모형을 활용하면 연구기 의 원자력 

공 연간 신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필요한 원자력 문인력 의 

공 량을 추정할 수 있다.

[표3.2-1] 원자력공학 공 석․박사 과정 졸업자 수  취업 상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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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기관 취업자수(명)
석박사 취업대상자의 

연구기관 취업비율(%)

2000 13.5 25.5

2001 19.5 39.8

2002 18.5 38.5

2003 12.5 43.1

2004 15.5 29.2

2005 10 16.4

2006 15 25.4

2007 16 41.0

2008 11 26.2

평균 14.61 30.4

먼  원자력 공 학과가 개설된 학의 2000~2008년간 학생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석․박사 취업 상자를 산출하고 이를 상으로 연구기 의 

취업률을 조사하 다. 과거 실태자료에 근거한 원자력공학 공 석․박사 

과정 졸업자 수  취업 상자 수는 [표3.2-1]과 같으며 석․박사 

취업 상자의 연구기  취업인원  취업비율은 [표3.2-2]와 같다.

[표3.2-2] 석․박사 취업 상자의 연구기 (KAERI, KINS) 

취업자 수  취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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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00~2008년 동안 각 학에서 연구기 (KAERI, KINS)으로의 

평균 취업인원은 14.61 명이고 평균취업률은 30.4%로 나타났다.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수의 추정은 원자력 공자에 한 

연구기 의 연간 신규인력수요를 추정하여 이와 일치하는 인원수를 

연구기  취업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수 추정치로 설정하 다. 

여기에 비연구기  취업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수의 추정치를 

더하여 총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수를 추정치로 산정 하 다.

 [그림3.2-1] 원자력 공 인력의 공  모형 도해

이와 같은 원자력 공 인력 공  추정 모형에 한 설명이 [그림3.2-1]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석사 졸업자  

박사과정에 입학한 인원은 취업 상자에서 제외되며 박사졸업자는 원을 

취업 상자로 간주하 다. 이 게 산출된 취업 상자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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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와 KINS)으로의 연평균 취업률은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평균 

30.4%이고 NRF와 KINAC의 경우는 2.3%로 추정되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비연구기 에 취업된 것으로 고려하 다.

원자력 공 인력공 에 한 구체 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Dt : t년도에 연구기 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총수요량 

Dt-1 : (t-1)년도에 연구기 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총수요량 


: t년도에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원자력전공 인력수요 증가량과 

일치하는 t년도의 원자력전공 인력 공급량(석․박사 취업대상자 수)

lr1: 기존 원자력 공 인력의 이직률

St-1 : (t-1)년도에 존재하는 기존 원자력 공 인력 총공 량

R: (t-1)년도의 원자력 공 인력의 정년퇴직자 수

(11)식의 좌변은 원자력 공인력에 한 연간 신규 인력 수요량이며 

우변은 연간 원자력 공인력 신규 공 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신규 

인력수요량은 연간 신규 인력공 량과 일치하여야함을 의미한다.

(11)식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 에서 

연구기 에 취직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연구기 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 공 인력 에서 이직 인원수를 의미하며 

세 번째 항은 정년퇴직 인력을 나타내므로 원자력 공 인력의 공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11)식의 우변의 총합은 원자력 공 

인력의 신규 순 공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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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년도인 (t-1)년도의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수요와 공 은 

항상 일치한다는 가정을 도입(즉      )하면, (11)식은 연구기 에 

한 t년도의 신규 인력공 량인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 

수(연구기  취업)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2)

그런데 (12)식의 우변은 분석 상 연구기 의 연간 신규인력수요(원자력 

공)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2)식의 우변을 이용하여 연구기 의 

연간 신규인력수요를 추정하 으며1) 원자력 공에 하여는 석․박사 

취업 상 인원수의 추정을 시도하 다.

그리고, 원자력 공인력 총 공 량(
)은 연구기 취업 원자력 공 

공 량(HRt
R)과 비연구기  취업 원자력 공 공 량(HRt

NR)을 합하여 

산출되도록 하 다.

즉, 
 




분석에 이용한 원자력 공학 공자의 이직률(2000~2008년 평균)은 KAERI 

1.97%, KINS 0.88%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한편, 원자력 이외의 공 

인력의 이직률은 편의상 각 기 의 평균 이직률을 용하 는데 평균 

이직률은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1.62%이고 원자력안 기술원은 0.65% 으로 

추정되었다. 

1) (12)식의 우변에서 Dt를 t년도에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총수요량으로 정의를 바꾸면 (12)식의 우

변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간 신규 인력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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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00 
-2009

2010 
-2030

총 인력 

 수요(명)
1007 1094 1182 1345 1499 1645 1726

연 평균 

성장률(%)
- 1.7 1.6 2.6 2.2 1.9 1.0 1.8 1.9

제 4 장 원자력 문인력 수  추정

제1  원자력 문인력 황  수요 추정

1. 원자력연구원의 문인력 황  수요 추정

2009년 말 재 원자력연구원(KAERI)의 총 인력은  연구 인력과 비연구 

인력을 합하여 체 1,161명(’09.11.6 기 )이다. 원자력 연구원의 인력 

수요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약 1.8% 증가하 다. 

이를 토 로 2030년까지 이와 비슷한 연평균 약 1.9%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KAERI의 인력수요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4.1-1]과 같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이후 2009년까지는 후속 신규 원 의 건설이 없어 

동 기간 동안 원자력 연구 인력의 수요가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신규원  투입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의 연구 인력은 꾸 한 증가가 

추정된다. 

 [표4.1-1] KAERI 총 인력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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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력수 추정모형 설정의 제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AERI의 

연간 산  추세변수를 활용한 정방정식(1)과 (2)를 사용하여 

연구인력과 연구인력 비 비연구인력의 비율을 추정하 으며, 이를 

이용한 항등식(3)과 (4)를 통하여 KAERI의 비연구인력  총 인력 수를 

추정하 다. 이와 같은 차에 의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2010년  약1,200명에서 2020년 약1,500명, 2030년 

약1,7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과 제4차 원수 계획만을 고려한 것으로 미래원자로개발이 

본격화 되고  연구용 원자로 수출이 활기를 띄게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4.1-1].

[그림4.1-1] KAERI의 총 인력 수요  연별 신규인력 수요 추정 

KAERI의 총인력에서 차지하는 공별 인력 분포 비율은 [표4.1-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이공계 공 가운데 원자력 공인력이 약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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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물리화학 기계 기 자 재료 속 생물 기타

20.5 19.2 15.7 11.7 8.5 1.9 22.4

기계, 기 자, 재료 속, 생물 순이다. 원자력 연구원의 총 인력 수요 

추정치와 공별 인력 분포 비율(2008년도)을 이용하여 공별 총인력 

수요를 망한 결과는 [그림4.1-2]과 같다. 

[표4.1-2] KAERI의 공별 인력 분포 비율 (’08기 , %)

[그림 4.1-2] KAERI 공별 인력수요추정

다음으로 공별 신규 인력 수요를 망한 결과는 [그림4.1-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20년  반 신규인력에 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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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물리화학 기계 전기전자 재료금속 생물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년퇴직 정자가 이 시기에 집 되고 있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4.1-3] KAERI 공별 충원인력 망

공별 인력의 약 20%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 공인력에 한 수요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약 

2.8% 증가하여 원자력 연구원 총 인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인 1.8%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다. 한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총 인력수요 증가율인 1.9%를 약간 

상회하는 2.1%로 추정되었다 [표4.1-3].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공 

인력 수요는 2010년에 250여명에서 2020년에 320여명, 2030년에 

370여명으로 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4.1-4]. 



- 31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00 
-2009

2010 
-2030

원자력 
공인력(명) 198 223 251 289 324 358 378

원자력 공

인력비율(%)
19.7 20.4 21.2 21.5 21.6 21.8 21.9

연 평균 
성장률(%) 3.0 2.4 2.8 2.3 2.0 1.1 2.8 2.1

[표4.1-3] KAERI 원자력 공인력 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그림4.1-4] KAERI 원자력 공인력에 한 총 인력수요  신규인력 

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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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인력에 한 매년 신규 인력 수요 추정은 원자력 공 인력의 

총 수요 추정을 근거로 하고, 이직률, 기존 인력의 정년퇴직 정자 수 

등을 고려하 다. 원자력 공의 신규 인력 수요  퇴직 인력은 

[그림4.1-5]와 같이 추정되었다. 원자력 연구원의 원자력 공인력에 한 

연간 신규 인력 수요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20명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에서와 같이 신규 인력 수요와 

퇴직 인력 망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정년퇴직 정자가 

집 되고 있는 2020년  반의 시기에 연간 신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4.1-5] KAERI 원자력 공인력 충원  퇴직 망

2. 원자력 안 기술원(규제인력)의 문인력 황  수요 추정

원자력안 기술원(KINS)의 총 인력은 382명(’09.11.6 기 )이다. KINS의 

인력 수요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약 2.7% 증가하 으며, 

2010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보다 높은 약 3.4%의 연평균 성장률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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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00 
-2009

2010 
-2030

총 인력 

 수요(명)
301 358 382 508 622 686 739

연 평균 

성장률(%)
3.5 1.3 5.8 4.1 2.0 1.5 2.7 3.4

KINS의 인력수요 추정은 [표4.1-4]와 [그림4.1-6] 과 같다. KAERI의 

경우와 같이, 2005년 이후 신규 원  투입이 없어 2009년까지의 KINS의 

인력의 수요가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신규원  투입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원자력 규제인력의 수요가 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4.1-4]와 [그림4.1-6] 에 나타난 KINS의 총 인력수요추정 결과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 장 1 에 설명된 인력수  추정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원자력발 량(GWh)과 추세변수를 변수로 하여 설정된  

추정방정식(5)와 (6)을 사용하여 KINS의 연구인력  연구인력 비 

비연구인력의 비율을 추정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항등식(7)과 (8)을 

이용함으로써 KINS의 비연구인력 비율  총 인력 인원수를 추정하 다. 

 [표4.1-4] KINS 총 인력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KINS의 총인력  약 87%가 규제인력이라고 가정할 경우, 규제 인력에 

한 수요는  2010년 330(총 380)여명에서 2020년 540(총 620)여명 2030년 

640(총 740)여명으로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효율  

규제를 한 원  1기당 최소규제인력 15명을 만족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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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물리화학 기계 기 자 재료 속 생물 기타

31.3 8.9 17.2 9.1 2.1 0.3 31.1

[그림4.1-6] KINS 총 인력수요  연별 신규인력 수요 추정

KINS의 총인력에 한 공별 인력분포는 [표4.1-5]와 같다. 기타 공을 

제외한 이공계 공 가운데 원자력 공인력이 약 31%로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기 자, 물리화학, 재료 속, 생물 

순으로 나타났다. 

[표4.1-5] KINS의 공별 인력 분포 비율 (’0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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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별 인력분포 비율과 원자력 안 기술원의 총 인력 수요 

추정치를 이용하여 총 인력 수요 망을 공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  

[그림4.1-7]과 같다. 

[그림4.1-7] KINS 인력수요 추정( 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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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8] KINS 공별 신규인력 추정

공별 신규 인력을 망한 결과는 [그림4.1-8]과 같다. 규제인력도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 인력과 마찬가지로 2020년   정년퇴직 정자의 

집 으로 충원인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INS의 공별 인력분포의 약 31%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유하고 있는 원자력 공인력에 한 수요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하여 KINS의 총 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인 2.7%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다. 한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원자력 공인력에 

한 연평균 성장률 망은 총 인력 성장률인 3.4%와 비슷하게 3.5%로 

추정되었다. 규제인력의 경우 원자력 연구개발 인력보다 원자력 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인력 수요에 한 연평균 성장률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공 인력 수요는 2010년 

110여명에서 2020년 190여명, 2030년 230여명으로 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4.1-6] [그림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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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00 
-2009

2010 
-2030

원자력 
공인력(명)

84 104 117 157 193 214 231

원자력 공

인력비율(%)
28.1 29.1 30.7 30.9 31.0 31.2 31.3

연 평균 
성장률(%)

4.3 2.4 6.0 4.2 2.1 1.6 3.8 3.5

[표4.1-6] KINS 원자력 공인력 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그림4.1-9] KINS 원자력 공인력 수요  원자력 공 연간충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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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인력 수요 추정치를 근거로 이직률, 정년퇴직 정자 수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공인력에 한 매년 신규 인력 수요를 추정하 다. 

원자력 공의 신규 인력 수요 망과 퇴직 인력 추정은 [그림4.1-10]과 

같다. KINS의 원자력 공 신규 인력 수요는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인력 추정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정년퇴직 정자가 집 되고 있는 2020년  반에는 연간 신규 인력 

수요가 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4.1-10] KINS 원자력 공인력 충원  퇴직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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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5 2020 2025 2030
2010 
-2030

원자력 
공인력(명)

23 28 32 36 38 -

연 평균 
성장률(%)

3.9 3.0 2.0 1.3 2.5

3.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 공 인력 수요 추정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경우는 총인력에 

한 수요추정을 수행하지 않고 원자력 공인력에 해서만 수요를 추정

하 다. 한국연구재단(NRF)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원자력 인

력은 원자력연구원(KAERI)과 원자력안 기술원(KINS)의 원자력 인력에 

비해 상 으로 미비하다. 따라서 모형사용이 불가하므로 직  추정하지 

않고 앞의 1 에서 다룬 원자력 연구인력(KAERI)과 규제인력(KINS)의 원

자력 공자 수의 합에 일정 비율을 용하 는데 용된 비율은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의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6.25% 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NRF와 KINAC의 원자력 공인력 수요 추정 

결과는 [표 4.1-7]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NRF와 KINAC의 원자력 

공인력은 2010년 23명에서 2030년 38명으로 연평균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4.1-7] NRF+KINAC 원자력 공인력 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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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  
신규인력(명)

2009~2010 2

2011~2015 5

2016~2020 6

2021~2025 8

2026~2030 10

8

10

66

2

0

2

4

6

8

10

12

2009~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년도

명

한 NRF와 KINAC의 원자력 신규 인력수요 추정을 하여 

원자력안 기술원(KINS)의 원자력 공자 평균 이직률인 0.0088을 

용하여 이직률을 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NRF와 KINAC의 

원자력 신규 인력수요 추정 결과는 [표4.1-8]과 같으며, [그림 4.1-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4.1-8] NRF+KINAC 원자력 공 신규 인력수요 추정

[그림 4.1-11] NRF+KINAC 원자력 공 신규 인력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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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성장률(%)

2010 -2030

KAERI 251 289 324 358 378 2.1

KINS 117 157 193 214 231 3.5

KOSEF

+ KINAC
23 28 32 36 38 2.5

합계 391 474 549 608 647 2.6

4. 원자력 공인력 수요추정

에서 추정한 원자력 공인력 수요와 연평균 성장률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4.1-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원자력 

공인력의 수요는 꾸 히 상승할 망이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을 표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공인력의 수요가 

추정된다. 한 원자력 안 규제의 표  기 인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KINS)의 원자력  공 인력 수요가 가장 큰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 연구기   안 규제 기 들의 원자력 

공인력 수요는 2010년 약 390 여명에서 2030년 640 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6%로 추정된다.

[표4.1-9] 원자력 공인력 수요추정  연평균 성장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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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자력 연구기 의 원자력 공 인력 공  추정

여기서 원자력 연구기 이란 KAERI, KINS, NRF, KINAC을 의미한다. 앞 

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인력규제 기 의 연간 총 산  연간 

원자력발 량을 이용하여 연구 인력 수요를 추정하 으며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수요를 별도로 추정하 다. 본 에서는 앞서 추정된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신규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자력 공 인력 

공 부문을 분석하 다. 

[그림4.2-1] 원자력 공 석․박사 졸업자 황

 

원자력 공 인력 공 부문 추정과정은 본 연구보고서의 제 3장 2 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동 의 식(11)에 의하면, 연간 신규 인력수요량과 연간 

신규 인력공 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t년도의 원자력 공인력 공 량 

(석박사 취업 상자)은 t년도의 석․박사 취업 상자 에서 연구기  

취업자수와 비연구기  취업자 수를 합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연구기 에 취업하는 석․박사 취업 상자수에 한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편의상 비연구기 에 취업하는 석․박사 취업 상자 

수는 연구기 에 취업하는 석․박사 취업 상자수와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함으써 비연구기 에 취업하는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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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자수를 추정하 으며 궁극 으로는 연구기 과 비연구기 에 

취업하는 석․박사 취업 상자 총수를 추정하 다. 원자력 공 석․박사 

졸업자 수(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약 60~80명 수 이며, 그 

추이는 [그림4.2-1]과 같다.

원자력 공 석․박사의 연간 졸업자 수를 추정하기 해서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 수를 우선 추정하 다. 그리고 석․박사 취업 상자 

수와 석․박사 졸업자간의 과거 평균 비율을 용하여 취업 상자 수를 

졸업자 수로 변환하 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9년 동안 우리나라 

학에서의 원자력 석사 졸업자수는 총 437명이었으며 그  238명이 

박사과정에 진학하 다. 따라서 원자력 공 석사 취업 상자 수는 

199(=437-238)명이 된다. 한편 동 기간 동안의 원자력 공 박사졸업자 

수는 234명이므로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 수는 모두 

433(=199+234)명이 된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의 원자력 공 석․박사 

졸업생수인 671(=437+234)명은 취업 상자 수인 433명의 1.55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장 2 의 식(12)에 의하여 연도별 인력공 량 

(인력 수요 충족을 한)인 원자력 공 석․박사 취업 상자 수를 

추정하 으며 그 결과에 1.55배를 함으로써 연도별 석․박사 졸업자 수를 

추정하 다. 추정결과, 연구기 의 원자력 공 인력에 한 연간 신규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해서는 국내 교육기 에서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121명의 석․박사를 배출시켜야 하며, 2020~2030년 동안은 연평균 

213명의 석․박사를 배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석․박사 졸업자 수가 연간 70명 정도인 을 감안하면 석․박사 졸업자 

수가 향후 획기 으로 증가하여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표4.2-1]과 [그림4.2-2]과 같다. 

뿐만 아니라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 계획 등에 의해 원자력 

연구개발이 더욱 진될 경우에는 원자력 공자에 한 연간 신규 

수요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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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10년간 평균 졸업자 수 (명)

2009~2019 2020~2030

121 213

[표4.2-1] 연간 인력수요 충족을 한 평균 석․박사 졸업자 수

[그림4.2-2] 연간 인력 수요 충족을 한 평균 석․박사 졸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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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 인력수  문제   
인력양성 방안

제1  원자력 인력수 의 문제

원자력 연구개발․안 규제 분야에 있어서 원자력 공 엔지니어는 총 

인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원자력 산업체에서는 약 6%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SMART 원 , Gen-IV, 

APR+, APR1400 등 신형원자로의 개발을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확 에 따른 추가인력의 수요와 원자로 수출에 따른 추가 지원인력 등 

미래 원자력 문인력 수요 비한 국가 략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30년간 원자력 발 분야, 방사선 이용분야 등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의 산업규모는 획기 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규제분야의 문인력의 증가는 선형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교체인력에 한 수요가 더 시 한 

안으로 두되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 산업특성상 일반 산업분야보다 

안 을 더 보장하기 해 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까지 더 많은 

일정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본격 으로 정부의 시책이 착수되기 

이 에 체계 인 인력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 원자력 수출을 한 교육( 상국 교육)은 국가차원의 략 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나 재 IAEA나 상국의 요청에 따라 교육·훈련 

로그램이 기 별로 산발 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실질 인 효과성 증진을 해 

정부주도의 교육·훈련 략 수립  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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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자력 연구개발・안 규제 인력양성 방안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제 256차 원자력 원회에서 요청한 원자력 

발 분야 심의 인력 수 에 해 으로 조사·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범 는 처음부터 원자력 연구개발·안 규제 인

력양성에 해 한정하여 수행하 다. 제 4장에서 보여  원자력 인력 

황, 수요  공 을 보면 원자력 연구개발·안 규제 인력의 분야별 수요에 

한 추정을 하 으며 한편 기술분야는 연구범 와 정보의 제한성으로 원

자력공학 공 인력만을 상으로 수요와 공  인력을 추정하 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 다. 

원자력 인력양성을 해서는 우선 으로 기반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

러나 재 수요측면에서 볼 때 공 인력이 부족하여 문인력을 육성하기 

한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이 시 하다. 이와 함께 이미 문성을 갖

고 있는 퇴직 문인력을 보완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부분을 ▲기반인력 양성 ▲퇴직인력의 보완  활용 ▲국내 원

자력 문가 양성과정  장 실무교육 강화 ▲ 로벌 수출지원 교육 등

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인력 양성 (원자력 공학과 측면)

(1) 학의 인력양성을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탄력 으로 조정 (▲교과부 

정원 + ▲산업계 수요 정원)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추어 추가 필요인력은 『(가칭)산업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정원의 탄력  운 을 통해 안정 인 

인력을 공 한다. 4장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연구개발  안 규제 

인력은 기 에서 주로 석·박사  인력을 선호하므로 2020년까지 연간 

약 120여명,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210여명 등의 졸업생이 

공 되어야 한다고 망하 다. 이 결과를 그 로 활용할 경우 당장 

원자력공학과 학원 학생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련 공자(물리->노물리, 기계공학->열수력, 안 규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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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문교육 등을 통한 실무교육으로의 환에 해서는 

추가항목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1) 산업계 CO-OP 로그램 도입  시행

『(가칭) 학과 산업체간 CO-OP 로그램 정』을 통해 

학부과정에서 산업체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실무형 우수인력을 

조기에 육성 배출한다. 산업계는 연구용 석·박사보다는 실무형인 학부 

졸업생을 선호하므로 연구개발·안 규제 인력양성에 비해 인력풀이 

범 하다. 따라서 이공계 재학생을 상기 실무자 로그램을  통해  

육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실무형 

인재양성 로그램』으로 추진한다

※ CO-OP 로그램 : 산학교육 력(Co-Operation) 로그램으로 

교과과정에 산업체인턴을 선택 는 필수과정으로 반 하는 로그램

2. 퇴직 문인력의 보완  활용 

퇴직 문인력에 해서는 기술분야별 인력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시 한 분야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실무보다 리지원, 멘토링, 사업계획서 검토 등의 일에 활용할 수 있다. 

한 퇴직 문인력 재교육을 통해 신규 문인력 교육, 훈련을 한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질 으로 국내·외 원자력교육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강사가 부족할 것으로 

상된다.(원자로 수출시 지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한 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퇴직 정인력에 해서는 퇴직 후 

활용 로그램을 통한 문강사요원 육성  신규 문인력 양성 까지의 

우선 수요분야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활용하기 한  재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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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교육 분야 기

일반기
정책

건설 
 

운

유지 
 

보수

안  
 

규제
R&D

국제 력 
외국인 
상교육

수출 
기술 

심

강사

교육

원자력연구원 ● ● ∙ ∙ ▲ ● ● ∙ ∙

원자력안 기술원 ▲ ∙ ● ∙ ∙

한국수력원자력 ∙ ● ● ∙ ∙

학 
원자력 련학과

● ∙ ∙ ∙

3. 국내 원자력 문가 양성과정  장 실무교육 강화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원자력을 공하지 않은 이공계 인력들에게 

체계 인 원자력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기 해서는 종합 인 기술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문교육기 이 필요하다. 산학연 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가 양성과정  장실무교육 등을 기능에 맞게 분담하여 

국가차원의 종합 인 선진 문교육체계를 구축l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 별 교육훈련 역할 분담을 통하여 체계 인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기 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터 : 한국의 원자력 정책  기술개발경험 

수, 컨설 , 연구용 원자로, 스마트 수출을 한 맞춤형 교육, 기  

간 훈련 코디네이션

②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 원자력 규제안 에 한 교육, 국제원자력 

안 학교를 이용한 교육(안  석사 등)

③ 한국수력원자력 : 외국 건설, 운 , 유지보수에 한 교육, 원자력 

문 학원을 이용한 교육

[표5.2-1] 국내 표 인 원자력교육 기 별 교육 분야



- 49 -

4. 수출교육( 상국 교육)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원 기술의 자립과 원자력발  경험  문인력 

양성 경험을 체계화한 에 한 로벌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해 

원자로 도입 단계별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상국별 맞춤형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지 교육센터를 지원하기 하여 

기술역량 진단 등 컨설 을 제공하고 e-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우리가 원자력 기술도입에서 

기술자립을 통해 원자로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하나의 『원자력 

HRD package』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로 수출 뿐 

아니라 원자력 교육수출의 일환이 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통한 선도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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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가  지원 방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에 지 기본계획, 원  수출 정책 등 국가사업의 

성공  시행을 해서는 정 원자력 문인력의 지속 인 수 의 균형이 

필수 이다. 한 국내  국제 원 시장의 확 에 따른 인 자원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안정된 장기 인력 수 략의 수립도 필요하다. 

이를 하여 앞서 제시한 원자력 문인력과 퇴직인력에 한 데이터베이

스(DB)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인력 재활용 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 이

외에 문기 간 인력수  력을 하여 원자력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총 할 수 있는 (가칭) 원자력인재개발원의 설립, 운 도 필요하다.  

(부록 2 참고)

이를 통한 국가에서는 국가 에 지 기본계획에 따른 원자력 문인력의 

수 균형을 한 장기  마스터 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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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차 고갈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화석연료의 가격 

한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녹색성장 추진의 주요 

동력원으로서 원자력에 지의 요성이 사회 경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 련 국가 정책수립의 주요 쟁  사항  하나로 

원자력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원자력 

방안확 를 해 필요한 원자력 문 인력에 한 수요  공 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인력시 에의 문제 을 악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 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차세  원자력 문 인력 육성을 한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한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정부의 공공기  효율화에 묶여 원자력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원자력 기술인력 TO를 별도로 받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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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공분류

원자력: 원자력공학, 에 지학, 원자력  양자공학, 원자핵공학, 

에 지공학, 핵공학, 

물리화학: 물리학, 화학, 화공과,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공업화학, 화학과, 

농화학, 생화학, 응용 학, 유기화학, 물리야 , 방사화학, 보건물

리, 원자로물리, 응용화학, 지구물리, 핵물리학, 핵화학과, 

기계: 기계공학, 기계과, 정 공학, 기계설계공학과, 기계항공공학, 

기계설계학, 정 기계학, 

기 자 기공학, 기과, 자공학, 기 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자과

(통신과), 산학/컴퓨터과학, 자계산학과, 자 산학과, 

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 트웨어, 산통계학, 정보공

학, 정보처리학, 력 제어, 자통신공학과, 컴퓨터S/W, 컴퓨터

통신,

재료 속: 속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무기재료공학, 재료 속공학,  

생물: 생물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수의학, 

생명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학, 고생물학, 분자세포학, 생물과학, 

농생물학, 생물교육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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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9년도 원자력연감 인력양성 총 편

제 1 장 원자력 인력수   교육 망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에 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온실가스 배출

에 한 국제  규제강화가 국내 에 지  력수 계획의 주요 쟁 으로 부

각되면서 원 의 정비 에 한 심이 사회/국가 으로 고조되었다. 이를 

해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의 국가 

에 지 수  장기 비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 지 효율향상, 신재생에 지

원 확 와 더불어 원자력발  확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 건설 인 6기의 원  이외에 2022년까지 6기

의 신규 원 을 추가･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7기의 신규 원 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신규 원  건설, 운 을 해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원  보

유국 는 원 련 기술 성숙 국가의 경우 약 10년이 필요하며, 원자력 고도의 

종합  기술특성을 고려할 때 문인력 양성에 높은 수 의 교육과 문 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원자력발 을 한 물 , 인  자원에 한 수 계

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술력  인력 확보를 해 과거 기술주도(Technology Driven)의 방법에

서 미래 추정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를 악한 후 요구 제품  기술을 개발하

는 시장주도(Market Driven) 방법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즉 ‘선택과 집 ’을 

통해 경쟁 환경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자원을(재정  자원뿐만 

아니라 인  자원까지 포함한) 합리 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게 하기 한 것이

다. 따라서 장기 원자력 HRD 계획을 시장주도 방법을 활용하여 수립함으로

써 단기 으로는 국내 한정된 원자력 분야 인  자원의 효율  배분을 통해 원

자력 문인력의 재 소에 배치하고, 장기 으로는 원자력 유망기술 분야 

문인력을 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원  확 정책이 지속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재 하에서 효과 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며, 

원 수출에 따른 국외 원  신규 건설  기술 력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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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발  확

정책의 효율  추진을 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수 계획의 수립

이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원자력 인재를 확보하기 해서는 필요 인력과 공 인력간 

한 균형이 요하므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인력수 계획이 필요하

여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이를 반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자력확  에

지계획의 성공  추진을 한 장기인력수 계획이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 이

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경제성 분석 과 함께 2030년

까지의 제 1차 에 지 기본계획과 제 4차 원수 계획에 따른 산업별 원자력 

인력수요추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9년도 4월에 KAIF/KNS 연차 회
1)에 

발표하 으며 그 내용을 아래에 요약․정리하 다.

2. 원자력 인력수요추정을 한 방법론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망하기 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한 

망치, 원자력 발  망 등과 노동계수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해 

원자력 산업계의 체인력은 다음 표 1과 같이 2005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자

료를 기 으로 43,800명을 용하 다. 

분야 인력수(인)

원자력 발전분야 18,538

방사선 이용분야 23,808

연구 분야  1,454

총 43,800(인)

표 21 원자력산업계 인력조사 현황

원자력발 분야 : 설계, 건설, 운 , 핵연료 제조 등

방사선 이용분야 : 방사선 동 원소 생산, 핵의학, 비 괴 산업 응용

(조사식품, 비 괴검사 ...) 등

연구분야 : 연구개발 인력, 안 연구 등

한 미래 원자력 인력수요에 한 추정을 해 원자력발 분야와 방사선이용



- 57 -

분야의 인력은 노동계수와 각 분야의 총 매출액을 활용하 으며, 연구 분야의 

경우 원자력연구비 지출을 활용하 다. 한 우리나라 2005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균 GDP 성장률은 약 4%의 수치를 활용하 다.

이와 함께 2030년 원자력 발 분야의 low 시나리오(Business-As-Usual, BAU)로 

경제성장의 둔화, 국민의 반 인 시각 등의 경우를 반 하여 상하 으며 이

때의 원자력발 용량은 27GW(e)이며, high 시나리오(HIGH)일 때에는 38GW(e)

으로 계산하 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2008년도 연감에 포함되어있으나 여기서는 

추가 시나리오로 앞에서 언 한 제1차 국가에 지 기본계획과 제4차 원수

계획을 반 한 Alternative(ALT) 를 반 하여 추가계산하 으며, 미래 원자력연

구개발비 지출은 재의 기 인 원자력 발  1kWh 당 1.2원을 용하 다.

표 2. 미래 원자력연구개발비 지출 추정 황 (2005-2030년)

(Unit: billion won)

Scenario 2005 2010 2020 2030

BAU 156.4 182.7 273.9 343.2

ALT 156.4 173.2 279.8 357.3

HIGH 156.4 183.6 308.2 443.5

3. 원자력 산업계 인력수요 망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추정 방법론과 경제성장 망치, 원자력 발  망, 

노동계수  등의 자료를 통하여 2030년까지의 원자력 산업계의 인력 수요 추정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표 3. Nuclear HR Requirements by Sectors, 2005-2030 (BAU, ALT and HIGH 
case)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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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otal Nuclear HR Requirements, 2005-2030 (BAU, ALT and HIGH 

case)

표 3  그림 1에서 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은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2020년까지 10년간은 약 70%가 증가할 것으로 

망되며, 2030년까지는 2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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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수요 추정 망은 재의 인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인력수요에 따른 증가를 고려하 으나, 실제 원자력 1세   기존

의 원자력 문 인력의 일부분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상당한 수가 퇴직하

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 는 재투입 하기 한 원자력 산업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특성상 각 분야별 문 인력을 양성하

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 조기에 인력 수 을 추정하여 양성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문분야별 인력수  암에 한 보다 상세한 추정

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인력양성  교육 로그램을 병행하여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시장의 필요분야 추정을 해서는 원자력 

산업에 해 학력별, 직종별로 좀 더 세분하여 추정할 필요하다. 

이상에서는 인력수요추정에 한 내용이며 원자력 산업을 균형발 시키기 해

서는 공 측면까지 고려한 원자력 인력수 추정을 통한 균형있는 인력공 을 

한 교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공

 추정을 해 우리나라의 원자력공학 공분야가 있는 6개 학의 졸업생수

를 기 으로 2030년까지의 졸업 정자 수를 마르코  체인모델을 사용하여 

망하 으며 그 결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원자력공학과 인력양성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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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면 연구개발의 실무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부분 박사과정을 포

함한 박사 을 선호하며, 일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원자력 공자 체 

박사  연구원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사  졸업생들이 타 분야

로 진출하지 않고 원자력산업 연구개발분야로 진출을 한다고 가정하면(취업계

수 1.0) 수요에 비해 공 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퇴직 정자 

수와 타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한 원자력 련분야의 취업계수를 고려한 다면 수

요와 공 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망 된다. 한편 원자력 산업분야 측면에

서는 원자력 공자가 약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요와 공 측면에서 볼 

때 부족 상은 다소 낮을 것으로 망된다.

끝으로 종합 인 원자력 산업분야의 인력수요 추정 망을 해 각 기 별 인

력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 원자력 인력수  정책 수립에 반 토록 함으

로써 학  산업체가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

4. 원자력 교육 망

이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약의 이행, 고유가 시 의 도래, 석유매장

량 등 에 지 자원의 부족 망 등에 따라 원자력에 지에 한 활용성이 재인

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안 성 향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자력발

이 깨끗하고 경제 이며 안 한 미래 체에 지원으로서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 계획은 더 확 될 망이며,  세계 인 원자력발

계획 확 와 함께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원자력 문인력의 수요도 격

히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 기술의 수출을 비하여 원자력 

교육에 한 수요를 악하고 이에 한 투자는 물론 교육수출에 한 비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지속  발 을 한 우수한 원자력 문가 육성, 

공 을 한  원자력 문 인력 수요추정을 통한 교육으로 시에 우수한 인력

을 공 할 수 있는 인 라 구축이 필요하다. 한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기존

의 기술 수 교육만 아니라 지식의 수도 함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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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한 교육투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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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배경

1.1. 국내․외 원자력발전 시장 확대와 원자력 HRD2) 수요의 급격한 증가

1.1.1. 국외 원자력발전 확대 동향

Ÿ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나

고 있음. 이들 나라들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영향으로 원자력확대에 부

정적이었으나 안전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지속적인 원자력기술 발전,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

탄소의 감축 필요성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활

용에 주목하고 있음.

Ÿ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석유의존

도 완화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에너

지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

음.

Ÿ IEA/OECD(국제에너지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는 종전의 원자력발전

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32년 만에 전환하여 원자

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음.(2006. 11)

Ÿ 기존 원전 보유국은 원전 추가 건설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고, 과거 원

전폐지정책을 채택하였던 선진 국가들도 정책을 수정하여 신규 원전도

입을 정부 주도로 적극 고려중 임.

1.1.2.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정책

Ÿ 2008년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동시

에 수립된 해로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

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가 국내 에너지 및 전력수급계획의 주

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원전의 적정비중에 대한 관심이 사회/국가적

으로 고조되었음.

Ÿ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래 최초의 국가 주도 종합에너지

2)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개발) : 채용․선발․배치부터 조직설계․개발․교육․훈련까지를 포괄하

는 광범위한 활동에 있어 종래의 인사관리의 틀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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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서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수급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발

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Ÿ 전력수급의 실행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6기의 원전 이외에 2022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

을 추가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신규발전설

비로 원자력과 신재생만을 고려하는 특징이 있음.

Ÿ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자력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7기의 신규 원전 투입이 필요함.

1.1.3. 원자력 HRD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

Ÿ 국제적인 원자력발전 시장의 확대에 따라 향후 원자력발전의 국제 시

장의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및 인적자본에 대한 경

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Ÿ 국내의 원자력발전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의 기술집약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

으로 전망됨.

Ÿ 신규 원전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원전 보유국 또는 원전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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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성숙 국가의 경우 약 10년, 원전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나라

의 경우 평균 약 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확대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의 사전 확보를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할 필요가

있음.

1.2. 국내 외의 원자력발전 확대정책과 연계한 HRD 스터플랜수립의 중요성

1.2.1. 기술기획 방법 변화에 따른 HRD 계획의 중요성

Ÿ 기술기획 방법론으로 과거에는 기술주도(Technology Driven)방법을 활

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확한 미래 추정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

한 후 요구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시장주도(Market Driven) 방법으

로 변화하고 있음.

Ÿ 이러한 기술기획 방법론의 변화는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경쟁 환

경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포함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배분을 위

한 것임.

Ÿ 따라서 중장기 원자력 HRD 계획을 시장주도 방법을 활용하여 수립함

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내 한정된 원자력 분야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통해 원자력 전문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

자력 유망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국가 원전 확대정책

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재 하에서 효과적으로 국

내 외 투자를 유인하고, 국외 원전 신규 건설 및 기술협력 요구에 부응

하여 국내 외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함.

1.2.2. 국내 원자력확대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장기인력수급계획 수립의 중

요성

Ÿ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Ÿ 원자력발전의 추진에는 대규모 사업자금, 부지선정 등의 문제뿐만 아

니라 건설 인력 공급, 운영 요원 양성,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인력에

대한 수요 추정과 공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Ÿ 또한 원자력발전 확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원자력발전 유관 산업인 방사선 산업, 원자력 연구 부문 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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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동반 진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원자력 발전 관련 산

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급도 동시에 고려하는 총체적 체계적 인력수

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Ÿ 1978년 국내 고리 1호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1960년대부터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교육훈련에 착수하고 원자력연수원을 설립한

사례에서 보듯이 인력양성 정책은 본격적인 기술개발정책보다 20여년

앞서 계획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을 위

한 원자력 HRD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시급한 시점임.

Ÿ 이러한 국가 원자력 HRD 중장기 계획과 함께 우수 인재 채용, 우수

인재 유출 방지, 인재의 핵심 인재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개

발,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역량 개발은 물론 업무 성취도를 만족할 수

있는 HRM과 연계된 HRD 전략이 필요함.

1.2.3. 원자력발전 국제시장 활성화에의 효율적 참여를 위한 원자력 전문인

력 양성체제 구축의 필요성

Ÿ 국내 원자력산업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원자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자력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시화 되고 있음.

Ÿ 해외 원자력전문가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원자력전문가를 양성하여 해

외로 인력 및 교육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Ÿ 원자력기술 수출 시에는 이에 따른 수준별 강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이 필요하며, 기술 수출 대상국에게 인력 양성정책과 전략을 선행적으

로 지원하여야 수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Ÿ 원전 도입 HRD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자간 HRD 협력사업의 적극적

인 참여와 양국간 협력 확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과

교육훈련체계 등의 경험전수에 따라 원자력 기술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임.

1.2.4. HRD 마스터플랜 수립의 중요성

Ÿ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정책과 해외로의 원전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과 연계한 HRD 마스터플랜의 조기 수립 시행이

필수적임.

Ÿ HRD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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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원자력발전 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공급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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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HRD의 주요 쟁점사항 및 사업추진의 당위성

1. 원자력 전문인력 부족 및 양성의 필요성

2.1.1. 국내 원자력인력 수요 전망 및 수급 불균형 심각

Ÿ 미래 산업의 경영 환경은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재경영이 화두가 될 것이므로 국가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는 고급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Ÿ 정부는 국내 원전 확대에 따른 인적자원 확보정책을 수립하여 적기에

원자력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

되도록 해야 함.

Ÿ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인력 양성정책 부분 중 원자력인력수급 관련 사

항을 정량화하여 체계적으로 원자력 전문인력 수요를 추정하고, 적정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Ÿ 원자력발전 국내 경제성장 및 원자력발전 전망치 및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원자력인력 수요(발전부문, RI부문, 연구부문 종합)를 추정하

면 다음과 같음3)

Ÿ 2020년까지 약 70%, 2030년까지 2배 이상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미

래로 갈수록 인력 수요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Ÿ 위 결과는 현 인원을 중심으로 추정한 것으로 퇴직자를 고려할 경우

수요 증가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함.

Ÿ 원자력연구원만의 예를 들면 2010년경부터 매년 20여명, 2015년경에는

매년 40여명, 2020년경에는 매년 80여명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인력 공

급에 상당한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Ÿ 원자력기술 수출 및 미래원자로 개발 등을 위한 인력은 고려되지 않았

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인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국내 한수원(주)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6,611명 중 근무연수 기준

으로 1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가 42%이며, 특히 21년 이상 근무 경

우가 32%로 가장 많음.

Ÿ 국내 향후 10년 이내 원전 확대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인력인 근무년수

3) KAERI's Nuclear Training Programme(Nuclear HRD Strategy and Policy in Korea), 민병주, KAIF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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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내 원전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 추정

10년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부터 기

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4)

21년 이상
32%

16~20년
10%

11~15년
26%

6~10년
8%

5년이하
24%

총 인원

6,611명

[그림2] 한수원(주) 직원의 근무년수 기준 인력현황

2.1.2.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른 원자력분야 전문인력 부족

Ÿ 최근 세계는 원전 시장규모 증대에 따라 각국의 엔지니어 부족 문제를

가장 심각히 겪고 있음.

4) 원자력발전연감,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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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1970년 대 원자력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고

급인력이 은퇴한 데 반해 신규인력 확보를 소홀히 한 결과 과거에 축

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손실이 예상되며, 관련 인프라가 사장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Ÿ 중국국가원자능기구(China Atomic Energy Authority)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국가인 중국은 원전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이 부족하

여 원전 고급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HRD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신규원전 건설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같

음.

Ÿ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신

규 원전도입국의 수요에 따른 지원인력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1.3. 원자력 전문인력 고령화로 인한 기술전수프로그램 수립 필요

Ÿ 미국 사례를 보면 2003년 Goodnight 자문회사 (Goodnight Consulting,

Inc.)가 미국 내 발전소 종사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2003년 기준 5

년 내 퇴직자 증가 추이와 분야별 퇴직자 비중을 볼 수 있음.

Ÿ 5년 내 퇴직 규모는 350~500여명 수준으로 이는 해당 발전소 종사자

인원의 25%를 상회하는 규모임.

Ÿ 퇴직자 분야를 보면 50% 가량이 원전운영의 핵심인 운전 및 유지 보수

(Maintenance & Operations) 분야임.

Ÿ 해외 원자력전문가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원자력전문가를 양성하여 해

외로 인력 및 교육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Ÿ 국내에서도 고령화된 전문인력과 차세대 신규인력의 근무기간이 겹치

도록 (Overlapping time range) 신규인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세대

간 기술전수를 위한 최소한의 공동근무기간 확보 필요.

Ÿ 스위스 Gosgen 원전 사례에서 보면 1979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종

사자 연령이 45~65세 그룹과 29~43세 그룹으로 양분됨.

Ÿ Gosgen 발전소가 계획한 이 두 그룹 간 기술전수를 위한 공동근무기간

은 짧게는 3년(부서나 워크숍 운영 부문 등)에서 길게는 8년(안전성 자

문가 수준)으로 추정됨.

Ÿ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확대를 불과

10여년 앞둔 현 시점에서 원자력 전문인력의 퇴직자 관리 및 신규 인력

으로의 기술전수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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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교육기반 확보 중요성

2.1.4. 해외 원자력기술 수출이 가시화

Ÿ 국내 원자력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

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수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Ÿ 산업체에서는 한전을 중심으로 터키, 요르단과 구체적인 원전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임.

Ÿ KAERI는 해외 수출용 중소형원자로인 SMART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미 카자흐스탄과 SMART 원자로 건설에 관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임.

Ÿ 방사선이용기술 분야에서도 KAERI는 RI 생산 장비, 안전성평가 S/W,

기술서비스 및 컨설팅 분야에서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동 분야에서 H/W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단위기술별 수출 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출기술의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2.1.5. 원자력기술 수출․이전에 따른 강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

Ÿ 기술수출과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교육훈련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학

기술협력 차원을 벗어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 교육훈련임. 따라서

원자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세부 기술별 맞춤형

으로 개발하여 해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효과적일 것임.

Ÿ KAERI 원자력교육센터는 이를 대비하여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훈

련과정을 인프라개발단계(사업 준비단계), 입찰단계, 건설단계, 시운전

및 운전단계로 나누어 특히 사업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원자력공학을

중심으로 타당성 연구기법, 사업관리, 안전성 분석, 핵연료 주기, 폐기

물처리처분, 핵보장조치 등의 훈련과정을 기술수준별로 분류하여 맞춤

형으로 15개 과정의 개발에 착수함.

Ÿ 또한 교육수행 접근 방법도 수준별로 분류하고, 집체식 교육, 그룹별

교육, 실험실습, OJT, 현지강의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이 마련되

어야 함.

Ÿ 기술수출 대상국에게 다음과 같은 인력 양성정책과 전략사업을 선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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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여야 수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해당국 원자력 인력수급 추정 모형개발 지원

§ 교육훈련 최적화 방안 도출

§ 해당국 강사요원 양성

§ 해당국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Ÿ 국내에서 원자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원자력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강사교육과 수출중심 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술수

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한국

원자력연구원 이외의 교육훈련기관들인 대학,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수력원자력 등이 각각 기초교육, 안전규제 실무교육, 건설 운영 및 유

지 보수 실무교육 등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므로 전반적으로 고급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글로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들 국내 교육훈련기관들

과의 연계하면 효율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원자력교육
분야  기관

일반
기초 정책

건설

및

운영

유지

 및
 보수

안전

 및
규제

R&D
국제협력

외국인

대상교육

수출

기술

중심

강사

교육

원자력연구원 ● ● ∙ ∙ ▲ ● ● ∙ ∙
원자력안전기술원 ▲ ∙ ● ∙ ∙
한국수력원자력 ∙ ● ● ∙ ∙
대학 원자력관련학과 ● ∙ ∙ ∙

<표1>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교육 기관별 교육 분야

( ∙: 약함 ▲: 보통 ●: 강함)

2.1.6.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 설립과 글로벌 원

자력교육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강화된 네트워크 협력 활동

Ÿ 해외수출과 연계한 글로벌원자력인재 육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국가 원자력 중장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정부 정책 지

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National Nuclear

HRD Center(가칭))’의 설립이 필요함.

Ÿ KAERI는 원자력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기술

전반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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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확대한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로 육성이 필요함.

Ÿ 국가 원자력인력 양성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국제협력도 전담할 수 있

는 국가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가 원

자력 교육 및 인력 양성의 두뇌집단(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Ÿ 이 센터를 통해 국내 기관별 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유기

적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함. 또한 원자력의 분야별 수요추정 모형개발,

추정연계 교육최적화 방안도출, 국가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인력수급

분석 및 계획수립, 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의 이용방

안 개발 등을 수행하며 이를 수출과 연계함.

Ÿ 이 센터를 통해 글로벌 원자력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주도함으

로써 우리의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훈련 체계가 해외시장 개척 및 다음

과 같은 협력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대학(WNU, World Nuclear

University), 차세대 혁신형 원자력개발프로그램(INPRO),

세계원자력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등 개도국의 원전 도입 HRD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또한 베트남, 이집트, 남아공 등과의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가 필요함.

2.1.7. 기술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교육 및 협력 등 교육 수

요에 대한 단일 창구 필요

Ÿ 최근 원전 공급 시장은 거대화, 통합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들 기업들에

게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인력공급, 기술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시장

마저 뺏길 위기에 있음.

Ÿ 대표적 해외 경쟁사인 AREVA의 경우 1만5천여 명의 사업인력을 보유

하고 있고, MHI의 경우에도 5천여 명의 사업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

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경쟁 상대로서 큰 위협 요소임.

Ÿ 특히 원전 개도국이 많은 아시아의 경우 일본 원전공급업체들의 강세

가 아시아 교육 허브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중

요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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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도입 희망국 증가에 따라 요청되는 전문

인력 지원 및 교육수요 증가에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일 교섭창구(contact point)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역할을 '국가

원자력인력양성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2.1.8. 원자력교육 수출을 위한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

Ÿ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수출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제교

육협력 체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해외 이전할 수 있는 선진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Ÿ 기술수출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역량 있는 강사를 육성하며, 선진 교육인프라를 확보하여

기술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Ÿ 우리나라는 국내 원자력전문가들의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체계화하

고, 이를 지금까지 개도국 중심으로 실시해 온 국제교육 협력 및 훈련

을 전담해 온 원자력교육센터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

우와 접목시켜 원전 도입희망국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퇴직전문가 활용

및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수출이라는 또 하나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3. 정부 지원 당위성

Ÿ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원자력발전의 확대로 기술집약

적인 원자력분야, 방사선 산업 및 연구부문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원자력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임.

Ÿ 우리나라는 2005년에 투입된 울진 6호기 이후 2009년까지는 신규 투입

원전이 없으나, 건국 이래 최초의 종합에너지계획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

본계획을 수립(2008.8)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에 상업가동 예정인 신고

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의 대폭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

음.

Ÿ 2005년 이후 정체된 원자력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자력발전기술은 기술집약적이므로 지속적인 기

술개발 및 관리를 위해 잘 훈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임.

Ÿ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의 양성은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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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방사선 산업 및 연구부문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분야에 필요하므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임.

Ÿ 선진 교육장비 및 시설을 보유한 교육시스템 개발과 국가 원자력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글로벌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Ÿ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따른 국민 사회․경제적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기술의 특성상 원자력관련 산업의 전문인

력 양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수적임.

Ÿ 또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룩해온 원자력기술 자립을 발판으로 향후

원자력기술의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글로벌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한 우수 원자력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임.

Ÿ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선진 원자력교육장비 , 글로벌

강사 육성프로그램, 웹기반원거리교육 콘텐츠(Web-based Distance

Learning Contents), 교육용 4차원 시뮬레이터 설계 제작(연구용원자로,

스마트, ATLAS 등) 등과 같은 글로벌원자력교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함.

Ÿ 원자력 교육 수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IAEA, GNEP, INPRO 등에서 중

점 추진 중인 HRD 인프라 구축 지원 및 WNU의 차세대 원자력 리더육

성 등의 인력양성에 대한 국제협력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글로벌 원자력 교육협력허브’ 역할이 필수적임.

Ÿ IAEA에서는 개도국의 원자력 발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19개의 인프라 구축 구성요소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HRD를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GNEP은 ‘인프라 구축 실무그룹’을 운영하여 새로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나라에 대하여 인력양성을 위시한 인프라 구축지원

을 적극 추진 중임.

Ÿ WNU는 원자력산업체 중심으로 차세대 원자력리더양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차세대 리더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있음.

Ÿ 이러한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들(IAEA, GNEP, INPRO, WNU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력인력양성프로그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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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석, 인력양성 정책방향 조사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적

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교육협력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수

출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1.9.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Ÿ 국가원자력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원자력인력양성센터 설립

운용, 글로벌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 글로벌원자력교육협력허브 역할

수행 등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수출기반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사업자가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임.

[그림3] 사업 추진 배경 및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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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Weakness

원자력연구원 내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경험을 가진 원자력 전문인력 자원 보유

최근 발전 및 기술개발 자립 경험

원자력교육센터의 풍부한 국내·외 교육 

경험

원자력 교육센터의 다양한 국제교육네트

워크 활동

국가차원의 원자력인력양성 중장기 마스

터플랜이 없음

인력양성은 장기적 관점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단기성과 가시화가 어려움 

국내 원자력 전문인력의 글로벌화 강사 

육성이 필요

Opportunity Threat

국내･외의 원자력이용 확대 공감 확산

해외 원자력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대두

국내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및 퇴직자 

활용을 통한 해외 교육시장 창출 가능

원자력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확대 

및 원자력 기술수출 가시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밀

도가 가장 높음 

기능별로 분권화된 교육훈련 체제로 교

육 훈련 중복우려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부족 (국내 관련기관 간 공조체제 미비)

기존의 체제는 국내 인력양성 구심점 부

재로 대외적 신뢰감 부족과 해외 교육수

요에 대한 조정 능력 미비 

<표2> 글로벌 원자력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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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목표 및 내용

1. 사업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HRD 인프라 구축

2. 세부목표

l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동력인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확대를 위한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

l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원자력 인재육성을 위한 ‘National Nuclear

HRD Center'설립 및 글로벌 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

l ‘글로벌 원자력교육 협력허브’를 통한 원자력 교육 수출

[그림4]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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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 로드맵

[그림5] 사업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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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개발목표 연구내용

1차

년도
2010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

- 원자력 HRD 중장기 전략 수립

- 분야별 원자력기술인력 수요추정 모형개발

- 원자력 전문인력 기술역량 DB 구축

‘National Nuclear HRD Center'설립 및

글로벌 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

- 글로벌 원자력 강사육성 프로그램 개발

- Web-based Distance Learning 콘텐츠 개발

- 교육용 연구용원자로 4차원 시뮬레이터 설

계 제작

‘글로벌 원자력교육 협력허브’를 통한

원자력 교육 수출

- IAEA, WNU 협력센터 지정 및 교육 협력

- GNEP 및 INPRO 원자력 교육인프라 협력

구축

- IAEA PGEC(방사선방호분야) 교육프로그램

3.2. 장기비전

[그림6] 사업 결과의 단계별 활용 및 장기 비전

[그림7]

3.3. 연도별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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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의 교육협력

2차

년도
2011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
- 원자력 인력수급 추정 및 분석

- 원자력 전문인력 기술역량 DB 관리

‘National Nuclear HRD Center'설립 및

글로벌 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

- Web-based Distance Learning 콘텐츠 개발

- 교육용 ATLAS 4차원 시뮬레이터 설계 및

제작

- 원자력 이용분야교육용실험실습장비(I) 개

발

글로벌 원자력교육 협력허브’를 통한

원자력 교육 수출

- GNEP 및 INPRO 원자력 교육인프라 협력

지원

- IAEA PGEC(방사선 방호분야) 교육과정 개

설

-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 및 단기 원자

력전문가 과정 개발

3차

년도
2012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

- 인력수급추정 기반 교육훈련 최적화방안 도

출

- 원자력 전문인력 기술역량 DB 활용 및 개선

‘National Nuclear HRD Center'설립 및

글로벌 원자력교육시스템 개발

- 기술수출 중심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 Web-based Distance Learning 콘텐츠 개발

- 교육용 스마트 4차원 시뮬레이터 설계 및 제

작

- 원자력 이용분야교육용실험실습장비(I) 개

발 및 과정 개설

‘글로벌 원자력교육 협력허브’를 통한

원자력 교육 수출

-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 및 단기 원자력

전문가과정 개설

-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인증기준개발과 ISO교

육인증(EAC 37) 신청

- 글로벌원자력교육협력을통한 교육수출대

상조사

2013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개선 - 국가원자력전문인력기술역량진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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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개발

- 원자력 HRD 중장기 전략 보완

- 기술별 원자력 인력수요 추정 및 분석

‘Global Nuclear HRD Center’ 설립

준비

- 원자력전문인력 기술역량진단에따른교육

프로그램 개발

- Web-based Distance 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4차원 시뮬레이터 제작

- 원자력 이용분야 교육용 실험실습 장비(II)

구축

글로벌 원자력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

-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 및 중기 원자

력 전문가과정 개발 및 시범 적용

- 국제원자력교육훈련 ISO교육인증(EAC 37)

획득

- 교육수출 대상국 및신규원자력 도입국을위

한 원자력교육과정 개설

5차

년도
2014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개선

- 국가 원자력 전문인력 기술역량 진단 평가

- 기술별원자력인력수급 추정에 따른 원자력

HRD 전략 개발

Global Nuclear HRD Center’ 설립 준비

- 원자력전문인력 기술역량진단에따른원자

력 전문기술교육과정 개설

- Web-based Distance 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4차원 시뮬레이터 제작

- 원자력 이용분야 교육용 실험실습장비(II)를

이용한 교육프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글로벌원자력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

-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 및 중기 원자

력 전문가과정 개설

- 교육수출 대상국 및신규원자력 도입국을위

한 원자력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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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추진체계도

3.4. 추진 체계 및 전략

3.4.1.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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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추진 전략

Ÿ 국가차원에서 국가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을 총괄 지원하

고,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의 창구가 될 수 있는 ‘National

Nuclear HRD Center’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교육 및

인력양성의 두뇌집단(think tank) 역할 수행

Ÿ 원자력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도입 희망국의 전

문인력 지원 요청 및 교육 수요 증가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

한 단일 창구 역할 수행

Ÿ 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퇴직인력의 신규인력에로의 기술전수프로그램

및 퇴직자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교육훈련 분야에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림9] 전담기관 역할

Ÿ 표 3 및 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

인 기존의 타 원자력교육프로그램 간에는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차이

로 인해 교과과정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 경험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 프로그램 수립을 도모할 것임. 또한 국내 각 교육훈련

기관의 특성(표 6 참조)을 반영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체제를 갖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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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 관 명 담 당 기 능

교육기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 원자력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

KAIST • 유능한 원자력 및 양자공학자 양성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 교육 및 연구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원자력 인력양성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의 공학적 이용분야 인력양성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 원자력관련 우수 고급인력 양성

한양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 고도의 경쟁력 있는 전문 공학인 양성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UST-KAERI Campus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학제간 융합기술 분야의 리더 양성

• KAERI의 시설·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규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자력교육센터

• 국내 유일의 원자력종합 연수기관으로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

  - 국내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국제원자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적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에서 선도적 역할 추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학교

•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전수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체종사자,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 국내 및 외국 규제요원에 대한 전문과정 운영

한전전력연구원 • 각 과제별로 특수분야 부족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산업체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교육원

• 한수원 자체 기술인력 양성

• 국내 제작사 및 설계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한국전력기술

• 자체 기술인력 양성

  - 한기 기술대학(원) 10년간(1983-2002년) 운영

  - 장단기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한전원자력연료
• 전문능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사내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한전KPS
 - 종합연수원

• 자체 기술인력 양성

  - 사내교육(연수원 교육, 사업소 교육)
  - 사외교육(국내 및 해외)

관련협회

및 재단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원자력관련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에 관한 통신교육 훈련기관

  - 원자력관계 면허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기관

  - 2005년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분야 면허소지자, 방사능방재 등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과 방사선분야 면허시험 대비 통신교육 수행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차세대 원자력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홍보교육

원자력국제협력재단 • 국내인 대상 국제원자력협력 실무능력 함양교육

RCA/RO
• RCA 회원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 KAIST 공동 석사과정, KOICA, KAERI 공동 연수프로그램

  - Post-Doc Fellowship 프로그램, Temporary staff 지원

<표3> 국내 원자력관련 교육훈련기관 담당 교육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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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Ÿ 원자력 H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의 정책 실현으로 분야별 적정비

율의 인력수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원전확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국내외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Ÿ 정부차원의 National Nuclear HRD Center를 설립 운영하여 국제 경쟁

력을 갖춘 글로벌 원자력 H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 기술수출 시

장 활성화와 교육수출의 신규 시장 창출에 기여함.

Ÿ 향후 신산업 창출 분야인 핵연료 주기기술, 폐로기술, 방사선 산업, 방사

성폐기물안전관리, 차세대 원자로 개발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

벌원자력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

Ÿ 글로벌원자력교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녹색성장의 나비효과 창출

Ÿ 원자력 및 방사선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산업화 추진 및 수출

기반 구축

Ÿ 인력양성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체계적 원자력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

고, 국가 원자력인력 양성전략을 수립.

Ÿ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들(IAEA, GNEP, INPRO, WNU, 등)의 인

력양성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인력 양성전략에 따라 인

력양성 전문가들 간의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교육

허브 역할 수행.

Ÿ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모델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활용하여 신규 원자로

도입국에의 교육 및 인력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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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약어 정리

Ÿ 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Ÿ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지구

Ÿ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

지수

Ÿ HRM :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Ÿ RI : Radioisotope, 방사성 동위원소

Ÿ Gosgen : 스위스의 원자력발전소

Ÿ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Ÿ 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Ÿ INPRO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혁

신적 원자로 및 연료 사이클 국제 프로젝트

Ÿ WNU : World Nuclear University, 세계원자력대학

Ÿ SMART :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일체형 원자로

Ÿ PGEC : Post Graduate Education Course

Ÿ ATLAS : Advanced Thermal-Hyg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가압경

수로 열수력실증실험장치

Ÿ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Ÿ ANENT :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아시아교육훈련

네트워크

Ÿ MHI : Mitsubishi Heavy Industry

Ÿ AREVA : French public multinational industrial company that is mainly known

for nuclear power, 프랑스의 해외원전사업 제 1의 벤더

Ÿ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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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 국외 원자력 HRD 현황 및 전망

1. 서론

1950년대 초에 원자력 발전의 평화적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세계적인 경제발전

과 더불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원자력 전

문가 양성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스리마일 및 체르노빌 사고에 따라 원자력 발

전에 따른 안전 및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반대중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에 따라 프랑스, 일본 등을 제외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 건설계획을

중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자력 인력양성의 필요성도 점차 줄게 됨에

따라 원자력 전문가의 수도 감소하게되고 기존 전문인력의 고령화 현상도 나타

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등과 석유매장량의 감소 전망 등

이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에너지의 활용가치가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원

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력도 향상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깨

끗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7년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는 2020년까지 전력의 45%로 성장

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전력의 95%까지 성장 할 것이며. 원자로 수는 60%까

지 증가할 예정이며, 핵연료 순환 시설 관련해서 2030년 45%까지 증가할 전망

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원자력발전계획 확대와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

자력 전문인력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자력은 고도

의 종합적 기술특성을 갖기 때문에 높은 교육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몇몇 국가들에서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원자력 분야로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IAEA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 16개국과, 아프리카 15개국, 유럽10

개국, 라티아메리카 6개국 등, 총47개 나라가 원자력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

어 원자력발전 개발프로그램이 아시아권이 중심이 되고, 유럽과 북미의 많은 나

라들도 원자력발전 개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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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9년 5월 IAEA 지식관리부서 주관 기술회의에서 수집한 각 나라의

인력양성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와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IDWG (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 회의에서 수

집한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별로 원자력 전문인력 양

성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2. 국외 원자력 HRD 현황

(1) 아시아 지역

일본의 HRD5) 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 50년 역사 속에서 대학이 교육을 담당

하고, 연구소나 회사에서는 실무교육을 담당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여러 전기회

사가 모여 설립된 일본 원자력 회사(JAPC)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JAPC에서의 교육훈련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원자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심각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대학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으

로 실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small-batch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의 기본적인 원자력발전 개발에 필요

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고급 관리 인력과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개발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를 중심

으로 규제기관인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NNSA), 산업체인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rporation (CGNPC) 등이 있으며 6개의 연구기관과 5개의 원자력학과

가 있다. 그 외 원자력 연수센터로 진산(Qinshan) 원자력 부지의 연수센터,

CIAE 원자력 연수센터, 광동원전집합공사(CGNPC) 인적자원개발 센터 등이 있

다.

현재 러시아에는 650만 이상의 학생들과 1040개 국립 및 사립대학이 있으며, 이

중 21개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기준과 훈

련 및 방법 협회”에서 원자력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특히 원자력 교육

의 개선을 위해 원자력 전문가 양성의 개념을 수립하여 새로운 교육방법과 기

5) 2008년 12월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회의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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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변화를 반영하여 “신 국가 교육기준 (The new National Education

Standards)”를 수립하여 산업 및 과학 요구사항을 반영한 능력기반 학습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에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으며, Bhabha 원자력 연구센터(Bhabha Atomic

Research Center) 훈련학교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호미 바

바 국가연구소(Homi Bhabha National Institute)에서는 10개 분야의 학위 후 과

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학, 과학, 의학 분야 박사 프로그램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뭄바이에 위치한 Bhabha 원자력연구센터(BARC)에서는 원자로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자 로마나 첨단센

터(Raja Ramanna Centre Advanced Technology)에서는 레이저, 가속기, 저온물

리학, 재료과학, 초전도체 전자공학과 마이크로웨이브 분야의 과학 및 공학 훈

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Bhabha 원자력 연구

센터 핵연료단지에서는 경수로 원전과 핵연료에 대한 설계, 건설, 운영에 관한

공학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칼파캄에 위치한 교육훈련센터에서는 고속증

식로원자로(FBR)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Bhabha 원자력연구센터

(BARC)에서는 방사선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육프로그램은 R&D 분야, 설계 및 제조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의

과학 및 공학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원

연수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 미주지역

미국은 30개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

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에너지국

(DOE)에서는 원자력 저문인력 양성을 위해 67개 대학, 8개 연구소, 14개 기업,

7개 외국 기관 등 총 96개의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원자력 시설 관련 설계, 건설,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분야 전문인

력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자력산업에서 매년

400~500명 과학 및 공학 공급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개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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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NE(University Network of Excellence in Nuclear Engineering)를 구 o여

원자력관련 교육과정과 공학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1968년부터 1979년에 걸쳐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은 수립하였고,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전력소비가 증가되면서 원자력 에너지 교육프로그램도

확대되었다. 교육 평가 및 관리는 교육부의 규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유럽지역

영국의 교육과정은 Foundation Degree 과정, Undergraduate Degree 과정,

Postgraduate Taught Course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대학들이 원자력 기술

교육 컨소시엄(NTEC)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원자력 기술,

폐로기술, Distance Learning 등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학위과정은

Traditional Engineering. KNOO, Engineering Doctorate, Doctoral Training

Centre Ph.D 박사학위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는 INSTN과 산업연계 교육을 담당하는

EDF가 있다. 교육제도는 공업학교 준비과정을 수료하고 그 뒤 대학에서 연구석

사나 전문석사과정 마치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거나 공업학교로 와서 엔지니어

졸업장을 받는다. 대학과 공업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대학을 거쳐 박사학

위를 취득한다. 이 과정을 수료하기위해서는 총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INSTN은 ENEN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의 의장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개 대학(TKK/ LUT)에서 석사과정으로 원자력공학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방호, 방사화학, 핵물리학 등은 Helsinki 대학과 몇

몇 대학 등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한편 LUT대학과, TKK대학은

ENEN과 WNU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6) 의 원자력 기술 관련 교육은 Chalmers, KTH, Uppsala 대학 등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원자력에너지공학

국제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는 “응용물리학” 및 화학, 생명과학 및 대체에너지 시스템 과정을 운영 중에

6)출처: http://www.swedishnuclear.se/educ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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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각 과정은 Chalmers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원자화학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으며, Goteborg 대학의 방사선물리학과와, Chalmers 대학의 핵융합물리

학과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Uppsala 대학에서는 원자력에너지 석사과정 프로그

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응용물리학, 에너지시스템, 사회기술체계 등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운영교육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훈련센터(KSU)와 협력체

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1964년부터 전문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통합 교육모델을

수립하고 여라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88년도 원

전 건설이 후 10년간 신규 인력양성이 침체어 있었으나 최근 원자력 에너지개

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전의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폐로

추진, 유럽 신규 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해 원자력 전문인역의 양성을 고려 중에

있다.

폴란드에서는 기술대학에서 과학 및 공학분야 인력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

럽 교육통합학위(ECTS)와 연계하여 유럽국가 모든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시스템 교육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분야의 교육

은 2009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재 가동수령이 9년에서 25년까지 된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를 30년에서 35년 이상까지 장기운전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도 갖고있다. 한편 원전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차세대 원자

력 전문가의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원자력과학 훈련 및 교육(TENSP)을 위해 국가컨소시엄(RNC)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4개 대학, 2개 연구소, 6개 전문협회, 2개 기업 및

NGO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래 FP-7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EU 네트

워크 및 플랫폼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중동․아프리카지역

이집트는 18개의 공립 대학교 중 2개 대학만이 원자력 관련 학과를 갖고 있으

며, 24개의 사립대학들 중 1개만이 원자력 관련 학과를 갖고 있다. 또한 2개의

연구용 원자로가 Inshas에 있으며, 한 곳의 원자력연구센터를 갖고 있다.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MOEE와 EAEA에 훈련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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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은 원자력 인력을 계획․준비 중에 있으며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에

서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위한 비전, 전략, 로드맵 등을 수립하하고

HR을 위한 자체 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할 계획하고 있다. 교육훈련 현황

으로는 5개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학위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르단원자

력위원회(JAEC), 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JNRC)가 HR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모로코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2030 에너지 전략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원자력에너지 수요가 2008년 2000MWe에서 2030년 12000MWe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훈련 현황으로 매년 100여명의 원자력관련 학사 및 석․ 박

사학위 학생을 육성하고 공학관련 학생도 매년 2000여명을 육성하고 있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원자력 기술공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Areva사의 협력을 받아 NWU (North-West University)에서 원자력공학 석사과

정과 원자력 프로젝트 석사 및 관리 산업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 Areva사는

NWU의 이러닝 플랫폼을 제공한 바 있음).

3. 국외 원자력 HRD 전망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고유가 시대의 도래, 석유매장량 등

에너지 자원의 부족 전망 등에 따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활용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깨끗

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미래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인식이 자리 잡고있어 세

계 각국의 원자력발전계획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원자력 발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원자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

의 위축으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원자력 인력양성에 등한시 해 왔으나 최근 원

자력산업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유럽간 교육네트워크(ENEN)를 구성하여 원

자력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IAEA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를 구성하여 아

시아 지역의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위하 교육훈련을 위해 사이버 교육 등 원자

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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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IAEA 주관으로 대학의 역할, 커리큘럼

개발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세계원자력대학(WNU)에서는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여름에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WNU 1주 코스를 개발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남아

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각국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광

을 받고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연합교육은 물론 distance lerning에 대한 지역별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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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전문인력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안전규제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급량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 원자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 동향에서는 원자력 에너지활용 확대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추진

또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의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였다. 한편

원전 추가 건설에 따라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 및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인력 수급

전망 및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원자력 전문 인력 현황 및 추정에서는 원자력 기술 관련 학․인력현황 및

수요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 등의

분야별 (원자력, 비원자력) 인력 수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 계획」 및 원전수출 전망 등을 반영한 2030년까지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규제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량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다.

원자력 전문 인력 수급 추정해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원자력 인력 수급과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안전규제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방안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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