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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과 국가 R&D 투자를 바탕으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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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국방 R&D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R&D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방기관과 민간기

관간의 협력관계 등의 검토를 통한 국방 R&D 환경을 검토하며,  국방 R&D 정책 및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연구원 보유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R&D 참여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았다.

추가적으로 국방 R&D 관련 다양한 제도를 특성과 장단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연구원의 

기술을 국방 R&D 에 융합할 때 제도적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판단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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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효율적인 국방 R&D 기획 및 관리업무 수행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 선진국들은 최고기술의 국가 R&D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 R&D에 융합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 R&D를 통해서 국가 R&D의 발전을 추구

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국방비 43조원, 국방 R&D 2조 9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소요위주의 투자로 인해 기초원천 기술 확보가 제한되어 국방 R&D의 기술적인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도적인 제한사항과 국가 과학기술자의 국방 R&D 관련 부정적 인식으로 

첨단 국가기술의 국방 R&D로 Spin-On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첨단기술(출연연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출연연의 우수기술을 효율적으로 Spin-On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국방 R&D 의 제도와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국가 경제 규모와 국가 R&D 성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

방 R&D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연구원의 R&D 역량을 분석하여 미래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R&D와 융합이 가능한 기술을 식별 및 예측하고, 기술 개발의 타당성 검토, 기술 수준 

분석 등을 통해 국방 R&D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한 뒤,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우리 연구원 

기술을 가지고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작성하고 제도화 함으로써, 우리연구원의 국방 R&D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보고에서는 미래 국방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우리 연구원의 연

구역량을 효율적으로 국방  R&D에 융합하고, 기초원천 국방 R&D의 능력을 확충하여 최첨단 무

기체계를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방안을 제안하였



- 6 -

다. 이를 제도화 한다면 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자들의 국방 R&D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과 국가 R&D 투자를 바탕으로 국방 R&D 투자 현황

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국방과학 기술 R&D 의지를 살펴보았다.

� 국방과학기술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국방 R&D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R&D 사

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방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관계 등을 검토해 국방 R&D 환경

을 알아보았다.

� 국방 R&D 정책 및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연구원 보유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제안함으로써

� 우리 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R&D 참여여건을 조성하였다.

� 추가적으로 국방 R&D 관련 다양한 제도를 특성과 장단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연구원의 기술을 국방 R&D 에 융합할 때 제도적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판단이 가

능하도록 포함하였으며, 

� 본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정부 및 국방 R&D 관련 정책자료들은 내용의 왜곡을 방지하

고, 관련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요약 또는 원문을 인용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과 국가 R&D 투자를 바탕으로 국방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R&D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 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무관심한 국방 R&D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R&D 정책과 국방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국방 R&D 관련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았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 정리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기술들을 분석해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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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분류하고 정리하였으며, 국방 핵심기술기획서 등 국방 R&D에

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기술들을 확인하고, 우리연구원 기술과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

인 국방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원자력기술의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은 국방 R&D 특성과 우리 연구원의 기술 수준을 고려

하여 국방핵심기술 및 민군기술협력, 미래국방 기초원천 R&D의 세분야로 분류하고, 국방 수요를 

고려한 중기 추진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창의적 도전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선행연구를 제도권으로 정착시켜서 국방 R&D 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전략적 중점분야를 제안함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기술군을 통합하여 

계획함으로써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체계수준의 통합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과 개발기술의 상호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국방 과학기술 R&D 환경 분석 자료는 

   - 세계 주요국과의 국방 R&D 투자 수준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R&D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우리나라의 국방 R&D 정책과 국방 R&D 정책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우리 연구원들이 국방 

R&D를 추진하는데 이해를 돕고, 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 국방 R&D 제도 분석을 통해서 제도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

는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2. 원자력연구원의 역량과 국방 R&D 융합 관련 자료는 

   - 기확보 기술이지만 국방 분야와의 연관성 등에 무관심했던 기술들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정

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국방 역량강화를 위한 소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잠재역량을 확인하고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상호 연관성 있는 이종(異種) 기술 간의 체계개발 목표 등의 동일 목적 연구개발을 위한 전

략적 중점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3. 원자력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기획(안)은

   -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사업에 계획걱이고 체

계적이며 효율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우리연구원의 첨단 신기술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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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n을 가능하게 한다.

   - 연구개발 소요제기 시기를 예측함으로써 내실있는 소요제안서 작성을 보장하고, 계획성 있

는 국방 R&D 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 국방 R&D 관계기관(국방부, 방사청, ADD, 기품원, 각군, 방산업체, 출연연)과의 주기적인 

관련 기술 정보 및 R&D 계획 공유로 범 국가적인 국방 R&D 계획 활성화 및 효율 극대화

가 가능해진다.

4. 원자력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기획이 제도화 되면

   - 관련 연구원들에게 원자력 기술의 국방 R&D 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주기적인 R&D 

준비 및 추진을 위한 기술 확인 및 사전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제도 정착 및 주기적인 기획 작업을 통한 국방 R&D 참여 활성화를 통한 최선의 환경이 조

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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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nducting efficient national defense R&D planing and manage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Scientific advanced 

countries are converging on national defense R&D based on state-of-the-art 

national R&D capabilities, and have even developed into the aspect of national 

R&D development through national defense R&D.

Korea investing 43 trillion won for national defense budget and 2.9 trillion won 

for national defense R&D in 2018, but the technology growth of national defense 

R&D is limited due to difficulty in securing basic source technological resulting 

of investment in weapon system-oriented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the negative recognition of national defense R&D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ists, 'Spin-on' to national defense R&D of 

state-of-the-art technology is not invigorated.

Therefore, the environment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city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will be examin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future national defense based on state-of-the art technolog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an effective method for 'Spin-on' should be 

devised and institutionalized by analyzing th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national defense R&D in Korea.

In this study, the national defense R&D environment of Korea is accurately 

understood by analyzing the national economic scale and R&D trend of major 

countries. The R&D capabilities of our institute are analyzed to identify and 

predict technologies that can converge with national defense R&D to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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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national defence capacity. Then,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national 

defense R&D are selected by analyzing feasibility and level of technology. By 

establishing and institutionalizing a comprehensive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plan with our institute technolog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defense R&D, we will establish the business 

management base for participation in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and create 

an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In this report, an efficient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method of 

atomic energy technology is proposed by effectively integrating our research 

capacity into national defense R&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that emphasizes the strengthening of future national defense capacity and by 

contributing to the acquisition of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resulting of 

expanding the capabilities of basic source national defense R&D. When this is 

institutionalized, an environment that will encourage researchers to participate in 

national defense R&D will be foster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e inten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national defense R&D is 

examined by analyzing the state of national defense R&D investment based on 

the national economic scale and national R&D investment and predicting future.

� The national defense R&D environment is understood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nd future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and 

examining cooperation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defense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 The technology of our research institute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D 

policy direction is discovered, and integrated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plan is proposed with considering national defense R&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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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fficient and systematic national defense R&D participation condition is 

created for our researchers.

� The characteristics, pros and cons, and difference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D are introduced to make efficient judgments through institutional 

understanding for convergence of out institute technology and national defense 

R&D.

� This report cited a partial summary or original of the government and 

national defense R&D related policy documents to prevent distortion and to help 

understanding.

Ⅳ. Result of Project

This research report analyzes the state of national defense R&D investment 

based on national economic power and national R&D investmen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n this way, it provides the information that 

prepare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to predict the national defense 

and technology R&D direction of Korea.

National R&D policy and national defense R&D policy are systematically 

organized to understand the national defense R&D field that most researchers are 

indifferent. It is tried to find a way to efficiently approach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defense R&D system.

We classify and summarize technologies that can be convergence with national 

defense R&D by analyzing our technologies which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organized. Furtherly, we have identified the elemental technologies required by 

the national defense R&D including the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plan. 

Finally, we have developed an efficient national defense utilization plan by 

comparing and analyzing KAERI's technology and its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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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national defense R&D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level of our 

institute,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plan of atomic 

energy technology classifies into three areas: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and future national defense basic source 

R&D. By establishing a medium-term implementation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ational defense demand, we have created an efficient system for 

participating in national defense R&D and institutionalized it.

In particular, we will establish conditions for activation of national defense 

R&D participation by proposing creative challenges and establishing the 

precedent research as institutional system. We will create a system-level 

integrated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rather than a simple technology 

development by proposing a strategic focus area and integrating and planning 

related technology groups. Thereby, a basis for raising the synerg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joint use of researcher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and mutual utilization of development technologies.

Ⅴ. Plan to Utilize R&D Results

1.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D environment analysis materials 

- It is utilized 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national defense   

    R&D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national       

    defense R&D investment with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 Our researchers will help to understand national defense R&D and creat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by introducing Korea's national defense R&D      

    policy.

- Basic information is provid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defense R&D system.

2. Capabilities of KAERI and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related materials 

-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summarize progressively in the secured          

     technology which is indifferent to the relation with the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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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

- It identifies the potential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quired to strengthen future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R&D challenges.

- It provides strategic research opportunities for the same purpose R&D such   

    as system development goals among interdependent heterogeneous             

    technolgies.

3. Efficient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planning of atomic energy 

technology

- It enables planned, systematic and efficient participation in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and future    

    national defense basic source R&D. 

- It enables spin-on through the challeng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of our institute to secur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 By predicting the timing of R&D spending, we ensure that proposals are      

    drafted in a timely manner and create a plan to activate planned R&D        

    participation in national defense R&D. 

- By periodically sharing technical information and R&D plan with national     

    defense R&D related agencies, national defense R&D plan can be revitalized   

    and efficiency can be maximized. (national defense R&D related agenci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efense industry company,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4. Institutionalization of effective national defense R&D convergence planning of 

atomic energy technology

- It can maximize the research efficiency by presenting the directions for the   

    convergence of the national defense R&D of the atomic energy technology to  

    the related researchers and enabling the technology confirma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for periodical R&D preparation and promotion.

- The best environment can be created by revitalizing participation in national  

    defense R&D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periodic plann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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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과학기술은 비약적인 진보를 통해서 인류에게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 나아가 국가 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보 및 이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방분야는 과학 선진국의 주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방과학기술개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기술의 선택과 개발 

선점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국방기술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는 추세이고, 한정된 국방예산에 의존하는 R&D 환경에서 탈피하여 국가  R&D역량을 

총결집해서 세계 최첨단 국방기술을 선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기준 43조원으로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1) 보다 적은 규모(미 중과 비

교시는 현격한 차이)의 국방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방분야  R&D 예산은 2조9천억

원으로 적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국방력과 비교시는 많이 부족한 규모이며, 특히 

무기체계 적용기술 위주의 국방 R&D 추세에서는 첨단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미래 국방과학 역량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에, 경쟁력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집중과 분산에 의한 기술개발이 중

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구조를 보면 기존의 국방 내부 보유자원과 인력 및 인프라 만으

로는 세계 추세에 부합하는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

근의 군사 외교적인 동향을 고려 시 국방분야에 국한된 국방과학 기술역량 확보 보다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출연

연 등 민간기관의 우수 보유기술과 인력 및 인프라 등을 국방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 해

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방관련 R&D 정책은 국방개혁 2.0에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

1) 2018년 기준 미국(697조원), 중국(162조원), 러시아(46조원), 일본(4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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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 과기부간 미래국방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과연을 포함한 6

개 정부 출연(연) 원장 간 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국방 R&D 역량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부처협력과 연계한 민·군겸용기술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출연(연)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민·

군 기술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미래국방 R&D 역량강화를 위해 미래국방 기초원천 R&D를 위한 대형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오랜기간 축적된 정부출연(연)의 연구 인프라와 노하우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기술을 

국방무기체계에 활용한다면 신규 무기체계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기술 

국산화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기술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R&D 계획을 국방 R&D 중·장기 기획문서(JSOP)2)와 연계하여 기획한다면  정부 

출연(연)등의 민간 연구기관의 접근 및 상호 활발한 교류가 제한됨으로써 야기되어온 첨단 국

가기술의 국방분야 접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군과 민간의 기술발전에 시너지 효과 

구현이 가능하며, 무기체계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무기체계 개발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첨단화와 미래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

부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R&D 에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여건 조성이 가

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국방 R&D 

융합 기획을 제도화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자력 기술의 국방 R&D 참여 활성

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중·장기기획문서(JSOP) Joint Strategy Op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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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 주요국들과 국가 경제 규모 및 국가 R&D 성향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 R&D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 우리 연구원의 R&D 역량을 분석하여 미래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R&D와 융합이 가

능한 기술을 식별 및 예측하고, 기술 개발의 타당성 검토, 기술 수준 분석 등을 통해 국방 

R&D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한 뒤

�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우리 연구원 기술을 가지고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작성하

고 제도화 함으로써

� 우리연구원의 국방 R&D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과 국가 R&D 투자를 바탕으로 국방 R&D 투자 현

황과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방과학 기술 정책을 이해하고

� 국방과학기술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국방 R&D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R&D 사

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방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관계 등의 검토를 통한 국방 R&D 

환경을 검토하며

� 국방 R&D 정책 및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연구원 보유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제안함으로써

� 우리 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R&D 참여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자력기술의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제도화 하여 정착

시킨다면 우리 연구원의 저변에 있는 우수한 첨단기술들을 국방과 체계적으로 기술협력은 통

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SPIN-ON 함으로써 국방 무기체계의 첨단화/과학화와 함께 

국방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적 자주국방 태세를 완성하고, 추가적으로 연구원의 기술

개발 및 연구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국

방 R&D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위상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정부 및 국방 R&D 관련 정책자료들은 내용의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요약 또는 원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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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방과학기술 R&D 환경

제1절 세계 주요국의 국방 R&D 투자 분석

1. 주요국의 국가 R&D 분석

주요국의 국가 R&D 투자의지를 확인해 보면 보편적으로 GDP 대비 1~2% 수준의 R&D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나 일본은 세계 수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3~4% 수준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러시아는 지속적인 재

정 압박으로 R&D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표 1. OECD 주요국 GDP 대비 R&D 비율3)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O
E
C
D

프랑스 2.09 2.05 2.18 2.19 2.23 2.24 2.28 2.27 2.25

독  일 2.39 2.42 2.71 2.80 2.87 2.82 2.87 2.92 2.93

일  본 2.91 3.18 3.14 3.24 3.21 3.31 3.40 3.28 3.14

한  국 2.18 2.63 3.47 3.74 4.03 4.15 4.29 4.22 4.23

영  국 1.63 1.56 1.67 1.67 1.60 1.65 1.67 1.67 1.69

미  국 2.62 2.51 2.74 2.77 2.69 2.72 2.73 2.74 2.74

EU(15) 1.77 1.78 1.99 2.03 2.06 2.07 2.09 2.10 2.09

OECD합계 2.12 2.14 2.29 2.32 2.31 2.34 2.36 2.36 2.34

중  국 0.89 1.31 1.71 1.78 1.91 1.99 2.02 2.06 2.11

러시아 0.98 0.99 1.05 1.01 1.03 1.03 1.07 1.10 1.10

또한 연구단계별 투자수준을 분석해 보면 표 2에서 주요선진국들은 R&D 투자비의 60% 내

외를 개발연구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30%수준으로 그리고 중국은 80% 

수준으로 투자하면서 기초연구비는 10% 내외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규모는 

작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의 조기 완성을 통한 지역의 패권장악을 위

해 체계개발 위주의 개발연구비를 84%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그 의도를 확인 할 수 

있다.

3) OECD.Stat Science and Technmology Indicator,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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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4)

구    분 개발연구비 응용연구비 기초연구비 기    타

한  국(2016) 61.5 22.5 16.0

미  국(2015) 63.4 19.4 17.2

일  본(2015) 63.7 19.9 11.9 0.45

프랑스(2014) 34.7 37.6 24.4 0.33

영  국(2014) 39.8 43.3 16.9

중  국(2015) 84.2 10.8 5.2

경제력에 기반한 기초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프랑스

는 과학 선진국으로써 0.5% 대의 높은 투자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HK 일본도 기초연구개

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기초연구개발 보다는 체계개발 위주의 개

발연구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기초연구는 계속 저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 의해 기초연구개발 투자에 0.7%대로 주요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추세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국 GDP 대비 기초개발연구비 비중5)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  국 0.50 0.52 0.59 0.63 0.68 0.74 0.75 0.76 0.73 0.68

미  국 0.47 0.49 0.51 0.50 0.48 0.46 0.48 0.48 0.48

일  본 0.39 0.38 0.40 0.38 0.40 0.40 0.42 0.39

프랑스 0.47 0.50 0.58 0.55 0.53 0.54 0.54 0.54

영  국 0.26 0.26 0.29 0.30 0.28 0.27 0.28 0.28

중  국 0.06 0.07 0.08 0.08 0.08 0.09 0.09 0.10

미국은 첨단 기술력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로봇 AI 등 기초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

4)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7

5)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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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한 『중국 제조전략』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강

조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혁신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투

자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최근의 세계 주요국의 R&D 추세를 살펴보면 저성장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과학기술

을 선점/주도하기 위해서 초연결, 초지능의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

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R&D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6)

주요 국가의 국가 R&D 투자 결과에 따른 4차 산업과 관련된 5개 기술별로 기술수준을 분

석7)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공지능 분야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거의 전 분야에서 다른 비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특히 딥

러닝 등의 기술은 미국의 선도기업들8)이 인력·데이터·하드웨어·투자규모 등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앞서 

있다. 

또한, 추론, 베이지안 학습, 지식공학 등 이론적 기초가 되는 분야에서는 유럽(영국, 독일 등)이 강세

를 보여 왔으나, 미국의 대학, 기업이 세계적 석학을 유치하며 기초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우위를 점

유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상승세이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 기술이 열세이나, 자국어에 

대한‘언어지능’과‘청각지능’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나. 사물인터넷 분야

 가용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미국이 사물인터넷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대기업 위주로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며, 중국은 정부 주도의 인력과 자본 투입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고, 특히 서비스, 알고리즘 등

의 분야는 빠르게 수준은 상승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비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있기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6) KISTEP InI, 2018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7) KISTEP,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기술수준평가 및 수준향상 방안, 2018

8) Google, Microsoft, Face book, Amaz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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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

(1) 빅데이터

현재 미국이 실제 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기술 발전에 

유리며,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인프라에 가장 먼저, 장기간 투자하여 ICT 생태계를 선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최근 논문 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가 

적어 분석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

(2) 클라우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산업의 선도기업들9)에 의해서 관련 서비스들이 시작되었고, 비교국 중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기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한국은 클라우드 기술의 기초원천 R&D는 축소되고 있으나,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 이후 상용화가 

활성화되고 있어 기술수준 상승 중에 있다.

다. 3D프린팅 분야

미국과 유럽이 기술수준과 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며, 산업화 면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앞서고 있지만, 

유럽은 금속가공기술, 직접 제조 기술 등 일부 기술에 특성화되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특허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을 모방 및 대형화하여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점유하

려는 전략이 성공하여 선도기업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탄탄한 내수시장

을 기반으로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 기술개발로 기술은 상승세에 있으나 선도 기업이 없어 사업화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

에 시장성장성은 약한 편이고, 투자규모가 소규모라서 개발 품목과 범위도 제한적이다.

라. 지능형로봇 분야

9) Google, Amazon, MS, Oracle 등



- 33 -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Google, Amazon 등)을 보유한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과 맥을 같이 하는 

로봇지능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미국을 따라 가는 

중이다. 일본, 유럽 등 국가들도 각각 로봇지능 기술 외 로봇 기술에서 특화하여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교육용 로봇’응용 기술에서 우수한 기술수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신생기업들의 활발한 상용화 활동으로 빠게 기술수준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원천·상용화 기술력이 부족하여 성장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미

국과 유럽이 기술수준과 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며, 산업화 면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앞서고 있지만, 유럽

은 금속가공기술, 직접 제조 기술 등 일부 기술에 특성화되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특허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을 모방 및 대형화하여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점유하

려는 전략이 성공하여 선도기업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탄탄한 내수시장

을 기반으로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 기술개발로 기술은 상승세에 있으나 선도 기업이 없어 사업화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

에 시장성장성은 약한 편이고, 투자규모가 소규모라서 개발 품목과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처럼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기술개발은 미래국방 R&D의 기본방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 R&D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과 연계된 미래 원천 기술개발과 정부(출연연)-국방부(방

위사업청)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2. 주요국의 국방 R&D 투자 현황

세계 주요국의 국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력(GDP)과 비교해서 

국방비 지출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OECD 주요국의 국방예산 현황은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

로서의 지위를 앞세워서 월등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 국방비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나가고 있고,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서방국들도 국방비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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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국가의 GDP, 국방비,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현황(단위 100억$)10)

국  가 분  야 2005 2008 2011 2014 2016 2017 2018

중  국
  

GDP 426.41 601.39 797.19 993.44 1,133.75 1,211.01 1,289.98 

국방비 7.38 10.05 12.36 15.72 18.34 19.12 20.76 

국방R&D 0.36 0.46 0.64 0.87 1.04 1.11 1.22 

프랑스 

GDP 237.15 249.28 251.82 256.42 261.92 266.60 271.41 

국방비 5.11 5.36 5.37 5.25 5.21 5.25 5.36 

국방R&D 0.41 0.42 0.42 0.41 0.41 0.41 0.42 

독  일
 

GDP 318.48 344.71 351.02 362.37 374.86 384.63 394.53 

국방비 3.61 4.08 4.10 4.03 4.09 4.35 4.45 

국방R&D 0.11 0.12 0.13 0.11 0.12 0.12 0.13 

일  본
 

GDP 442.09 450.54 443.88 460.99 471.51 480.22 486.02 

국방비 4.98 4.84 5.09 4.69 4.70 4.83 4.51 

국방R&D 0.14 0.10 0.12 0.13 0.09 0.11 0.09 

한  국 

GDP 109.75 125.19 139.21 151.39 159.97 165.12 170.32 

국방비 2.52 3.02 3.28 3.64 3.79 3.80 3.91 

국방R&D 0.16 0.19 0.23 0.24 0.26 0.27 0.28 

러시아 

GDP 124.00 153.24 153.56 162.21 157.00 159.73 163.02 

국방비 3.12 3.60 3.89 5.09 5.67 5.09 5.10 

국방R&D 0.31 0.30 0.37 0.55 0.44 0.32 0.37 

영  국 

GDP 233.86 244.21 241.37 257.57 268.37 272.34 275.78 

국방비 5.82 6.24 6.07 5.74 5.69 5.76 5.84 

국방R&D 0.29 0.31 0.29 0.27 0.29 0.29 0.30 

미  국 

GDP 1,649.08 1,717.45 1,739.68 1,854.00 1,936.02 1,980.76 2,030.70 

국방비 63.70 81.25 80.73 66.19 64.61 65.67 70.25 

국방R&D 7.40 9.44 9.28 7.06 7.68 8.09 7.98 

 

반면 중국은 경제력 향상을 바탕으로한‘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어우러져서 지역내의 패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방분야 투자와 함께 러시아도 미국 및 서방국과의 적절한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방비 투입 규모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

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내에서 자주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국가의 국방관련 의지의 척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GDP)대비 국방비 

10)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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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를 확인해 보면 표 5 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1~2% 수준의 국방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국방비 점유율도 3~4%대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

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인 성장과 주변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대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점유비율(%)11)

국  가 2005 2008 2011 2014 2016 2017 2018

중  국 1.73 1.67 1.55 1.58 1.62 1.58 1.61 

프랑스 2.16 2.15 2.13 2.05 1.99 1.97 1.98 

독  일 1.13 1.18 1.17 1.11 1.09 1.13 1.13 

일  본 1.13 1.07 1.15 1.02 1.00 1.01 0.93 

한  국 2.29 2.41 2.36 2.40 2.37 2.30 2.29 

러시아 2.51 2.35 2.53 3.14 3.61 3.19 3.13 

영  국 2.49 2.55 2.51 2.23 2.12 2.12 2.12 

미  국 3.86 4.73 4.64 3.57 3.34 3.32 3.46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점유비율에 의해 국방관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인 자주국방 의지를 볼 수 있는 자료는 국방비 내에서 국방 R&D를 위한 투자

를 어느 규모로 하는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주요 국가의 국방비 대비 국방 R&D 점유비율(%)12)

국  가 2005 2008 2011 2014 2016 2017 2018

중  국  4.9  4.6  5.2  5.5  5.7  5.8  5.9 

프랑스  8.0  7.9  7.8  7.8  7.9  7.9  7.9 

독  일  3.0  3.0  3.1  2.7  2.8  2.8  2.8 

일  본  2.8  2.0  2.3  2.8  2.0  2.2  2.0 

한  국  6.2  6.4  7.0  6.7  6.9  7.1  7.3 

러시아 10.0  8.4  9.5 10.9  7.7  6.3  7.3 

영  국  5.0  5.0  4.8  4.7  5.0  5.0  5.1 

미  국 11.6 11.6 11.5 10.7 11.9 12.3 11.4 

표 6 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국의 국방 R&D 의지는 중국과 러시아, NATO의 중심국가인 

11)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12)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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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국 등은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국방 R&D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

계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답게 10% 이상의 투자비율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

시 자주국방의 의지를 지속하면서 6~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등은 2% 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R&D 차원에서 국방 

R&D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국방 R&D 의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추세는 국방 R&D를 국가 첨단 과학기술 차원으로 개발하는 추세로써 국가 

R&D 대비 국방  R&D 비중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군사력이 우세하고 과학기술 능력이 우

수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R&D 대비 국방 R&D 비율이 15%이상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국가 R&D 대비 국방 R&D 비율이 50% 이상으로 국방 R&D가 국가 R&D를 

선도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 OECD 주요국 국가 R&D 대비 국방 R&D 비율13)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
E
C
D

프랑스 21.40 20.84 14.70 6.80 7.12 6.29 6.63 7.18 6.41

독  일 7.79 5.75 5.01 3.95 3.85 3.72 3.83 3.12 2.77 3.97

일  본 4.14 4.04 4.77 2.64 2.91 4.62 4.42 4.36 3.09 3.52

한  국 20.54 12.42 13.27 13.80 14.84 14.78 13.48 13.48 14.01

영  국 35.65 23.45 18.24 14.48 16.19 15.32 16.74 16.45 15.92

미  국 51.62 56.87 57.29 56.81 54.73 52.71 51.25 51.44 51.93 51.75

EU(15) 13.11 10.73 6.82 4.70 4.98 4.61 4.87 4.64 4.27

OECD계 27.59 31.45 28.68 26.95 26.10 24.01 23.34 23.58 24.46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국인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 R&D가 국방 R&D 영역의 범

주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을 등한시 한다거나 자주국방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주국방 R&D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의 자주국방 의지는 NATO 동맹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R&D의 중요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높은 이유는 미국의 투자규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13) OECD.Stat Science and Technmology Indicator,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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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도 주체성을 갖겠다는 주요 선진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경제수준과 국방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지난 몇 년간의 주요 국가

의 국방 R&D 투자 결과에 따른 국방과학 기술수준을 분석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계 주요국 국방과학 기술수준 변동 추세14)

미국은 지속적으로 부동의 1위로써 국방과학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국방과학 기술수준기준국

가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지속적으로 기술수준이 91%로 2위 수준

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2008년 프랑스와 공동 2위(91%)에서 3위국가(90%)로 하

락하였지만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국방과학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 2008년 8위(81%)에서 6위(84%)로,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비교가 않되지만 경제수준을 고려한 대규모 국방과학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서 11위

(78%)에서 9위(81%)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주요 국가의 국방 R&D 투자 결과에 따른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해 보

면 그림 2와 같다.

14)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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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주요국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수준15)

미국은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 부동의 1위이며, 모든 국방과학분야 기술지표의 기준으로 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레이더, 고정익항공기, 잠수함, 유도무기 분야에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는데, 레이더 분야는 소자부터 체계까지 거의 전분야에서 최고 수준이고, 고정익항공기 

분야는 스텔스 기술, 추락편향 기술, 내부무장 기술 등의 분야에서 최고수준으로 차세대(6세

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서 91%로 2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회전익 분야의 신개념 

“Blue Edge”기술개발과 유도무기 분야의 대공미사일 Aster 30 Block Ⅱ 개발최신 기술개발

을 선도하고 있고, EO/IR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전자광학업체인 ‘TALES’를 보유하고 있어서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개발 자립도가 높은 반면 사이버전 기술분야와 지상무인체계 분야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15) 국방기술품질원,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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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독일은 미국대비 90%수준으로 3위권에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항공기용 AESA 레

이다 등 일부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상대기술수준 89%로 5위권이며, 유럽 NATO 회원국중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오다가 최근 국방비 지출 규모를 삭감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84%로서 6위권으로 평가되었는데 8대분야에서 고른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으로써 함정분야 기술수준은 89%로 최고선진권

에 근접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함 위주의 전투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면서 미국/유럽의 신기

술 도입 및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3000톤급 잠수함 설계 건조능력이 탁월하여 향후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O/IR 분야와 항공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상단수준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개발에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일대일로(一帶一路) 정책으로 무기체계 개발능력이 꾸준히 성장

함으로써 일본과 같은 83% 수준의 6위권으로 성장하였다. 함정, 항공 우주, 화력, 방호 분야는 

기술수준은 85% 이상으로 선진권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기동분야 특히 지상

무인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 수준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

며, 개인전투분야도 많은 병력 수준 유지에 따른 개인병사체계 현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주요국의 국방 R&D 투자 전망

향후 국방예산의 변화추이를 판단해 볼 때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수준유지 또는 점진적인 증가가 대세를 이룰 것이며, 중국 및 러시아, 한국은 역시 지속적인 증

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폭이 큰 것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나

고,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의 조기 완성에 대한 국방의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국

방정책 및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영향으로 국방비의 투자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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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주요 국가의 GDP, 국방비,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예측(단위 억$)16)

국  가 분  야 2018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중  국
  

GDP 1,289.98 1,369.38 1,541.83 1,731.75 1,932.68 2,138.99 2,344.70 

국방비 2.08 2.20 2.47 2.76 3.07 3.41 3.75 

국방R&D 0.12 0.13 0.15 0.17 0.18 0.20 0.22 

프랑스 

GDP 271.41 276.06  284.74 293.19 302.00 310.52 319.04 

국방비 0.54 0.55 0.56 0.58 0.59 0.61 0.62 

국방R&D 0.04 0.04 0.04 0.05 0.05 0.05 0.05 

독  일
 

GDP 394.53 401.96 414.25 426.55 438.96 450.92 462.57 

국방비 0.45 0.48 0.48 0.49 0.51 0.52 0.54 

국방R&D 0.01 0.01 0.01 0.01 0.02 0.02 0.02 

일  본
 

GDP 486.02 489.27 496.61 507.39 517.87 527.86 537.79 

국방비 0.45 0.45 0.45 0.44 0.44 0.43 0.43 

국방R&D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한  국 

GDP 170.32 174.92 184.01 192.51 200.91 209.11 217.01 

국방비 0.39 0.40 0.43 0.44 0.45 0.46 0.47 

국방R&D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러시아 

GDP 163.02 165.93 172.68 180.07 187.14 194.26 200.99 

국방비 0.51 0.51 0.52 0.54 0.57 0.59 0.61 

국방R&D 0.04 0.03 0.04 0.04 0.04 0.04 0.04 

영  국 

GDP 275.78 279.34 289.64 301.20 313.18 325.61 338.17 

국방비 0.58 0.59 0.59 0.60 0.61 0.61 0.62 

국방R&D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미  국 

GDP 2,030.70 2,079.00 2,155.33 2,240.17 2,322.87 2,409.11 2,508.22 

국방비 7.02 7.10 6.94 7.12 7.14 7.11 7.11 

국방R&D 0.80 0.80 0.77 0.80 0.80 0.80 0.80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국방관련 의지의 척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

(GDP)대비 국방비 투자규모를 확인해 보면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력 증가에 따른 국방비 투자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는 지

금까지의 군사력 운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며, 지금처럼 국지적인 군사력 대응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추세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지금까지

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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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점유비율(%)17)

국  가   2018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중  국 1.61 1.60 1.60 1.59 1.59 1.59 1.60 

프랑스 1.98 1.98 1.96 1.98 1.97 1.96 1.95 

독  일 1.13 1.18 1.15 1.14 1.15 1.16 1.17 

일  본 0.93 0.91 0.90 0.87 0.84 0.82 0.80 

한  국 2.29 2.31 2.31 2.29 2.24 2.19 2.16 

러시아 3.13 3.06 2.99 2.99 3.04 3.04 3.03 

영  국 2.12 2.11 2.05 1.99 1.94 1.88 1.83 

미  국 3.46 3.41 3.22 3.18 3.07 2.95 2.83 

또한 자주국방 의지를 볼 수 있는 국방비 투자 대비 국방 R&D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표 10 주요 국가의 국방비 대비 국방 R&D 점유비율(%)18)

국  가   2018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중  국 5.88 5.92 5.99 6.02 6.02 6.01 5.98 

프랑스 7.90 7.90 7.94 7.94 7.90 7.90 7.90 

독  일 2.84 2.85 3.01 3.01 3.01 3.01 3.01 

일  본 1.99 2.04 2.07 2.09 2.12 2.14 2.17 

한  국 7.26 7.50 7.72 7.58 7.37 7.12 7.12 

러시아 7.28 6.83 6.91 7.16 7.19 7.04 6.83 

영  국 5.05 5.09 5.13 5.13 5.13 5.13 5.13 

미  국 11.36 11.29 11.07 11.22 11.22 11.22 11.22 

국방비 추세분석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와의 추세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

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러시아의 군사력 정비로 관련 역내 군사력 균형을 위한 국방

비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17)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18) Jane’s Defence Budgets, IHS Jane’s,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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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국방과학기술 R&D 추진 전략

지금까지 주요국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국방예산 및 국방 R&D 투자 분석과 기술수준, 

투자전망 등을 분석해 봤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국들의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R&D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 경제와 군사 외교를 주도하는 선진국 답게 군사작전 전 영역에서의 절대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원천 과학기술에 투자 유지 및 경제성을 연구개발의 

주 요소로 고려하면서, 제한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 군간 기술이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목표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의 적극

적인 추진을 통해 동맹 강화 및 획득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국방과학 기술 2위 국가로서, 대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개

발 생산능력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산업체의 민

영화 및 다국적 기업화를 통해서 방산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원리에 의한 기술역량을 축적하

면서 기술개발 최적화 및 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해 민 군 협력을 장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지만, NATO 주도국으로서의 위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과학 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경쟁원

칙 도입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들의 방산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영

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한편,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참여를 위한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을 유지하여 공동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의 조기완성을 위한 국방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군 현

대화를 위한 국방과학 기술 혁신을 위해서 민수혁신체제와 국방혁신체제의 융합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거대 방위산업과 국방관련 연구소를 개혁하여 spin-off(민간으로의 기술이

전), 민수품 생산,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으로 국방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의 군사력 증강에 제한과 견제를 받고 있지만, 자위대의 첨단화 및 군

사적 역량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국방과학 기술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

는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원칙 아래 자국 방산업체를 통한 중점 기술을 

개발 관리하고, 우수한 민간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방과학기

술 국산화 및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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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국방 R&D 현실태 분석

가. 우리나라 국방 R&D 투자 현황

주요국들의 국방과학 기술개발 투자 분석 및 추진전략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R&D를 

GDP 및 국가 R&D 및 국방비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겠다.

표 11. 국가연구개발 예산추이19)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가 GDP(억$) 1,392.1 1,424.1 1,464.4 1,513.9 1,556.6 1,599.7 1,651.2 

 전년비 증가율(%) 3.7 2.3 2.8 3.4 2.8 2.8 3.2 

국가 R&D(억원) 148,902 160,244 171,471 177,358 188,245 190,942 194,615

 전년비 증가율(%) 9.2 7.6 7.0 3.4 6.1 1.4 1.9

국 방 비(억원) 314,031 329,576 344,970 357,056 374,560 387,995 403,347

 전년비 증가율(%) 6.2 5.0 4.7 3.5 4.9 3.6 4.0

국방 R&D(억원) 20,164 23,210 24,471 23,345 24,355 25,571 27,838

 전년비 증가율(%) 12.4 15.1 5.4 △4.6 4.3 5.0 8.9

 국가R&D비 점유(%) 13.5 14.5 14.3 13.2 12.9 13.4 14.3

 국방비 점유(%) 6.4 7.0 7.1 6.5 6.5 6.6 6.9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적으로 침체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3%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

으나, 복지분야의 대폭적인 상승과 일자리 창츨을 위한 예산 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 R&D 투

자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16년 이후 1% 대로 증가폭이 둔화되어 있다.

반면 국방비는 북한의 핵 위협과 주한 미군의 변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GDP 증가

폭 보다 높은 4~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으며, 국방 R&D 역시 첨단 국방과학기

술의 확보와 주한미군 의존에서 탈피하는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기술 국산화 및 무기체계 

첨단화를 위해 국방 R&D 분야에 대한 투자수준을 국방비 투자수준 이상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방 R&D 투자는 무기체계 확보 위주의 체계개발 수준의 기술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초원천 첨단기술을 확보하기에는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9) 방위사업통계연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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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국방 R&D 투자결과를 토대로 국방 과학기술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국

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기본병기 국산화와 일부 첨단 정밀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에 이르러서는 천궁, 탄도탄, 무인기, 무인로봇 등 첨단무기 및 미래 대비 첨단 핵심기술을 개

발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그림 3. 국방과학기술 발전단계20)  

20)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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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수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08년 중진권 수준 11위(78%)

과 비교해서 2015년에는 선진권 수준인 9위(81%)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가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방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주한미군 

전력에 의지해 오던 방위 개념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힘의 균형 및 첨단 국방과학 기술 

선진국의 기술이전 통제에 대처한 자체 개발을 통한 기술 확보 노력과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

적인 향상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술수준을 8대 무기체계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기동분야가 84% 수준으로 8

위이며, 지휘통제분야가 82%로 9위인 반면 감시정찰 및 기타 전력분야가 78% 및 77%로 11

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26개 세부 무기체계 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수준21) 

(1) 지휘통신통제체계 분야는 82%로 9위이며, 세부 무기체계분야인 지휘통제체계와 전술통

신체계, 사이버전 체계로 구분된다.

지휘통제체계는 81%, 8위로서, 전략, 전술, 전술, 전투지원 단계 등 다양한 지취통제체계의 

신규개발과 성능 개량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핵심 기술개발을 

지속함으로써, 2010년 76% 수준에서 81%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였다.

21)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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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통신체계는 82% 9위이며, 전술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대용량 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가

능한 전술통신 체계를 개발하였고, 위성통신은 광대역 고속도약 데이터 중계기와 디지털 중계기

를 개발함으로써 항재밍 능력과 데이터 전송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데이터 링크 기술은 다수의 데이터링크 간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링크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합체계와 이종의 데이터링크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버전체계는 82%, 11위로 다른 체계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적의 사이

버 공격에 대응하고 적의 정보체계 네트워크, 무기체계를 공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마

비·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간상의 공격 및 방어체계로서, 사이버사령부를 신설 및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학계 및 산업계의 성숙도는 

높지만 외부공격 발생 시 공세적 대응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감시정찰체계 분야는 78%, 11위로 중진권으로 조사되었으며,  SAR체계, EO/IR체계, 

수중감시체계 등으로 세분된다.

SAR체계는 76%, 12위로 조사되었는데, 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레이더 센서인 

SAR(Synthesized Aperture Radar)는 같은 영상 정보수집체계인 EO/IR과는 달리 주야간 날

씨 상태에 거의 무관하게 운용 할 수 있는 감시체계이며, 국방/민간 분야에서 항공기 및 위성

용 SAR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항공기용 SAR체계의 핵심구성품 개발기

술과 체계통합기술의 확보가 예상 된다. 

또 위성용 SAR체계의 체계·부체계 성능 분석기 기술이 확보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10cm급의 초고해상도 SAR를 개발하고 있고, 독일은 미국 기술의 96%수준에 이르고 있

다.

EO/IR체계 역시 79%, 11위로 중위권으로 조사되었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Electric 

Optical/Intra Red) 체계는 광학계, 적외선 열상, 레이더 거리측정기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운용되는데, 최고선진국 기술 대비 2012년 80%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주요센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고, EO/IR의 단일

대역 검출기 기술과 최고수준의 해상도를 갖춘 냉각식 검출기를 개발하였으나, 고 해상도급은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초분광 광학계, 초경량 광학계, 이중대역 EO/IR 검출기, 적응 광학계 등의 분야에서도 

최고 선진권 대비 다소 낮으나,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있다.

  수중감시체계 역시 77%, 13위로 중위권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으나, 국내기술로 통합잠수

함 소나체계(장보고-Ⅲ)를 자체 개발 중이며 선저고정형 소나 및 예인배열소나 등의 일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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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성능개량도 하고 있다. 한반도 해역의 음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

하고 있다.

(3) 기동체계 분야는 선진권인 84%, 8위로 조사되었으며, 기동전투체계, 지상무인체계, 개인

전투체계로 세분할 수 있다.

 기동전투체계는 89%, 7위로서 최고 선진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전차, 장갑차 등의 분야

에서 독자적인 모델개발과 함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방호체계, 파워팩 등 핵심구성

품의 국산화를 완료함에 따라 2015년 89%로 최고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혔다.

 지상무인체계는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은 81%로서 선진권(7위)에 들어서 있다. 민

군협력으로 견마형 로봇의 개발을 완료하고,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등 미래형 무인지

상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리

나라의 ‘TEAM KAIST’가 우승하는 등 민간분야 로봇 기술수준은 세계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다.

 개인전투체계는 중진권인 77%, 9위로 조사되었으며, 모듈 통합형 개인전투체계의 소요 핵

심기술을 확보하였고, 기동타격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별 장비의 

시제품 개발 수준으로 대규모 연동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계운용개념 정립을 통한 최적

화된 체계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소형 경량화와 함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이 증대된 ‘Net Warrior’ 2단계 전력화 및 

‘Future Soldier 2030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하는 등 후발 국가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벌리

고 있다. 

(4) 함정체계 분야는 선진권인 83%, 9위 수준이며, 수상함체계, 잠수함체계, 해양 무인체계 

등으로 세분한다.

 수상함체계는 84%, 8위로 조사되었는데, 우수한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수상함의 자체 건조 

능력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투/소나체계 등 탑재장비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함정 스텔스 극대화 및 레일건 등 신개념 무장적용을 추진으로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장기술, 생존성기술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

 잠수함체계는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이 2010년 76%에서 2015년 83%로, 9위로 

크게 향상됐으며, 독자 잠수함설계 및 건조기술 확보를 인한 민·관·군 협조체계로 장보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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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개발을 진행하면서 전투체계, 소나체계, 추진전동기, 연료전지, 수직발사관 등 핵심 탑재

장비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도입한 잠수함의 운용을 통해 운용, 교육, 창정비 

등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양무인체계는 2012년 조사시 81%였던 수준이 79%, 12위로 하락하였으며, 무인잠수정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과 무인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hicle)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을 중심으로 해양무인체계 기술 분야별 기반기술을 

확보하면서 원격 통제 무인수상정 및 수중탐색용 무인잠수정 등을 개발했다.

(5) 항공 우주체계 분야는 중위권 수준인 78%, 10위로 조사되었으며, 고정익체계, 회전익체

계, 항공무인체계, 우주무기체계로 세분된다.

  고정익체계는 중진권인 75%, 11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공격기 및 훈련기를 독자개발

하고, 전투기를 개조/개발 경험도 보유하고 있고, 현재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시

작단계에 있으며,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기술을 자체개발 하고 있다.

 회전익체계 역시 중진권인 79%, 10위이지만, 기술협력을 통해 다목적 헬기(수리온) 개발에 

성공하였으고, 무인헬기 분야에서 틸트 로터(Tilt-Rotor)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권 진입

에 필요한 복합헬기 체계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됬다.

 항공무인체계는 2010년 76% 수준에서 선진권인 85%로써 7위권으로 대폭 향상되었는데, 

이는 중고도급, 군단급 등 다양한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개발하고 

있으며, 체계통합 기술에서부터 탑재장비(센서)까지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였고,  틸트로터형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스마트 무인기)는 국내 독자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체설계, 

비행제어, 체계종합의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수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인항공체계에 요구되는 저피탐, 터보팬엔진, 무인자율화 기술 등 핵심소요기술을 개

발 중에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드론 관련 체계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며 2014년 국내 개발 소형 무인항공기(SCANNER)를 절충교역으로 페루에 제공(2대)한 바 

있다.

 우주무기체계는 중진권에서도 하위수준인 72%로 10위권으로 우리나라 26대 무기체계 중

에서 최하의 기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협력을 통해 일부 발사체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

며, 발사체 독자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소형급 통신위성 및 영상획득 위성의 개발 및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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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몇차례 있지만 , 항법위성 관련 개발경험은 없다.

(6) 화력체계 분야는 중진권인 83%, 10위권으로 조사되었으며, 화포체계, 탄약체계, 유도무

기체계, 수중유도무기체계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화포체계는 최선진국 기술수준(90% 이상)이던 기술력이 이번에 88%, 5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송탄 자동화 기술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기개발된 무기체계(K9)에 대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고선진국의 기술수준이 포열 냉각장치 및 레이저 점화장치 등의 

신기술 확보와 함께 신개념 무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따른 상대적 기술수준 

하락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완전자동화를 위한 연구와 포신 수명향상을 위한 노력과 탄약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탄약체계는 이전 조사시 77% 수준에서 이번에 선진권인 81%, 10위권으로 조사되었는데, 

재래식 탄약 분야에서 사거리연장에 중점을 두고 BB(항력감소장치)나 RAP(로켓추진)을 적용한 

장사정탄을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등 재래식 탄약 분야 기술은 선진국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능탄약 분야는 초기 개발단계로서 관련 요소기술을 해외기술도입과 국산화 목표로 연구 

중이다. 탄약의 기본기술인 화약 기초소재 및 점화 기술 등은 선진권 수준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도무기체계 역시 중진권인 82%, 9위로 조사되었으며, 차량·함정·항공기 탑재형 무기체계

를 개발과, 지상·해상·공중의 다양한 표적에 대해 정밀타격용 유도무기체계의 개발경험을 보유

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대지·대함·대공 유도무기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며, 첨단유도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수중유도무기체계도 중진권인 83%, 10위권이며, 중어뢰(백상어), 경어뢰(청상어), 장거리 대

잠로켓(홍상어), 기뢰 등의 수중유도무기를 개발·운용 중에 있다. 또한 기존의 어뢰 개발을 통

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어뢰개발과 기개발 어뢰의 성능개량, 신개념 수중유도무기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7) 방호체계 분야는 중진권을 막 벗어난 선진권으로 80%, 9위이며, 방공무기체계와 화생방

체계로 분류된다.

방공무기체계는 82%, 10위이며 다양한 종류의 대공 화기와 단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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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능개량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요격체계, 방공 레이더, 지휘통제, 통신 등 첨단 방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생방체계는 중진권인 77%, 11위로 조사되었으며, 화생방 정찰차 등 관련 장비를 개발하

고 신형 방독면 및 화생방보호의를 개발 중이고, 제독차 기술 및 제독제 평가 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보호·제독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연구소의 기술을 활용한 백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8) 기타체계 분야 역시 중진권인 77%, 11위로 조사되었으며, 국방M&S체계와 국방SW체계

로 분류된다.

국방M&S체계는 최고선진국 대비 79%, 9위로 중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의 환경을 구축하여 활용 중이다. 

훈련용 모델로는 HLA(High Level Architecture) 기반기술 적용 및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대대급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를 구축했고,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사전 성능예측 및 실제 시험

이 쉽지 않은 분야의 성능 분석을 위한 PILS(Processor In the Loop Simulation), 

HILS(Hardware In the Loop) 등 다양한 M&S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방SW체계는 중진권인 75%, 12위로 조사되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SW)인 NEO S와 

RTWOR KS, 미들웨어인 EDDS, NeoDDS는 국내 개발을 완료했으며, 특히 Smart DDS를 

함정용 전투체계에 적용하고 있다. 

또 SW 신뢰성 확보기술, SW보안기술 등 기반기술과 무기체계 시뮬레이션 및 해석기술, 통

신제어 및 신호처리 SW 기술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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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국가 R&D 정책

1.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22)

미래비젼 실현을 위한 제4차 과학기술 정책은 ① 단기적 정량 성과 중심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② 미흡한 융합과 협력 문화에서 활발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③ 경쟁력 약화로 차기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을 탈피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을 가시화 시키며, ④ 경제성장 중심의 R&D에서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비전 학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4 대 
전략

/
중점
추진
과제

1.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①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②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③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④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2.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⑥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⑦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⑧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 
⑨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⑩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3.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⑪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⑫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⑬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⑭ 혁신성장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 
⑮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4.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그림 5.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비젼 및 4대 추진전략

22)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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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중『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은 연구자들이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창

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관리제도를 혁신하고 미래사

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역량과 도전성을 겸비한 인재가 넘쳐나도록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

굴·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규모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까지 2배로 확대

하고, 세계적인 연구자를 ‘17년 28명에서 ’22년 40명 수준으로 확보하며, 과학기술 관심도는 

‘16년 37.7점에서 ’22년 45점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연구결과가 성장동력 창출과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고, 벤처·중소기업들과 지역이 혁신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역량강화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창업기업 중 혁신형 창업비율을‘14년 21%에서‘22년 30%로 확대하고, 

연구원 천명당 산·학·연 공동특허수는‘14년 2.3건에서 ‘22년 3.0건으로 늘리고, 지방정부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예산 비율을‘16년 1.07%에서 ‘22년 1.6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

진 한다.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은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적

극 대처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면서, 과학기술

이 성장동력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

로,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는‘22년까지 26만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SW 전문기업은‘16년 

37개에서‘22년 100개까지 늘리고,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순위를‘16년 18위에서‘22년 12

위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

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확산시키면서,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을‘15년 21.1%에서‘22년 25.0%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재난재해 안전분야 기술수준(최고

=100)을‘16년 73.5에서‘22년 80.0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서울 기준)를‘17년 26㎍/

㎥에서‘22년 1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국방과의 중점협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국가 

과학기술 환경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개선/발전시켜서,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

로 성장시킨다면,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 로의 기술적 파급효과는 기대를 초월하

는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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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국가 R&D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

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 정부예산은 428.8조원으로 2017년 대비 7.1% 

증가하였지만 R&D 예산은 19.7조원으로 1.1%, 2천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전

반적인 성장률 둔화와 복지수요의 증대 등으로 재정 측면에서 R&D 투자의 양적인 한계에 도

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정부 R&D 예산예산 추이(2009~2018)23)

주요 부처별 R&D 예산 중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R&D 예산 점유율이 34.2%와 16.1%로 

규모는 크지만 2017년과 비교해서는 감소한 반면 국방부는 14.8%로 점유율도 크면서 규모도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R&D 예산의 감소와는 별개로 국방비 투자수준을 높

여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3) 2018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2018,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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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 기술 분야별 정부 R&D 현황24)

구  분
2017 2018

증감 증감율(%)
예산(억원) 점유율(%) 예산(억원) 점유율(%)

과 기 부 67,484 34.7 67,357 34.2 -128 -0.2

산 업 부 32,057 16.5 31,623 16.1 -434 -1.4

국 방 부 27,838 14.3 29,107 14.8 1,179 4.2

정부가 분류한 9대 기술분야별 R&D 예산 편성 규모는 표 13에서와 같이 생명공학 분야에 

2조 8,679억원, 정보 전자에 2조 5,954억원, 에너지 자원 분야에 1조 5,971억원 등으로 증가

하였고, 재난  안전을 위한 건설 교통 안전분야와 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과

학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반면 달 탐사 및 한국형 발사체, 대형 국책사업

의 순연 등으로 우주 항공 해양과 기계 제조 공정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표 13. 주요 기술 분야별 정부 R&D 현황25)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증감율(%)

계 194,615 196,681 2,066 1.1

생             명 27,443 28,679 1,236 4.5

정   보  전   자 25,951 25,954 3 0.0

우주  항공  해양 22,964  21,293 -1,671 -7.3

에 너 지  자  원 15,848 15,971  123 3.4

기계  제조  공정 14,330 13,849 -482 5.2

기   초   과   학 12,466 13,120 654 5.2

소   재  나   노  10,902  10,995 93 0.8

건설  교통  안전 7,663 8,209  546 7.1

환             경 6,001 6,122 121 2.0

기             타 51,046 52,489 1,443 2.8

2018년 정부 R&D 투자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

24) 2018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2018, KISTEP)

25) 2018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2018,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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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향은 기초원천 연구를 통한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한 핵심 융합 기술을 개발하며,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면

서 삶의 질과 연관된 R&D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분야로 뇌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분야, AI 

 Big Data  IoT 등 핵심기술분야, 이동통신  반도체 등 기반기술분야, 자율주행  무인기 

등 융합기술 분야, AI 윤리헌장  데이터 IP등 법  제도 분야 등 5개 영역으로 설정, 추진하

고 있다. 또한 기초 원천 연구 강화를 위해서 R&D 예산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주도 하향식 과제발굴에서 탈피하여 연구자 주도 상향식 과제발굴과 함께 신진연

구자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헙실‘ 지원사업과 과

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거대 공동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9천여 억원을 투자하여 사업특성과 목적에 

따라 직접 일자리, 인력양성, 창업지원, 연구산업, 일자리 사업화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 재해 극복, 복지증진 

등의 해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 기초원천 기술과 대규모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래 국

방력 확보를 위해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초 원천기술과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 R&D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정책반영을 위해 연구중에 있다.

정부의 국가 R&D 투자정책에 따른 대표적 성과를 확인해보면 2017년도 과학기술 혁신역

량평가 결과26) 한국이 OECD 34개국 중 7위(11.440점)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기

술 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

로 평가는 5개 부문(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13개 항목, 3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

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27))를 산출하여 OECD 회원국 중 34개국28)을 비교 분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자원, 네트워크, 성과 부문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활동 부문은 순위를 

유지하는 등 전 부문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 과기정통부,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결과(2018. 1)

27)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28) 현재 OECD회원국은 2016년에 신규 추가된 1개국(라트비아)을 포함하여 35개국이며, 올해는 2010년 OECD신규가입한4

개국(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을 평가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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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29)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살펴보면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를 목표

로 4대 분야(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

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2대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9)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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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12대 중점 투자방향은 표 14와 같다.

표 14.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12대 중점 투자방향

4대 분야 12대 투자 중점 추진 방향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초연구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30), 기초연구 

안전망 구축으로 역량있는 연구자 연구단절 방지

사람중심 

연구생태계

연구자의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구행정, R&D 평가

체계 및 연구인프라 지원체계31) 개선

공공수요 중점
공공성 범용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R&D 투자와 규제

개선 연계32) 관리

국민 

삶의 질

향상

예방 중심 

재난 재해 R&D

재난재해 대응 융합 협업 체계 고도화, 자연재해33)사회재

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 R&D 지원

건강 편익

 증진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연구개발을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 

투자, 국민생활 인프라(주거건축/의료 등) 스마트화

지속 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원전발전 축소 대비 친환경에너지 확보,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 중장기 위기 극복 위한 R&D 지원

혁신성장

가속화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프로세스 혁신(R&D PIE), 기술분류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신산업 육성
13대 혁신 성장동력 맞춤형 지원, 원천기술 선점 위한 중장

기 신산업(서비스, 바이오, 에너지) 육성도 병행

산업 경쟁력 제고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R&D 체질개선을 뒷받

침34)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R&D투자 강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일자리 지표, 고용영향평가 연계)가 큰 

R&D 사업35) 집중 지원, R&D를 통한 기술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

신기술신서비스 

일자리

유망 신산업 및 서비스 투자36)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

고, R&D 성과를 지역 내 일자리로 파급 유도

미래대비 

인재양성

인재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유망분야의 R&D 투자와 인재 양

성

30) (’17) 1.26조원 → (’18) 1.42조원    (’22) 2.52조원

31) 연구관리 규정 일원화, 과정존중 평가체계, 연구장비비 풀링제 등

32) R&D 결과물의 규제샌드박스 내 실증 지원을 통해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담보로 R&D를 지원하는 규제조건부 R&D 지원 등

33) 범정부 차원의 활성단층 위험지도 제작, ICT 기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등

34)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확대,‘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방식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등

35)  ① 인력양성, ② 창업기업 지원, ③ 사업화 상용화 등

36)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Data, Network, AI 등), 고용효과가 큰 바이오·의료, ICT·SW 융합, R&D 연동산업인 연
구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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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은 표 15로 요약해 보았다.

표 15.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기술분야 ‘19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ICT SW

▪(투자방향)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중 고위험

 도전적인 연구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지원 강화

▪(효율화) 정부 ICT SW R&D 사업이 민간 기업과의 역할을 차별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연구목적 중심으로 개편 추진

생명 

보건의료

▪(투자방향) 신개념 바이오융합 R&D 및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 역량 강화

▪(효율화) 부처 간, 부처 내, 기관-공모 사업 간 유사·중복지원 정비

 및 R&D 성과 사장 방지를 위해 규제개선과 R&D 투자 연계

에너지자원

▪(투자방향) 신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 수요관리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효율화) 태양광/태양전지, 연료전지, 풍력 등 핵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기술 개발단계에 따른 부처 간 역할분담 체계화

소재나노

▪(투자방향)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소재개발지원

 강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형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

▪(효율화) 소재 개발기간 단축 등을 통한 소재 혁신 선도 및 기구축된

 시설·장비 인프라 연계 활용 강화

기계제조

▪(투자방향) ICT 융합 신산업 대응 기술개발(제조업 스마트화, 스마트 

 선박),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위한 고부가가치 스마트기계·장비 투자  

 강화

▪(효율화) 수요기업의 니즈에 연계된 사업기획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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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19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농림수산식

품

▪(투자방향) 식품 품질 안전관리 등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과 농생명

  자원에 기반한 고부가 신산업 육성 지원 강화

▪(효율화) 농림수산식품 분야 주요R&D, 일반R&D, 보조금사업의 차별성

  강화, 다부처 협력사업 및 산업체 참여 확대

우주항공
해양

▪(투자방향)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위성개발은 지속지원하고, 항공·

 해양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및 산업기반기술 투자 강화

▪(효율화) 달탐사, 발사체 등 대형 체계개발사업 위험요인 관리 강화,

 드론·자율운항 선박 등 신기술 활용계획 명확 설정

건설교통

▪(투자방향) 노후시설 안전성 향상, 건물통합관리 등 유지/관리 기술

 투자, 실증연구와 경제성 높은 기술 연구는 민간주도로 점진적 전환

▪(효율화) 자유공모형 사업방식 확대, 건설 분야의 유사목표 사업

 연계·통합을 통해 연구목적이 명확하게 사업체계 개편

환경 기상

▪(투자방향) 이상기후·기상 및 각종 환경 문제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효율화)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공수요에 기반하여 효율적 투자

기초연구

▪(투자방향) 수월성과 안정성 등을 반영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연구자\   친

화적 지원체계 마련, Core Facility로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촉진

▪(효율화) 연구자중심의 기초 연구사업 투자 포트폴리오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연구팀(연구단) 운영 내실화

국방

(투자방향)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전면전 억제를 위한 3축 체계 조기

 전력화 사업과 미래전장 핵심 요소인 SW 분야 등 지원 강화

(효율화)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시급성, 기술적 제한 등을 고려,

 국방 R&D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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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기술분야별 국방분야는 과제의 성격 및 보안과 관련하여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

고, 뒤에 기술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3.1.3)에서 과학기술 국방간 협력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나, 연구개

발 투자전략, 2019년 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등을 분석해 보면 국방분야의 특수성과 국방기

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미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R&D의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지며 현재 나타내어지는 각종 R&D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강조되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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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국방 R&D 정책

1.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37)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은 방위사업법 제 30조,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데 법 제 30조에서는‘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 장기 정책 수립’하도록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관한 실행계획 수립 집행하되 시행령 제 34조에서‘법 제 30조에 의한 

중장기정책은 매 5년마다 수립,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위 법을 근거로 작성하는데, 국가안보전략지침 과 국방기본정

책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기초를 두고,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를 참고하여 F+1~15년 계획을 작성하고, 하위문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핵심기술기

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과 관련된 정책

문서 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작성체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주요 역할은 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에 대비하는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37)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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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에 대비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무기체

계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

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기초로 매년 수립하며, 국방과학기술

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의 추진계획, 국방과학기술진

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한 문서로서 F+1~F+15년 계획을 작성하게 된

다.

2. ‘14~’28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38)

 

그림 9.‘14~‘28국방과학기술진흥계획39)

38)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39) 방위사업통계연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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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는 그림 9에서와 같이 국방과학기술의 비젼과 정책적 목표

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젼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로 선진강군 창조경제 구현』을 

제시하면서 이를위한 정책목표로 『국방과학기술역량을 중기기간에는 세계 9위, 장기적으로는 

세계 8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핵심가치로 『우리 

군의 작전 지휘권 보장을 위한 독자적인 작전 운용에 기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자산 확보에 기여』,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과학기술 선도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국가 연구개발 기반 확충』,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공유 및 확산』 등의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6개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기술 발전전략으로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을 기초로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

해야 할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전략아이템으로 선정하였는데, 군 전력 증강, 국가경제 기여, 기

술력 기반 확충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미래 선도형 R&D, 북한위협 대응형 R&D, 수출 활성

화 기여형 R&D, 기술역량 확충형 R&D 등을 전략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서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40)으로는 군 요구능력, 대상무기체계 및 개발기간, 무기

체계 운영개념 등을 분석하고, 분야별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8대 무기체계 분야별로 총 266

개의 아이템 도출하였으며, 전략 방향별 50개의 전략아이템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여 목적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중점 육성분야로 다음의 6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가. 전장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감시정찰 분야(ISR)

나.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및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휘통제통신 분야(C4)

다. 적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정밀타격체계 분야(PGM)

라. 래 전장의 운영개념을 전환할 수 있는 특수무기 분야

마. 인간중시 전투수행 및 전투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을 증진시키는 무인체계 분야

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호 분야

또한 정책서에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감시권 내 신속 정확한 정보의 수집 처리 전파를 통한 전장상황 공유능력 확보가 시급』하

기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 정찰 및 조기 경보 능력과 북한의 연안침투 공격에 대비한 심해 및 천해 수중감시 능

40)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술 분야로 그 안에 여러 원천·핵심기술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기술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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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나.『대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증강 필요』하여,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증대 및 정밀 항법기술 등 미사일 능력의 조기 확충과 북한의 

해안포 및 장사정포 대응을 위한 갱도 내 침투탄 등 정밀타격 무력화 능력을 요구하고 있

다.

다.『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용 전략무기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해  북한

의 핵 능력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성공에 대응하여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 이 가능

한 체계구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북한 화학 생물학전에 대비한 방호 능력을 확보해

야 하며, 북한 전자전 부대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재

밍이나 EMP(전자기 펄스, Electro-Magnetic Pulse)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라.『병력감축 계획과 인명중시 개념에 따른 무인 전쟁수행 능력 요구』를 위해 국군 병력규모 

축소가 예상됨에 따른, 지 해 공 분야의 무인로봇 소요 확대 예상되고, 軍에서 긴급소요로 

무인 정찰기 및 전투기 획득을 요구하는 등 무인기의 전략적 활용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2018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41)

방위사업청은 2017년 3월‘14~’28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를 기초로한 2018년 국방과학기

술 진흥 실행계획서를 발표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에서 제시된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에서‘선택과 집중의 핵심기술 개발’분야는 북 위협 대응관련 

핵심기술 집중 기획 및 4차 산업 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국방 R&D 기획체계 

개선’분야는 전략적 기술기획 기반 구축 및 창의·도전적 연구수행을 위한 미래 도전기술 

개발제도 신설을 추진.

나.『국방연구개발 기반 확충』에서는‘국방 R&D 수행기반 개선’분야에서 국방 R&D 수행체계의 

전문성·효율성 증진을 위한 출연기관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

다.『민 군 기술협력 활성화』에서는‘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분야에서 실무급 신규 R&D 협의체

41) 국방부,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 추진방향 논의, ‘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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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하여 국가 R&D와 국방 R&D 간 협업·분업을 촉진하도록 하고,‘개방형 국방 

R&D 체계’분야에서는 민·군기술협력 사업 확대 및 국방 R&D 제도개선을 통한 산·학·

연 참여를 활성화

라.『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는‘방위산업 지원강화’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량강화 지원 및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국제협력 활성화’분야는 한·미 

공동 기술협력 확대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국가를 다변화.

마.『국방연구개발 성과 관리·공유·확산』에서는‘민간이전 활성화’분야에서 국방지식재산권 소

유, 국방특허 민간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관

리·활용 강화‘ 분야는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제정 및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개선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2018년 3월 방추위 승인 후 발표하였으나, 이후 북한

을 포함한 관련 정세 변화에 따라 일부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현재 문서발

간을 중단하고 재검토 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세부 추진정책으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발표

하였다. 

4. 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42)

2018년 8월, 국방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이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는『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역량 적극 

활용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방력 우위 확보 전략인 것이다.

현재 국방 R&D는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에도 불구하고 창의도전적인 기술확보에는 한계가 있

으며, 국가 R&D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권이나 국방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은 제도적/구조

적 문제로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방 R&D 만으로는 혁신적 기술확보에 한계

가 있기에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과학기술 전반의 혁신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을 인식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은 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력 확보를 위해, 과

42) 국방부, 보도자료(국방부과기부방사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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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국방 간 협력의 기본틀(platform)을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그림 

10과 같이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대 분야로 구분, 접근전략을 차별화하여 국가

R&D와 국방R&D 영역에서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국가R&D(추가강화할 영역)

미래 

선도

‧ 미래 대비 혁신적 기초원천 분야
‧ 개방형 혁신생태계 활용이 핵심
 ※ ’17년 약3,140억원 (국가R&D 출연연)

과학기술 주도 미래戰 대비

기술혁신의 한계 극복 ⇒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추진

중점 

협력

‧ 상호 우수역량 활용 선도적 응용 분야
‧ 군 특수성을 고려한 협력이 중요
 ※ ’17년 약4,050억원 (국가R&D 출연연)

과학기술-국방 협력적 도약
분야 간 단절된 R&D 극복 ⇒
과학기술-국방 공동 R&D 추진

혁신 

국방

‧ 획득 중심 전통적 국방R&D 분야
‧ 국방 분야 특수성, 보안 등 중시
 ※ ’17년 약2.8조원 (국방R&D)

국방R&D 체질 혁신

경직성, 폐쇄성 극복 ⇒
국방R&D 체계 개선

국방R&D(기존 영역)

그림 10.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3대 분야 

『미래선도』분야는“과학기술 주도 미래戰 대비”를 목표로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적 기초원천연

구 분야의 창의적 기초 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림 11. 8대 요소기술군 및 미래국방 가교연구 예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戰 전망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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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분야인 “미래국방 요

소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분야가 협력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

정이며, 이러한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

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국방 활용

성을 검토하고 국방R&D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요소기술군별로 전문성 

있는 출연(연), 대학 등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협력』분야는“과학기술-국방 협력적 도약”을 목표로 시급한 국방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이미 축적된 기

술역량을 바탕으로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의미이며, 국가과학기술과 국방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 공

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최종 선정 

및 기획 추진 절차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국가R&D 체계 활용하는 개념이다. 

또한 20199년에는 국가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 R&D의 연구역량

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

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

고, 국가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방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

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시협력 수요발굴 선정 기획

⇨ ⇨
 연구기관 간 협력채널 가동

 연구현장의 상시적 공유협업

 (과학기술) 선도 기술 제안

 (국방) 국방 수요 제시

 부처 협의체를 통한 선정

 과학기술-국방 공동 기획

 그림 12. 8대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 R&D 발굴·기획 모델

『혁신국방』분야는“『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주도 R&D 체질혁신”을 목표로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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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연계하여, 기존의 국방 R&D 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

해서, 미래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높은 개발 목표의 창의·도전

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 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D 추진체계

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전략·비닉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각 군 
요구에 효율적인 지원 강화

→ 최적의 국방과학기술 
솔루션 제공으로 현존 및 
잠재적 위협 상쇄

무기체계 개발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 
기능 강화

→ 양산단계 품질의 조기안정화로 
국가R&D 비용 절감

전문적인 시험평가 지원, 
R&D 관리 및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관리

→ 효율적인 국방기술기획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그림 13. 국방R&D 수행체계 개편안

추가적으로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서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R&D와 국방 R&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

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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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방 R&D 제도

1. 개    요

국방 R&D 사업은 목적에 따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체계 R&D와 국방기술 

R&D로 구분되며,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43)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4. 국방 R&D 사업 분류

여기서 무기체계 R&D사업은 소요가 결정된 체계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거쳐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사업으로 선행연구와 기술성숙도 평가 후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에 따라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을 수행한다.44)

국방기술 R&D사업은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정책에 따라 국내개발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사업형태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민

군기술개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국방R&D의 주요 사업인 핵심기술개발이란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45)에 수록된 무기체계 

또는 미래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로써,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

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말한다.

43)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 국가차원의 안보지침에 따라 현존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가용 국방자원(재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ing), 예산(Budgeting), 집행(Executing), 그리고 평가

(Evaluating)하는 일련의 체계

44)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연구개발 소개,(2017)

45)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 합참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햔 군사력 건설소요 및 
전력별 우선순위를 제시한 문서.



- 70 -

국방기술 R&D 기획절차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의 부록으로 핵심

기술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소요공모를 거쳐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되는 시기에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림 15. 국방기술 R&D 기획 절차

참고로 국방 R&D 사업에서 무기체계  R&D사업과 국방기술 R&D 사업의 개념적인 관계는 

그림 16와 같다.

그림 16. 무기체계 R&D와 국방기술 R&D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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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구

가. 기초연구 개념

기초연구는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기반기술(가설, 이론,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

에 관한 새로운 지식)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로써, 국방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사업이

다.

표 16. 기초연구 분류

구    분 개    요 비    고

기

초

연

구

개

별

기

초

일반

기초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

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

-대학, 정출연 위주

-착수년도 :F+3년 이후

- 무기체계 활용 목적

순수

기초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 국방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착수 전년 자유공모를 통해 과제 응모 후 

추진되는 과제

- 자유공모

- 착수 전년

- 기술기반 조성

국제

공동

국내 대학교수와 국외 대학교수 간의 공동연구과

제로 착수전년 자유공초를 통해 과제 응모 후 추

진딘 과제

- 자유공모

- 착수 전년

- 국제 경쟁력 확보

특화

연구실

미래 핵심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화연구센터의 연구

실단위의 집단 연구체제

-대학  정출연 위주

-착수년도 :F+1년

- 유사 기초기술 집합

특화

연구센터

특정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학계연구

소 및 출연연에 위촉된 연구센터

-대학, 정출연 위주

-착수년도 :F+3년 이후

- 2~5개 특화연구실

기초연구는 표 16에서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별기초(일반기초, 순수기초, 국제공동기

초)연구와 특화연구실, 특정분야의 기초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화연구센터로 구분하며, 

주로 대학이나 정출연에서 수행하고, 대상 핵심기술은 아래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

술 분야

(2)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 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 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 

유도가 가능한 분야

(3) 국방관련 특정 기술분야 중점 연구를 통한 국방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방R&D의 초석 마

련이 가능한 분야

(4) 국방핵심기술의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소의 특성화가 가능한 분야

  (5) 국방과학기술의 산학연 공동/협동 연구사업 모델화가 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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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기초연구

개별 기초연구는 크게 일반 기초연구와 순수 기초연구, 국제공동 기초연구로 구분한다.

일반 기초연구는 미래 핵심기술 R&D에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

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이며, 사업기간

은 3년 내외(2단계 시 6년 내외), 사업예산은 총 4억원 내외로 연 평균 0.7억원 수준이고, 주

로 대학(학계연구소), 국과연, 정출연 등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다46)

그림 17. 일반기초연구 추진절차

순수기초연구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학, 물리, 화학, 생물분야 등 자연과학분야에 관한 연구활동

이며, 연구과제는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의 국방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착수년도에 자유공모

를 통해 과제 응모 후 추진한다47).

국제공동연구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연구기관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기초연구이며, 국내 대학교수를 대

상으로 국제공동으로 연구할 과제를 착수 전년도에 자유공모를 통해서 선정, 추진며, 순수기초 

및 국제공동기초 연구 추진절차는 그림 18과 같다.

46) 분야 :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사업기간/예산 : 3~6년/총 사업비 4억원 내외(연 평균 0.7억원 내외)

47) 사업기간/예산 : 3년/총 사업비 1.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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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순수기초 및 국제공동기초연구 추진절차

다. 특화연구실

그림 19. 특화연구실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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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연구실은 미래 핵심 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

화연구센터의 연구실 단위의 집단 연구체계로서, 사업기간은 3년 내외(2단계시, 6년 내외)이

며,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30~50억원 수준이고 개별과제(일반기초 등)와 집단 연구(특화연구

센터)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48), 참여형태는 대학(학계연구소), 정부출연(연) 및 국과연이며, 추

진절차는 그림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 특화연구센터

특화연구센터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

품개발에 접목시킴으로써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학계연구소 및 정부출연(연) 등에 위촉된 연구센터이며, 핵심기술기획

서49)에 반영된 과제 중 중기계획 및 해당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 후 확정되어 추진되는 연구과

제 및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하도록 지원하는 장기 연구투자 사업으로50) 참여형태

는 대학(학계연구소), 정부출연(연) 및 국과연이고, 추진절차는 그림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그림 20. 특화연구센터 추진절차

48) 사업기간/예산 : 3년/총 사업비 30억원~50억원 이내 

49) 핵심기술기획서 :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부록문서이며, 핵심기술 R&D 추진 전략, 분
야별 확보방안, 분야별 발전방향 및 핵심기술  R&D 기간, 단계,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음. 

50) 사업기간/예산 : 6년/총 사업비 120억원 내외(연 평균 2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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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술 개발

가. 핵심기술(응용연구, 시험개발)

핵심기술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

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에 따라 단위 과제 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용연구 또

는 시험개발로 구분된다. 

응용연구는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험적 환경 下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이고,

시험개발은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실

현하는 시제품을 제작하며, 이를 기존 무기체계 및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 단계이며, 

사업기간은 응용연구/시험개발을 합쳐서 통상 3~5년 내외이며,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

체, 정출연 등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이 수행한다. 

핵심기술 소요 공모 대상사업 유형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 유형

  -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및 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 미래 전장 선도 및 軍 전력혁신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핵심기술

  - 해외 국방 선진국에서 EL(Export License)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기술로서 해외 수출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

  - 북한 위협(국지전/핵/화생방 등)을 대비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기술

  - 국가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 무기체계 첨단화, 고비용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국가51)가 동일 기술개발사업에 공동투

자하여 예산절감 및 국방획득 효율화 달성이 가능한 기술

51) 기술협력 대상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 인도네이사,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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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군 소요예상 무기체계52)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분야

  - 국방기술로드맵53)에 부합하는 핵심기술 분야

  - 핵심기술 개발 제외 기준54)에 해당 여부

  - 국방 및 민간의  R&D 완료 및 진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국내기술수준이 낮고 해외 EL 통제 기술.

핵심기술 R&D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수행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추진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55).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학·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 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핵심기술 추진절차는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핵심기술 과제추진 절차

52) 군 소요예상 무기체계의 근거는 합참기획비문서인 「합동전략목표기획서(Joint Strategy Object Plan : JSOP)」와 부록
인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임.

53) 국방기술로드맵의 근거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임.

54) 핵심기술 R&D업무처리지침 제6조 6항 참조 

55) 관련규정 : 핵심기술 R&D 업무처리지침 제68조 제1항 



- 77 -

나. 선도형 핵심기술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은 민간의 우수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핵심기술群을 산·학·연 위주로 신속하게 착수하여 개발한 후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기술개발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와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F+1년에 사업이 착수되며,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총액예산으로 운영며, 참여형태

는56)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정출연 등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등이며, 추진절차는 그림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22. 선도형 기술개발 추진절차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57)은 다음과 같다.

56) 선도형사업은 산·학·연 주관으로 수행되나, 산·학·연 주관 개발이 불가능한 분야(보안, 경제성 결여, 첨단 등)는 

국과연 주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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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기술정책에 따라 육성해야 할 분야

  -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먼저 기술 개발해야 할 분야

  - 선진국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 중 무기체계의 성능을 진보시킬 수 

있는 분야

  - 대북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

  -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다. 선행 핵심 기술

선행 핵심기술 사업은 미래 전장 운영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창의·신개념의 국방과학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하는 개별 과제로서, 참여형태는 국과연 자체 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미래 혁신적 아이디어(개념)를 산·학·연과 협력하여 연구과제 발굴가능

하며, 제작구매, 일반용역으로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

선행 핵심기술 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23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23. 선행 핵심기술 추진절차

57) 사업기간/예산 : 3~5년/사업당 총사업비 1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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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 핵심기술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래의 창의·도전적인 혁신기술 개념을 구체화하는 원천기술개발 분야

  - 기술의 급속한 진보 대응 기술 분야, 신개념 무기체계 사전연구 분야

  - 정책적 추진 지시과제. 

라. 신개념 기술시범(ACTD58))

신개념기술시범 사업은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 이내의 단 기간에 입증하는 시범 사업

이다.59) 

그림 24.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추진절차

58)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59) 사업기간/사업 연도별 예산 : 3년 이내/연 사업비 고려하여 선정(’14년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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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기술시범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개념기술 적용으로 기술혁신도가 높고 새로운 운영개념의 무기개발이 가능한 과제

  - 전력화시 각 군 공통 적용 및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적의 위협 및 현용 전력 제한사항 등 고려시 개발의 긴급성이 높은 과제

  - 旣 반영된 장기전력 중 조기 확보가 가능한 과제.

또한 과제선정 기준은 기술성숙도 조사시 TRL 660) 이상으로 3년 이내 군사적 실용성 입증

이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제외 대상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핵심기술/체계 R&D/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 과제 

  - 현재 획득을 추진 중인 무기체계와 운용개념이 유사한 과제 

  - 핵심기술 타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된 과제 

  - 무기체계 분류상 전력지원체계61)로 분류된 과제 

참여형태는 민간의 산·학·연 모두  R&D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추진절차는 그림 

25와 같다. ACTD는 방위사업청이 주로 주관하며 합참(각 군), 기품원, 개발주관기관 등 다양

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과제선정, 예산반영, 실용성 평가, 후속조치(획득) 등의 절차를 거쳐 진

행한다.

ACTD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합참 혹은 각 군 등에서 개발 소요를 기획하여 직접 

제기하거나(Top-down 방식) 혹은 산학연에서 기품원을 통해 제기된(Bottom-up) 과제를 취

합하여 선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25. ACTD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기관별 업무 분장 

60) TRL 6 : 유사 운용환경에서 체계·부체계시제품의 성능 시현 단계 기술수준
61) 일반군수품,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 장비물자, 기타 일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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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 군기술협력사업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개념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부문과 민수부문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촉진, 

규격 표준화, 상호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26. 민군기술협력사업 개념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과 시행령, 공동시행규정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등 11개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참가 하였으며, ADD 

산하에 민군진흥원을 설치하여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로 산자부 주관 

민군기술협의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7.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



- 82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절차는 부처협의체 및 위원회 활동과, 기술교류회 등을 운영하여 

TOP-DOWN 식 과제기획을 하면서,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활용한 BOTTOM -UP 식 기술

수요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28.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기획 개념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유형은 크게 그림 29에서 보듯이 민군기술 개발사업과 민군 기술 이전

사업, 민군규격 표준화사업, 민군기술 정보교류사업으로 나뉘어 지며,

민군기술개발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 부처연계 협력기술 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전력

지원체계 개발로 세분하고, 민군기술이전사업은 민군기술적용연구, 민군기술실용화 연계로 세

분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9. 민군기술협력사업 유형



- 83 -

2018년 민군기술협력 사업비는 총 1,312억원이며, 이중 국방부 및 기타 정부부처가 출연한 

897억원이 민수협력 공통사업비이고, 2018년 신규사업 착수예산으로 21개사업 188억원이 계

획되어 있다.

그림30.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비 현황

나. 민 군겸용 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민수 및 군수의  R&D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Spin-up)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과 군에서 공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62)으로 응용

연구 및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되 통상 5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게 되며‘18년도는 총 

661억원의 규모로 진행 74개 과제(473억원)와 신규 21개 과제(188억원)로 진행된다

  

그림 3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개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29에서 알수 있듯이 F-1년 3월에 과제수요조사 

62)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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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시작으로 6~7월에 민/군 중복성 평가, 민/군 활용성 평가 등을 거쳐 F년 1~2월에 시

행계획이 수립되면 3~4월에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최

종적으로 6월에 과제협약 및 착수가 이루어 진다.

 

그림 32.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절차

민·군 기술융합의 초기 단계인 민·군겸용기술(Dual-Use-Technology)은 일반적으로 민간과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하며, 참여형태는 국방 및 민간의 산·학·연 모두 주

관 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기업과 컨소시움을 구

성해서 참여 가능하나, 대학은 기초연구단계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63).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민과 군에서의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무기체계 및 민수산업에의 파급효과(대외종속 탈피, 경제성장 기여)가 높은 분야

  - 산업경쟁력 및 국방경쟁력의 증대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미래전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의 전력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미래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효과성이 높은 분야

  - 국민 안전 관련 국가 안보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대규모 투자,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에

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분야 혹은 방산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국방핵심기술 사업과 유사하지만 사업제안으로부터 착수할 때까지

의 소요시간이 1년 정도로 국방핵심기술의 3년이상 소요되는 것과는 효율성 면에서 비교가 되

63)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소정의 민간부담금(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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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많은 연구기관들이 선호하는 연구방법이다.

다. 부처연계 협력기술 개발사업

부처연계 협력기술 개발사업의 목적은 각 부처의 우수한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림 33. 부처연계 협력기술 개발사업 개념

사업단계는 통상 5년(응용연구 3년, 시험개발 2년)으로 사업 초기부터 부처간 공동 기획으

로 추진하게 되며 그 추진 절차는 그림 31과 같은데, 민군겹용기술개발사업과 달리 F-2년차

부터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고 공동기획을 거쳐서 F-1년 과제로 선정

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F년에 과제를 승인하고 주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업이 시작된다.

그림 34. 부처연계 협력기술 개발사업 추진절차

라. 민군기술 적용 연구사업

민·군기술적용 연구사업은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Spin-on↔Spin off)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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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통상 2년간 과제당 10억원 내외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하다.

   

그림 35..민군기술 적용 연계사업 추진절차

마. 민군기술 실용화 연계사업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은 민과 군의 협력기술개발로 확보한 기술 중, 군사적 시범(전투실

험)이나 민수 실증을 거쳐 실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과제 제안 대상은 별도

사업 또는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이고, 지원 규모는 2년간 30억원 내외

의 규모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하다.

 

그림 36.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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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국방 기초원천기술 R&D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해 전력증강을 위한 제도 및 

조직, 예산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현재 세

계 7위의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7. 2018년 세계 군사력 순위64)

이와 반면에 국방 R&D의 현실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존 전력의 보강을 우선

하는 관계로, 무기체계 적기획득을 위한 적용기술 위주로 수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 장기영역에 대한 기초원천 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 중심

의 미래 전장에 대응하는 미래 국방역량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연연의 우수한 기

술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 38. 미래 국방역량과 출연연 역할

64)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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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연연의 관점에서 볼 때, 출연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는데,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국가성장을 주도하면서 현재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과학강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은 그간의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새로

운 역할과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인 협조가 검토

/요청되고 있다.

그림 39. 출연연의 성장과 역량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 R&D는 2017년 12월 ADD와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6개 출연연 협의체를 만들면서 출연연의 우수한 첨단기술을 국방 역량강화를 위해 활

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출연연의 강점과 국방협력 가능분야를 기반으로 

미래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R&D에 출연연의 역할을 정립하게 되

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며, 과학

기술 주도하에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R&D에서 창출된 성과를 국방 R&D에서 활용

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출연연의 기술을 8대분야의 핵심요소 기술군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출연연을 지정하고, 즁점연구센터를 운용하는 것으로 잠정 검토하였는데, 『무인화』는 자율지능 

무인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무인이동체나 군용로봇 등의 기술개발을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총괄

하고,『국방소재』는 미래전장의 혁신소재에 중점을 두고 구조재료, 내열/단열재료, 스텔스 재료 

등의 재료기술은 재료재료연구소에서,『센싱분야』는 신속_정확한 상태 및 환경정보 습득에 중

점을 두고 무기체계용 센서, 전장환경용 센서 등의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원이,『초연결』은 사람

과 사물간의 긴밀한 연결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육-해-공-우주 등 시공간을 망라한 통신망 구

축 기술개발은 전자통신연구소가,『생존성』은 위협을 회피하거나 견디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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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계나 운영자의 생존성 보장/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은 기계연구원이,『에너지무기』는 고에너

지를 이용한 요격 및 방호,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에너지무기, 전자기 펄스 방호, 무기체계 결

함 탐지 등의 기술개발은 원자력연구원에서,『미래동력 및 추진』은 미래전장의 동력원 및 전력

원 요소 기술에 중점을 두고 무인기, 극초음속 엔진, 차세대 동력 등의 기술개발은 항공우주연

구원이,『초지능』은 작전지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AI에 중점을 두고 C4I 체계, 전투지원 체계, 

개인병사체계, 전투무기 등의 AI 기반 지능화 기술개발은 전자통신연구소가 각각 총괄기관으

로 지정되어 각 요소 기술군 별로 핵심 기술아이템을 발굴하여 현재 시범사업을 기획 중에 있

고, 이와 병행하여 과학기술정통부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

다. 

     

  

그림 40. 미래국방 8대 요소기술

미래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면 국방 무기체계 개발 수요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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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방과 출연연간의 협력을 통해 중대형 기술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중점

협력 R&D로 구분하였다.

 

그림 41. 중점협력  R&D 추진 개념

즉, 무기체계 수요에 기반을 둔‘디맨드 풀’형 중점협력 R&D 추진분야는 미래전장 특징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미래전장의 특징으로 육해공/우주공간/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된 전장공간에서  전투공

간별 통합작전이 이루어지며, 초연결/지능화 등 정보기반이 통합된 스마트전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이며, 무인화/정밀 유도무기 중심의 정밀타격/로봇전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했다. 이러한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미래전장의 수요에 맞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에 출연연은 이러한 수요에 기반한 핵심 요소기술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것

이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미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획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2019년에 시

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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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연구원의 역량과 국방 R&D 융합

제1절 원자력연구원의 역량

1. 원자력연구원 일반현황65)

가. 연구원 주요 임무 및 기능

그림 42 연구원 주요 임무 및 기능

나. 연구원 주요 임무 및 기능

   - 인력 : 총 1,556명(임원 2, 연구 기술직 1,193, 행정 기능직 361)

표 17. 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2018. 9. 19 기준)

구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원장 감사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연구 행정 기원

박사 1 - 547 296 1 11 - - - - - - - - 856

석사이하 - 1 122 80 27 30 37 42 47 37 22 109 30 192 700

계 1 1 669 376 28 41 37 42 47 37 22 56 7 192 1,556

   - 임무 유형별 인력 투입 현황

표 18. 임무 유형별 투입 인력

(단위 : 명, 2017. 9. 6 기준)

구  분
기초미래 

선도형
공공 인프라형 산업화 형

정책연구 

지원형
합  계

투입인력 140(9.5%) 947(64.2%) 382(25.9%) 6(0.4%) 1,475(100%)

65) KAERI, 2017~2020 연구역량 발전계획서(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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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유형별 예산투입 현황

표 19. 임무 유형별 투입 예산

단위 : 백만원, 2017. 9. 6 기준)

구  분
기초미래 

선도형
공공 인프라형 산업화 형

정책연구 

지원형
합  계

투입예산 53,485(9.6%) 357,944(63.9%) 146,204(26.1%) 2,200(0.4%) 559,833(100%)

2. 원자력연구원 R&D 능력66)

가. 연구용 원자로 이용 연구개발

(1) 하나로 운영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는 자체 설계·건설로 확보하여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열출력 30 MW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용 원자로이다. 

하나로 연구로는 높은 중성자속을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 신소재 개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 개발,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연구, 중성자 도핑을 통

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재료의 극미량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

고 있다.

(2) 중성자 이용 연구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 냉중성자를 이용하면 물질의 원자 및 나노 구조와 

물질 내부의 동역학(dynamics)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물질의 원자 수준(1 ㎚ 이

하)은 물론 1~100 ㎚ 수준의 나노 구조체, 약물 전달체와 같은 새로운 나노·바이오 물질 연

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온 초전도체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물질현상을 이해함으로

써, 새로운 특성을 갖는 신물질 제조가 가능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5년 이후 열중성자 시설을, 2010년 이후 냉중성자 연구시설 등 미

시 세계를 관측할 수 있는 여러 중성자 이용 장치를 설치했으며, 검출기 기술과 중성자 거울 

기술을 개발했다.

(3) 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

66) KAERI, 인터넷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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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이를 의료 및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소아암 및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의약품을 국내에 상용 공급하고 있으며, 암에 선택적

으로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치료 효율이 높은 표적방사성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형 산업시설의 공정 유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성탐지기술 등 산업적 활용기술을 

비롯하여, 달 탐사선의 전력 공급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전력회수기술 등 첨단융합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기술 및 산업적 활용기술 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기장 

연구로와 핵분열성 Mo 생산기술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동위원소 이용기술 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나. 수출형 원자로 연구개발

(1) 연구용 원자로 개발 및 수출

1962년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 운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9년 요르단 연

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 원자력 연구개발 반세기만의 첫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을 

이뤄냈다. 

2012년 노후 연구로 대체 및 신규 연구로 수요 증가에 따라, 연구로 관련 기술의 개발·실

증을 통한 연구용 원자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시 기장군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기장 

연구로) 건설사업을 착수했다.

또한, 2014년에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연구용 원자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

(OYSTER Project)을 수주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상 최초로 유럽에 원

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에 적합한 연구로를 설계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연구용 원자로 세계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96 -

(2) SMART 개발 및 수출

SMART는 총열출력이 33만 kW인 소형 원자로로서 인구 10만 명의 중소도시에 필요한 전

기(약 10만 kW)와 깨끗한 물(하루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 원자로이다. 

SMART는 지난 15년에 걸친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세계 최초로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2012년 7월 4일에 획득한 바 있다. 

SMART의 향상된 안전성과 입증된 기술성 그리고 우월한 경제성과 다목적 활용성은 

SMART가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맡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준설계인가의 성공적 획득으로 SMART는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일체형원자로 중에

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게 됐으며, 당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유일한 원자로가 됐다. 

SMART는 세계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MART는 향상된 안전성과 경제성 있는 설계를 바탕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노후 화력 발전소의 대체 방안으로서, 그리고 대형원전

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1) 열수력 안전 연구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성 확보 및 신형 원자력 시스템(제3.5세대 신형 

경수로, 제4세대 원자로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험과 해석적 기법을 병행해 수행하고 있

다. 

복잡한 2상유동 현상의 이해도 증진, 특수 계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 주요 원자로 계통의 

열수력 성능 및 비상냉각 안전성 향상 기여도 실증, 안전해석코드의 평가 및 검증을 위해 다

양한 종류의 실험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다양한 열수력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아틀라스(ATLAS) 실험장

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계통의 전

반적인 열수력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 안전해석 전산코드(MARS)를 개발했으며, 기기 규

모의 국소현상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기 해석 전산코드(CUPID)와 통합하는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성능검증시험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규모 RCP 성능 시험 설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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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고, 신한울 1호기에 장착될 RCP 4대에 대한 성능검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상용 원전 핵

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전산 코드의 통합체계 확보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성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

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중대사고 연구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이 노심손상을 동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심용융물의 

냉각 가능성 확보,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 사고 방사선원항 저감을 통해 방사성물질 피해를 최

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대사고 진행 중 발생하는 핵심적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 실험 수행과 중대사고 진

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실제 노심용융물을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 장치(TROI)와 노심용융물과 구조재 반응 실험장

치(VESTA)는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조건을 모의할 

수 있는 LIFE 실험동을 구축했다.

(3)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률 등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평가

함으로써 원전의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및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PSA:Probalistic Safety Assessment)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영광, 울진, 월성 등 국내 원전의 인허가 PSA와 SMART, SFR 등 신형원전 PSA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PSA 수행을 위한 전산체계를 국산화해 이 분야 기술 자립을 이

뤘다. 

특히 세계 최고속 PSA 정량화 프로그램인 FTREX를 개발, 미국 전력연구(EPRI)를 통해 미

국 원자력 산업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

여 초대형 지진, 쓰나미, 슈퍼 태풍 등 극한재해 관련 리스크 연구, 다수호기에서 동시 발생하

는 중대사고에 대한 리스크 평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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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환경 안전 연구

방사선 안전의 보증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환경방사선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환경방사선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기술을 개발하여 방사선의 환경 및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에서 방사성핵종의 수송 모델링 개발을 통한 방사선영향평가, 방사성물질의 생

태학적 거동연구에 의한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영향연구, 방사선환경방호를 위한 인체피폭의 

최적화, 내 방사성관련 기능유전체학 및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환경 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정밀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극미량(우라늄: 10-9g, 플루토늄: 10-12g 수준)의 핵물질 분석기술을 

개발해 IAEA의 국제사찰업무를 지원하고, 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 활동에 대한 사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2년에는 국제 사찰 시료 분석 네트워크인 IAEA-NWAL에 총량분석분야에 가입했으며 

현재 각각의 핵물질 입자의 동위원소비 분석이 가능한 입자분석 기술을 개발 중으로 이 분야

의 NWAL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찰시료분석을 위한 청정시험시설(CLASS)도 건설해 극미량 핵물질에 대한 일괄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내외 사찰시료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사찰시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활동의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우

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핵 연료원자력 재료 연구개발

(1) 핵 연료 개발

현재 운영 중인 경수로 및 연구로 핵연료는 물론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 가스로 등 제4세

대 원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수로 핵연료 분야에서는 소재개발에 도전해 

내부식성과 강도가 우수한 지르코늄 신합금 피복관을 개발했고 또한 큰 결정립 UO2 소결체

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2012년부터 혁신적이고 신개념의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수소발생을 

저감하는 피복관과 방사성물질의 포획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소결체를 개발해 중대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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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수소폭발이나 방사성 누출 같은 악영향을 완화한다. 

연구로 핵연료 분야에서는 원심분무 분말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

산에 성공하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분말을 수출하고 있다. 이 분말을 사용해 

2005년부터 하나로 봉형핵연료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기장 연구로 판형 핵

연료 제조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또한 2016년까지 기장 연구로 fission Mo 표적 

제조시설 구축과 제조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4세대 핵연료로는 파이로 전기화학공정을 통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소듐냉각고속로에

서 재활용하는 재순환 U-TRU-Zr 금속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순환 금속 핵연료는 우

라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

는 초고온가스로의 핵연료로서 고온에서 성능이 우수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우라늄 연료핵 및 

SiC 코팅 등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조사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2) 원자력 재료 기술 개발

원자력재료는 극한환경에 노출되어 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료평가 및 시험, 그리고 신소

재 제작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미래형 원자력 구현 및 

조사시험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원자력재료 기술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장기가동(60년 이상)에 따른 유지보수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재료 열화평가·예측·완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전의 주요기기인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평가기술, 이종용접금속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식합금의 부식균열 방지기술, 고온-고압-방사

선 환경조건에서 열화에 의한 손상을 초기에 탐지하는 기술, 재료열화 정도를 이론적인 전산

모사 방법으로 예측하는 기술, 부식생성물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등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기술은 향후 가동 원전의 안전운전과 미래형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높은 중성자 조사 환경 그리고 다양

한 냉각재 조건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원자력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고강도 산화물분산강화합금개발, SiC 복합체 튜브 개발, 전산모사기법 응용 신소

재 개발, 극한환경소재 신공정 그리고 원자력 핵심부품 제조에 필요한 접합기술 개발 등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부품설계에 필요한 소재특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핵융합 핵심부품용 한국형 저방사화강을 개발하고 그 제반 특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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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 폐기물처리 시설로 원자

력재료의 개발분야에 있어서 핵연료·재료의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후 시험과 상용원자로의 건

전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와 장기 처분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핵종 분석 및 장기저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시설은 여러 형태의 핫

셀구조와 각종 시험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능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원자력 특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3) 원자력 데이터 개발·검증

핵·원자 물리와 이를 응용하는 분야의 연결고리인 핵·원자·분자 데이터는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응용분야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원자력데이터 개발검증센터는 국가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핵반응단면적 측정, 핵반응·핵구조데이터 평가, 평가

핵데이터 파일의 처리·검증·배포 등 핵 데이터와 관련한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

서는 또한 원자·분자의 에너지 준위 구조들 및 전이 확률, 충돌 단면적, 플라즈마 내에서의 원

자·분자 반응을 고려한 분광 모델링 및 고에너지 고밀도 플라즈마내에서의 복사, 입자 수송 

연구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핵융합 에너지, 반도체 EUV 리소그래피, 천체물리, 핵

의 질량 및 모양 등의 물성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마.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1) 계측제어·인간공학 연구

원자력 발전소에서 신경망과 두뇌역할을 하는 계측제어 기술과 인간공학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3대 미자립 기술 중 하나였던 디지털 안전등급 계측제어기기 및 안전계

통을 국산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에 적용할 공통 원인고장(CCF) 대응 안전계통을 개

발하고 있다. 브라질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원전 시뮬레이터 개발, 이를 활용한 중대사고 대응 

계측제어기술, 인적오류 대처기술, 첨단 주제어실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으로 원전 계측제어기기 대상 사이버보안 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배드를 구축, 운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안전과 관련하여 

발전소 상태 감시 및 진단연구, 소프트웨어 안전성 연구, 원전 종사자 및 조직 안전문화 증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안전 동위원소 분리 및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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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의료, 기초과학 분야에 안정 동위원소 분리 및 생산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첨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안정 동위원소를 

분리하고 생산하는 ALSIS(Advanced Laser Stable Isotope Separation) 핵심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 및 타 분야에 필수적인 동위원소 생산에 ALSIS 기술을 적용하고 있

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탄소 및 수소 동위원소 폐기물을 저감 혹은 관리하기 위하여, 효

과적인 탄소, 수소 동위원소 분리기술이 필요하며, 암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 

원료인 산소-18 동위원소와, 위, 간 등의 질환 검사에 사용되는 탄소-13 동위원소 생산에도 

경쟁력있는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탄소, 산소, 수소 동위원소 분리 및 

생산을 위하여 자외선 레이저에 기반한 레이저 동위원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상용

화하고 있다.

리튬 동위원소는 현재 경수로와 각종 방사선 계측에 사용되고 있고, 미래 핵융합 발전 및 

용융염 원자로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동위원소 소재이나, 기존 생산기술의 환경적 문

제, 농축도 한계 등으로 새로운 동위원소 생산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리튬 동

위원소 생산기술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근적외선 및 중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 동위

원소 분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초중량 원소 연구나 중성미자 연구와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칼슘 동위원소 생산에 ALSIS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3)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

레이저 응용 동위원소 분리를 위해서는 협대역 특성, 파장가변성 등과 같은 특수한 성능의 

고출력 레이저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안정성과 파장가변성이 뛰어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

술과 가시광 및 자외선 영역의 파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동위원소 분리용 레이저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근자외선 영역의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와 3차 조화파 파장변환기술을 이용한 350 nm 대역

의 고출력 자외선 레이저를 개발하였으며, 탄소, 산소, 수소 동위원소를 분리, 생산하는 기술

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산업 핵심소재인 리튬 동위원소 생산 연구를 위해 고출력 툴륨 

광섬유 레이저와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의 4차 조화파 파장변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그 밖

에, 원전 제염 및 해체에 응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수중 

절단, 콘크리트 및 금속 표면 제염 등의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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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1)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우고 나온 고방사성 독성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유용한 원소들

(우라늄, 초우라늄원소 등)을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회수하고 이를 재활용하

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심층 지하에 직접 처분하는 것과 비교하여 고준위 폐기

물량 및 처분장 소요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회수된 유용한 핵물질을 제4세대 원자로(소듐

냉각고속로,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순도 플루토늄의 단독 회수가 불가능해 높은 핵확산 저항성을 국제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 이론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면적은 최대 약 1/100, 독성감소기간은 

최대 약 1/1000로 감축 가능하다.

실험실 규모의 파이로프로세싱은 전해환원 시험시설(차세대관리공정시험시설, ACPF)을 건설

(2004~2005년)하고, 아르곤 분위기 셀 개조공사(2014년) 및 시험운전(2015~2017년)을 실시

하였다.

공학 규모의 파이로프로세싱은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을 건설/시험운전(2012~2014년) 

하고, 준공(2015년) 및 일관공정 종합시험(2015년~현재) 중에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효성, 핵비확산수용성 및 국제 투명성 확보를 위

해 미국, IAEA 등과 국제공동 연구 수행 중(2011년~ 2020년)이다.

(2) 소듐 냉각 고속로(SFR) 개발

파이로공정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소멸처

리하기 위해 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착수, 2002년 소형 소듐냉각고속로 KALIMER-150, 2006년엔 중형 소듐냉각고속로 

KALIMER-600의 개념설계를 각각 완성했다.

2008년에 수립된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150MWe의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GSFR) 건설완공을 목표로 현재 특정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 

2월에 원형로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 특정설계인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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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20년에 설계인가를 획득하고 2022년에 건설을 착수할 계획이다.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고속로개발 선도국에 비해 약 10여 년 뒤지지만 2040년대 

소듐 냉각고속로의 상용화를 통해 상용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최

종 처분장의 규모와 관리기간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것이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의 기본 목표이

다.

국내 소듐냉각고속로의 성공적 개발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

전하게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 초고온 가스로(VHTR) 개발

초고온가스로(VHTR)는 섭씨 85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 원자력에너지를 전기 생

산뿐만 아니라 수소 제조, 공정열 공급, 수소환원제철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차세대 원

자로다. 특히 안전성이 뛰어나서 배관 파열로 냉각재를 상실하고 전원까지 공급되지 않아도 

노심이 녹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고유 안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냉각돼 정지된다. 또한 

운전에 필요한 물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내륙 또는 사막에 건설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초고온가스로를 활용한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을 목표로 다음의 주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및 안전 설계 기술 개발

   - 초고온가스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초고온 기기 및 고온 재료 평가 기술 개발

   - 초고온가스로 고온 기기 검증 시험 기술 개발

   - 피복입자핵연료(TRISO) 제조 기술 개발

   - 열화학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또한 기술 현안 해소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주요 원자력 선진국과 다자 및 양자 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시스템 개발

사용후 핵연료를 지하 깊은 곳에 영구히 격리시키는 직접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할 수 없는 장반감기 폐기물 등을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고준위폐기물 복합 장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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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의 방사능과 독성이 인간과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처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검증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 선진 핵연료주기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A-KRS)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처분 요소 기술 개발 및 지하 처분 연구시설에서의 성능 검증시험

  - 공학적 방벽 성능 고도화 및 장기 복합 거동 검증

  - 심부 지질환경 조건에서의 핵종 이동 복합 상호작용 연구

사. 미래형 신기술 연구개발

(1) 방사선 육종 연구

방사선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한 방사선 육종 기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식물 

유전자원 및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방사선원을 이용한 첨단 방사선 육종 기술과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활용한 기능유전체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재 세계 20위권 수준의 돌연변이 품종개발 수준을 8위권까지 끌어올리고, 매

년 1.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 화훼, 원예작물 개발

  - 고 기능성 식·의약용 식물 유전자원 개발

  - 친환경 바이오산업 소재용 생물자원 개발

  - 다양한 방사선원을 활용한 신 방사선육종기술 개발

  -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활용한 유전체 및 대사체 연구

  - 이온화에너지 특이반응 유전자 검정 및 유전체 반응 네트워크 연구

  - 유용 돌연변이 유전자원 은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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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생명공학

방사선에 대한 생물체의 다양한 반응을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대사공학 등 생명공학적 관점에

서 연구해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생물산업 신소

재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이용한 진단용 바이오칩 개발 

및 물질의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을 융합, 식량 자원의 가공, 저장, 유통, 검역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방사선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 연구

  -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명공학적 이용 연구

  -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융합 연구

  - 방사선 생명공학 융합기술을 이용한 생물 소재 개발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는 생물 천연 소재,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

한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3) 방사선 기기 연구

의료 영상진단 치료, 보안 검색, 국방, 환경, 우주 산업 등에서 급증하는 방사선 기기들의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자가속기, X-선 발생기기, 이온가속기 등의 방사선 

발생기 기술과 방사선 센서 소재, 센서, 신호 및 영상 처리 등의 방사선 계측기 기술, RI 발생 

및 의약품 개발, 양성자빔 이용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방사선 센서 소재, 신호 처리, 계측기 시스템 및 고기능 방사선 영상 시스템 개발

  - 소형 전자가속기 및 산업용·의료용 방사선기기 개발

  -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 빔 조사 표적 시스템,

  - 방사성 의약품 자동화 장치

  - 양성자빔 이용 연구

(4) 방사선의 재료 및 환경 분야 활용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바이오, 항공·우주, 국방, 환경·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재료 성능 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의 산화·환

원력, 생물학적 살균력 등과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하·폐수,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및 복원 기술 등 환경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소재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및 산업적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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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공학 소재, 복합 재료, 에너지 소재, 수처리 소재, 나노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천연 고분자 신소재 및 친환경 소재 제조 기술 개발

  - 난분해성 미량 유기물질(의약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처리기술 개발

  - Non-CO2 가스 처리 기술 개발

  -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자원 회수 기술 개발

(5)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경주시에 있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자력으로 설계·개발한 100MeV 양성자 가속기와 다

양한 저에너지 이온 가속장치를 2013년부터 운영하여 입자빔을 이용한 첨단 연구개발을 지원

하고 있다. 

100MeV 양성자 가속기는 다양한 조건의 20~100MeV 양성자 빔을 제공해 나노, 재료, 반

도체, 생명, 의료, 에너지, 환경, 동위원소,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의 이온빔을 제공하는 저에너지 이온 가속장치는 산업 및 의료 분야에 활용

될 신소재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6) 핵융합 공학기술 개발

1980년대부터 핵융합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대형 플라즈마 장치, 이온 빔 장치 등의 개발 경

험을 토대로 현재 ITER, KSTAR, 중이온가속기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

히 이온 빔 기술, 플라즈마 대면부품 및 블랑켓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핵융합로 개발을 앞당

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융합 플라즈마 기술을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

와 대선량 14 MeV 고속중성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소형 핵융합 연구 장치 KT-1 개발 및 중형토카막 KT-2 설계

  - KSTAR 중성입자빔 가열장치, 고주파 가열장치 개발

  - 고온재료, 냉각기술 등 원자력기술의 응용을 통한 핵융합로공학 기술 개발

  - 대전류 이온원 시험장비, 고열부하시험장비 구축 및 운영

  - 중이온빔 활용을 위한 중이온가속기(1 MeV/u) 구축 및 활용

  - 대선량 14 MeV 고속중성자원 개발 및 활용 연구

  - 국방, 의료, 환경 분야 플라즈마 및 고주파 기술 활용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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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연구원 R&D 기반시설

가. 원자력 안전 연구시설(열수력 종합효과 시험장치)

(1) 아틀라스(ATLAS6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를 모의실험 할 수 있는 실험시설 아틀라스는 우리나라의 주력 

원자로형인 신형 경수로(APR1400)와 한국 표준형 원전(KSNP, OPR1000)의 원자로계통과 안

전계통을 포함한 주요 계통을 축소 모의한 실험시설로서, 발전소의 고장이나 사고시 나타날 

수 있는 열수력 거동을 종합적으로 모의(시뮬레이션)할 수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고장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이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모의 원자로’를 사용

하는 것과.모든 면에서 원자로와 유사하지만 높이는 1/2, 부피는 1/288 정도의 소규모에 비

해 실제 원자로와 똑같은 최대 185기압, 370℃의 압력과 온도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틀라스는 냉각재 상실사고와 증기관 및 급수관 파단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모의할 수 있

으며, 원전의 비상운전 절차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비정상 상태의 운전조건 아래 실험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아틀라스는 최초의 APR1400 신고리 3,4호기의 인허가 관련 안전 현안 해

소를 위한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재관수단계 시험을 2007년도에 수행하였다. 또한 DVI관 파단

사고 모의시험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시험을 2008년 후반부

터 수행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NEA(산하 원자력기구)가 발행한 2007년판 OECD 국

가의 원자력 안전연구(Nuclear Safety Research in OECD Countries)에서 일본의 LSTF, 

독일의 PKL 등과 함께 핵심시설로 평가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틀라스와 유사한 규모의 

원전 실험장치를 갖춘 국가는 일본, 독일, 러시아 등 3개국 뿐이며, 미국과 프랑스도 과거 유

사한 형태의 실험장비를 보유한 바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2) 비스타(VISTA68))

일체형원자로(SMAR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및 사고 조건들을 실제 온도 및 압

력 조건으로 모의할 수 있는 고온고압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이다. 기준 원전(SMART) 대

67) 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68) VISTA: Experimental Verification by Integral Simulation of Transients and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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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486 체적을 가지며, SMART 원자로의 운전 및 사고 모의와 피동 잔열제거 계통 등의 

안전설계 개념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원자로심은 819 kW 용량의 전기 히터로 모의되며,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을 위

해 SMART와 같은 일체형 배치 대신에 일차계통(원자로심, 원자로 냉각재 펌프, 헬리컬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의 구요 구성기기들이 배관으로 연결된 루프형 실험장치로서, 단일 계열의 

이차계통이 일차측 열원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하게 설치되었으며, 급수 공급 및 온도를 제어

하기 위해 보충수계통, 수냉각계통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배관 파단 및 안전주입과 관련된 

일부 계통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VISTA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비상냉각탱크, 열교환기, 보충탱크 및 관련 밸브 및 배관으로 구

성되는 단일 계열의 냉각 부계통으로 구성된다.

나. 핵연료 주기 연구시설

(1) 조사재시험시설 현황

조사재시험시설은 하나로에서 조사한 각종 핵연료 및 구조재의 캡슐시험, 상용원전 구조재 

건전성 시험을 위하여 1989년에 건설을 개시하여 1993년 준공한 원자력 특수 핫셀시험시설

이며, 핫셀 내에 설치한 각종 시험기기에 대한 시운전 및 운전절차를 시설의 가동 초기(199

4～1995년)에 확립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핫셀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는 단면적 28.0 m × 51.0 m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연건평은 약 

4,000 m2이고, 시설의 주요 설비인 핫셀은 1층에 길이 약 60 m에 작업 단위 26개가 설치

되어 있고, 지하층에 길이 11 m에 작업대가 5개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핫셀 뒷면의 서비스 

구역에는 방사능물질인 조사시료를 핫셀에 반입 또는 반출하기 위한 깊이가 10 m인 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핫셀벽체는 최대 37 PBq의 방사성물질을 취급, 시험할 수 있도록 최대두께 

120 cm의 중 콘크리트로 건설되었다.

(2) 핫셀설비의 구성현황

시설의 주요설비인 핫셀은 기능에 따라 구조재 시험핫셀, 핵연료 시험핫셀, 순환핵연료 시험

핫셀 그리고 선진 핵주기공정 시험핫셀의 4개 라인으로 구분된다.

구조재시험 핫셀라인에서는 충격시험, 인장시험, 파괴인성, 피로시험 등의 기계적 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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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연이어 설치된 납셀에서 조직시험, 경도시험 및 밀도측정을 수행한다. 연료시험 

핫셀라인에서는 핵연료를 대상으로 외관검사, 칫수측정, 감마스캐닝, 와전류시험 및 X-Ray 촬

영 등의 각종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이어서 조사캡슐 및 핵연료다발은 해체되어 기계시편, 

금속조직시편, 밀도시편으로 가공된다.

한편 순환핵연료 핫셀라인에서는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중수형원자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중수로 순환핵연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정시험을 수행한다. 지하에 위치

한 선진 핵주기공정 핫셀라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선진주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

을 수행한다.

(3) 조사재시험 절차

조사재시험시설의 주요 시험대상물은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된 각종 핵연료와 구조재료, 

핵연료 번들, 그리고 상용원전에서 사용된 1차계통 구조재료이다. 핵연료 관련 캡슐은 수조를 

통하여 핫셀로 반입된 후에 M1 핫셀에서 각종 비파괴시험이 수행된다. 이후에 이들을 M2 핫

셀로 이송, 해체하여 연료봉을 분리하고 각종 시편을 분류한다. 일부의 핵연료는 금속조직시험

을 위하여 M3 핫셀에서 조직시험용 시편으로 가공하여 M7 핫셀에서 미세조직 시험을 실시한

다. 그 이후에 극미세 성분분석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시험이 핫랩에서 

최종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구조재료 캡슐과 상용원전에서 운전된 노심구조재는 수조를 통하여 핫셀에 반입된 후

에 M2 핫셀에서 캡슐해체, 시편분류 및 시편제작의 공정을 거쳐서 M5 핫셀로 이송된다. M5 

핫셀에서는 시편별로 충격시험, 인장시험, 파괴인성시험, 피로시험, 굽힘시험, 파면관찰 등의 

기계적 시험을 실시한 후에 시편을 M7 핫셀로 이송하여 조직관찰 및 경도시험이 실시된다. 

구조재 시편도 최종적으로 극미세 성분분석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시험이 

핫랩에서 수행된다.

(4) 조사재시험항목 및 연구활동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수행한 주요 시험항목은 하나로에서 조사한 개발핵연료 캡슐시험, 개발

구조재 캡슐시험, 상용원전의 노심 구조재시험, 그리고 하나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학계의 

핫셀시험과 순환 핵연료 공정(DUPIC) 및 선진 핵주기 공정(ACP)의 개발을 위한 핫셀 시험 

수단제공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로에서 조사된 핵연료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항목은 일체형 원자로용 핵연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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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I, II, III 시험, 연구로용 핵연료인 KOMO-I, II, III 시험, 순환핵연료인 DUPIC-I, II 

시험 및 하나로 핵연료 검증시험 등이다.

한편 핵연료 대상의 시험기술개발과 관련하여 HITE 핵연료를 대상으로 고온에서 핵연료봉

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둔시험 장치와 관련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최고온도 

1300℃의 고온전기로, 실시간 온도조절 장치, 가스순환 및 핵분열생성가스 채취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조사핵연료 및 구조재료를 대상으로 핫셀이나 글로브 박스 내에서 열

확산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본 장치는 레이저 발생기, 가열로, IR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재 시험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운전 중인 모든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

편을 대상으로 충격시험, 인장시험, 성분분석, 온도 모니터 용융검사 시험을 1995년부터 실시

하고 있다.

(5) 기타 시설

   - 조사후시험시설

   -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시설

   - 듀픽 핵연료 개발시설

   - 지하처분 연구시설

다. 기초 기반 연구시설

(1) 고에너지레이저 연구 시설 (KAERI Laser Facility)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자력기반확충사업으로 구축된 에너지레이저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고체레이저로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 에너지 1 kJ (나노초 영역; 1나노초 = 10-9초), 4개 빔으로 구성 (250 J/1 beam) 

   - 직경 1 m의 구형 고에너지밀도플라즈마 발생 챔버 

   - 3 MJ의 충방전 시설 및 레이저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 청정실 설치

   - 나노초 이하에서 레이저 시간 성형이 가능한 세계 3번째 레이저 시설

고에너지레이저 시설은 방사광원 개발과 관련 양자공학, 새로운 과학분야로 주목받는 고에

너지밀도 플라즈마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레이저 핵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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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 활용 분야

(2) 전자가속기 공동이용시설

(3) 환경방사능 측정 및 분석시설

(3) 원자력재료 시험 및 분석시설

라. 방사선 이용 연구시설

(1) 중성자빔 이용 실험설비

하나로 원자로홀에는 중성자 영상장치(NRF), 중성자 고분해능 말회절장치(HRPD), 중성자 4

축 회절장치(FCD), 중성자 잔류응력장치(RSI),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 수평

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H), 고중성자속 분말 회절장치(HIPD), 노외조사시험설비

(ENF), 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장치(PGAA)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그리고 수직조사공과 공

압이송장치로 구성된 중성자방사화 분석장치가 있다. CN 수평공에 2001년 설치되었던 9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는 현재 해체되어 이설되었고 CN 수평공 지역에는 냉중성자 가이드 설치

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ST3 수평공에서는 바이오 중성자 회절장치가 설치될 예정이고 ST4 

수평공에서 중성자 삼축분광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2008년 5월 완공된 냉중성자 실험동에는 신규개발된 3기의 중성자 산란장치가 설치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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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원자로홀에 있는 3기의 산란장치가 성능향상을 이루어 이설될 예정이다. 신규개발장치는 

40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40M SANS),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Cold-TAS), 디스크쵸퍼 비행

시간 분광장치(DC-TOF)이고 이설 산란장치는 12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12M SANS), 수직

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생체계면 반사율측정장치(Bio-REF)이다.

중성자빔 이용 실험설비를 활용한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중성자영상장치(NRF) 연구분야

       다이나믹 래디오그라피

       상대비 래디오그라피

       중성자 토모그라피

   - 중성자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HRPD) 연구분야

       리튬 이차전지의 구조 및 충 방전거동

       수소저장 합금내의 수소결합연구

       첨단 자성체 신소재 개발을 위한 구조연구

   - 중성자 4축 회절장치 (FCD) 연구분야

       단결정 회절 분석

       금속재료의 집합조직/성형성 연구

       단백질 구조분석

   - 중성자 잔류응력 측정장치(RSI) 연구분야

       잔류응력 측정 및 분석

       재료의 탄소성 변형거동 분석

   -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 연구분야

       고분자, 유전체 박막의 표면 및 계면 구조 분석

       나노자성 박막의 표면구조 연구

       비정질 수소화 탄소 박막의 구조분석

   - 수평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H) 연구분야

       생체 나노박막, 세포막 단백질 구조 연구

       감염경로, DNA 전달경로, 메디컬 신약 개발 연구

       반도체, 유전체, 기능성 유기고분자 및 나노소재 연구

   - 고중성자속 분말 회절장치(HIPD) 연구분야

       미소시료 및 고방사능 물질의 구조연구

       재료구조 연구

       상전이 연구

   - 노외 중성자 조사시험시설 (ENF) 연구분야



- 113 -

       BNCT 암치료 연구

       보론강분포시험

       다이나믹 래디오그라피

       위상대비 및 고해상도 래디오그라피

       중성자검출기 실험 및 조사시험

   - 중성자 방사화 분석 시스템(NAA System) 연구분야

       감마선 측정분석 장치

       HPGe 검출기 및 다채널 파고분석기

   -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장치(PGAA) 연구분야

       감마선 측정분석 장치

       HPGe 검출기와 8개의 BGO로 구성된 고리형태

   - 방사화 분석법 연구분야

       환경과학분야 : 대기중 부유분진, 수질오염, 소각재, 토양 및 침적물

       재료과학분야 : 반도체, 세라믹, 유리, 각종합금, 프라스틱류, 고순도 금속

       지질 자원분야 : 암석, 광물, 광석, 석탄, 비산재, 희귀금속, 보석류

       인체보건 및 영양분야 : 인체조직 및 기관, 혈액, 혈청, 소변, 모발, 손톱

       식, 음료분야 : 쌀, 야채류, 과일류, 음료, 차, 생선, 육류, 한약재, 알약

       사회문화분야 : 고대 토기, 주화, 운석, 대리석, 페인트, 인주, 진흙, 역사적 유물

(2) 기타 연구시설

    -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 캡슐 조사시험시설

    -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설비

    - 안정 동위원소 연구시설

    - 방사선조사연구시설

    - 방사선육종시험시설

라. 기타 연구시설

(1)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현황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RWTF)은 한국원자력연구

원의 원자력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함으

로써 연구 및 개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변 환경 보호

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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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은 1985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1991년 3월부터 정상가동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수집·처리·관리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5,940m2 (1,800평) 규모의 종합

처리시설동,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330 m2(100평) 규모의 자연증발시설, 지하 1

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1,338 m2(405평) 규모의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및 3개 동의 저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는 액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증발농축 공정과 아스팔트 고화 공정

이 있으며 고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90톤 용량의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증발시설은 

860톤 규모의 폐액 저장풀을 갖추고 있으며 1,032개의 증발매개체를 이용하여 극저준위 폐액

을 처리하고 있다.

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는 1개의 콘크리트 핫셀이 있어 방사성폐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고체폐기물의 저장고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ℓ 드럼 기준으로 총 16,018 드럼

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와 개발의 목적에 따라 함유된 방사성 핵종 및 방

사능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발생과 양이 불규칙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처리방법도 각 폐기물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적용되어야한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원자력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방법과 공정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한 뒤영구 처분장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 기타 연구시설

    -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시설

    - 새빛연료과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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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력연구원의 국방 R&D 관련 기술

1. 원자력연구원 국방 R&D 관련 기술

가. 연구용 원자로 이용 연구개발

 연구로를 이용한 각종 연구개발은 다른 산학연에서 연구개발간 경험하지 못하는 고에너지, 

고선량 방사선을 활용한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 소재개발에 효율적이며, 중성자 영상시스템은 

연구개발 현장 및 운영간에 신뢰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지원시설이 된다.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중성자 영상장치(NRF) 활용한 물질내부 동역학 연구(수소전지 내 수소 화학반응 측정), 재

료 안정성 시험(균령, 열화 변형 등)을 통한 안정성/신뢰성 향상된 구조재 개발

  - 중성자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HRPD) 활용한 안정적/효율적인 수소저장장치 개발

  - 중성자 잔류응력 측정장치(RSI) 활용한 안정성/신뢰성 향상된 구조재 개발

  - 연구로를 활용한 신물질/소재 개발

  - 동위원소를 활용한 전력(電力)체계 개발

나. 수출형 원자로 연구개발

 연구용 원자로 및 SMART의 개발로 축적된 원자로 관련 기술은 국방에서 활용시 국방 전

용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에 상상하지 

못할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SMART의 개발 기술은 이동형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군 이동지휘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

쟁 수행능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다.

수출형 원자로 연구개발 기술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군사기지 전력공급을 위한 초소형 원자로 체계 개발

- 대형 수상함(컨데이너선, 쇄빙선 등)의 원자력 추진기관 개발

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수력 안전성 평가 및 코드개발 기술의 국방 무기체계 개발시 초고온에서 작동하는 초고

속 미사일, 초고에너지 발생장비(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장비, 초고주파 마이크로 웨이브 발생장

비)의 열안정성 검토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열수력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전해석코드의 개발과 기기규모의 국소현상 정밀예측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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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전산코드의 통합을 통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listic Safety Assessment) 연

구 수행으로 전반적인 신뢰성 안전해석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방사선의 생태학적 영향 평가 및 방사선 환경 방호 연구 수행을 통해 환경방사선 안전을 위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극소량 방사선 계측기술을 포함한 방사선 방호를 위한 각종 기술

이 개발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기술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초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무기체계 개발(미사일, 항공기 등)

- 고성능 냉각시스템 활용 무기체계(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장치 등)

-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기술

라. 핵 연료 원자력 재료 연구개발

핵연료 개발에 활용하는 합금기술을 활용한 내방사선, 내고온, 내부식 성능이 보강되면서, 

강도 증가를 통한 경량화가 가능한 국방 용도의 금속재료를 개발하고, 원자로의 장기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열화평가·예측·완화 신기술, 원전의 주요기기인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평가기술, 이종용접금속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식합금의 부식균열 방지기술, 고온-고압-방사

선 환경조건에서 열화에 의한 손상을 초기에 탐지하는 기술, 재료열화 정도를 이론적인 전산

모사 방법으로 예측하는 기술, 부식생성물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등을 국방 소재개발에 활용하

여 내열, 내마모, 내부식 성질이 보강된 소재의 개발과, 재료 변형, 부식, 열손상 등 재료 변

형을 조기 탐지하는 기술을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운영유지에 적용하여 장비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핵 원자 분자 데이터의 개발을 통한 핵폭발 위협에 대비하는 생존성 대책 수립에 기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HEMP 방호를 위해 3차원 HEMP 위협분석 

시물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는 Mobile 장비에 대한 최

적의 HEMP 방호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기술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내방사선, 내열성, 내부식성, 강도가 증가(경량화)된 금속 재료 개발 기술

- 고온/고압/방사선 환경하에서 열화현상 조기탐지기술

- 재료 열화(변형) 예측 기술

- 재료 열화(변형) 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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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리학 원천이론데이터를 활용한 핵폭발 관련 위험예측 기술  

마.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계측제어 인간공학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제어계측 및 무인화기술은 국방분야 무인로봇 및 무

인감시 시스템 분야에 좋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포함한 레이저 발생, 집적, 제어기술을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

계 뿐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하여 탐지/정찰을 하는 라이다 분야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고도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기술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계측제어 기술과 인간공학 기술을 활용한 무인로봇무인감시시스템 개발

-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 무기체계 관련 기술

-  레이저를 활용한 라이다 활용 기술

바.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기술을 활용한 국방관련 주요기술은 초고온 가스로 개발 기술

을 활용하여 고온/고압을 극복해야 하는 미사일 등의 개발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

사. 미래형 신기술 연구개발

전자가속기, X-선 발생기기, 이온가속기 등의 방사선 발생기 기술과 방사선 센서 소재, 센

서, 신호 및 영상 처리 등의 방사선 계측기 기술, RI 발생 및 의약품 개발, 양성자빔 이용 등

의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확보한 기술들은 국방분야에서 신소재개발, 방사선 탐지 및 방호장

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방사선 영상기술은 국방분야에서 폭발/위해 물질 탐지, 고성능 비파괴검사를 통한 정밀 장

비 연구개발 및 개발장비 운영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다.  

핵융합기술을 통해 확보한 기술은 이동이 가능한 소형 중성자 발생장치의 개발을 기반으로 

지뢰 및 폭발물 탐지장비와 플라즈마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미래형 신기술 연구개발 기술 활용한 국방 관련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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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군용식량 개발 기술

- 방사선 영상기술을 이용한 국방 보안관제시스템 기술

- 방사선 재료, 환경 기술을 이용한 보염예측 및 오염정화 기술

-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플라즈마 및 고주파 활용 기술

- 양성자 및 전자 가속기를 활용한 소재 개발 기술 

아. 기    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R&D 기반시설은 대부분 연구원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만들어 낸 

장비들이기에 다른 출연연이나 산업체들은 관련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장비들의 유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 간 해당시설을 활용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방과학기술 역량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기반시설의 국방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연구원의 역

할이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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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연구원 국방 R&D 관련 연구 참여 실적

가. R&D 종료과제

원자연구원은‘07년 이후 적극적인 국방 R&D 과제를 수행 해오고 있으며, 특히 민

군사업개발센터(단)을 조직하고 관련 업무 유경험 전문가를 Out-sourcing 하여 기존 

연구인력과 국방 조직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 및 기획/관라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여왔다.

국방사업관련 민군사업관리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의 국방관련 연구개발 실적을 살펴

보면 표  에서와 같이 원자력데이터, 핵융합, 양자광학, 안전성 평가, 제어계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을 국방 분야로 Spin-On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기술의 Spin-On 결과, 『초기핵 방사선 방호를 위한 소자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고, 기존 무기체계 및 신 개발 무기체계에 적용하겠다는 

평가를 받는 등 출연연의 기술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표 20. R&D 종료과제(‘17년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과제명 기간 총연구비

 종료과제 계  39,112

대규모 폭발  방출 에너지 특성 연구 07~10 1,040

핵방사선  방호 모델링 및 차폐기술연구 08~12 9,060

고에너지  고체레이저 발진기 08~12 10,970

증성자를 이용한  Turbine blade 이물질 탐지기법 연구 09~10 142

유도무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법적용 지원 10~11 87

다중대역 광섬유  레이저 개발 10~13 1,098

초기핵 방사선 방호를 위한 NED 소자  개발 11~17 5,848

레이저 직접 조형소재  물성평가 및  해석 12~17 500

유도탄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술연구 12~13 147

복합센서 기반의  지뢰탐지 구동장치 제어시스템 개발 09~12 160

반자율 이동 로봇과 극지향성 음향 송출을 이용한 공항내 조류퇴치 
시스템 개발 09~12 5,360

방사선탐지  3차원 영상화 기술개발 12~17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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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D 진행과제

   현재 진행중인 과제 역시 표 21에서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관련 R&D를 수행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진행중인 기술들이 개발 완료 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필수 기술로서 검토되고 

있고, 국방부 / 군 / ADD 등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표 21. R&D 진행과제(‘17년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과제명 기간 총연구비

 종료과제 계  19,245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한 대형 구조물/부품 검사장비 개발 13~18 8,500

대규모 폭발  방출 에너지 특성 연구 07~10 1,040

방사성가스  제거용 방독면 정화통 흡착제 15~18 1,750

고선량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16~19 2,225

수상함 배기열 회수 초임계 CO2 발전 기술개발 17~20 3,350

고강도 내열성 산화물 분산 강화 강재개발 17~20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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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방 R&D와 원자력 연구원 기술 융합

1. 국방 핵심기술기획 대상 및 현황69)

가. 중점기획 대상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현황

한정된 국방재원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해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핵심기

술기획 수행을 위해 중점기획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추진 

표 22. 중점기획 대상무기체계별 핵심기술 현황

구  분 분  야 무기체계 수 핵심기술 수

적( ) 중심 파괴 적( ) 중심파괴  3  43

질적 우위

로봇/ 무인전투체계 10  80

에너지 등 특수무기  9  45

감시정찰/지휘통제/방호무기  7  50

 공통 적용 기술 공통 적용 기술  3  39

계  32 257

나. 일반기획 대상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현황

일반기획대상으로 분류된 139개의 무기체계 요구능력을 기반으로 미래전 준비를 위한 첨단

전력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도출/분석으로 다음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표 23. 일반기획 대상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현황

무기체계 분야 우기체계 유형(무기체계수/핵심기술수)

지휘통제통신 지휘통제(8/22), 전술통신(11/37), 사이버무기(-/-)

감시정찰
레이더(11/31), SAR((7/20), 전자광학(11/27), 수중감시(9/20), 

전자전(7/21)

기동 기동전투(4/23), 개인전투(-/-), 지상무인(3/31)

함정  수상함(7/19), 잠수함(2/14), 해양무인(13)

항공우주  고정익(1/21), 회전익(-/-), 무인기(4/12), 우주무기(3/10)

 화력
유도무기(10/48), 수중유도무기(3/12), 화포(4/14), 탄약(7/11), 

특수무기(6/9)

방공 방공무기(3/15), 화생방(11/32)

기타 국방 M&S(6/20), 국방S/W(0/15)

계 139개 / 487개

69) 국방부, ‘18~’32 핵심기술기획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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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기술을 활용한 국방 미래신기술 발전방향

민간의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선도가 가능하고 무기체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될 수 

있는 미래 신기술 발전방향을 10개 기술 분야별로 분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표 24. 기술 분야별 국방 미래신기술과 원자력 기술

기술분야 핵 심 기 술 명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첨단센서

스텔스 표적 탐지를 위한 극미소 전파 감지    
 레이더 기술

　

초고해상도 실시간 초분광 영상 검출 기술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광대역 적외선 영상 검출기 기술 　

3D이미지 형상화용 투과 레이더 기술 　

인공지능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간접 반사광을 활용한 지능형 초분광 은폐     
표적 탐지 기술

　

융합센서 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아키텍쳐 기반 
전장상황 실시간 분석 기술

　

VR(가상현실)
/

AR(증강현실)
/

MR(혼합현실)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 인식 및 비접촉 
지휘 통제기술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실감형 병력/장비위장(Decoy)용 홀로그램기술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양자정보
국방용 초고속 양자 컴퓨팅 기술 　

고신뢰성 양자통신 기술 　

사이버 보안 다중 생체신호 기반 능동 인증 시술 　

IoT / IoE

초저전력 IoT 통신 기반 자가소멸 저피탐 센서 
기술

　

초연결 능동 IoT 네트워크 구성 기술 　

자율 지능형 전술 IoT 게이트웨이 기술 　

에너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에너지원 및 화합물     
 방어막 기술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신소재 메타 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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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핵 심 기 술 명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3D/4D 프린팅 

병사/무기체계 맞춤형 4D 프린팅 기술 3D프린팅활용신소재개발기술

4D 바이오 프린팀 기반 부상자 맞춤형 치료 기술 　

 무인로봇 

비마커 방식 초정밀 센서 기반 무인로봇 객체  
 인식 기술

　

극소형 나노로봇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 치료기술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무인로봇의 감각 기반 원격 상황 인지 기술 　

수중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 수중로봇 네트워킹 
기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25.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3D프린팅활용신

소재개발기술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소재특성확인후3D프린팅

응용기술개발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기술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소재특성 확인 후 신소재 

개발

계측제어인간

공학 기술

무인로봇계측제어통제,인간공학연계기술

소요기술 확인 후 

무인로봇 사업 참여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레이저 응용기술 개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에 따라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선 

원자전지 기술 개발

극소형 나노 로봇 구동용 
전력원  응용기술 개발 
무인로봇 사업 참여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  활용기술 중 초분광 기술
소요기술특성확인후레이

저응용기술개발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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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통제 통신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70)71)

가. 개    요

지휘통제 통신 무기체계는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 통제할 때, 필요한 지휘통제, 전술통신, 사

이버 기술을 이용하여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지휘, 표적식별 및 정밀타격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전력이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4. 통신 무기체계 운용개념

지휘통제란 지휘소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동화 체계로서 전장인식, 지휘통

제, 전력운용을 위해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전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적

의 위협을 평가하고, 최적의 방어 공격 수단을 결정하여 명령을 하달  공유하는 무기체계이며, 

합동지휘통제체계, 지상지휘통제체계, 해상지휘통제체계, 공중지휘통제체계 등으로 분류한다.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5. 지휘통제 체계 운용개념

70) 국방부, ‘18~’32 핵심기술기획서(2018) 

71)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1권,201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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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통신은 지상 및 해상, 우주까지 확대된 전장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분산 운용되는 각종 

무기체계들을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이음매 없이 연결하여 전장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송, 적

시에 지휘결심 통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다차원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무기체계로서, 개략적

인 운용개념은 그림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6. 전술통신 체계 운용개념

사이버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형적인 전투로 아군의 전장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보체계와 무기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을 탐

지 대응하고, 적의 체계를 공격하여 전쟁 수행능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간의 무기체계이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7. 사이버 훈련체계 운용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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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지휘통제, 전술통신, 사이버 무기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48과 같은 발

전이 예상된다.

 

그림 48. 지휘통제 통신 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1) 지휘통제

전략급부터 전투급까지의 종적 상호운용성과 각 군 간의 횡적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표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연계/운용 기술표준 등의 상호운용성 기술

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공용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간소화 및 보안 

기술을 확보하여 작전에 따라 빠른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다. 의사결정자 및 전투원에

게 전장을 가시화하고 전장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HCI기술(3차원 전장정보 기술 

및 음성, 동작, 생체 인식 기술 등)들을 지휘통제체계에 접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기 지휘통

제체계들은 의사결정자의 작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위협 인

지, 적군의 의도 파악, 방책 자동생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무인체계 작전 및 

유·무인 체계 통합작전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GPS 기반의 센서정보 

융합 및 사격 컨트롤 기술이 필요하다. 차기 지휘통제체계들은 기본적인 관리기능들이 모두 

자동화 처리되어 전투원들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상황적응형 

SW 아키텍처 및 SW 자가진단 기술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전술통신

  지상계층 무선링크는 기동 간 대용량무선전송 기술, 협력통신 기반 적응형 이동가입자 접속 

기술, 기동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미래전투무전기 기술을 바탕으로 NCW 및 NCOE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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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는 지상계층 무선링크 기반 백본망 능력 확보가 필요며, 공중계층 무선링크는 전

술자료처리 기술과 전술데이터링크용 단말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합동전력 간 한국형 전술데

이터링크체계, 무장데이터링크와 각 군별 데이터링크체계의 진화 발전이 필요하고, NCW

NCOE 전장환경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유 무인기 전력 간 통신 및 데이터 유통 능력을 제공하

는 항공계층 무선링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주계층 무선링크는 공간적 지형적 장애 

극복 및 지휘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항재밍 대용량 위성통신탑재체 기술, 항재밍 다대역 OTM 

위성단말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OBP(On Board Processing) IP 기반의 대용량 생존성 휴대

이동성이 보다 강화된 위성통신으로 발전해야 한다.

  계층별, 통합 다계층 간 정보 전달을 위한 ‘종단 간 네트워킹 능력’이 함께 지원되도록 정보

통신기술(IT)과 자연 생태계 특징을 모방한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다양한 기술 분

야가 융합된 신개념 무선 융복합 네트워킹 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며, 미래전에서는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장상황, 주변 환경에 적응적으

로 대처하는 주파수 공유 활용 관리 등 전장 적응형 전파 운용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3) 사이버 무기

사이버 침투 파괴 기술은 적의 체계에 침입하여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중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기술로 해킹을 이용한 공격 기술, 은닉 기반 기술, 자율이동 공격 기술을 확보하여 위성

과  같은 무기체계를 파괴 마비 절취하는 기술로 발전해야 하며, 

사이버 탐지 추론 대응 기술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민간기술 활용이 가능하므로, 알려

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침입 추론 및 공격 근원지 역추적 기술, 분석 및 사후 대응 기술을 확

보해야 한다. 

사이버 침입 감내 기술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서비스 다중화 등의 기반 기술, S/W 다형성 기

반의 공격 감내 기술, 무기체계에 대한 공격 감내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사이버전 시험검증 기술은 사이버전 작전훈련을 지원하고 사이버전 기술의 시험검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반의 사이버전 훈련 시험검증 기술, 사이버전 

지휘통제 기술, 무기체계 기반의 훈련 시험검증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이버전 기반 기술은 사이버전을 위한 공통 보안 기술로 모바일 내장형 실시간 보안 OS, 

암호 분석 기반 기술 등 무기체계의 공통 보안을 위한 기술로 발전이 필요하다.

다. 지휘통제통신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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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휘통제통신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72)

 

대표무기체
계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지휘통제

∙ 실시간 및 다출처 전장정보 융합장치

∙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기술

∙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치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기술

∙ NCW 수행능력분석 장치

∙ SOA 프레임워크 및 핵심서비스 컴포넌트

∙ LVC기반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 상황 적응형 SW개발 프레임워크

∙ 다차원 전장정보 가시화 장치

∙ 실시간 지능형 관제체계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기술

전술통신

∙ 대용량 및 기동 다중링크 무선전송장비 미래형 신기술 개발

∙ 항공계층간선용대용량전송 중계장치

∙ 협력통신기반 적응형 이동가입자 접속장비

∙ 항재밍/다대역/OTM 위성단말

∙ 기동 대전자전능력보유전투용무전기

∙ 항재밍 및 대용량 위성통신 탑재체

∙ 전술자료처리 장비

∙ 항공계층 가입자 접속용 및 네트워크용 공중 무선노드

∙ 차세대 SDR기반 전술데이터링크용 통신단말

∙ 비행체 조정통제용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장치

사이버

∙ 사이버 침투 및 파괴체계

∙ 사이버전 시험검증체계

∙ 사이버전 기반체계

∙ 사이버 감내체계

∙ 사이버탐지 추론 대응체

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27.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무기체계 안전성 
평가기술

군사전략의리스크/신뢰도평가/관리체계구축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평가시스템 구축

주요전략/전술시스템(무기체계)의 신뢰도 평가 및 
시스템 구축 

종합 장비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주요 무기 시스템의 인적 오류 분석 시스템 개발

미래형 신기술 
개발

차세대 군통신용 플라즈마 안테나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72)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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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 정찰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73)

가. 개    요

 지상해상공중수중우주의 전략/전술 표적 및 전장 환경에 대한 영상, 신호(음향, 통신, 전자, 

계기) 정보를 수집, 획득 및 제공하는 무기체계로 선견선결선타를 위한 핵심전력이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9. 감시 정찰 무기체계 운용개념

레이더란 전자파를 공간상으로 방사한 후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신호의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적을 탐지, 식별, 추적하고, 표적의 여러 가지 특성정보를 지휘통제 통신

체계 및 정밀유도타격체계에 제공하는 감시정찰 센서체계이며, 운용 플랫폼 형태별 지상용 레

이더, 함정용 레이더, 항공용 레이더 등으로 분류된다.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0. 레이더 체계 운용개념74)

73) 국방부, ‘18~’32 핵심기술기획서(2018) 

74)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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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란 주·야간, 전천후로 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레이더 센서로서, 미래전에서 

전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전력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며, 전장상황을 영

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과특성에 따른 은폐물에 대한 식별능력을 갖고 

있어 비대칭/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고, 운용 플랫폼 형태별 위성

용 SAR, 항공용 SAR, 유도무기용 SAR 등으로 분류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1. SAR 체계 운용개념75)

전자광학란 가시광선, 적외선 등 광파를 이용하여 주 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영상장치로 적의 

목표물을 탐지, 식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체계이고, 일반적으로 휴대형으로 운영하거나 

체계에 탑재하여 운영되므로 탑재 체계에 따라서 우주/지상/해안 감시체계 등으로 분류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2. 전자광학 체계 운용개념76)

75)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6, 

76)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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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감시란 수상이나 수중으로 접근하는 적 위협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아

군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생존성을 높이고 주요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 정찰 체계이고, 

운용 플랫폼 형태별 수상함용 소나, 잠수함용 소나, 항공용 소나, 고정형 소나 등으로 분류되

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3. 수중감시 체계 운용개념77)

전자전란 전장 환경에서 적의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아군의 정보 이용을 

저지시키며, 적의 무선통신, 데이터링크 신호를 수신 및 교란시키는 무기체계이고, 운용 플랫

폼 형태별 지상용전자전, 함정용전자전, 항공용전자전, 위성용전자전 등으로 분류한다. 개략적

인 운용개념은 그림 5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4. 전자전 체계 운용개념78)

77)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6, 

78)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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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발전 추세

감시정찰 무기체계의 기술발전 추세를 레이더/SAR/전자전, EO/IR, 수중감시로 분류하여 나

타내면, 그림 55와 같은 발전이 예상된다.

 

그림 55. 감시·정찰 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1) 레이더

레이더체계는 다기능/다목적 레이더로, 기계식 혹은 수동위상배열 레이더에서 반도체 송신

기를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컴퓨팅/반도체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에 적합한 모듈화/소형화/경량화 및 고출력/고효율화/소프트웨어 기반의 레이더 운용 

특성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스텔스화/지능화 되어가는 항공기 및 유도탄에 대한 정밀

탐지/추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중센서 융합, 자동표적인식 등 첨단 3차원 기법을 적용

한 고성능 탐지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미래의 레이더는 형상적응배열 및 디지털배열 레이더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전/클러터 환

경에 적응하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지능형 레이더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2) SAR

SAR체계도 기계식 빔 조향 방식에서 능동위상배열 빔 조향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획득

영상의 해상도는 협역 미터급에서 광역 수십 cm급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비실시간 영상

처리를 근실시간 고속 영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는 추세이고, 고해상도 SAR영상의 수요

에 맞추어 X밴드의 SAR가 운용이 되고 있으며, 30cm급 미만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장이 더 짧은 Ka밴드의 SAR도 운용되는 추세이며, 모노스태틱 레이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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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송신용 레이더와 수신용 레이더를 분리시켜서 하나의 송신용 레이더와 여러 개의 수신용 

레이더를 이용하는 바이스태틱/멀티스태틱 레이더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3) 전자광학

전자광학체계는 각 센서의 초경량화, 초소형화, 고분해능으로 점차 복합화 되고 지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전자광학체계의 해상도는 cm급까지 발전되고 있고, 디지털 영상전송체계

를 구비하여 고분해능 확보 및 장거리 관측을 위해 직경이 m급으로 대구경화 되는 추세이다. 

적외선 영상센서의 해상도와 열잡음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의 감지거리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 탐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노기술을 적용한 광반도체 기술의 등장에 따

라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소자로 개발되는 추세이다. 

미래 전자광학체계로는 적응광학을 활용한 적외선 우주감시체계와 초분광 영상기술, 3차원 

레이저 센서 및 테라헤르츠 분광/영상기술을 활용한 감시·정찰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소형/경량화 추세에 있고, 광학계 분야는 크기를 축소하고 다중대역을 공통 

사용할 수 있는 배치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4) 수중감시

저소음화, 스텔스화 되어가는 적 수중위협에 대해 장거리· 광역 표적탐지가 가능한 저주파 

능·수동 복합 음향 탐지체계, 다기능 및 다중상태 탐지체계로 발전하고, 다양한 수중위협에 대

한 표적탐지·식별이 가능하도록 여러 종류의 센서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통합 

감시체계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수상함용 수중감시체계는 저소음화된 적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가변심도 저주파 능동소나 및 예인배열소나 등을 기반으로 다중상태 소나체계가 개발되

고 있고, 잠수함용 수중감시체계는 형상적응배열소나를 적용하고 Smart Skin 구조로 발전하

고 있으며, 잠수함에 탑재되는 다양한 능·수동 복합 음향센서 신호를 분석·처리하여 수중표적

을 탐지·추적·식별하고 어뢰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소나체계와 전투체계를 융합하는 정보융합 

통합체계로 개발되는 추세이다. 

항만감시형/네트워크형 수중감시체계는 각종 해양 플랫폼에 탑재되는 소나들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대량의 수중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NCW 기반의 통합 해양감시기술로 발

전하는 추세이다.

(5) 전자전

작전지역 확장에 따라 적 통신망 감청, 방향탐지 위치탐지 등 신호정보 수집능력과 적 지휘

통제통신망 무력화를 위한 전자공격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탑재형 전자전 체계가 

요구되며, 항공기 탑재를 위한 소형화 기술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디지털수신기를 이용한 광대역 고감도 수신, 다중빔 배열 진폭비교 순시 방탐, 멀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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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협대역 위상비교 정밀 방탐, 초고감도 고주파 수신, 초고감도 통신 수신, 텔리메트리 정

보탐지 등 정밀화 관련 기술이 개발되며, 센서로 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여 신

속하게 다중 위협원 탐지 및 분석을 위한 첨단 알고리즘 및 고성능화된 신호처리기 개발 등 

고속화 관련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다. 감시정찰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28. 감시정찰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체
계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레이더/
영상레이더

(SAR)

∙ 저주파 레이더용 신호처리  및 통제장치

∙ 고출력 능동위상배열 안테나부

∙ 레이더 표적식별기술

∙ 전투기 탑재 레이더용 AESA 안테나부

∙ 전투기 탑재 레이더용 신호처리 및 통제장치

∙ 위성용 SAR 안테나 및 송수신기

∙ 항공용 SAR 안테나 및 송수신기

∙ 지상설치 및 함정탑재 다기능레이더용       
  신호처리/통제장치

∙ SAR 보정기술

∙ SAR 통제장치

∙ 항공 및 위성용 고해상도 SAR/ISAR/GMTI     
  영상신호처리기술

전자광학

∙ 무인기용 광학모듈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지능형 표적식별 모듈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초정밀안정화 및 조준모듈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 EO/IR 검출모듈

∙ 초소형 전술급 정찰위성시스템 분석기술

∙ 위성용 이중대역 TDI EO/IR 검출기

∙ 고밀도 이중대역 2차원 적외선검출기

∙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미사일 표적의 이중적외선 파장대역 신호검출  
  및 추적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 위성 추적 및 거리측정기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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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무기체
계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수중감시 

∙ 수상함용 통합음탐기

∙ 착저잠수함 탐지용 연안대잠전음탐기

∙ 잠수함용 통합음탐기

∙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한 디핑 소나

∙ 분산 센서망 음탐기

∙ 다중상태 소노부이

∙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 해저 고정형 체적배열 음탐기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 신속전개 광섬유 이동형 수중감시음탐기

∙ 자기변동 수중감시센서

∙ SHAREM 기반 대잠전분석체계

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29.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중  레이저 집적 

응용기술

소요기술특성확인후레이저

응용기술개발 

레이저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신개념 다이아몬드 

빔결합 증폭기술

배경영상 기반 파면왜곡 보정기술

레이저 안정화 기술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  활용기술 중 초분광 기술

소요기술특성확인후레이저

응용기술개발

레이저/ICCD응용안개투시영상장치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레이저를 활용한 적응광학 소형화/경량화기술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열원 이용 고효율 전력생산체계 개발

운용 목적에 따라서 동력용 

또는 2차전지 충전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에 따라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선 

원자전지 기술 개발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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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동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지상전 전투수행 및 전술적 운용을 위한 기동전투체계,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개인전투체계, 유인전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상무인체계로 구성되며, 개략

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6.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동전투체계는 모든 전장정보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화에 기초하여 기동력, 화력, 

방호력 및 전장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직접 지상전 전투를 수행하거나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 

전투체계이며, 네트워크화 된 C4I를 통해 실시간 표적 및 상황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차, 장갑

차, 무인전투로봇 등 디지털화된 제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동시 통합 기반을 바탕으

로 적의 종심지역을 표적으로 입체고속기동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7. 기동전투 체계 운용개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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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투체계는 전투원이 소부대 전술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하나의 정보통신망 내에서 실시

간 전투정보를 상호공유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기존 무기체계와의 통합 운용을 통해 전투효

율성을 극대화화 하는 전투체계이다. 적 인원과 장비를 탐지 식별 파괴하는 치명성, 전투원과 

화기 장비 및 임무절차 등을 지휘통제 하는 능력, 전술적 상황 하에서 전투원의 임무를 유지

시키는 능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기동을 보장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8. 개인전투 체계 운용개념80)

지상무인체계는 위험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최소화 및 운용인력 절감, 인간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유인전투체계와의 통합 운용을 통해 인간 위주의 전투체계

를 보완하여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운용하고, 생체모방로봇, 화기탑재형 로봇, 화생방무

인정찰체계 등으로 분류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5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9. 지상무인 체계 운용개념81)

79)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3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p28.

80)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3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p222.

81)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3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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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기동전투/개인전투, 지상무인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60과 같은 발

전이 예상된다.

그림 60. 기동 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1) 기동체계

기동전투체계는 전차 및 보병 전투장갑차량 등에서 소요제기 된 핵심기술이 개발 중에 있으

며 체계종합기술 외 주요 구성품 개발 기술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전차는 기동 

공세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지상전투부대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전개념을 

맞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융복합화 및 소형화, 스텔스화, 피탄 회피와 대응파괴 능

력 강화, 복합장갑과 반응장갑 기술 등이 개발 중에 있다. 

대장갑차 화기 및 유사 위협에 대한 경량/모듈화 방호 시스템 기술 개발과 정밀·고위력·원

거리 타격 등 우세한 화력에 기반한 전략적 타격과 적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탄두내장형 탄약 

장전 및 발사장치 기술, 경량화 및 자세 안정성 향상을 위한 주퇴력 최소화 기술, 다기능 무

장 및 지능형 자동장전 등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하이브리드 추진의 저소음·저발열·고내구도 구현을 위한 기술과 근·원거리에서 발사하는 적

의 로켓 등을 방호할 수 있는 다수의 대응탄에 의한 초고속 위협체 무력화 기술, 스텔스 기술 

및 무인 포탑 기술 개발 등 생존성 향상 및 전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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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전투체계

개인전투체계는 현용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신규 장비를 개발한 후 임무 및 기능에 따

른 모듈통합형 체계 구축 후에 IT, BT, N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일체

형 전투체계로 발전중이며, 국가 연구기관 주관 하에 소요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전투체계의 치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지종심작전 및 후방침투 대테러 대응작전 등 비

정형화된 전투상황 하에서 이동대인표적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념의 초소형 스마트 무장을 

적용중이다. 

네트워크 중심전, 동시 통합전, 효과 중심전으로 미래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성능 개

인화기, 생존/통신장비 등 개인병사의 임무수행 능력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착용자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인체 보행패턴 분석에 기반한 근력증강 메커니즘 최

적화 설계와 선택투과성 소재 및 멤브레인 등 신소재를 적용한 화생방 보호장비 개발 및 사용

자 맞춤형 유연방탄 소재 적용 가능한 인텔리전트 전투복을 개발 중에 있다.

  개인전투체계 운용을 위한 전원은 고용량 고효율 초경량 통합 전원 기능이 요구되고, 

고효율 소형 다중연료 발전시스템, 소형 복합 발전시스템, 에너지 하베스팅, 무선 에너지 충전 

및 하이브리드 전원 제어시스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상무인체계

지상무인체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

투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가 단위임무로 통합된 

복합체계 개념으로 종합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천후 환경에서 야지/험지 자율주행을 위한 지형 및 장애물의 윤곽/형태/거리/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리 센서 기술과 다중대역영상센서, 라이더센서 및 초광분센서를 활용한 

자동탐지/인식/추적/식별처리 기술 등이 발전되고 있다. 

단일체계의 상황처리 및 임무계획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수체계의 다중 운용 기술을 확

보하는 추세로 발전할 것이며, 생존성 확보를 위한 특수형태 방응장갑 및 능동방호 시스템 적

용기술, 피탐지 확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전자파에 대한 흡수/반사/형상 설계 등에 관련된 기

술 등을 개발하고, 지상무인체계의 운용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연료전지 기술과 고출력 하이

브리드 기술 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생체모방기술은 아직 기초연구 단계 수준이며 생체모방 무인체계의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

로 생체모방 인식/판단기술, 에너지 기술, 자율판단기술, 군집통합인식 기술, 유무인 공동 작

전 수행 기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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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동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30. 기동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기동전투

∙ 수상 및 육상  모드변환시스템

∙ 탄두내장형 탄약모듈화 및 경량무장기술

∙ 고속수상용 가변형 엔진 및 수상추진시스템

∙ 능동형 현수장치

∙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 기술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기술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기술∙ 경량 무인 발사시스템

∙ 스텔스 설계기술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개발 기술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기술

∙ 능동방호시스템

∙ 주퇴력 최소화무장 및 대용량고효율에너지     
  집적 시스템

∙ 초고속위협체 방호시스템

∙ 다기능 무장 및 지능형자동장전시스템

지상무인

∙ 주행 감지센서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주행 인식처리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지상로봇임무통제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자율주행제어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개발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 무인 추진 및 주행동작 제어장치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지상 무인체계용 실시간 광대역 통신 및 네트워크

∙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5)
화학무기 조기탐지기술

∙ 무인감시장비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계측제어기술인간공학 기술
중성자 영상분석

∙ 지상무인체계용 생존장비

∙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중성자 영상분석기술

∙ 무인체계 효과도 분석

∙ 생체모방 복합거동

∙ 생체모방 감지센서

∙ 생체모방 인식 및 판단

∙ 생체모방 정보전달

개인전투

∙ 초소구경 개인화기

∙ 초소형 스마트 무장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 인텔리전트 통합 전투복

∙ 지능형 통합 헬멧

∙ 웨어러블 정보처리체계

∙ 병사용 초경량 통합 전원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개발

∙ 병사용 하지 근력증강장치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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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31.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 기술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3D 레이저 코팅 기술

3D 레이저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향상 기술

3D프린팅기반경량-내산화-마찰저감하이브리드소재
제조기술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기능성 신소재 
기술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체 소재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이온빔 이용 스텔스 소재 개발

방사선 차폐소재 기술

박막 초소형 열전달측정 소자

관통 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 기술 기초연구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개발

차기 병사체계용 초소형 전지 개발

운용개념에 따라 동력용 

또는 2차전지 충전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에 따라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선 
원자전지 기술 개발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UAV용액체수소저장 및 누출탐지 시스템개발 수소연료전지 효율적 운용 
보장 기술액체수소 대량운반 시스템 개발

계측제어인간공

학 기술

드론 군집 비행 제어 및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한 
위협 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감지 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전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한 탑승형 외골격 로봇

철책 점검 로봇

4차산업혁명기술기반의 영상처리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협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탐지 및 대응지원 기술

무인로봇 계측제어통제, 인간공학 연계 기술

화학무기 

조기탐지기술

유기물을 활용한 방사선 오염 탐지 시각화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센서 기술개발

미세먼지 및 생화학가스 원격측정용 다파장 라이다

핵융합기술 
이용기술 테라헤르츠 실시간 원격 검색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중성자 
영상분석기술

고속중성자원 활용 폭탄 탐지 및 영상화 기술
중성자 영상분석 체계 응용 
기술 개발

중성자발생장치에 의한 불발탄 검사 시스템

 고선량/이동형중성자발생장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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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정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함정 무기체계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을 지칭하며, 여러 종류의 센서와 무장

이 탑재되는 대형 복합 무기체계(System of Systems)로 크게 수상함과 잠수함, 해양 무인체계

로 구분하고,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1. 함정 무기체계 운용개념

수상함이란 복합 무기체계로 승조원이 함내에 거주하고, 함의 운용 및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체계이며, 작전임무에 따라 항공모함, 전투함, 고속정, 상륙전함, 기뢰전함 및 지원함 등으로 

구분하고, 전투함은 함의 크기 및 임무에 따라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으로 구분되

고,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2. 수상함체계 운영개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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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잠항 시 스텔스 기능으로 독자적인 은밀작전 수행 및 기동전투전단과의 연합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전력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대함전, 대잠수함전, 대지전, 정찰 및 감

시, 기뢰전, 특수전 지원과 항만 및 해역봉쇄 등의 전술적 임무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크기별(잠수함/정), 추진방식별(디젤-전기추진, 원자력추진), 임무별(전략/전술잠수함)로 분류하

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3. 잠수함체계 운용개념83)

해양무인은 미래 전투환경에서 전투력 우위확보를 위해 유인으로 운용되는 전투함정의 임무

를 세분화하여 네트워크 중심전(NCW)에 적합한 자율제어 기반의 무인 플랫폼으로 운용되는 

체계로, 수중에서 작전용 무인잠수정(UUV)과 수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수상정(USV)으로 

구분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4. 해양 무인체계 운용개념84)

82)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4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83)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4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84)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4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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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수상함, 잠수함, 해양무인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65와 같은 발전이 

예상된다.

그림 65. 해양 무인체계 발전추세

(1) 수상함85)

미래함정 개념 도출하을 위해 함형 개선, 통합 마스트, 함 경량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수상함 종합효과도 분석기술 개발에서부터 수상함 복합임무모듈 구현으로 발전해 나가

고, 수상함 전투성능 고도화를 위해 수상함용 폐회로 사격통제기술, 광역 다중표적 처리기술 

등이 연구되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해상 협동교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투체계가 

구성되는 추세이다. 

수상함 추진체계는 피탐 감소를 위한 추진기 캐비테이션 및 수중방사소음 예측/제어기술과 

통합추진체계, 보기체계, 프로펠러 등 최적화를 통해 고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전기추진체계 기

술을 개발하여 전전기 함정을 설계/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고출력 전기추진체계, 초전도 추진전동

기, 초전도 전력저장장치의 실용화 기술과 통합전력시스템 성능 모의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함의 음향신호 및 적외선 신호를 제어 및 저감하여 피격을 감소하는 피격성 감소기술, 함

정 손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상에 대응하도록 손상통제를 자동화하여 함정 및 승

조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회복 증대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85)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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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수함

잠수함의 다기능, 성능 최적화 및 모듈화를 위해 선형 최적화 기술, 통합성능 최적화 기술이 

개발되고 궁극적으로 복합임무모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잠수함 수중방호

의 고도화를 위해 고강도 저합금강 복합 선체를 적용하고, 내충격 설계 고도화하며 독자적인 

손상대응 안전설계 기준이 정립되는 추세이다.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음향신호와 전자기 신호인 수중신호 감소를 위하여 수동제어와 함

께 능동제어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하고 있으며, 음향신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소음 기계류, 

래프트 수중소음기 등의 고성능 소음감소 기구, 저소음 추진기 선형, 능동 수동 음향 코팅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탑재장비에 의한 수중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장비를 선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자기부상

형 래프트를 연구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용 추진체계는 수중체재능력 극대화와 고속화를 위해 공기불요추진(AIP) 시스

템 및 잠수함용 리튬전지의 대용량화, 추진제어기술이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장시간 항해에도 

자함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성항법장치 기술, 중력구배측정 기술, 중력 및 지자

기 DB 대조 복합항법 기술 등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3) 해양무인

무인수상정의 특수임무 또는 복합임무 수행에 적합한 플랫폼 설계/임무분석 기술, 고속/내

항성 선형설계 등이 적용되고, 부여된 임무에 따라 무인수상정 탑재 장비를 모듈 형태로 설계

하여 필요시 구성 모듈의 교체 및 추가 등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추

세이며, 무인수상정이 주어진 임무에 따라 기동하기 위해 모함으로부터 원격 운용하는 방식에

서 임무기반 운항제어, 자동경로 생성 및 자율운항관제, 다중센서 기반 장애물 탐지/추적, 

GPS 교란 검출 및 대체 항법, 고장진단/자율복귀 등을 구현하는 자율운용 방식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수중 감시 및 정찰, 기뢰탐지 및 식별, 잠수함 탐지/공격 들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잠수정의 

자율임무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정밀항법기술에서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외부 통제 없이 

자세제어·장애물 회피 등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자율운용기술이 개발되며, 함정에 탑재되어 운

용되는 다종/다수의 무인체계를 임무에 맞게 동시에 통제, 운용할 수 있는 표준 아키텍처 기

반 임무통제 설계기술이 적용되고, 다중무인체로부터 획득된 정보 융합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광역 전장 상황을 실시간 인식 및 전시하는 기숙이 개발되는 추세이며, 60일 이상의 

수중장기체류를 위한 에너지원 개발, 저속에서 제어력을

확보하고, 수동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한 연구와 효율 고신뢰의

전기추진 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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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정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32. 함정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수상함

∙ 통합생존성 고도화기술

∙ 수상함용 통합전력시스템 초고온 환경극복제쳬

∙ 해상협동교전 통제시스템

∙ 수상함용 복합임무 최적화기술

∙ 수상함용 폐회로 사격통제

잠수함

∙ 수중신호 수동 및 능동제어시스템

∙ 수중 방호 고도화시스템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잠수함용고출력 고에너지밀도추진시스템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수출형 원자로 연구개발 기술

∙ 잠수함용 고기능 전투시스템

∙ 잠수함 다기능/모듈화 및 성능최적화 시스템

해양무인

∙ 무인수상정 선체설계 및 원격/자율 운항 시스템

∙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동위원소이용 전력체계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 반잠수 무인수상정 대잠전용 음향시스템

∙ 다중무인체-함정전투체계간 실시간 임무통제시스템

∙ 무인잠수정 선체설계 및 자율 운항시스템

∙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체류 추진시스템 동위원소이용 전력체계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 무인잠수정 대기뢰전용 및 대잠전용 음향 탐지센서

∙ 수중 통신시스템

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33.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초고온 환경 
극복체계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개발

함정 전력( ) 개선용
체계적용 기술 개발

핵 융합 기술 
이용 기술

버블을 이용한 수중 스텔스 기술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고자기장 기반 초전도 전자기 유체역학(MHD) 추진기술

수출형 원자로 
연구개발 기술

대형함정용 원자력 추진기관 개발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체계적용 기술 개발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개발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운용개념에 따라 동력용 

또는 2차전지 충전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에 따라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선 
원자전지 기술 개발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UAV용액체수소저장 및 누출탐지 시스템개발 수소연료전지 효율적 운용 
보장 기술액체수소 대량운반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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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 우주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항공우주무기체계는 유사시 공중우세 및 적 종심에 대한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고도의 전투능력 확보를 위해 탑재장비의 고성능화 및 소형화, 고고도 운용에 따른 실시간 정

보전송, 높은 기동성 및 은밀성이 요구되는 추세이고,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6. 항공우주무기체계 운용개념

고정익은 공중 우위 확보를 위한 공대공 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지원을 위한 공대지 작전을 

수행하며, 공격임무 이외에도 정찰임무를 수행한다. 위성체계 및 지상관제체계와 연동을 통해 

타 체계와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며, 임무와 운용목적에 따라 전투기, 대지공격

기, 전자전기, 정찰기, 해상초계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훈련기 등으로 구분하고, 운용개념은 

그림 6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7. 고정익체계 운용개념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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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이란 회전하는 날개를 가진 형상으로 로터와 로터블레이드를 이용하여 비행에 필요한 

양력 추진력을 발생케 하는 항공기이다. 공중기동 능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정밀 임무/탑재장비 

장착을 통해 정찰, 지휘통제, 병력수송, 탐색 및 구조, 대기갑/대잠수함/대함 공격, 기뢰 살포 

및 제거, 대전자전 임무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도는 그림 68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68. 회전익체계 운용개념87)

무인기란 원격조정 또는 자율로 위험하고 힘든 고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항공기 

체계이다. 기존의 정찰위주의 임무수행에서 벗어나 정밀타격, 표적정보 식별, 정보전달, BDA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비행제어의 자동화를 통해 다수의 무인체계 동시 운용이 

가능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6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9. 무인기체계 운용개념88)

86)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5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87)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5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88)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5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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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무기란 적국의 우주전력과 능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고 자국의 우주력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우주작전에서의 모든 무기체계이다. 적의 탄도미사일 정보파악, 아군의 통신정보 교

환, 항법정보의 임무뿐만 아니라 전장에 영향을 주는 기후정보를 파악하는 등 지상/공중/해상

에서 이뤄지는 작전수행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개략적인 운용개념는 그림 7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0. 우주무기 운용개념89)

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고정익/회전익/항공무인, 우주무기로 분류하여, 그림 71과 같은 발전이 예

상된다.

그림 71. 항공 우주 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89)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5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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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익

적 위협의 자동탐지 대응이 가능한 전자전 능력, 통합전방시현시스템과 무장시스템과의 연

동, 센서의 고성능화 모듈화, 지상 공중 지휘소와의 실시간 데이터링크 연동 능력 등을 통하여 

전투생존성 임무효과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발전이 예상된다. 

스텔스 형상구현을 위해 RCS 및 IR 저감을 위한 형상/재료 기술 외에 내부무장기술, 안테

나 임베딩 설계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AESA 레이더 장착, 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 HMD(Head Mounted Display)기술 등 통합화된 고성능 탑재장비 시스템으로 발

전되고 있고, 고성능/경량화 구조 및 소재를 위하여 복합재 소재, 경량 스마트 구조, 티타늄 

소재, 가공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진단에 따른 자가 수리 능력을 갖는 스마트 

기체구조 및 고속에 동반되는 열-음향 내구성 구조 기술 등이 실용화 예정이다.

고기동성 구현을 위한 능동비행제어기 설계, 전기유압구동기(Electro Hydrostatic 

Actuator), 추력편향 제어 등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고온/고강성 블레이드 소재의 추진

기광 개발, 고성능 영상정보 획들을 위한 표적자동식별/인식, 적외선 표적추적, 초정밀 위치탐

지, 다중스펙트럼/위협 동시위치 탐지추적, 적외선/자외선 경보기술, 주파수 도약 신호탐지, 

지능형 전자전 상황인식, 다중 스펙트럼대역 고분해능 신호수신 들의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2) 회전익

회전익체계는 고속 및 장거리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틸트로터, 동축반전 방식 등의 신

개념 체계로 발전하고 있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로터를 제어(속도, 피치, 진동, 

소음, 공력 등)하는 Active Rotor Control을 통한 상황별 로터제어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FBW(Fly-By-Wire) 기술은 항공기가 안전하고 우수한 비행특성을 발휘하도록 조종하는 장치

로 전천후 주야간 함상 착륙등의 고난도의 제어기술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구조계통은 기체 

능동진동 제어, 공중 급유 및 진보된 전 수명 구조건전성 진단시스템 기술이 요구되고, 함상 

운용을 위한 지능형 강제착함장치, 자동이착륙 및 비상부주장비 기술이 필요하다.

회전익 임무장비는 통합모듈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형 임무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조종

사, 임무체계, 무장의 효율적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회전익의 특성상 

적에게 쉽게 노출되기에 유도무기를 기만하는 채프, 플레어 등 능동형 생존체계 기술로 발전

하고 있는 추세있고, 속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신개념 회전익체계로 복합형 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유인헬기를 OPV로 개조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검증된 기체에 유

/무인기의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3) 무인기

무인기체계는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체공 및 실시간 영산정보 획득, 실시간 타격 및 

피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위험지역에 대한 타격임무를 유인기에 

앞서 수행하고 원거리 적지 종심 정보 획득, 적지종심 작전부대의 임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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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무인기체계는 EO/IR, SAR. SIGINT 등 다양

한 임무장비를 장착하여 고공에서 장기체공하는 대형/고성능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투척식 초

소형 무인기 및 곤충형과 같은 신개념 플랫폼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저피탐성과 고속/고기동 비행성능을 가지는 무인전투기 및 무인복합형헬기가 연구되고 있으

며, 다수비행체를 이용한 임무수행(유미인 협업체계, 편대비행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무인기체계가 운용됨에 따라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고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화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임무통제기술의 개발로 발전되는 추세이며,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용량(기체수소에 비해 3배이상 밀도가 높음) 및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액체수소를 

탑재한 장기체공 무인기, 이온로켓 엔진기술/플라즈마 제트 로켓 엔진기술을 활용한 이온 추

진 인공위성, 태양광으로 발전하면서 고고도에서 댁하며,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를 충전

해주는 고고도 무인 충전기 등이 새로이 연구되고 있다.

(4) 우주무기

위성군 및 편대운용 기술을 통해 다수 위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위성의 운용 효율을 최

대한 높여 지상의 특정 지점의 재방문 시간을 단축하거나 위성의 임무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

식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적은 용량의 반작용 휠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토크를 생성

할 수 있는 위성용 제어 모멘트 자이로와 궤도상 위치유지, 궤도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고효

율 소형 추력기를 통해 고기동성의 소형위성에 탑재하여 임무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다.

단일 위성에 다종의 센서를 장착하여 보다는 목적에 맞게 기능을 단순화 및 소형화하는 추

세이며, 개별 센서의 역할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전자광학(EO), 적외선(IR)센서, 합성영상

레이더(SAR) 등 임무장비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형 위성체는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발사 방식 등 낮은 비용으로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

는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형 위성체는 재사용 로켓을 통해 발사비용을 획기적으로 

죽이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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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34. 항공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고정익

∙ 비행체용 통합화된 고성능  탑재장비

∙ 저피탐성 비행체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 비행체용 고성능/경량화 구조 및 소재

성능개선 경량화 금속재료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레이저활용 기술

∙ 고기동성 구현 비행제어시스템

∙ 고정익용 추진기관

∙ 비행체 탑재용 영상정보 수집체계

∙ 비행체 탑재용 전자정보 수집체계

∙ 비행체 탑재용 전자재밍체계

∙ 비행체 탑재용 방향탐지체계

∙ 비행체 탑재용 정보탐지체계

회전익

∙ 차세대로터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 차세대 동력전달장치

∙ FBW 비행조종장치

∙ FADEC 터보샤프트엔진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 차세대 회전익기체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 회전익용 통합형생존체계

∙ 회전익용 지능형 임무관리체계

∙ 회전익용 정밀무장체계

∙ 회전익용 함상운용체계

무인기

∙ 공용 및 공통화 무인체계

∙ 무인 자율 임무통제체계

∙ 무인기용 추진 및 동력장치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 무인 자율 비행제어체계

∙ 항재밍을 위한 신개념 복합항법체계

∙ 저피탐 무인기체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 스마트/다기능 무인기체 구조

우주

∙ 위성용 항재밍 및 암호 통신장치

∙ 위성군 및 편대 운용기술

∙ 위성용 전기저항제트추력기

∙ 위성용 마그네틱휠

∙ 위성용 CMG(Control Moment Gyro)

∙ 위성영상융복합 및 GEO-INT처리장치

∙ 위성용 반구형 공진 자이로스코프

∙ 우주용 태양전지 동위원소 열원 활용 전력체계

∙ 위성용 추진제 공급 제어 밸브 및 압력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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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35.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기능성 신소재 
기술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체 소재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이온빔 이용 스텔스 소재 개발

관통 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 기술 기초연구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 기술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3D 레이저 코팅 기술

3D 레이저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향상 기술

3D프린팅기반경량-내산화-마찰저감하이브리드소재
제조기술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레이저 활용 기술 레이저 이용 항공기 구조물 피로열화 진단장치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UAV용액체수소저장 및 누출탐지 시스템개발
수소연료전지 효율적 운용 
보장 기술

액체수소 대량운반 시스템 개발

중성자 
영상분석기술

가속기 기반 중성자 영상획득과 비파괴 검사 시스템

중성자 영상분석 체계 응용 
기술 개발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중성자 영상센터 구축

고선량/이동형중성자발생장치개발

가속기활용대선량X선/중성자영상분석장치개발

국방용중성자/X-선융합동적영상시스템개발

동위원소 
열원 활용 
전력체계개발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운용개념에 따라 동력용 

또는 2차전지 충전용 

전력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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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력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적 종심 및 핵심표적을 타격하여 적의 전투수행 능력을 파괴 또는 마비시키고, 동시 다발적 

정밀타격에 의한 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의한 동시 통합 운용개념이 적용되는 

체계이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7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2. 화력 무기체계 운용개념

화포의 운용개념은 그림 73과 같이 근 원거리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탄약을 투발하는 

무기체계이며, 소화기는 전투원 자신을 보호하고 소부대 전술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무기

체계로 개인 기본화기 및 공용화기 등의 형태로 운용된다. 박격포는 단위 보병부대의 공격과 

방어 시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는 화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용되며, 이외에 야포 및 로켓포가 

있다.

그림 73. 화포체계 운용개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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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체계의 운용개념은 그림 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화력무기체계에 운용되며, 적의 

인원이나 적 전차, 장갑차 등 물자, 사회 간접자본 등을 파괴 시키는 무기체계이며, 탄약은 적

용화기 및 투발수단에 따라 소구경/중구경 탄약, 박격포 탄약, 야포탄약, 대전차 탄약, 곡사포 

탄약 그리고 지뢰체계 등으로 분류한다. 

그림 74. 탄약체계 운영개념91)

유도무기 체계의 운용개념은 그림 7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적 탐지-추적 센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으로 유도 비행 후 탑재한 탄두 또는 자탄에 의해 표적을 파괴하는 무기체계이

며, 대상표적에 따라 대지 유도무기, 대함 유도무기, 대공 유도무기로 분류되며, 발사 플랫폼

에 따라 지상발사, 해상발사 및 공중발사 유도무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75. 유도무기 체계 운용개념92)

90)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6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91)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6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92)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6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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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발사 유도무기는 발사차량, 고정형 발사대 등의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하여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체계로 운용되며, 함정 발사 유도무기는 수상함 잠수함에서 발사하

여 지상, 해상 및 공중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운용되고, 공중발사 유도무기는 항공

기에서 발사하여 지상, 해상 및 공중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운용된다. 

수중 유도무기의 운용개념은 그림 7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함정 및 항공기 플랫폼에서 발사

된 후 수중에서 유도되어 해상의 수상함이나 수중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며, 수

중유도무기는 운용 플랫폼과 어뢰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서 중어뢰, 경어뢰, 장거리 대잠어뢰, 

고속 로켓어뢰, 요격어뢰 및 자항식 기뢰로 분류한다. 

중어뢰는 주로 잠수함에 탑재되어 원거리 표적(수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로 운용되고, 경어뢰는 수상함 및 항공기(대잠초계기, 대잠헬기)에 탐재되어 잠수함을 공격하

는 용도로 운용되며, 장거리 대잠어뢰는 로켓을 사용하여 어뢰를 발사함으로써 수상함에서 운

용하는 일반 어뢰의 공격범위 밖에 있는 표적을 신속하게 공격하는 무기체계로 운용된다. 그

리고 초공동 현상과 수중 로켓을 적용한 고속 로켓어뢰 및 적 함정이 발사한 어뢰를 직접 파

괴하는 방식으로 방어하기 위한 요격어뢰 등이 운용된다.

그림 76. 수중 유도무기 체계 운용개념93)

특수무기의 운용개념은 그림 7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괴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기존의 

무기체계 또는 파생 무기체계와 달리 진화된 전장개념에 맞게 신개념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이며, 특수무기는 레이저무기, 고출력 전자파 무기, 전자력 추진무기, 기타 비살상무기 등으로 

분류한다. 

93)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6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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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특수무기체계 운용개념94)

레이저무기는 지상차량, 함정, 항공기 등에 탑재되어 고에너지 레이저를 포탄, 로켓, 미사일, 

무인기 등 적 무기체계의 취약부위에 조사하여 직접 파괴 또는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무기체계

로 운용된다. 또한 전자기파를 방사하여 로켓, 유도탄, 장비, 항공기 등의 장비 손상 및 오작

동을 유발시키거나 인체에 조사하여 전자기파의 가열효과와 생물학적 효과에 의해 비살상 통

증으로 전투력을 억제하는 무기체계로 운용된다.

나. 기술발전 추세

화력분야 기술발전 추세는 화포/탄약, 유도/수중유도/특수무기로 분류하여 그림 78과 같은 

발전이 예상된다.

그림 78. 특수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94)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6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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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포

소화기는 정확도, 사거리, 중량 등의 분야에서 성능향상 및 주/야간 전천후 정밀 조준사격이 

가능한 화기로 발전되고 있으며, 개인전투체계와 연동하여 전투원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화기

로 발전하고 있다. 지능형 탄약 개발 추세에 따라 정밀 사격통제 능력이 강화되고, 실시간 정

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연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지상 무인화 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원격이나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무인 포탑 형태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원격무장체계와 CTA Gun 등 무인화를 고려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나) 탄약

탄약은 핵심 군사표적만을 적시에 신속 정밀타격하기 위해 첨단 센서 등을 탐재하고 장사거

리 능력 확보를 위해 항력감소 장치, 복합추진장치 및 활동기구를 탑재하여 개발되는 추세이

다. 또한 장갑 관통성능 향상, 폭발효과 극대화, 둔감화 등 탄의 성능 증대와 신관의 전자화, 

초소형화 및 지능화로 발전된다. 유도장입기술과 MEMS기술을 활용한 정밀 다목적 지능형 신

관으로 엄폐표적, 근접표적 제압능력 극대화를 위해 지능화 추세이며, 미래 병사 및 무인화 전

추체계를 고려하여 탄약 체적 감소를 위해 무탄피 탄약으로 발전되고 있다. 지뢰체계는 진동·

음향·IIR 등의 복합센서를 장착하고 탐지·식별 후 전차나 혹은 저공으로 비행하는 헬기 등을 

무력화하는 지능형지뢰체계로 발전되고 있다.

(다) 유도무기

대지 유도무기는 고성능 추진기관, Anti-Jamming 위성항법장치, 정밀 탐색기, 종말 기동탄

두 등 방공망 침투능력을 갖추고 점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발전이 예상된다. 대전차 

유도무기의 경우 고성능 탄두, 데이터링크 등을 활용하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측면공

격, 상부공격 및 능동방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발사장비 경량화와 헬기, 장

갑차, 소형 차량 등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발전되고 있다. 대함 유도무기는 장거리 전술/전략표

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장사정/고속 추진기관, 정밀 탐색기, 양방향 데이터링크와 

다양한 비행경로구현 기술 등이 지속 발전되고 있다.

공대지 유도무기는 고속/장사정 추진기술, 견고화 표적용 탄두기술, 무장 데이터링크 기술, 

정밀탐색기기술, 정밀 유도조종 기술 등이 개발되어 장거리/고속표적에 대응 가능하도록 발전

되고 있다. 또 대공위협 사거리 밖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고속, 고기동, 장

사정,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능력, 대상표적

에 따른 최적탄두 적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표적 식별/추적기술, 정밀 항법기술, 초고속 추

진기술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추세이다.

(라) 수중 유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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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수상함, 탐지체계 등에 탑재된 어뢰 대항체계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고속, 고기

동, 장거리 항주기술, 표적탐색/추적기술, 은밀한 주행을 위한 스텔스 기능 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발전된다. 이를 위하여 고정밀 음향탐지기술, 항적탐지기술, 고속 추진전동기기술, 로

켓어뢰 추진기술, 추진전지기술, 고기동/고속 선형기술 고성능 탄두/신관기술, 수중원격통제 

제어기술, 종말유도 정밀제어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뢰는 능동추적 파괴가 가

능한 수중유도무기 수준의 기뢰로 발전되고, 정밀 복합감응 기뢰 및 원격통제가 가능한 기뢰

로 발전되고 있다.

(마) 특수무기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은 고체레이저, 광섬유레이저 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기, 

증폭기, 빔전송, 집속, 정밀추적기술 등의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고출력 전자파 

무기는 고효율의 전자파 튜브를 이용한 협대역 HPM 시스템과, 광대역 및 초광대역 방사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정범위의 인원을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비살상 무기인 ADS 관

련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고, 고출력 슈퍼재머 무기는 무인항공기, 지상 이동형 플랫폼 등에 

장착하여 광대역, 고반복 고출력 전자파를 발생시켜 전파 신호를 방해하거나 주요 전자 장치

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 등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EMP 무기는 협대역/광대역 전자기펄스 

발생장치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장비에 대한 EMP 효과와 광범위한 DB가 

구축되고 있고, 전자력추진 무기는 초장사거리 타격이 가능한 레일형 전자기포(Rail Gun), 항

공모함에서 항공기 사출에 필요한 선현가속기 등 전자력 관련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로 항공기 탑재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인공위성 탑재 플라즈마 및 

입자빔 무기체계, 전자기 방식 광범위 EMP탄 등을 들 수 있는데, 항공기 탑재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는 항공기에 고출력 레이저 발생 장치를 탑재하여, 적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을 타격

하는 체계로서, 고속 이동 시 빔의 요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며, 수 초 안에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출력이 요구된다. 인공위성 탑재 플라즈마 및 입자빔 무기체계95)는 인공위

성에 플라즈마 또는 입자빔을 탑재하여 대기권 밖에서 적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

는 체계이며, 대기권 밖에서는 추진체에 의한 직접 타격이 어려우므로 플라즈마 또는 입자빔

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한다. 전자기 방식 광범위 EMP탄은 전자기적 방식으로 고출력의 

EMP를 발생시키는 미사일 체계로서, 고출력의 EMP를 통해 적 체계의 전자 장비를 마비시켜 

무력화 할 수 있다. 비핵 EMP로서 한반도 비핵화 상황에서 EMP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95)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 국방기술품질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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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력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36. 기동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화포

∙ 무탄피 탄약 발사시스템

∙ 소구경 유도탄환 및 발사시스템

∙ 주퇴력 최소화 무장시스템

∙ 고내구성 포신시스템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 기술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 무인자동화 포탑시스템

∙ 화포용 가시영상광학시스템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화포 살상위력 최적화 설계시스템

탄약/지뢰

∙ 센서 감응형 지능자탄

∙ 지능화탄약 정밀유도조종장치

∙ 고내충격 초장사정 활공기구

∙ 다중 폭발성형관통자

∙ 고내충격 탄도조종장치

∙ 장시간 체공선회비행기구

유도무기

∙ 유도 전방체

∙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견고표적용 침투탄두

∙ 유도무기용 무장데이터링크 장치

∙ 둔감추진기관

∙ 공대공 유도탄용 적외선영상탐색기

∙ 덕티드로켓 추진기관

∙ 항공기 무장통합 설계기술

∙ 다중펄스 고체추진기관

∙ 대전차용 지능자탄

∙ 항공기 탑재 무장분리기술

∙ 공대공 유도탄용 추력방향 제어장치 (TVC)

∙ 헬멧시현장치 연동기술

∙ 능동 및 수동 복합기능 레이더 탐색기

∙ 발사관내 연소완료형 추진기관

∙ 극초음속 순항유도무기용 추진기관

∙ 유도탄 피탐지 감소기술 기능성 신소재 기술

∙ 극초음속 비행체용 내열소재 및 열제어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 극초음속 흡입관-기체-추진기관 통합설계기술

∙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 161 -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수중 
유도무기

∙ 요격어뢰용 고정밀 음향탐색기

∙ 초공동발생 캐비테이터

∙ 고속 수중로켓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요격어뢰용 고정밀 종말유도 제어장치

∙ 초고속 추진전동기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초고속 수중운동체 유도조종장치

∙ 로켓어뢰용 표적탐지기

∙ 소해대응장치

∙ 능동추적 기뢰용 표적탐지기

∙ 수중표적 능동추적용 복합감응장치

∙ 요격어뢰용 고속선형

∙ 수중 원격통제 및 제어기

∙ 광대역 해저 정밀탐지 및 식별기술

∙ 무인잠수정 탑재무장 소형화기술

∙ 원자간섭계 관성항법장치기술

특수무기

∙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 고출력 전자파발생시스템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레일건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고출력 전자파 효과도분석시스템 핵물리 기반 위험예측 기술

∙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시스템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 EMP 방호장치
핵물리 기반 위험예측 기술

핵 융합 기술 이용 기술

∙ EMP 발생시스템

∙ 코일건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EMP 효과분석시스템

∙ 지향성 고출력 음파발생 및 음원제어기

∙ 고출력 안테나시스템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탄소섬유자탄 및 모탄시스템

∙ 선형 가속형 사출체계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 EMP 탄종변경에 따른 특성변화 분석시스템

∙ 비살상무기 효과도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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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37.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 기술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초고강도 경량성 포신 강재 개발

가속기 이용 
신소재 개발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3D 프린팅 
활용 신소재 
개발

3D 레이저 코팅 기술

3D 레이저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향상 기술

3D프린팅기반경량-내산화-마찰저감하이브리드소재
제조기술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를 활용한 적응광학 소형화/경량화 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레이저 응용기술 개발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레이저게이트영상(Laser-GatedImage)카메라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레이저 빔 집적 응용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레이저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신개념 다이아몬드 

빔결합 증폭기술

기능성 신소재 
기술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체 소재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이온빔 이용 스텔스 소재 개발

관통 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 기술 기초연구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극고온내열부품설계,성능해석및제작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극고온 내열부품 성능검증 장비 및 평가 기술

핵융합기술 
이용 기술

테라헤르츠 실시간 오염지역 원격 탐색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플라즈마기반/응용추진기술 

고자기장 기반 초전도 전자기 유체역학(MHD) 추진기술

고출력 전자기장 활용 기술

NEMP 위협에 ACTIVE 방식방호 개념연구 

핵물리 기반 
위험예측 기술 고고도 전자기펄스 위협 분석 기술 개발

응용연구 와 체계적용 
연구 가능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UAV용액체수소저장 및 누출탐지 시스템개발 수소연료전지 효율적 
운용 보장 기술

액체수소 대량운반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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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호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방호무기체계는 적, 항공기, 유도탄, 화생방 무기로부터 인원, 무기, 장비, 주요시설 등을 보

호하고 전투력을 보존하여 작전 유지능력을 극대화 하는 체계이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7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9. 방호무기체계 운용개념96)

방공무기의 운용개념은 그림 8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위권내의 영공 및 우주공간에서 적 

항공기 및 순항/탄도 유도탄, 포탄, 로켓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아군의 전력과 국

내 주요 시설 및 자산, 인명을 보호하여 가용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층/다차원의 지상/

해상 복합 요격체계이며, 방공무기체계는 지대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등의 요격체계와 방공레이

더, 작전통제소 등과 같은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를 위한 무기체계로 구성된다. 

그림 80. 방공무기체계 운용개념97)

96)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7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97)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7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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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의 운용개념은 그림 8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거리/근거리에서 적의 화학 생물학 방사

능 위협을 조기에 탐지 식별하여 경보하고,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개인 및 집단과 장비를 보호, 

제독, 해독 및 전파하는 방호체계이다. 전장환경에 따라 지역, 개인, 장비, 인체, 공중, 무인제

독으로 분류하며, 연막 발생장치는 곡사포/박격포 연막탄, 연막통, 연막수류탄, 연막탄 발사기 

및 발연장치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81. 화생방체계 운용개념98)

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방공무기, 화생방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82와 같은 발전이 예상된

다.

그림 82. 방호 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98)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7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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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공무기

대공유도무기는 항공기, 순향미사일 등의 표적에서 무인기, 탄도탄, 포탄/로켓 등을 정밀요

격하기 위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다표적 동시 대응 능력 향상과 스텔스 표적, 

소형/초고속 표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발전이 필요하며, 발전되는 공중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장거리/고속 추진기술, 정밀 탐지/추적 및 유도조종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증가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국내 독자적 방공작전 수행능력 활보를 위해 

탄도탄 적용요격체계 개발에 필요한 고정밀 탐색기, 요격체용 추력기 등의 기술발전이 필요하

다. 

방공레이더는 넓은 탐지영역과 다수의 위협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다양한 기능을 동시

에 수행하는 능동위상배열레이더로 발전되며, 탐지/추적 표적 수 증가와 동시교전능력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적의 미사일/로켓/포탄/무인기 등의 대공표적을 효과적

으로 파괴 또는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전자파 무기와 같은 신개념 무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2) 화생방

화생방 무기체계는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대응하는데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기경보 및 광대역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접촉식/근거리 탐지에서 

원거리 탐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격탐지체계 및 기동 정찰 체계 강화를 위해 소형·경량화, 

다기능화, 무인화 및 화생겸용 탐지장비를 개발하는 추세에 있다. 

자가 제독형 기술개발로 제독소요를 감소시키고 경량화, 다기능화, 통합화가 가능한 신소재 

개발로 개인 병사체계와 통합된 화생방보호체계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독성산업화학물질

(TICs), 유전자변이 유발 생물학 작용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제독뿐만 아니라, 전자장비 

정밀 제독, 광역제독, 무인제독 등의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다수 화학작용제의 동시해독, 여러 생물학 작용제의 다중백신 개발 등 복합적인 예방 및 치

료 기술을 개발 중이며, 새로운 해독물질에 대한 안정성 연구 및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

의 해독제를 개발하고 있다.

라.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1) 플라즈마 정수장비

유사시 작전지역이 고립되는 상황에서 병사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인근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음용이 가능한 식수를 공급하는 장비이다. 물속에 있는 독극물을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독성을 제거하고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을 멸균함으로써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이다. 플라즈마는 다른 처리 방식과 달리 반영구적이며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

화적 기술로 다양한 가스(헬륨, 질소 공기 등)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정화할 수 있으며, 플라

즈마 정수장비의 운용개념은 그림 8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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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플라즈마 정수장비 운용개념99)

(2) 화생방정화 스마트 전투복

화생방 오염 시 즉각적인 탐지와 그에 맞는 해독과 함께, 정화가 가능한 센서가 내장된 스

마트 섬유 전투복이며, 센서를 이용한 섬유 제조 방식으로 섬유자체가 센서의 기능을 수행하

고, 센서 내에 화생방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수행한다. 

기존의 화생방 방호복은 밀폐를 통해 화생방 물질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므로 활동성이 제약

되고 장시간 작전수행이 어려우나, 화생방정화 스마트 전투복은 표면에서 정화 및 해독이 이

루어지는 시스템이며, 화생방정화 스마트 전투복의 운용개념은 그림 84와 같다.

그림 84.  화생방정화 스마트 전투복 운용개념100)

99)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 국방기술품질원, 2017,.

100)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 국방기술품질원, 2017,.



- 167 -

화생방정화 스마트 전투복에 관한 미래 국방기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스마트 섬유형 화생방 보호기술

 - 초고속탐색(HTS) 기반 신속 해독 물질개발 기술

 

(3) 방사능 흡착 제거기

자성을 가지는 방사능 물질을 흡착 파우더를 사용하여 방사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토양에 파우더를 뿌린 후 교반하여 무인기로 자성을 이용해 파우더를 수거하는 

방식의 화생방 정화 체계이다. 

자성을 가지는 파우더를 자기장을 이용한 회수함으로써 회수가 용이하여 토양에서 쉽게 분

리가 가능하며, 방사능이 오염된 토양은 빠른 대처가 없다면 지하수오염과 연결되어 오염범위

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오염원의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고, 방사능 흡착 제거기의 운용개념은 

그림 86과 같다.

그림 85. 방사능 흡착 제거기의 운용개념101)

101)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 국방기술품질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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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호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38. 방호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방공무기

∙ 탄도탄요격용 적외선  영상탐색기

∙ 요격체용 측추력기

∙ 능동 위상배열안테나 및 신호처리기

∙ 탄도탄요격 통합교전통제장치

∙ 탄도탄 표적식별 추적용 다기능 레이더통제기

∙ 유도탄 공력설계 및 해석

∙ 포탄 및 로켓 요격용 저가형 탐색기

∙ 로켓 및 포탄 교전용 3차원 능동위상배열     
다기능레이더

∙ 포탄요격 유도탄 공력설계 및 해석기술

∙ MD 작전통제기

∙ 다표적요격 통합교전통제장치

∙ 포탄 및 로켓요격 유도탄 탄두

∙ MEMS 소자를 이용한 위상배열레이더(Ku밴드)

∙ 방공경보 정보체계의 데이터링크

∙ 저가형 2 Color 적외선탐색기

∙ 지능형 조종익구동장치

∙ 대공화기용 지능형 발사장치

∙ 고출력 전자기 파발생장치

∙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 연동기술

∙ 공중 위협대응 장갑 및 방호구조기술

화생방

∙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레이저 이용 라이다 기술

∙ 통합형/기능성 피부 및 호흡기 보호장비 화생방 오염 정화 기술

∙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핵융합 기술 이용 기술

방사선이용 신소재 개발

∙ 화생방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 친환경 제독체계(인체, 지역, 장비) 고출력 레이저 이용 기술

∙ 재생형 주요시설/다중 보호장비

∙ 정밀장비/시설내부제독장비 화생방 오염 정화 기술

∙ 비주사형 화학 예방 및 치료제

∙ 연막차폐제 및 발연장비

∙ 화생작용제 검증체계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 복합 생물학 예방 및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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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39.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레이저 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를 활용한 적응광학 소형화/경량화 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레이저 
응용기술 개발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레이저게이트영상(Laser-GatedImage)카메라기술

미세먼지 및 생화학가스 원격측정용 다파장 라이다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센서 기술개발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내방사선 이미지센서 설계를 통한 전천후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화생방전 대응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 

기반 필터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화학무기 조기 탐지용 소형(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핵융합 기술 

이용 기술
테라헤르츠 실시간 원격 검색 기술

소요기술 특성 확인 후 적합한 
응용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신소재 개발 유기물을 활용한 방사선 오염 탐지 시각화기술

화생방 오염 
정화 기술

공기 중 핵분열 생성물 및 화학무기의 전기화학적 

제독장치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화생방전 대응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 

기반 필터 개발

방사선(중성자및감마선)차폐소재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 기술 레이저를 활용한 사린계통 독가스 제독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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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융합

가. 개    요

기타 무기체계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국방 M&S체계와 각종 무기체

계에 포함되어 임무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국방 SW체계로 구분하며, 개략적인 

운용개념은 그림 8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6. 기타 무기체계 운용개념

국방 M&S체계는 소요제기, 연구개발, 분석평가 및 획득관리는 물론 군의 교육 훈련, 전력분

석, 국방획득, 전투실험 또는 전투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전투 상

황을 조성해 주고,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해 주는 도구이며, 그림 8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7. 국방 M&S 체계102)

102)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및 수준 제8권, 국방기술품질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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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W체계는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포함되어 각 체계의 임무달성을 위해 필

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이며, NCW 중심의 통합전장에서 첨단 무기체계의 요구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SW 아키텍처에 기반한 SW 플랫폼을 구성하여 운용된다.

나. 기술발전 추세

기술발전 추세는 국방 M&S, 국방 SW으로 분류하면, 그림 88과 같은 발전이 예상된다.

그림 88. 국방 M&S 체계

(1) 국방 M&S

전장모의를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재연 기술을 바탕으로 NCW 합동작전 및 작전환

경 모의 기술과 실제 전장을 보다 현실감있게 모사하기 위한 다중 행위자기반모형(Multi 

Agent Based Model)을 개발하는 추세에 있다. 전장환경 구축 및 모델링을 위한 작전지속지

원 모의 및 분석 기술, 자율가상군 모델링 및 행위기법 구축기술 개발에 이어 학습형 인공지

능 기반 무기체계 모의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장효과분석 분야는 유무인 무기체계 전투효

과 모의 및 분석에 정보전/전자전 모의 및 분석과 사이버전 모의 및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LVC 연동을 위해 SIM-C4I 연동, 이 기종 표준 간 LVC 연동, 다중 해상도 M&S 등이 적

용될 것이며, LVC 통합 아키텍처 설계 및 프레임워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무기체계 효과분석을 위한 초고속 시뮬레이션 엔진과 대용량 데이터의 연산, 가시

화 및 객체생성들을 모델에서 요구하는 응답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해상도 대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2) 국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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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미들웨어 분야는 단기적으로 WAN 환경하의 미들웨어 운용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으로 제한된 환경의 경량화 미들웨어 기술, 고속 네트워크용 미들웨어 기술, 영상/음성처리용 

미들웨어 기술로 발전할 전망이다. 시스템 SW 기술은 RTOS를 기반으로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 기술이 진행중이고,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신뢰, 장애 감내형 

RTOS 기술이 발전할 것이며, 내장형 보안커널 기술이 보완되는 추세이다.

SW 개발도구는 내장형 SW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됨 방법론 개발, 코

딩 표준화, SW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 툴 개발에 주력하고, SW 검증 기술은 단기적으

로 국방 SW를 위한 정적/동적시험, 정형검증 자동화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국

방 SW의 능동적 오류 진단 및 고정 감내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속

에서 국방SW에 적용된 정보보호SW 기술의 상호운용/연동 및 추가/변경 개발을 위한 SW 개

발 방법론 및 구현기술의 보안적합성 검증과 취약점 추적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다. 기타분야 국방기술과 원자력기술 융합

표 40. 기타분야 분야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과 원자력기술 연관성

대표무기
체계분야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M&S

∙ 전자전 및 사이버전  효과분석기술

∙ C4ISR-PGM 효과분석기술

∙ LVC 연동기술

∙ 가상 전투모의훈련기술

∙ NCW 전장모의기술

∙ 합동 합성 전장환경 구축기술

∙ NCW하 전투지속성 분석모델링기술

∙ 고해상도 모델 기반 무기효과 분석기술

∙ 자율 가상군 모델링기술

∙ 공학 분석용 초고속 시뮬레이션기술

∙ 국방통합 데이터/모델링/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연동기술

기   타

∙ 장비 성능 개선 기술 중성자 영상분석 기술

∙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시효성물자 장기보관 기술

특수소재/부품 개발

신개념 전력(電力)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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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표 41. 기술분야별 원자력연구원 관련기술 참여 방법

기술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참여방법

중성자 

영상분석기술

양성자를 활용한 식품 장기포장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중성자 영상센터 구축 소요검톡 후 체계 구축

시효성물자 

장기보관 기술
양성자를 활용한 식품 장기포장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특수소재/부품 

개발

자기적 활성 보안 기능성의 자기변색 

(Magnetochromic) 소자 기술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냉각효과 증대 사이펀 스프레이 열교환기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신개념 

전력( ) 

체계 개발

군사기지용  초소형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후 참여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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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자력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방안

제1절 국방 R&D 특성 분석

제2절 원자력 기술의 국방 R&D 종합 융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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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자력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방안

제1절 국방 R&D 특성 분석

1. 국방 R&D 기획 체계 분석

국방 R&D 중에서 무기체계 개발사업은 사전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기술사업은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국방 핵심기술기획서)

에 반영된 과제만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하고,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특성상 기획 후 착수까지 

최소 3년 이상, 통상 5~7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新)기술의 

신속한 개발이나 무기체계 적용이 곤란하여 기개발하여 확보한 기술의 진부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국방 R&D 기획 문서체계 내 최신 기술동향 및 기술전략 등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중장기 국방 R&D의 비전과 목표가 선언적 내용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내용의 구체성 및 방향성에 있어서 실행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고, 핵심기술기획을 위한 

사전 기술기획 활동에 해당하는 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국방 R&D 역량평가, 특허분석, 시장

분석 등에 의한 다양한 기술획득 전략 수립시 기술행정 위주의 활동으로 사전 기술기획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미래 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과제 선정이 미흡한데, 그 이유는 미래전략 로드

맵에 따른 미래 전략적 핵심기술기획서가 아닌 소요과제 중심의 핵심기술기획서가 작성되고 

있고, 무기체계 전략화에 필요한 기술과제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미래전략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방중기계획(안) 작성 및 예산안 편성 시 출연연 등의 민간 부문 

참여가 제한적인데, 방사청에서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산학연 제안 연구개

발 과제 중 국방중기계획 반영률은 매우 저조하고, 더욱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제는 극히 일

부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국방핵심기술 과제 소요제기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소요제기 양식

이 어렵고, 요구하는 내용도 많은데 비해서 우리 연구원들은 통상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의 소

요제기가 이루어 지다 보니 과제의 채택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이디어 수준의 과제를 소요제기가 가능한 과제로 만들기 위해

서는 사전 기획을 통한 소요제기 대상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해당 연구원들이 미리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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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시 선행연구 사전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신속 기술개발 제도인 선도형 핵심기술 연구예산을 

확대하고, 사전 기획되지 않은 신규 핵심기술 과제도 예산편성 단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Fast Track 제도를 시행하고, 국방기술전략 로드맵 작성시 장기 및 미래 군사전략적 요구능

력 및 미래 예측기술을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전략 무기체계와 소요 무기체계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방 R&D 기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높은 과학기술 역량 및 자원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군 소요 결

정 과정에 민간 부문의 역할 및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군 소요 위주의 R&D 

사업 결정구조에 민간의 기술주도형(Tech_push)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국방 R&D와 국가 R&D 사업의 연계체제 강화를 통해 민간 분야의 신속 개발 방식 

및 절차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국방 분야 시험장, 설비, 인력 등을 타 부처 출연기관 또는 

민간부문과 공동 사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인프라 가동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2. 민군기술협력 체계 분석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국방 핵심기술 과제 소요제안 절차를 보면 우선 기품원 주도하에 산

학연의 과제제안서를 접수 하고, 군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필요성 및 타당성, 군 소요성, 

기술 중복성, 무기체계 적용성 등의 실무검토팀의 검토가 이루어 진 뒤에, 합참 전략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때 군 소요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정보, 소요제안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산학연에서 직접 소요제기된 과제의 채택율이 저조해 짐으로써, 출연연의 국방핵

심기술 사업 참여 의지가 약화되면서 지속적인 과제제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으며,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 도출되는 군 의견의 효율적으로 연구계획에 반영

절차가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핵심기술 소요제안 과제에 대한 전문가 심의과정을 강화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군 의견등을 반영한 수정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술개발 후 기술의 사장을 

예방하고, 국방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 무기체계 적용기술 위주의 군 소요 중심의 하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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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소요 결정으로 민간 부문의 기초원천기술 참여가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지난 40여 년

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방 R&D는  기초원천분야의 뿌리가 약화됨으로써, 

미래를 대비한 국방역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국방 R&D의 특성상 관련 

정보의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적용기술 수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어 민간 참여 

분위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 R&D 사업의 실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및 기존의 국

방 R&D 관련 주체 간 협력체제 강화가 필수적이며,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대학, 

출연연, 대기업, 중소벤처 등)와의 기술  정보  인력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국방 R&D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3. 사업관리 체계 분석

국방 R&D와 관련한 사업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기술기획, 사업관리, R&D 수행 등 단계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상이해서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국방 R&D 기술 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합참 시험평가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 등 각기 달라서,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기술 관리 및 조정, 통

제가 어려워서 산학연 주관의 체계개발 및 기술개발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체계 

및 기술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이 진행될 경우, 후속 사업관련 기관이 앞선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원활한 확보가 쉽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공무원)의 특성상 인력운영의 제한103)으로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이하 

IPT)의 기술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관리를 위한 기술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IPT의 기술

분야 전문성은 단기간 내 확보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DD 산하에 방산기술지원센터를 두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IPT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강하도

록 하였으나, 방산기술지원센터의 조직 역시 소규모104)로 편성되어 인적 구성의 어려움으로 

효과적인 기술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105)를 구축하여 

NTIS 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상 중복과제 및 기술검증을 위한 자료기반 체계가 

미흡하고, DTiM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방 R&D 관련 정보로는 R&D 과제목록, 보고서, 논

103) 공무원 교류인사, 현역군인 순환보직, 사업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등

104) 현재 100명 수준,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300명 이상 필요

105) DTiMS :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군, 민간/해외, KIDA, 국과연, 기품원, 방위사업청등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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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허 등에 관한 정보로 매우 기초적이고 제한적 수준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는 다른 구조로 NTIS 자료와 호환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방 R&D 관련 기관의 역할을 재검토 하여, 전략 비닉 무기체계, 일반무기체계, 핵

심기술개발 등 국방 R&D 영역별 수행주체와 관리주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 위주로 

재정립하고, 방위사업청 IPT 인력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보

직이 가능한 전문가106) 육성 및 국방 분야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요관리, 사업

관리, 해당 분야 기술지식, 계획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사업관리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지식, 관련 법  규정 등에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보과리 측면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접근성을 확대해서 국방 R&D 활성

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기 개발된 국방 R&D 성과물의 체계적인 정보 확보 및 관리체

계의 강화를 위해 기술기획, 기술보호 업무 등 국방 R&D 전체 과정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국방 R&D 관련 DB인 DTiMS와 

국가 R&D DB인 NTIS107) 간 운영체계의 호환을 통한 국가 R&D 정보관리의 통일성과 효율

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민간전문가의 국방 R&D 접근 제한사항

국방 R&D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기관에서 조사 분석한 민간 전문가들의 국방 R&D 찬

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R&D 소요 제안으로부터 착수까지 장시간(최소 

3~7년)이 소요됨으로써 기확보 기술의 진부화 우려

둘째, 기초연구관련 사업비 중 간접비(인건비)가 출연연이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셋째, ADD가 준비 중인 핵심기술사업에 대한 정출연 등의 소요 제안 시 ADD 관련부서의 

부정적인 의견(기술 중복성 등)으로 사업반영 제한

넷째, 사업관리부서(민군진흥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의 과다한 회의소집 및 행정업무 요구 

등 지나친 과제관리로 연구자의 연구집중 방해

다섯째,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공개경쟁 원칙으로, 과제 제안기관(자) 이외에 다른 

기관(자)가 수행 할 수 있어 불확실성 상존

106) 기술직 공무원 장기 보직, 부처간 교류 최소화 등

107) NTIS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 R&D 정보가 Frascati Manual(OECD, 2012)에 기초한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DTiMS가 제공한 국방 R&D도 최소한의 보안문제를 고려한 수준에서 NTIS 정보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
고, 두 DB간 연동을 통한 통계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181 -

여섯째, 기술개방 단계별 상호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정출연이 개발한 기술 및 연

구 인력의 유지 제한(후속 연구 지속성 미보장)

일곱째, 국방업무의 특성(비밀) 상 필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핵심기술 R&D 

로드맵 비공개로 출연연의 중 장기적인 국방 R&D 참여 기획 수립 제한

여덟째, 무기체계 소요를 기반으로한 응용기술개발로 출연연의 고유기능인 기초원천기술개발

과는 거리가 있으며, 목표성능을 제시함으로써 목표성능 구현 실패 시 책임소재에 따른 창의

적인 기초원천 연구 제한

아홉째,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제한 및 연구비 집행 정산의 경직성으로 출연연의 국방 연구

개발 참여 기피  

이외에도 많은 제한사항을 열거할 수 있지만, 주요 제한사항들만 제시하였으며, 상기 문제점

들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출연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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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력 기술의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1. 국방 R&D 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 기술의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 전략 

가. 원자력기술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개념

  (1)『원자력기술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이란?

     원자력연구원이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첨단 기술 중에서 국방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국방 R&D 역량을 확충하고 민간 기술 협

력을 통한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국방관련 원자력 기술을 식별하고, 기

추진 기술을 고려하여 원자력기술의 중기(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

  (2) 목    적

    - 연구원 기술의 국방 R&D 융합을 통한 국방 기초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미래 국방  

역량을 강화

    - 연구원의 기초기술 활성화 및 연구원 기술개발의 융통성 보장

    - 사전 개발 필요성 확인을 통한 계획성 있는 기술개발로 및 중복 개발 또는 시기 

상실 우려 감소

  (3) 방    침

    - 국방 핵심기술로 요구되는 기술 중 연구원이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보유 역량을 바

탕으로 연구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술 반영

    - R&D 대상 기술은 미래 기초원천 기술 위주로 검토

    - 국방 무기체계 적용 가능 기술 중 연구원 독자 기술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응용 

및 시험개발, 필요시 체계개발 또는 상용화 추진 사업 반영

    - 국방 수요에 부합하는 타기관과 융합 연구 가능기술 적극 발굴

    - 연구원의 기존 연구분야 범위 내에서 추진

  (4)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해당 기술의 국방분야 연관성 

    - 기존 연구와 중복성, 연구 가능성

    - 과제 규모/기간의 적절성

    - 해외/국내 기술 수준

나.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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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수립 절차

  (1) 연구원 기술 수집(Top_Down) 및 연구원 기술 소요제안서 접수(Bottom_Up) : 수시

     - 연구원 기술수집 : 수요기관(군, 방산업체, 기타 등)의 기술요청이나 연구원 자체 

국방 R&D 기술기획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

     - 연구원 소요제안 : 주기적으로 기술보유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방 R&D 관련 기술 

소요 공모

  (2) 수집된 기술 분류 및 타당성 검토 : 매년 2월 중

     - 국방 무기체계 분야별 분류 및 적용 무기체계 식별 등

     - R&D 가능성, 기술 적합성(군/민 활용성), 기술 중복성 등

  (3)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접근 단계별 관련기술 분류 : 매년 3월 중

     - 국방 요구 기술 중 도전과제 식별

     - 기술수준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등으로 구분

     - 국방 R&D 특성에 따라 국방핵심, 민군협력, 미래국방으로 구분

     - 체계적용 기술은 국방 핵심으로 추진

  (4)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안) 작성 : 매년 4월 초  

     - R&D Road_Map 포함(최소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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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안)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상정/승인 : 매년 4월 중

  (6) 분야별 소요제안 및 사업 집행, 연도별 예산 편성 : 매년 4월 말 ~5월 말

     - 자체 R&D 사업 : 예산편성/집행

     - 국방 R&D 사업 : 관련 절차에 의거 소요제안

  (7) 연도별 추진결과 분석 및 차기계획 수립 반복

     - 추진결과 분석

     - 미추진 계획  및 신규 기술 소요 포함 기술수집 

     -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절차 반복 

  ※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며, 전년 계획과 연동시켜 매년 

반복 수립하는 제도로 정착 필요 

다. 국방 R&D 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합 전략

국방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방 R&D 제도를 분석하고, 출연연의 역량과 연구

개발 정책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고 적당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계획 및 준

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국방 R&D 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방 R&D

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핵심기술개발,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기초원천사업 등으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며, 분야별 세부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개발은 국방기획관리 체계 안에서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며 기초연구, 응용/

시험개발, 특화센터, 선도형 핵심기술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기초연구 및 특화센터, 선도

형 핵심기술 등은 소요제안 후 착수 시기가 1~2년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 소요되지만 

요구되는 기술이 국방 R&D 로드맵에 기초한 무기체계 적용기술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

고, 기초기술의 경우 간접비(인건비) 부족 문제 등이 있어서 미래 기초원천 기술 소요제

안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응용 및 시험개발 역시 국방 R&D 로드맵에 기초한 무기체계 적용기술 위주로 이

루어 지고 있으며, 최초 소요제안 시 장기소요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 착

수시점보다 3~5년 이전에 소요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소요제안 후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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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과제에 반영되서 착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방핵심기술 분야의 소요제기를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요기술을 식별하고, 우리 연구

원의 기술 확보 시기를 고려한 국방핵심기술 소요제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 R&D 관계부서에서는 국방 핵심기술사업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무기체

계 소요기반의 연구는 불가피하기에 여러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조금씩 국방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현장에서도 제한사항을 이유로 방치하

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국방 핵심기술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국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위한 적합한 융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번째, 국방핵심기술 로드맵을 확인하여 연구원 관련 기술을 식별

      -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구원 분야별 기술 맵핑

      - 기술의 필요성, 적합성, 중복성, 개발 가능성 등 검토

두번째, 식별 기술별 기술수준 분석(현수준, 목표수준)

      - 기초연구 : TRL 1~3, 응용연구 3~4, 시험개발 5~6, 체계개발 6이상)

세번째, 기술별 단계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소요 분석

      - 핵심기술 로드맵에 의거 단계별 사업 착수 가능시기(기술 소요 시기)

      - 연구개발 착수 가능시기, 연구기간, 연구비, 인력

네번째,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원 국방 핵심기술 R&D 융합 기획 수립

      - 기초연구 : 목표 기술수준 2~3으로 핵심기술 로드맵 상 응용연구 착수시기 최

소 3년 이후인 소요기술에 대해 연구원 투자 또는 국방 투자로 분

류(소요제안)

      - 응용연구 : 목표 기술수준 4~5로 핵심기술 로드맵 상 착수시기 최소 3년 이후

인 소요기술에 대해 기초연구 소요제안 또는 기계획 기술로써 해

당 기술 소요시기에 기초기술 수준 확보 가능한 기술의 국방 연구

개발 투자 소요제안 작성, 

      - 시험개발 : 목표 기술수준 6 이상으로 응용연구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 소요제안 작성

                     단 업체 기술이전 목표로 추진

      - 특화센터 : 목표 기술수준 1~3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다분야 기술을 통합한   

집단연구로 국방 연구개발 투자 소요제안 작성

      - 선도형핵심 : 무기체계 체계적용기술 개발 수준으로 목표 기술수준 6 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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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다분야 연계 기술 통합 개발로 국방 연구개발 투자 소요

제안 작성

다섯번째,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서 작성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국방부, 산자부 등 11개 중앙정

부 행정기관이 참가하여 ADD 산하에 민군진흥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의 

특징은 국방 무기체계가 목표가 아니라 국방과 민수용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위

주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며, 소요제안으로부터 사업착수까지 1년정도 소요되는 최 

단기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민군 겸용으로 개발하

여 군수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민수용으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수준

으로 보면 TRL 6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출연연 참여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전

제로 하는 등 기초원천 기술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지만, 연구원의 기술 개발

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만한 연구개발 제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적합한 융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번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가능 기술(목표기술수준 6이상)을 식별

두번째, 식별된 기술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 타당성 분석

      - 기술의 필요성, 군/민 사용성, 중복성, 개발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등 검토

세번째, 기술별 연구개발 소요 분석

      - 착수시기, 연구기간, 연구비, 인력, 협력 기관(업체)

네번째,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원 민군기술협력사업 융합기획 수립

다섯번째,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작성

미래국방 기초원천기술 R&D는 앞에서 언급했던 국방 R&D 제도의 제한사항들을 개선

하고, 국가 R&D 역량을 국방 R&D에 투입하여 미래 국방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방부와 협력하여 정부출연연의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하

는 신개념의 국방 R&D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래국방 기초원천기술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예산프로그램으로 정식 추

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을 위한 기획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방법은 일단 7년

간 7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출연연 별로 9개 분야에 대한 상

세기술분류 및 대상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19년 5월 중 예비타당성 검토 후 21년 이

후 착수하되,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는 추후 

출연연 대상의 기초원천기술 사업은 미래국방으로 추진하고, 국방 R&D 에서는 비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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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계 한 필수 기술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는 국방 핵심기술과 같이 무기체계 소요를 기반으로 하지 않

고, 미래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기초기술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 국방R&D 사업이며, 소요제안으로부터 빠르면 

1년 이내에 착수가 가능한 제도로서 출연연의 첨단 기술력을 국방 R&D 에 Spin-On 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며, 제도 정착시 출연연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국방 R&D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도 국방 R&D 분야 중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래국방 기초원천 R&D를 추진하기 위한 융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번째, 국방핵심기술 로드맵을 확인하여 연구원 관련 기술을 식별

      -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구원 분야별 기술 맵핑

      - 기술의 필요성, 적합성, 중복성, 개발 가능성 등 검토

두번째, 식별 기술별 기술수준 분석(현수준, 목표수준)

      - 기초연구 : 목표수준 TRL 1~3

      ※ 현 기술수준 3 이상은 핵심기술사업 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

세번째, 기술별 단계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소요 분석

      - 핵심기술 로드맵에 의거 단계별 사업 착수 가능시기(기술 소요 시기)

      - 연구개발 착수 가능시기, 연구기간, 연구비, 인력

네번째,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원 미래국방 기초원천기술 R&D 융합 기획 수립

      - 기초연구 : 목표 기술수준 2~3으로 핵심기술 로드맵 상 응용연구 착수시기 고

려시 기술 진부화 또는 연구개발 효과 상실 우려 기술에 대한 미

래국방 기초원천 R&D 소요제안, 추후 국방 핵심기술 로드맵 반영

      - 응용연구 : 목표 기술수준 4~5로 기초연구 반영기술 또는 기초기술 기확보/확

보 예정 기술 중 연구원이외에 응용연구가 불가능한 기술인 경우 

미래국방 연구개발 투자 소요제안 작성, 

      - 시험개발 : 목표 기술수준 6 이상으로 응용연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팔요한 기술 중 국방 핵심기술 R&D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미래국방 연구개발 투자 소요제안 작성, 

                   단 업체 기술이전 목표로 추진

다섯번째,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작성

지금까지의 국방 R&D 유형별 종합 국방 R&D 융합 기획 작성 전략을 설명 하였는데,  

현재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전과제’와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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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분야‘ 제도를 추가로 제안해 본다.

‘창의적 도전연구’란 국방 핵심기술기획서나 기타 국방 R&D 관련한 기획문서를 통

해서 미래기술로 요구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연구원이 현재는 해당 기술을 보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분야에 상단한 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구가능

성 등을 확인해 보고,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가용한 최소한의 연구재원을 활용하

여 선행연구를 함으로써 연구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국방 R&D(국방핵심기술 또는 미래국

방 R&D)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구 개념이다.

예를 들면 레이저 기술 중 국방이 요구하고 있는‘레이저를 활용한 공기렌즈 기술’은 

과학 선진국도 시도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우리 연구원은 개념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기

술이므로, 레이저 분야 연구원이 해당기술 연구개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1~2년간 도전적으로 기초연구를 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연구자는 도전과제를 통해 기술을 확인함으로써 요구되어지는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 국방 R&D 관련기관도 보다 현

실적인 연구목표를 설정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행

착오 과정 없이 효율적인 국방 R&D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중점연구’란 국방 R&D 제도의 특화연구센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융합연구를 하는 개념으로, 국

방 무기체계(기술)에서 요구되고 있거나, 요구가 예상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패키지화하여 

기획(단일분야 분야가 아닌 여러분야, 필요시 연구원 과제 포함)하고 관련 기술들을 연계

하여 연구개발 함으로써 공동의 연구시설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연구개발자의 공동 활용 

및 관련분야 연구지속성 및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연구효율 및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전략적 중점연구’분야를 검토해 보면 

표 42와 같다. 예를 들면 고출력 레이저 연구팀과 적응광학 연구팀이 연합하여‘레이저 

응용연구실’을 구성하고, 고출력 레이저 연구팀은 고출력 레이저 발진 및 증폭, 빔질 개

선 작업을 수행하고, 적응광학 연구팀은 레이저 안정화 및 왜곡보정 기술 개발을 하며, 

두 팀의 기술을 기반으로 장비 소형화 및 국방 수요를 고려한 응용기술(라이다 성능 개

선, 레이저 무기체계 성능 극대화 등)을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시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을 추가하여 또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를 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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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것이다. 이때 연구개발 재원은 국방핵심, 민군기술협력, 미래국방 등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고, 필요시 연구원 재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2. 전략적 중점분야 분류(예시)108)

전략적 

중점분야
관련 보유 기술 국방 활용 분야

검토기준

비  고
기술
수준

국방
수요

기술
선도

파급
효과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적응광학

라이다 기술

고출력 레이저 무기

라이다 응용 체계
중 상 상 상

- 미래 무기체계   
  핵심 기술

비파괴

검사

중성자 발생기술

중성자 영상기술

중성자영상 분석기술

무기체계 성능 개선

중성자 응용 무기체계
상 저 상 상

- 국방 대형수요   
  형성 중
- 중소형 과제 

진행 중

신소재

개발

3D프린터 기술

가속기 활용 기술

신소재 개발기술

첨단 신소재 개발 중 상 상 상
- 금속 경량화 과제  
  진행 중

고출력

전자파

EMP 위협분석기술

EMP 감지센서 기술

EMP 방호기술

EMP 방호개념 전환

경제적/효율적 방호
중 중 상 상

- 전략적인 연구   
  환경 조성 필요

미래전력

( )

원자력 전지

동위원소 전지

플라즈마 전지 

차기 대형 전력원

초소형 무기체계 

전력원

중 중 상 상
- 국방수요 형성 중
- 미래 무기체계   
  핵심 기술

‘전략적 중점분야’ 연구팀 및 연구과제는 국방 R&D 연구팀/연구과제에 국한되서 운

영하지 않고, 연구원의 고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하며, 필요시 

타 연구기관의 연구팀/연구과제와도 연합함으로써 기술개발 완성도 및 국발 활용성을 극

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의도적으로 대형과제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연구개발 추

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과제별로 자연스런 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

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방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방 R&D 제도 및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 기술의 맞춤형 국방 R&D 융합을 수립하고, 국방 R&D 관련기관과 해당 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미래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요구

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기술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108) 표 42. 전략적 중점분야 분류(예시)는 연구원의 중점 연구개발분야 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분류(안)이며, 구체적인 기술수
준, 국방 수요는 유관기관 등의 심층분석을 거치지 않은 연구자 주관적 평가에 의한 분류로써 향후 세부 검토과정을 거쳐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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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기술의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안) 

가. 원자력기술의 국방 R&D 특성 고려한 분류 결과(종합) 

  (1) 국방 핵심기술 분야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체

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방사선(중성자및감마선)차폐

소재기술
3 6 화생방 방호 기동전투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영상 처리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협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탐지 및 대응 지원기술

3 6

병사용 하지 근력증강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지상무인

개인전투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고체레이저 발진기술 3 6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전자광학

특수무기

레이저를 이용한 화생방 제

염, 제독 기술
2 4 친환경제독체계(인체,지역,장비) 화생방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기술

3 6
라이다(Lidar) 기반 3차원 전장 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 기술
VR/AR/MR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 원자전지 기술 개발
2 6

우주용 태양전지

극소형 나노로봇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 치료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해저 고정형 체적배열 음탐기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체류 추진시스템

우주

무인로봇

기동전투

수중감시 

지상무인

해양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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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체

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기술

군사전략의 

리스크/신뢰도평가/관리체계

구축

3 6

실시간 지능형 관제체계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치

지휘통제

주요전략/전술시스템 

(무기체계)의 

신뢰도평가및시스템구축 

3 6

종합 장비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3 6

주요 무기 시스템의 인적 

오류 분석 시스템 개발
3 6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기술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6 8

비행체용고성능/경량화구조및소재

경량 무인 발사시스템

경량/모듈화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시스템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중성자 

영상

분석기술

고속중성자원  활용 폭탄 

탐지 및 영상화 기술
3 6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지상무인

중성자발생장치에 의한 

불발탄 검사 시스템 
3 6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중성자 

영상분석시

스템

연구로를 활용한 대형 

시스템 비파괴 검사기술
4 6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터보샤프트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지상무인

회전익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중성자 영상센터 구축
4 8

고선량/이동형중성자발생장

치 응용장비개발
6 8

신개념 

전력( )

체계 개발

초임계CO2발전시스템개발 6 8 수상함용 통합전력시스템 수상함

핵물리기반 

위험예측 

기술

초기핵 폭발시 무기체계 내

장 전자장비 방호
6 8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특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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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군 기술협력 분야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체

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3D프린팅

활용

신소재개발

3D 레이저 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 향상 기술

3 6

병사/무기체계맞춤형4D프린팅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량화구조및소재

경량 무인 발사시스템

경량/모듈화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시스템

3D/4D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3 6

가속기 

이용 

신소재개발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2 5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박막 초소형 열전달측정 소자 3 6 병사용 초경량 전력체계 개발 기술 기동전투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전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한 

탑승형 외골격 로봇
4 6

병사용 하지 근력증강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지상무인

개인전투

철책 점검 로봇 3 6

무인로봇계측제어통제,인간

공학연계기술

(HMI 기술수준 및 관리 

프로그램 기술)

4 6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수중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수중로봇 

네트워킹기술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무인추진/주행동작제어장치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자율주행제어, 주행 감지센서

주행 인식처리, 지상로봇임무통제

VR/AR/MR

무인로봇 

인공지능

지상무인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 응용 안개 투시 기술

(레이저 게이트 카메라)
3 7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포용 가시영상광학시스템

유도무기

전자광학

화생방

화포

미세먼지 및 생화학가스 

원격측정용 다파장 라이다
3 6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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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체

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라이다를 이용한 기상관측 

기술
3 8 라이다를 이용한 기상관측 기술 기상관측

레이저활용 

기술

레이저 이용 항공기 구조물 

피로열화  진단장치 개발
4 6 비행체용고성능/경량화구조및소재 고정익

시효성물자 

장기보관 

기술

양성자를 활용한 공기 차단 

고분자 필름소재 제조기술
4 6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기  타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UAV용 액체수소 저장 및 

누출 탐지 시스템개발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3 6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무인기용 추진 및 동력장치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체류 

추진시스템

기동전투

무인기

지상무인

해양무인

해양무인

액체수소 대량운반 시스템 

개발
3 6

중성자 

영상분석시

스템

가속기 기반 중성자 영상 

획득과 비파괴 검사 시스템
4 6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터보샤프트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지상무인

회전익
국방용중성자/X-선융합동적

영상시스템개발
3 6

특수소재/

부품 개발

냉각효과 증대 사이펀 

스프레이 열교환기
4 6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기  타

미래형 

신기술개발

테라헤르츠 기반 생화학물질 

실시간 원격 검색 기술
3 5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화생방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센서 기술개발

4 6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지상무인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화생방

내방사선 이미지센서 설계를 

통한 전천후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3 6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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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래국방 R&D 분야

  - 도전과제(연구자 확인 후 선행연구 반영)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체

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가속기 

이용 

신소재개발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0 3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신소재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입자 이온빔 활용한 기능성 

소재 스텔스 기술
1 4

유도탄 피탐지 감소기술

저피탐성 비행체

스텔스 설계기술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중 

초분광 기술
0 3

미사일 표적의 이중 적외선 파장대역 

신호 검출 및 추적

초고해상도 실시간 초분광 영상 검출 

기술

전자광학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0 3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에너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0 3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에너지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0 3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지상무인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0 3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지상무인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0 3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지상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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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제

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

체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3D프린팅

활용

신소재개발

3D레이저코팅기술 1 3 병사/무기체계맞춤형4D프린팅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량화구조및소재

경량 무인 발사시스템

경량/모듈화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시스템

3D/4D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3D프린팅기반경량-내산화-마찰

저감하이브리드소재제조기술 
1 3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제 소재 기술
1 4

유도탄 피탐지 감소기술

저피탐성 비행체

스텔스 설계기술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관통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기술
2 6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드론 군집비행 제어 및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한 위협 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감지 기술

3 6

병사용 하지 근력증강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지상무인

개인전투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레이저 빔 집속 응용기술 3 6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전자광학

특수무기

배경영상 기반 파면왜곡 

보정기술
3 6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전자광학

대기 외란 보정 적응 광학 

기술
3 6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전자광학

레이저 안정화 기술 3 6 초정밀안정화 및 조준모듈 전자광학

레이저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신개념 다이아몬드 빔결합 

증폭기술

2 4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전자광학

특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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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

체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고속 광파면 변형기술 3 6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전자광학

미량 폭발물/생화학 물질 

탐지 기술
1 3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포용 가시영상광학시스템

유도무기

전자광학

화생방

화포
원격 폭발물/생화학물질 

탐지기술
0 3

레이저를활용한적응광학소형

화/경량화기술 
0 3

특수무기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0 3

레이저활용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무력

화 기술
2 6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열원 이용 고효율 

전력생산체계 개발
2 3

우주용 태양전지

극소형 나노로봇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 치료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해저 고정형 체적배열 음탐기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체류 추진시스템

우주

무인로봇

기동전투

수중감시 

지상무인

해양무인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3 6

차기 병사체계용 초소형 

전지 개발
3 6 병사용 초경량 통합 전원 개인전투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극고온내열부품설계,성능해

석및제작기술 
1 3

극초음속 비행체용 내열소재 및 

열제어
유도무기

극고온 내열부품 성능검증 

장비 및 평가 기술
1 3

방사선이용 

신소재개발

유기염료를 활용한 방사선 

오염 탐지 시각화기술
2 4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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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TRL)

국방과학기술전략아이템 
대표무기

체계분야 현

수준

목표

수준

신개념 

전력( )

체계 개발

군사기지용  초소형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2 5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기  타

특수소재/

부품 개발

자기적 활성 보안 기능성의 

자기변색(Magnetochromic) 

소자기술

2 5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기  타

핵물리기반 

위험예측 

기술

고고도 전자기펄스 위협 

분석 기술 개발
2 4

EEMP방호장치

출력 전자파 효과도분석시스템

특수무기

NEMP 위협에 ACTIVE 방식 

방호 개념 연구 
2 6 EMP방호장치

미래형 

신기술개발

플라즈마 기반/응용추진기술 2 6
고속 수중로켓, 초고속 추진전동기

선형 가속형 사출체계,코일건

수중유도

특수무기

고자기장 기반 초전도 

전자기 유체역학(MHD 

추진기술

2 6

고속 수중로켓, 초고속 추진전동기

잠수함용고출력 고에너지밀도추진시스템 

선형 가속형 사출체계, 코일건

수중유도

잠수함

고출력 전자기장 활용 기술 2 6

고출력 안테나시스템

고출력 전자파발생시스템

레일건, 코일건

특수무기

버블을 이용한 수중 스텔스 

기술 개발
1 3 수중 방호 고도화시스템 잠수함

 플라즈마이용 핵연료폐기물 

처리기술
2 4 친환경 제독체계 화생방

차세대 군통신용 플라즈마 

안테나  핵심기술 개발
3 7 대용량 및 기동 다중링크 무선전송장비 전술통신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화학무기 조기탐지용 

소형(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1 4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화생작용제 검증체계

화생방

화생방전 대응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 기반  필터 개발

2 5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정밀장비/시설내부제독장비

통합형/기능성피부및호흡기보호장비

공기 중 핵분열 생성물 및 

화학무기의 전기화학적 

제독장치 개발

2 5
정밀장비/시설내부제독장비

통합형/기능성피부및호흡기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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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기술 국방 R&D 융합 Road_Map

   - 국방핵심기술 분야 원자력기술 국방 R&D 융합 Road_Map   
                         도전과제 선행연구,   기초원천,   응용연구,    시험개발,     체계적용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

연구단계
연구비

(억원)

사업기간
‘19

중기대상
‘25이후 비고

현재 목표 시작 종료 기간 ‘20 ‘21 ‘22 ‘23 ‘24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방사선(중성자및감마선)차폐소재기술 3 6 응용/시험 50 21 25 5

계측제어·인간

공학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영상 처리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협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탐지 및 대응 지원기술
3 6 응용/시험 50 22 26 5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고체레이저 발진기술 3 6 응용/시험 50 20 24 5

레이저를 이용한 화생방 제염, 제독 기술 2 4 응용연구 15 22 24 3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기술
3 6 응용/시험 32 22 25 4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 원자전지 기술 개발 2 6 응용/시험 50 20 22 3 ‘20년 반영 협의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기술

군사전략의 리스크/신뢰도평가/관리체계구축 3 6 응용/시험 100 22 26 5

주요전략/전술시스템 (무기체계)의 신뢰도평가및시스템구축 3 6 응용/시험 45 22 24 3

종합 장비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3 6 응용/시험 30 22 24 3

주요 무기 시스템의 인적 오류 분석 시스템 개발 3 6 응용/시험 50 22 26 5

성능개선 금속 

경량화기술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6 8 체계적용 50 22 26 5 선행연구‘21년 완료

중성자 영상

분석기술

고속중성자원  활용 폭탄 탐지 및 영상화 기술 3 6 응용/시험 110 22 26 5

중성자발생장치에 의한 불발탄 검사 시스템 3 6 응용/시험 30 21 23 3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연구로를 활용한 대형 시스템 비파괴 검사기술 4 6 응용/시험 50 22 26 5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중성자 영상센터 구축 4 8 체계적용 750 20 27 8

고선량/이동형중성자발생장치 응용장비개발 6 8 체계적용 50 21 25 5 선행연구‘20년 완료

신개념 전력( ) 

체계 개발
초임계CO2발전시스템개발 6 8 체계적용 100 22 26 5 선행연구‘21년 완료

핵물리기반 위험 

예측 기술
초기핵 폭발시 무기체계 내장 전자장비 방호 6 8 체계적용 50 21 25 5 선행연구‘17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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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군기술협력 분야 원자력기술 국방 R&D 융합 Road_Map

                         도전과제 선행연구,   기초원천,   응용연구,    시험개발,     체계적용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

연구단계
연구비

(억원)

사업기간
‘19

중기대상
‘25이후 비고

현재 목표 시작 종료 기간 ‘20 ‘21 ‘22 ‘23 ‘24

3D프린팅

활용

신소재개발

3D 레이저 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 향상 기술 3 6 응용/시험 50 20 24 5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3 6 응용/시험 30 20 22 3

가속기 이용 

신소재개발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2 5 응용/시험 30 20 22 3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박막 초소형 열전달측정 소자 3 6 응용/시험 25 20 24 5

계측제어인간공

학 기술

전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한 탑승형 외골격 로봇 4 6 응용/시험 50 20 24 5

철책 점검 로봇 3 6 응용/시험 50 20 24 5

무인로봇계측제어통제,인간공학연계기술

(HMI 기술수준 및 관리 프로그램 기술)
4 6 응용/시험 20 20 24 5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레이저 응용 안개 투시 기술(레이저 게이트 카메라) 3 7 체계적용 50 20 24 5

미세먼지 및 생화학가스 원격측정용 다파장 라이다 3 6 응용/시험 32 20 23 4

라이다를 이용한 기상관측 기술 3 8 체계적용 50 20 24 5

레이저활용 기술 레이저 이용 항공기 구조물 피로열화  진단장치 개발 4 6 응용/시험 50 20 24 5

시효성물자 

장기보관 기술
양성자를 활용한 공기 차단 고분자 필름소재 제조기술 4 6 응용/시험 50 20 24 5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UAV용 액체수소 저장 및 누출 탐지 시스템개발

(액체수소 파워시스템 개발)
3 6 응용/시험 60 19 23 5 ‘19년 반영 검토 중

중성자 

영상분석시스템

가속기 기반 중성자 영상 획득과 비파괴 검사 시스템 3 6 응용/시험 85 19 23 5 ‘19년 반영 검토 중

국방용중성자/X-선융합동적영상시스템개발 4 6 응용/시험 100 19 23 5 ‘19년 반영 검토 중

특수소재/부품 

개발
냉각효과 증대 사이펀 스프레이 열교환기 3 6 응용/시험 50 20 24 5

미래형 

신기술개발
테라헤르츠 기반 생화학물질 실시간 원격 검색 기술 4 6 응용/시험 50 20 24 5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센서 

기술개발
3 5 응용/시험 50 20 24 5

내방사선 이미지센서 설계를 통한 전천후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4 6 응용/시험 50 20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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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국방 R&D 분야 원자력기술 국방 R&D 융합 Road_Map

                         도전과제 선행연구,   기초원천,   응용연구,    시험개발,     체계적용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

연구단계
연구비

(억원)

사업기간
‘19

중기대상
‘25이후 비고

현재 목표 시작 종료 기간 ‘20 ‘21 ‘22 ‘23 ‘24

가속기 이용 

신소재개발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0 3 도전과제 50 24 28 5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입자 이온빔 활용한 기능성 소재 스텔스 기술 1 4 도전과제 50 21 25 5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중 초분광 기술 0 3 도전과제 30 22 24 3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0 3 도전과제 30 24 26 3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0 3 도전과제 30 24 26 3

계측제어인간공

학 기술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0 3 도전과제 30 24 26 3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0 3 도전과제 30 23 25 3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0 3 도전과제 30 23 25 3

3D프린팅

활용

신소재개발

3D 레이저 코팅 기술 1 3 기초원천 30 21 23 3

3D 프린팅 기반 경량-내산화-마찰저감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 

기술 
1 3 기초원천 30 21 23 3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술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제 소재 기술 1 4 기초원천 50 21 25 5

관통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기술 2 6 응용/시험 50 22 26 5

계측제어인간공

학 기술

드론 군집비행 제어 및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한 위협 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감지 기술
3 6 응용/시험 50 22 26 5

고출력 레이저 

활용기술

레이저 빔 집속 응용기술 3 6 응용/시험 20 22 26 5

배경영상 기반 파면왜곡 보정기술 3 6 응용/시험 45 21 23 3

대기 외란 보정 적응 광학 기술 3 6 응용/시험 80 21 23 3

레이저 안정화 기술 3 6 응용/시험 50 22 26 5

레이저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신개념 다이아몬드 빔결합 

증폭기술
2 4 기초원천 32 19 22 4 시범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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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

연구단계
연구비

(억원)

사업기간
‘19

중기대상
‘25이후 비고

현재 목표 시작 종료 기간 ‘20 ‘21 ‘22 ‘23 ‘24

레이저활용 

라이다기술

고속 광파면 변형기술 3 6 응용/시험 90 22 26 5

미량 폭발물/생화학 물질 탐지 기술 1 3 기초원천 30 21 23 3

원격 폭발물/생화학물질 탐지기술 0 3 기초원천 30 21 23 3

레이저를활용한적응광학소형화/경량화기술 0 3 기초원천 30 21 23 3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0 3 기초원천 30 24 26 3

레이저활용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기술 2 6 응용/시험 50 23 27 5

동위원소 활용 

전력체계 개발

동위원소열원 이용 고효율 전력생산체계 개발 2 3 기초원천 50 22 24 3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3 6 응용/시험 50 21 23 3

차기 병사체계용 초소형 전지 개발 3 6 응용/시험 50 23 27 5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극고온내열부품설계,성능해석및제작기술 1 3 기초원천 50 22 24 3

극고온 내열부품 성능검증 장비 및 평가 기술 1 3 기초원천 50 22 24 3

방사선이용 

신소재개발
유기염료를 활용한 방사선 오염 탐지 시각화기술 2 4 기초원천 10 21 23 3

신개념전력( ) 

체계 개발
군사기지용  초소형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2 5 응용/시험 215 22 26 5

특수소재/부품 

개발

자기적 활성 보안 기능성의 자기변색(Magnetochromic) 

소자기술
2 5 응용/시험 50 21 25 5

핵 물리 기반 

위험예측 기술

고고도 전자기펄스 위협 분석 기술 개발 2 4 기초원천 20 19 21 3 시범사업 추진중

NEMP 위협에 ACTIVE 방식 방호 개념 연구 2 6 응용/시험 100 21 25 5

미래형 

신기술개발

플라즈마 기반/응용추진기술 2 6 응용/시험 50 22 26 5

고자기장 기반 초전도 전자기 유체역학(MHD 추진기술 2 6 응용/시험 180 22 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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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제 선행연구,   기초원천,   응용연구,    시험개발,     체계적용 

관련분야 원자력 관련기술
기술수준

연구단계
연구비

(억원)

사업기간
‘19

중기대상
‘25이후 비고

현재 목표 시작 종료 기간 ‘20 ‘21 ‘22 ‘23 ‘24

미래형 

신기술개발

고출력 전자기장 활용 기술 2 6 응용/시험 100 21 25 5

버블을 이용한 수중 스텔스 기술 개발 1 3 기초원천 30 21 25 5

 플라즈마이용 핵연료폐기물 처리기술 2 4 기초원천 70 24 28 5

차세대 군통신용 플라즈마 안테나  핵심기술 개발 3 7 응용/시험 100 22 26 5

화생방 탐지 및 

분석 기술

화학무기 조기탐지용 소형(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1 4 기초원천 30 21 23 3

화생방전 대응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 

기반  필터 개발
2 5 응용/시험 25 21 25 5

공기 중 핵분열 생성물 및 화학무기의 전기화학적 

제독장치 개발
2 5 응용/시험 50 21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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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기술 성숙도(TRL) 분류 참고

[부록 2] 국방 R&D 융합 대상 원자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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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기술성숙도(TRL) 분류 참고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정의

수준 정   의 설  명

TRL 1 기본 원리 이해 단계
기술개발의 가장 낮은 단계로, 과학적 연구결

과가 응용연구개발 단계로 전이되기 직전 단계

TRL 2
기술개념 형성 및 응용분야

식별 단계

기본원리가 이해된 후 응용분야를 식별함. 응

용내용이 아직은 이론 수준으로서 추론을 뒷받

침할 실험적 증명이나 상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TRL 3

주요 기능에 대한 분석/실험 

또는

특성에 대한 개념 입증 단계

활발한 연구개발이 시작됨. 기술을 적절한 대

상에 응용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유효함을 입증하는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포함. 타 부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성

능이 완전하지 않은 부품 수준도 포함됨

TRL 4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Breadboard)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부품이 결합되어 구성품 또는 조립품 수준에서 

불안정하지만 기본적인 성능을 보임

TRL 5

유사 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Breadboard)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구성품 및 조립품(Breadboard)의 성능 안정성

이 상당히 향상됨. 성능의 충실성을 높이도록 

실험실에서 구성품을 조립하는 것도 포함

TRL 6

유사 운용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시험 

단계

TRL 5 수준 이상의 대표적인 모델 또는 시제

품이 유사 운용 환경에서 시험됨

TRL 7
운용환경에서 체계 시제품의 

성능 시연 단계

운용환경에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시연을 수행

하는 단계로서, 체계공학과 개발 관리 신뢰성

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음

TRL 8
시험 및 시범을 통해서 

실체계의 완성 및 시연 단계 

예상되는 조건하에서 최종 완성된 형태로 기술

이 입증됨. TRL은 거의 모든 상태에서 실제 체

계의 개발이 완성된 상태를 표현함(최초생산품

에 대한 초도시험평가가 완료됨)  

TRL 9
성공적인 임무 운용을 통한 

실체계의 입증 단계 

최종 형태 및 임무조건 하에서 기술의 실제적

인 응용이 완성된 상태(최초운용능력(IOC) 확

인으로 임무 및 운용성이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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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숙도(TRL) 수준별 표준 체크리스트

순번 TRL 4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항목

필요여

부

1
최종 사용자(소요군)의 시스템 요구 사항이 식별되었다.

【평가 근거】: 
□ □ □

2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였다.

【평가 근거】: 
□ □ □

3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기본성능을 

입증하였다.

【평가 근거】: 

□ □ □

4
기능적 작업분할구조(WBS)를 작성하였다.

【평가 근거】: 
□ □ □

5
실험실 또는 외주업체에서 구성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평가 근거】: 
□ □ □

6

구성품 또는 조립품을 제작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을 수행 하였다.

【평가 근거】: 

□ □ □

7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에 대한 연동성을 확인하였다.

【평가 근거】: 
□ □ □

8
기능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평가 근거】: 
□ □ □

9
알고리즘이 의사 코드(pseudo-code) 형태로 구현되었다.

【평가 근거】: 
□ □ □

10
데이터 요구사항 및 포맷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평가 근거】: 
□ □ □

11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모듈이 구현되었다.

【평가 근거】: 
□ □ □

12
실험실 환경에서 개별적인 기능 또는 모듈이 시연된다.

【평가 근거】: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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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TRL 6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항목

필요여

부

1
타 기술 및 기능과의 상호 영향요소가 식별되고, 그 범위가 
분석 되었다.

【평가 근거】: 

□ □ □

2 대상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식별되었다.

【평가 근거】: 
□ □ □

3
유사운용환경에서 M&S, VR 등을 통해 부체계 또는 체계
모델 성능에 대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평가 근거】: 

□ □ □

4
유사운용환경에서 부체계 또는 체계모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평가 근거】: 

□ □ □

5 유사운용환경이 구축되었다.
【평가 근거】: 

□ □ □

6
유사운용환경에서 실제운용체계와 동일한 부체계 또는 
체계모델을 개발하였다.

【평가 근거】: 

□ □ □

7
부체계 또는 체계모델 수준에서 기술의 공학적 타당성이 
시연되었다.

【평가 근거】: 

□ □ □

8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서가 작성되었다.
【평가 근거】: 

□ □ □

9
시간 제약조건(Timing Constraints)에 대한 분석이 완료
되었다.

【평가 근거】: 

□ □ □

10
데이터베이스(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
었다.

【평가 근거】: 

□ □ □

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부체계 수준에서 통합되었다.
【평가 근거】: 

□ □ □

12 개별 소프트웨어 모듈이 상호 연동됨을 확인하였다.
【평가 근거】: 

□ □ □

13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이 가능하다.
【평가 근거】: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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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TRL 7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항목

필요여

부

1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스트레스 테

스트가 완료되었다.

【평가 근거】: 

□ □ □

2
운용 환경이 구축되었다. (예 : 시험기 - 최종 운용체계는 아님)

【평가 근거】: 
□ □ □

3
모사된 운용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시연할 수 있다.

【평가 근거】: 
□ □ □

4

실험실에서 구축된 체계를 대표적인 환경에서 운용/비행 

시험을 실시하였다.

【평가 근거】: 

□ □ □

5

완전히 통합된 시제품을 실제 또는 모의 운용환경에서 

시연하였다.

【평가 근거】: 

□ □ □

6

야전환경에서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 근거】: 

□ □ □

7

가용하지 않은 시스템요소들에 대해서는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모의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

문 경우임)

【평가 근거】: 

□ □ □

8
구성품들은 생산이 가능한 단위로 개발되었다.

【평가 근거】: 
□ □ □

9
운용 환경 조건에서 알고리즘이 수행되었다.

【평가 근거】: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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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방 R&D 융합 대상 원자력기술

 □ 국방 핵심기술 사업 추진 대상 원자력기술

기술명 방사선(중성자및감마선) 차폐소재 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핵전 시 인명, 무기/장비체계 보호를 위한 경량·고

  기능성 방사선 차폐재 개발

∙ 방사선 차폐물질 나노화 기술개발, 방사선 차폐 경량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및 방사선 차폐 평가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동전투,화생방

개발기술

∙ 방사선 차폐용 복합분말 선정 및 제조기술 개발

∙ 복합분말 코팅 기술 방법 선정 및 공정 최적화

∙ 코팅소재 물성 및 결합력 향상 연구

∙ 코팅소재 방사선 차폐성능 평가

적용기술아이템
스텔스 설계기술
친환경 제독체계

제안자 신소재개발실 책임연구원 박진주 (4834) 우선순위 A

기술명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영상처리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위협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탐지 및 대응지원 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카메라 영상 신호에 나타난 침입자의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조기 

경보 및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

·군사시설로의 접근하는 인원의 안면 인식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에 대한 최적의 실시간 통제 가능

·기타 자연 현상 등에 의한 위협 요소에 대한 영상 신호 

분석으로 위협 요소 발생 시 선제적 대응 조치 가능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인전투

개발기술

∙ 고정형 혹은 드론과 같은 이동형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 신호 분석 기술

 -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인원의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  

 기술 (기타 동물 혹은 사물의 움직임과 구별 기술)

 - 영상에 나타난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

 - 영상 신호 분석을 통한 기타 위협 요소 발생 실시간  

  탐지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하지근력 증강  

 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  

 탐지장비

제안자 원자력ICT연구부 책임연구원 성승환(8244)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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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고출력 고체레이저 발진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미래 전투차량에 탑재할 100kW급 레이저무기의 핵심기술인 

30kW급 고체 레이저 발진기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개발기술

∙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기술, 

∙ 다중 빔 결합 기술, 

∙ 100kW급 고에너지 고체 레이저 제작기술

적용기술아이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용호(8278) 우선순위 A

기술명  레이저를 이용한 화생방 제염, 제독 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연구)

기술개요

∙ 화생방핵무기(sarin, sulfur mustard, VX 등)의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 또는 건물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염·

  제독하는 기술

∙ 콘크리트 벽, 바닥, 천장 등 오염된 시설에 레이저를

  입사시켜 제염 또는 제독하며, 주로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4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15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화생작용제 제독을 위한 레이저 발생기술과 이를 활용한

  화생작용제 제독기술로 무기체계 적용가능성 판단을 위해

  레이저와 화생작용제 상호작용 특성 기초연구.

  - 화생작용제 제독용 레이저 제작, 발진 실험 및 

    파장, 출력 평가,

  - 레이저-재료표면 상호작용 진단/분석을 통한 최적

    제독성능 도출,

  - 광분해용 이동식 대면적 고효율 레이저 설계

적용기술아이템
친환경 제독 체계 
(인체,지역,장비)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용호(8278)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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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항공기 또는 차량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정보를 이용

하여 전장의 3차원 정보를 획득 후 지형 DB와 연동하

여 작전중인 병사 및 지휘관에게 현장의 실제 지형지

물을 도시하고 그 위에 목표물, 적/아군 위치나 거리 

등 추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신속하고 정

확한 정보제공 빛 몀령을 전달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5(4년)

소요예산 32억원

적용무기체계 VR/AR/MR

개발기술

∙ 1차 목표성능 : HMD에 가시화 및 음성으로 명령 하달

∙ 2차 목표성능 : 안구착용 렌즈에 가시화 및 비접촉

                 명령 하달

∙ 3차 목표성능 : 뇌파로 명령 하달

. 군용 광섬유 기반의 라이다 광학계 기술

∙ 라이다 기반 기술 및 3차원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

∙ HMD를 활용한 3차원 실감 가시화

∙ 스마트 렌즈를 활용한 3차원 실감 가시화

∙ 음성을 통한 유무인체계 지휘통제

∙ 뇌파를 활용한 유무인체계 지휘통제 

적용기술아이템
라이다(Lidar)기반 
3차원 전장인식 및 
비접촉 지휘통제기술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기술명 동위원소 수명조절이 가능한 베타 원자전지 기술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소형 무인탐지장치 및 무인센서를 수일~수십년 동안

  상시운용이 가능한 전력원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β)선을 반도체에 PN 접합에

  조사, 전자-정공을 생성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방사성동위원소전지 기술이다.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0~22(3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무인로봇,기동전투, 
수중감시,지상무인, 
해양무인

개발기술

∙ 무인장치 전력원용 동위원소 생산  
  - 순베타 방출핵종 Pm-147(반감기 2.6년) 제조 최적화
  - 전력원 제조기술 확립 : 코팅 (1~2 mg/cm2) 및 
    디스크형 펠렛∙반도체 기반 방사성동위원소전지 개발
  - 고효율 고밴드갭 반도체 활용 베타흡수체 제조 
  - 현존 이차전지의 100배 이상 전력량 달성
∙ 전력시스템 운용기술 설계 

적용기술아이템

∙극소형 나노로봇 이용  
 유전자 분석 치료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해저 고정형 체적배열  
 음탐기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  
 체류 추진시스템

제안자 동위원소연구부 책임연구원 엄영랑(4835)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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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군사전략의 리스크/신뢰도평가/관리 체계구축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대비한 주요 군사전략에 대한  

리스크/신뢰도 평가 체계 구축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휘통제

개발기술

∙ 주요 군사전략에 대한 리스크/신뢰도 평가 및 취약성 

도출

∙ 리스크 정보를 이용한 주요 군사 전략의 최적화

적용기술아이템

∙ 실시간 지능형 관제  

  체계

∙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

제안자   리스크·환경 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호곤(2763) 우선순위 C

기술명
주요전략/전술시스템(무기체계)의신 뢰도 평가 및 

시스템 구축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원자력 분야에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용

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술을 주요 전략/전술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가능한 리스크/신뢰도 평가 체

계를 개발하여 리스크/신뢰도를 평가하고 리스크/신

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45억원

적용무기체계 지휘통제

개발기술

∙ 국방 무기의 전반적인 신뢰도 평가를 위한 종합적 

리스크/신뢰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

∙ 주요 무기에 대한 리스크/신뢰도 평가 및 개선안 도출 

적용기술아이템

∙ 실시간 지능형 관제  

  체계

∙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

제안자  리스크·환경 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호곤(2763) 우선순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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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종합 장비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군사적 목적의 주요 장비 (system, component)의 신

뢰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휘통제

개발기술

∙ 신뢰도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 무기체계의 신뢰도 개

선 방법 도출

∙ 차기 무기 시스템 개발의 기초 자료 활용

적용기술아이템

∙ 실시간 지능형 관제  

  체계

∙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

제안자   리스크·환경 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호곤(2763) 우선순위 C

기술명 주요 무기 시스템의 인적 오류 분석 시스템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인적 오류에 의한 무기 시스템의 신뢰도 개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휘통제

개발기술

∙ 주요 군사 무기는 인적오류로 인한 실패 확률을 가

질 수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원자력 분야의 리

스크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인적 신뢰도 평가 시스

템을 적용하여 주요 무기 시스템의 인적 오류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적 오류 확률을 저

감하는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 실시간 지능형 관제  

  체계

∙ 지능형 상황인식 및  

  평가 장치

∙ 지식기반 방책 수립  

  및 평가 장

제안자   리스크·환경 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호곤(2763) 우선순위 C



- 218 -

기술명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장갑소재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체계적용)

기술개요

∙ 장갑차, 전차와 같은 전투차량의 장갑(armor)소재는 

고강도, 내충격성 이외에도 고경량성이 필수적

∙ 이러한 미래 전장에서의 극한환경 운용조건에서 내

방탄성과 경량성이 뛰어나 장갑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복합 석출물 분산강화형 고강도/고경량 신합금을 개발

기술수준 현재 6→ 목표 8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합금설계 및 제조

∙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합금 단조, 열/

냉간압연 기술개발

∙ 고강도 경량성 복합석출물 분산강화 합금 균질열처리 

기술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비행체용고성능/경량화  

 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  

 시스템

∙고내구성 포신시스템

제안자 소재연구부 선임연구원 노상훈 (4504) 우선순위 A

기술명 고속중성자원  활용 폭탄 탐지 및 영상화 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폭발물에 함유된 원소들(주로 N, C, O 등)과 중성자간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고에너지 감마선을 측정하여 폭발물 

위치·종류를 탐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여 

판독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낮은 중성자 수율을 가지는 

방사선 선원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면서 고수율 달성이 

가능한 고속중성자원을 개발하고, 기존의 중성자 라디오

그래피(방사선촬영)를 활용해 실시간 영상화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11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발기술

∙ 고속중성자를 활용한 폭발물 탐지장치 개발 (3년)

  - 폭발물에 함유된 원소들과 중성자간 반응으로 발  

    생하는 고에너지 감마선을 측정, 폭발물 위치 감지 

∙ 고속중성자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화장치 개발 (2년) 

  - 이동형, 고수율 고속중성자원을 개발

  -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활용, 영상화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이동원 (4659)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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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중성자 발생장치에 의한 불발탄 검사 시스템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증성자를 이용한 포탄 내부 건전성 검사시스템을 자

체기술로 개발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발기술

∙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 2.5MeV, 5x1010 n/s 

∙ 중성자 차폐/측정 장치

∙ 포탄내부 가시화 시스템

적용기술아이템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오병훈 (8643) 우선순위 A

기술명  연구로를 활용한 대형 시스템 비파괴 검사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반 고성능 중성자와  X-선  

  발생장치 기반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하여 국방핵심  

  부품의 설계 및 비파괴 결함 검사기술 개발을 위한  

  고투과, 고분해능 중성자 및 X-선 영상 분석기술 확립

  - 국방 전용 중성자 영상 시설 활용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회전익, 고정익, 
지상무인,

개발기술

∙ 고분해/고투과 중성자 및 고에너지 X-선 영상분석 기술  

  개발

 - 연구로 기반 고분해/고투과 중성자원 시스템 설계

 - 최대 에너지 4 MeV급 에너지 가변형 소형 X-선    

   발생장치 설계/개발

 - 고분해/고투과 중성자 및 고에너지 X-선 영상분석  

   기술 개발

 - 차세대 중성자 및 X-선 융합 분석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 터보샤프트  

 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제안자 연구로개발단 책임연구원 노규홍 (2792)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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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연구로를 활용한 국방 중성자 영상센터 구축 R&D 분야
국방핵심

(체계개발)

기술개요

∙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반 고성능 중성자와  X-선  

  발생장치 기반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하여 국방핵심  

  부품의 설계 및 비파괴 결함 검사를 할 수 있는 

  고투과, 고분해능 국방 전용 중성자 영상 시설 확보

기술수준 현재 5→ 목표 8  

사업기간 ‘20~27(8년)

소요예산 750억원

적용무기체계
회전익, 고정익, 
지상무인,

개발기술 ∙ 연구로 기반 중성자 영상시설 확보 적용기술아이템

∙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 터보샤프트  
 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제안자 연구로개발단 책임연구원 우상익 (2792) 우선순위 A

기술명 고선량/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웅용장비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체계적용)

기술개요

∙ 고선량/이동형 중성자발생장치의 핵심부품들의 개발

을 통해서 국내 이동형 중성자원의 개발능력을 확보

하고 중성자 활용기반을 구축함

기술수준 현재 6→ 목표 8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회전익, 고정익, 
지상무인,

개발기술

∙ 체계 적용 기술

  - 용도별 중성자 선량조절 중성자 발생장비

  - 중성자원을 활용한 검사기술

적용기술아이템

∙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 터보샤프트  
 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오병훈 (864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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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체계 적용 기술 R&D 분야
국방핵심

(체계적용)

기술개요

∙ 초임계 CO2 발전기술은 고압조건에서 상변화 없이 작동을 

하는 미래형 발전시스템으로 초소형 고효율화가 그 특성임

∙ 초임계 CO2 발전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해군함

정 및 잠수정의 추진체계의 고효율화를 기존 무기체계

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달성

∙ 추진체계 및 전력생산 시스템의 고효율화를 통하여 해

군함정의 작전반경 증가로 인한 작전능력 향상

∙ 기존 해군함정 및 미래형 무인함정의 전자전 수행을 

위한 추가 전력 확보를 추가 설비 및 연료소모 없이 

달성가능

기술수준 현재 6→ 목표 8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수상함

개발기술

∙  무인함정 추진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디젤엔진 또는 

가스터빈 배기가스 폐열 회수 시스템 개발

∙ 회수된 폐열을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추가 발전 

∙ 기존 단일 디젤엔진 및 가스터빈 시스템에 비해서 효

율 10% 이상 개선 

∙ 1MW 추가 생산도 50m3 이하의 작은 공간에서 달성이 가

능할 수 있게 초소형 발전시스템 개발

∙ 다양한 운전조건에서도 발전효율 및 배기가스 폐열회수

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및 운전전략 개발

∙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신뢰도가 높은 발전시스템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수상함용 

통합전력시스템

제안자 열수력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재은 (2065) 우선순위 A

기술명 초기 핵 폭발시 무기체계 내장 전자장비 방호 R&D 분야 국방핵심
(체계적용)

기술개요

∙ 핵 폭발시 발생한 방사선으로부터 무기체계에 내장

된 전자장비(회로)를 방호하기 위해 기 개발 NED를 

포함한 최적화 체계 연구개발 

기술수준 현재 6→ 목표 8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장비

개발기술
∙ 무기체계(용량, 크기)별 맞춤형 NED 추가 개발 

∙ 체계 적용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제안자 방사선기기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남호(063-570-3420) 우선순위 A



- 222 -

 □ 민군 기술협력 사업 추진 대상 원자력기술

기술명 3D 레이저 프린팅 적용 장갑 성능 향상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고속 비행체, 해저 이동체, 장갑차 등의 장갑 성능 

혁신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3D 레이저 프린팅 적용 3

차원 표면 개질 및 경사기능 소재를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3D/4D 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3D 레이저프린팅 기반 장갑표면 기능부여 핵심기술 개발
  - 고속 비행체 고열산화 및 해저 이동체 염수부식
    방지 표면처리 
  - 장갑기능 탑재 표면 고내열 고강도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 수중 항행체 고 내구성의 항력 저감 표면
∙ 3차원 형상 구현 레이저 프린터 정밀 제어 기술 개발
∙ 3D 레이저 프린팅 적용 경사기능 소재 제어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현길 (2522) 우선순위 A

기술명 복잡한 형상의 고성능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핵심 전략 도구에 특수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잡형상 부품 제조 기술과 소재기술이  

  필요한데,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고융점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원자로 노심 소재 기술을 융합하여,  

  복잡 형상의 경량화 구조체 제조 핵심 기술을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2(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3D/4D 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복잡형상 고성능 경량 구조체 소재 및 제조 기술

  - 경량소재(알루미늄, 티타늄)에 선택적 SiC 혼합 소재

    개발

  - 경량소재(알루미늄, 티타늄)에 선택적 산화물 분산

    소재 개발

  - 경량소재(알루미늄, 티타늄)에 선택적 SiC 및 산화물

    혼합 복합소재 부품 성형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현길 (2522)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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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전자선 경화기술 기반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제조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국방 특수소재용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술

  - 기존 열경화공정 대비 경화시간을 1/10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 상온 경화로 인한 휘발성 유기용매 배출 억제가능

  - 경화 공정시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계면에서   

    발생하는 탈리 현상 방지

  - 내부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불량률 저감화 가능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5  

사업기간 ‘20~22(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3D/4D 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항공우주, 기동, 방호  

   등에 적용 가능한 국방핵심기술 소재 개발.

  - 수지/섬유 복합화 기술개발 및 소재 물성평가

  - 수지/섬유 복합화 전자선 경화장비 제작 및 프로  

    세스 개발

  - 확정된 복합재료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공업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전준표 (063-570-3063) 우선순위 A

기술명 박막 초소형 열전달 측정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동일 평면상에 인위적 온도차를 발생하고, 측정하여

  평면을 통과하는 열전달량을 측정하는 세계 최초

  신개념 초소형 열전달 측정 소자. 

∙ 동일 평면에 인위적인 온도차를 발생시켜 측정하는

  기술로, 두 종류의 열전도도(K1, K2)를 가지는 물질

  A, B의 얇은막 사이에 열전대열(Thermopile)을 삽입

  하여 표면의 열전달을 측정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25억원

적용무기체계 기동전투

개발기술

∙ 초소형 박막 열전달 센서 개발

∙ 신개념 제작방식인 동일 평면상에 열전대를 반도체

  제작공법으로 Printing 하여 초소형화 및 대량 생산

  가능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초경량 

전력체계 개발 기술

제안자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성재(8452)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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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전투임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탑승형 외골격 로봇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병사 개인의 전투임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탑승형 로봇으로써, 병사의   

  운동 능력 향상, 개인 방호, 원격 통신 등의 기능을  

  수행 가능한 외골격 로봇 기술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인전투

개발기술
∙ 전투임무 능력을 향상, 전투 생존력 증대, 개인 방호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외골격 로봇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하지근력 증강  
 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  
 탐지장비

제안자 로봇·기기진단연구실 선임연구원 박종원 (6533) 우선순위 B

기술명 철책 점검 로봇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GOP 경계 철책의 파손/손상 여부의 정밀 진단을 위한  

  철조망 부착 이동식 지능 로봇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인전투

개발기술 ∙ 파손/손상 진단 기술 및 장거리 데이터 보안전송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하지근력 증강  
 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  
 탐지장비

제안자  로봇·기기진단연구실 선임연구원 정경민 (8835) 우선순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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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무인로봇계측제어통제,인간공학연계기술
HMI 기술수준 및 관리 프로그램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체계(system)의 궁극적인 성능은 최종 단계에서 인적  

  요소(human factor)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성  

  능과 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인간-기계 연계    

 (HMI : Human-Machine Interaction)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인간-기계 연계의 기술기준은 사용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계획-분석-설계-운용-폐기  

  등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리  

  프로그램 및 세부요건 정립에 국내 고유한 기준 및  

  기술기반이 필요

∙ 국내의 원자력 및 해양 등 고신뢰도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인간-기계 연계 관련 기술기준(선급 IMO 기  

  술기준, NUREG-0700 HSI Guidelines) 및 프로그램   

  (NUREG-0711 기준 HFEPP :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을 기반으로 시급한 군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효과적인 기술기반 확보 및 중간진입   

 가능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20억원

적용무기체계

VR/AR/MR, 
무인로봇, 
인공지능,
지상무인

개발기술

∙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 설계는 물론 계획, 구매/  

  입수, 제작,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시스템  

  성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유한 인적요소 관리 프   

  로그램 및 인간-기계 연계 상세기준/지침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수중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수중로봇 네트워킹  

 기술

∙창의적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  

 체계 기술

∙무인추진/주행동작  

 제어장치

∙무인체계용 화생방  

 탐지장비

∙자율주행제어

∙주행 감지센서

∙주행 인식처리

∙지상로봇임무통제

제안자 원자력ICT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용희 (2941) 우선순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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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레이저 응용 안개 투시 기술(레이저 게이트 카메라) R&D 분야
민군협력

(체계적용)

기술개요
 ∙ 악천후 환경에 강한 레이저/ICCD 응용 영상화 장치

   개발(물체인식 2차원 영상 및 거리측정 3차원 영상)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7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감시/정찰
전자광학

개발기술

 ∙ 악천후 환경에 강한 원거리 2 차원 물체영상 및 

   3차원 거리영상 획득장치 개발

   - 측정거리: 최대 4km

   - 가시도 향상: 2배 이상

   - 거리측정오차: 2% 이내

적용기술아이템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기술명 미세먼지 및 생화학가스 원격측정용 다파장 라이다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더와 유사한

  개념이나, 레이 레이저 원격 계측 기술인 라이다를 사용

  하여 미세가스나 화생방가스의 거리/분포/농도/입자크기

  분석등이 가능한 다파장 라이다 원격탐지 장치를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3(4년)

소요예산 32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다파장 라이다를 이용한 가스구름 농도 및 입자 크기

  분포 원거리 측정 기술의 실험적 실증

∙ 라이다와 분광광도계의 복합형 가스구름 입자 분석

  알고리즘 분석기술 개발(장치개발, 알고리즘 완성)

∙ 다파장 라이다식 미세먼지 및 가스구름 농도 분석 장치

  국산화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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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라이다를 이용한 기상관측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체계적용)

기술개요

 ∙ 현재 기상분야에서 대기 중의 오염도 측정, 풍향·

   풍속·온도·습도·비편광도 (황사현상), 그리고 

   운고/운량계와 같은 구름측정에 활용

 ∙ 국방분야에서는 원거리 화생가스측정이나, 공항에서

   구름측정, 바람측정 등의 원거리 측정분야에 활용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8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지상무기

개발기술

 ∙ 고도별 구름 운고 및 에어로졸 관측 라이다 운고계 개발 

 ∙ 라이다 운고계 및 전천카메라 영상정보 기반 운량

   측정 기술 개발

 ∙ 운고계 국산화 시제품 개발 및 인증

적용기술아이템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기술명 레이저 활용 항공기 구조물 피로 열화 진단장치 개발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금속의 열화가 진행시 금속 내 결정의 배치가 바뀌  

  거나 결정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

∙ 고주파 영역의 초음파 사용시 금속 내 결정 배치에  

  따른 산란 정도 변화 정량화호 열화 정도 예측 가능

∙ 레이저 초음파의 경우 금속 결정의 크기와 파장이   

  비슷하거나 작은 고주파, 광대역 충격/초음파 (10-100 mm:  

  20-200 MHz)를 이용하고 있으며 파장 영역에 따른   

  산란형태를 측정하면 피로열화 진단이 가능함.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고정익, 회전익

개발기술

∙ 레이저를 이용한 항공기 구조물 피로열화 진단장치 개발

  - 레이저 유도 고주파 발생 및 신호 수신기 개발

  - 레이저 유도 고주파 발생 및 표면 손상 저감 기술 개발

  - 비선형 결정을 이용한 레이저 신호 수신기 개발

  - 피로열화 진단 기술 개발 

  - 수신기 신호 처리 프로그램 개발

  - 피로열화 정량화

적용기술아이템
비행체용 고성능/ 
경량화 구조 및 소재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창완 (8718)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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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양성자를 활용한 공기 차단 고분자 필름소재 제조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전시 대비 상시 비축물자 등의 시효성 물자(화생방  

  물자, 전투식량 등)는 장기보관 시 변질이 우려

∙ 공기투과 차단 고분자 필름소재를 개발하여 시효성  

  물자의 장기보관에 활용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타

개발기술

∙ 이온빔 조사를 통한 공기 투과차단 고분자 막을 제조.

∙ 전자빔 조사를 통한 고분자 박막의 인장강도 강화

∙ 전자빔을 이용한 포장 후 멸균 처리를 통한 장기 보관

적용기술아이템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제안자 빔이용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재상 (054-750-5301) 우선순위 A

기술명 액체 수소파워 시스템 구축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장시간 

  안정적인 비행을 요하는 무인항공기에 가장 적합한

  동력원이며, 고압 기체에 비해 수소 밀도가 월등히

  큰 액체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

∙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안정적으로 단열 저장  

  기술 그리고 단열과 내압성능을 갖춘 무인항공기용  

  초경량 액체수소탱크 제작 기술 연구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19~23(5년)

소요예산 6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동전투,무인기, 
지상무인,해양무인

개발기술

∙ 다기능 수소저장 물질 개발

∙ 축냉 기술에 의한 액체수소 저장 안정화 기술 개발

∙ 경량 액체수소 저장용기 원천기술 개발

∙ 소형 수소액화 및 저장기술 개발 (5~30 L/h 급)

∙ 차량 탑재형 액체수소 충전시스템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무인기용 추진 및 동력  

 장치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  

 체류 추진시스템

제안자 중성자과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용남(4635) 우선순위 A



- 229 -

기술명 가속기 기반 중성자 영상 획득과 비파괴 검사 시스템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국내에서 개발된 중성자 발생장치기술과 중성자 영

상화 등에 대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고에너지 중성

자 영상장비(13 MeV급 양성자 가속장치인 사이클로

트론과, 중성자 발생용 표적시스템, 중성자 영상측

정 시스템으로 구성)를 개발하고 검사대상체가 있는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장치(On-site 

Neutron Imaging)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증대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19~23(5년)

소요예산 85억원

적용무기체계
회전익, 고정익, 

지상무인,

개발기술

∙ 중성자 발생용 사이클로트론 이용환경 구축 (13 MeV, 

0.2 mA 이상)

∙ 중성자 발생 표적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방사선 차폐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 중성자 선속 및 에너지 평가기술 개발

∙ 중성자 영상측정 시스템 기술 개발

∙ 하나로와 연계하여 방위산업 부품에 대한 중성자 영상 

비파괴검사 성능평가 

적용기술아이템

∙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 터보샤프트  
 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제안자 방사선기기연구부 책임연구원 문명국 (8437) 우선순위 A

기술명 국방용 중성자/X-선 융합 동적 영상 시스템 개발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하나의 장비를 이용하여 동시에 발생시킨 중성자와 
엑스선을 활용해 미사일, 포탄, 장갑차, 전차의 부
품 등 군사용 무기체계나 폐기물 드럼과 같은 원전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오염물질의 내
부를 투과시켜 분해능 1 mm 이하의 고해상도 3D 영
상을 획득함과 동시에 20여 종 이상의 물질분별 기
능을 통해 내부 물질의 형상정보 뿐만 아니라 재질
정보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고해상도 3D CT기반의 
방사선 영상기술을 개발

∙ 방사성물질의 3D 위치 검출 기술을 이용하여 피사체 
내의 방사성 물질 위치와 세기까지도 측정이 가능하
여, 미확인된 물체 내의 형상, 재질 및 방사선 오염
위치 정보까지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19~23(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회전익, 고정익, 
지상무인,

개발기술

∙ 15 MeV급 고주파 선형 전자가속기 기반의 일체형 중

성자/엑스선 발생장치 및 검출장치

∙ 3차원 영상획득을 위한 정밀 이송장치

∙ 고해상도 방사선 영상 및 물질분별 알고리즘

∙ 방사성(핵) 물질 3차원 위치 탐지 기술

∙ 고해상도 3차원 방사선 영상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

적용기술아이템

∙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FADEC 터보샤프트  
 엔진
∙신개념 회전익플랫폼
∙차세대 회전익기체
∙차세대로터

제안자 방사선기기연구부 선임연구원 이병노 (063-570-3424)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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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냉각효과 증대 사이펀 스프레이 열교환기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전자기기 진공관 원리의 상사성을 이용하는 신개념으로,  

  기존의 Heat Pipe 또는 Thermo Siphon과도 차별이   

  되는 뛰어난 열전달 성능을 발휘하는 열교환기기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  타

개발기술

∙ 냉각능력 획기적으로 개선된 열교환기 기술 개발

  -현재 100W/㎠ → 개선 200~500(최대 1,000)

  ※ 선진국 수준 120W/㎠

적용기술아이템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제안자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성재(8452) 우선순위 B

기술명 테라헤르츠 기반 생화학물질 실시간 원격 검색 기술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광대역 테라헤르츠파를 이용 원거리(1 km 이상)에서

  고감도로 생화학물질 및 유독가스의 성분과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테라헤르츠파는 물질식별 능력이 뛰어난 분광지문

  대역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물질을 자동으로 식별 및

  프라이버시 침해논란 없이 정확한 검색이 가능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테라헤르츠기반 생화학물질 원격 탐색기술 개발

  - 광대역 테라헤르츠 광원 및 검출기 개발

  - 초고속 테라헤르츠 분광 장치 개발

∙ 테라헤르츠 대인용 전신검색기 개발

  - 수 W급 고출력 THz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파장: 300~500μm)

  - 테라헤르츠 고속 영상 장치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

제안자 초고속방사선 연구실 책임연구원 정영욱(8342)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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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 탑재형 고감도 

센서 기술개발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화생방 위험 조기탐지를 위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센서

  및 전천후 영상획득 장치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4→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화생방

개발기술

∙ 나노광기술을 이용한 드론탑재형 고감도 초절전 

  화생방탐지 센서 및 전천후 중/장적외선 복합 영상

  획득장치 개발

  - 유해화학물질/유해생물/방사능 탐지 센서 개발

  - 적외선 광원 이용 복합 영상 획득장치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무인체계용 
화생방탐지장비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제안자 방사선기기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한수(063-570-3703) 우선순위 A

기술명
내방사선 이미지센서 설계를 통한 드론 탑재형 전천후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R&D 분야
민군협력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핵전 상황하 고방사선 환경에서 생존하여 작전 가능한  

  이미지 센서 및 무인 감지 시스템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0~24(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내방사선 능력이 확보된 이미지 센서 모듈 및 신호 처리

  아날로그 회로와 저전력 영상처리 회로 및 알고리즘 개발

∙ 다중 방사선 탐지용 드론탑재형 반도체기반 어레이

  센서 개발 (2가지 이상 대표 감마 핵종 탐지 능력)

∙ 전천후 중/장적외선 복합영상 획득장치 개발

∙ 나노W 단위의 미세 열전달 제어기술을 활용 배터리

  사용 시간 극대화, 초저전력 (<10mW) 구동

∙ 화학물질 등 센서 융합을 위한 드론탑재형 저전력/

  초경량 디지털 신호처리부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제안자 원자력ICT연구부 책임연구원 권인용(4925)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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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국방 R&D 사업 추진 대상 원자력기술

기술명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적의 지향성 에너지 공격을 흘려보내거나 반사시킬 

수 있도록 메타물질의 굴절률 조절, 투과 등의 성질을 

설계/제어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4~28(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동전투
스텔스 전차

개발기술

∙ 고내구성 소재 설계 : 적 공격 파괴능력 이상의 

                       전계강도 확보

∙ 지향성 에너지 공격 무력화/영공 

적용기술아이템

메타물질 기반 지향성 

에너지 반사(거울) 

기술

제안자 제안 공모 우선순위 도전과제

기술명 입자 이온빔 활용한 기능성 소재 스텔스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응용)

기술개요

∙ 입자이온빔을 이용한 소재 표면 혹은 소재 물성변화

  기술을 활용해서 H+, Ar+, N+ 같은 입자 이온을 

  가속기를 통해 특정 에너지의 입자빔 형태로 물질의

  표면 혹은 수 nm ∼ 수 cm깊이의 물질속으로 침투

  시킴으로써 물질 표면을 자성, 반자성, 전도성, 반도

  체성의 특정을 표면 개질화 하여 스텔스 성능 구현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4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2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개발기술

∙ 다층 적층형 전자기파 감쇄 구조 형성(gradient multi- 
layer absorber)을 위한 입자 이온밤 조사기술 개발

  - 2D layer depth 별 ion 적측형 전자기파감쇄 구조  
  ion beam implantation 

∙ 2D, 3D Pattern 형 전자기파 흡수 구조 형성 입자 
이온빔 조사기술개발

  - 2D, 3D layer 별 이온종 implantation 을 통한    
  흡수, 반사 구조의 불규칙화를 통한 전자기파의   
  지연 및 흡수능을 가진 구조체 형성

  - 전도성 구조체 형성을 통한 표면 전류제어 기술을  
  융합한 능동 전자기파 회피기술화구현

∙ 입자빔 활용 전자기파 흡수 nano 물질 개발
  - 입자빔 활용 nano물질 제작 기법을 응용하여 유전체,  
  자성체, 전도체 개발(균일사이즈, 반도체 입자를  
  이용한 적외선 흡수 소재 개발)  

  - 나노입자화 소재를 이용한 범용성 스텔스 소재화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유도탄 피탐지 감소 

기술

∙저피탐성 비행체

∙스텔스 설계기술

제안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조원제(054-750-5304) 우선순위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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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기술 중 초분광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에너지

개발기술 ∙ 적용기술아이템  

제안자  제안 공모 우선순위 도전과제

기술명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출력의 레이저를 대기중에 특정한 공간에 발사하

여 초고온의 공기층/플라즈마 인공렌즈를 만들어 가시

광/전자기파를 굴절 반사 시키는 기술

∙ 영국 방위산업체인 BAE systems에서 2017년 제안한 

기술로서,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대기층 혹은 전리층

에 조사하여, 이온화 혹은 가열효과에 의한 인위적인 

거대 렌즈효과를 공중에 발생시키는 기술. 대기중에 

생성된 거대 렌즈효과를 이용하면 보다 정밀한 지상관

측이 가능하고, 지상에서 공중으로 발사되는 요격 레

이저를 굴절 혹은 산란시켜 레이저 요격 회피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4~26(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에너지

개발기술

∙ 최대 피크출력 : 수 GW급 이상

∙ 고에너지 밀도 전원장치 구현 : 항공기 탑재 가능

∙ 초정밀 굴절율 제어기능 확보 

∙ 공기 굴절율 변경으로 인한 스텔스 기술

∙ 지향성 에너지 공격에 대한 방어막 생성 

∙ 공기렌즈를 이용한 광시야 확보

적용기술아이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렌즈 
기술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용호(8278) 우선순위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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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출력 펄스레이저를 아군 무기체계 및 주요시설 주

위에 발사하여 레이저 플라즈마 방어막을 만들어 근접

하는 적 포탄을 파괴하는 기술

∙ 고출력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를 공기중에 집속할 때 

생기는 강한 방전효과를 이용하여, 적의 청각과 시각

을 차단하거나, 레이저, 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

너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방어벽을 형성

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4~26(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에너지

개발기술

∙ 초고온 플라즈마 형성 및 유지

∙ 대면적 플라즈마 막 형성능력 확보 

∙ 고첨두출력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 기술

 - 고반복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 발진 기술

 - Eye-safe 영역의 고출력 펄스 레이저 기술

 - 공기중 방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레이저 펄스 조사 

   최적화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어막 기술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용호(8278) 우선순위 도전과제

기술명
창의적 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무인체계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UGA, UAV, UUV에 혠/ㅑ 와 영상 센서 정보 등을 활

용하여 딥러닝 기반으로 객체, 장애물 환경 및 측위

에 대해 인식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 자율정찰, 전

투,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4~26(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발기술

∙ 1차목표성능 : 유/무인 체계간 협업전투 임무수행을

                위한 인식 및 판단 기능 구현

∙ 2차목표성능 : 단일로봇의 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무인체계 완전 자율화

※ 객체 및 환경 자율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주  

  변상황 예측 기술, 안정된 자율기동 기능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제안공모 우선순위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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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혼합 현실기반 유무인 상호협력 훈련 플랫폼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미래형 무인체계(UAV, UGV, UUV 등)와 인간(전투요

원, 지휘요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공

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탐지거정보 상호교환 및 

상황판단 협력이 가능한 유·무인 공존 전투과정을 

혼합 모의하여, 고위험/원거리 전투환경에 대한 사

전 실전훈련을 수행하고 인간 및 무인체계의 학습지

능 향상에 필요한 실전 데이터 확보/분석이 가은한 

혼합 현실 기반 훈련 플랫폼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3~25(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발기술

∙ 1차목표성능 : 체계단위별 가상현실 훈련 플랫폼

∙ 2차목표성능 : 유·무인 공존 상호협력 및 혼합현실

                훈련 플랫폼

∙ 3차목표성능 : 실전훈련 빅데이터 확보 및 지능학습

                플랫폼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제안공모 우선순위 도전과제

기술명 멀티모달 딥러닝 기반 초소형 무인로못 임무수행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초소형 무인로봇이 멀티모달 딥러닝 기반으로 적군

의 행동패턴 및 음성과 같은 두가지 이상 데이터를 고

차원으로 학습하여 구축된 DB를 통하여 피아 식별 후 

무인로봇 자체에서 자율명력과 행동이 이루어 짐으로

써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3~25(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발기술

∙ 작전 시나리오 기반 자율명령 합니성 및 행동명령 

완수율 95% 이상

∙ 무인체계, 자폭, 사살, 유도, 은닉, 자율주행 능력

∙ 사람의 이해구조를 모사하여 시각, 청각, 촉각 데이

터를 통합 학습하는 멀티 모달 딥러닝 기술

∙ 상황인식과 행동 패턴 및 음성 등을 인지하여 피아

식별 후 임무를 수행 함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제안공모 우선순위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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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3D 레이저 코팅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고융점 금속 3D 프린팅 기술

과 원자로 노심 소재 기술을 융합하여, 이종금속 코팅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3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3D/4D 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해당 부서 상세 연구 후 발전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현길 (2522) 우선순위 ㅇ

기술명
3D 프린팅 기반 경량-내산화-마찰저감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해상환경에 내구성이 우수하고 마찰저항이 감소된   

 경량 복합소재 제조기술 

 - 염수부식에 강한 Ti/Zr 합금을 마찰저항 패턴으로 

경량 Al 합금에 표면처리 하는 3D 프린팅기반 하이

브리드 복합소재 기술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3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3D/4D 프린팅, 고정익,
기동전투, 화포

개발기술

∙ 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3D프린팅 기반 고내식성 합금 
표면처리 기술을 원천기술로 하여 기존 소재부품에 바
로 적용하면 기존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소재부품제조 인력 인프라가 바로 연계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로 기술개발을 조속하게 완수할 수 있음

∙ 3D 프린팅 기반 이종 소재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소
재산업의 혁신적 원천기술로 기존 소재를 활용하여 
약점을 크게 보완하는 개념으로 생산성의 증대가 가
능하고 항공, 우주, 원자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확
대 적용이 가능

적용기술아이템

∙병사/무기체계 맞춤

형 4D 프린팅 기술

∙비행체용고성능/경

량화구조 및 소재

∙경량 무인 발사 시스템

∙경량/모듈화 방호시스템

∙고내구성 포신 시스템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현길 (2522)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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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단열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재 단열 소재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열 차단을 통해 은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열 탐지 확률을

  감소 시켜야 하는 경우 및 고온 환경에 노출 시 필요한

  내열/열차폐 소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소재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4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개발기술

∙ 단열 성능 개선 저피탐 복합체 소재 기술 개발

  - 금속표면에 단열/내열 세라믹 적층 3D 프린팅 기술

  - 금속표면에 전자파교란 세라믹 적층 3D 프린팅 기술

  - 금속표면에 전자파 교란/단열/내열 복합소재 적층

    3D 프린팅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유도탄 피탐지 감소 

기술

∙저피탐성 비행체

∙스텔스 설계기술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현길 (2522) 우선순위 B

기술명 입자 이온빔 활용한 기능성 소재 스텔스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응용)

기술개요

∙ 입자이온빔을 이용한 소재 표면 혹은 소재 물성변화

  기술을 활용해서 H+, Ar+, N+ 같은 입자 이온을 

  가속기를 통해 특정 에너지의 입자빔 형태로 물질의

  표면 혹은 수 nm ∼ 수 cm깊이의 물질속으로 침투

  시킴으로써 물질 표면을 자성, 반자성, 전도성, 반도

  체성의 특정을 표면 개질화 하여 스텔스 성능 구현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4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2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개발기술

∙ 다층 적층형 전자기파 감쇄 구조 형성(gradient multi- 
layer absorber)을 위한 입자 이온밤 조사기술 개발

  - 2D layer depth 별 ion 적측형 전자기파감쇄 구조  
  ion beam implantation 

∙ 2D, 3D Pattern 형 전자기파 흡수 구조 형성 입자 
이온빔 조사기술개발

  - 2D, 3D layer 별 이온종 implantation 을 통한    
  흡수, 반사 구조의 불규칙화를 통한 전자기파의   
  지연 및 흡수능을 가진 구조체 형성

  - 전도성 구조체 형성을 통한 표면 전류제어 기술을  
  융합한 능동 전자기파 회피기술화구현

∙ 입자빔 활용 전자기파 흡수 nano 물질 개발
  - 입자빔 활용 nano물질 제작 기법을 응용하여 유전체,  
  자성체, 전도체 개발(균일사이즈, 반도체 입자를  
  이용한 적외선 흡수 소재 개발)  

  - 나노입자화 소재를 이용한 범용성 스텔스 소재화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유도탄 피탐지 감소 

기술

∙저피탐성 비행체

∙스텔스 설계기술

제안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조원제(054-750-5304)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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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관통손상 복구를 위한 자기치유 코팅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탄환(발사체) 관통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물질/공정/메카니즘 개발 

  - 자연의 자기 회복 기능을 모사한 재료로서‘손상  

     방지’관점이 아닌‘손상관리’관점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고정익, 
기동전투

개발기술

∙ 발사체 관통 손상 자기치유 작동 메카니즘 및 소재 개발

∙ 자기치유 소재 특성/ 작동 기구 분석

∙ ionomer 및 고탄성 고분자 영향

∙ 나노복합체 및 이온 비율 영향 평가

    - 자기치유 소재 샘플 제조 및 성능 평가

∙ 관통 손상 자기치유 소재 시작품 제조

∙ 자기치유 특성 및 성능평가(충격관통시험 및 치유   

  성능 평가, 미세구조, 열변화 및 기계특성 변화 분석)

적용기술아이템
∙유도탄/비행체 생존

성 향상 기술

제안자 신소재개발실 책임연구원 맹완영 (2295) 우선순위 B

기술명
드론 군집비행 제어 및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한 위협 

요소의 선제적 실시간 감지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다수의 드론을 이용한 넓은 지역의 영상 신호 처리를 

통한 광범위한 실시간 위협 요소 감지 및 분석 가능 

∙ 취득 영상 신호의 중첩을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드론 

군집 비행만으로 넓은 범위의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

시 가능

기술수준 현재 3 →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지상무인
개인전투

개발기술

∙ 광범위 드론의 군집 비행 제어 기술
  - 현재의 좁은 범위의 드론 군집 제어 기술을 개선한  
  광범위한 드론의  군집 비행 제어 기술 

  - 취득 영상 신호 처리를 통한 취득 영상의 중첩성을  
  최소화한 넓은 범위의 드론 군집 비행 제어 기술

∙ 군집 드론의 대용량 영상 신호 전송 기술
  - 무선 통신을 이용한 군집 드론들의 실시간 대용량  
  영상 신호 전송 기술

  - 채널 간섭 및 영상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한 데이터  
  압축 전송 기술 (단방향성 안테나 이용 혹은 전송  
  채널 분할 기술의 최적화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하지근력 증강  
 장치
∙초소형 스마트 무장 
∙무인감시장비
∙무인체계용 구조 및  
 폭발물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무인체계용 화생방  
 탐지장비

제안자 원자력ICT연구부 책임연구원 성승환(8244)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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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레이저 빔 집속 응용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고출력 레이저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레이저빔 집

속 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특수무기

개발기술 ∙ 적용기술아이템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제안자 제안 공모 우선순위 B

기술명 배경영상 기반 파면왜곡 보정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에너지 레이저빔의 파면 보정하여 직진성 및 빔질 

개선

. 가이드빔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가능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4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45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특수무기

개발기술
∙ 고속 고작동기 파면보정 거울 개발 

. 고속 파면보정 알고리즘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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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대기 외란 보정 적응 광학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대기 외란에 의한 장거리 및 우주감시용 전자광학 

영상센서의 성능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고외란 대

기유동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보정할 수 있

는 원천 핵심 기술을 연구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8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특수무기

개발기술

∙ 기준광원 : 레이저/비가간섭광원

∙ 스트렐비 : 0.3이상

∙ 광파면 왜곡 보정속도 : 100Hz 이상

적용기술아이템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기술명 레이저 안정화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대기의 외란과 난기류의 분석과 이를 보정한 기술을 

적용한 고출력 레이저의 고속 조준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

개발기술
∙ 고속 actuator 및 제어기술

∙ 광파면 보정기술
적용기술아이템 초정밀안정화 및 

조준모듈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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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레이저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신개념 다이아몬드 

빔결합 증폭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기존의 레이저 매질에 비해 열전도율이 월등히 뛰어난  

  다이아몬드의 라만 유도 증폭 특성을 응용하여 고출력  

  고지향성 레이저빔을 생성 하거나 고출력 레이저의 파  

  장을 변환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3  

사업기간 ‘19~22(4년)

소요예산 32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특수무기

개발기술

∙ 수백 W급 다이아몬드 라만 레이저 실증 및 출력

  확장 방안 도출

  - 고출력 라만 펌핑 광원 개발 및 출력 확장,

    파장특성 최적화

  - 수백 W급 다이아몬드 라만 레이저 제작 및 출력

    특성 측정

  - 수-수십 kW 다이아몬드 라만 레이저 출력 확장

    방안 도출

적용기술아이템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발생  

 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  

 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효과도  

  분석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차용호(8278) 우선순위 A

기술명 고속 광파면 변형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장거리 EO/IR, 전자광학 우주감시용 고해상도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빔 타격무기 등에서 대기 난기류 

외란에 의해 나타나는 광파면 일그러짐을 역보정하기 

위한 광파면 변형용 배열형 변형거울(20X20) 기술 연구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9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자광학,특수무기

개발기술

∙ actuator : 400(20X20)이상

∙ stroke 구동변위 : 2μm 이상

∙ 구동 대역폭 : 1 KHz

∙ 편평도(optical flatness) : 50 nm RMS 이하

적용기술아이템

대구경 적응광학 
망원경
고에너지 레이저 
빔제어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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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미량 폭발물/생화학 물질 탐지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근/중적외선 영역에서 극미량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생.화학물질을 탐지함.

∙ 원격 탐지기술이 민감도가 낮은 반면, 극미량 탐지

가 가능함.

기술수준 현재 1 → 목표 3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센싱

개발기술

∙ 근/중적외선 발생기술

∙ 공진기 증강 흡수 분광기술

∙ 광음향 분광기술

∙ 분석알고리즘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생화학물질 탐지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고광훈(8332) 우선순위 A

기술명 원격 폭발물/생화학물질 탐지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폭발물 잔여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탐지기술.

∙ 라이다 기술을 활용한 원격 탐지기술

기술수준 현재 0 → 목표 3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센싱

개발기술

∙ 중적외선 발생기술 개발

∙ 라이다 기술

∙ 분석알고리즘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폭발물 탐지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고광훈(8332)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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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레이저를 활용한 적응광학 소형화/경량화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레이저의 빔 품질 개선

∙ 적응광학 시스템의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전자광학,
화생방,화포

개발기술
∙ 적응광학 시스템의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 제어알고리즘 기술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포용 가시영상광학  

 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기술명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

(3D 이미지 형상화 용 투과레이더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다양한 매질이 투과 가능하며, 목표물의 3차원 형상

을 통해 감춰진 묵표물의 형체를 인식할 수 있는 투

가레이더 기술 

기술수준 현재 0→ 목표 3  

사업기간 ‘24~26(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전자광학,
화생방,화포

개발기술

∙ 1차 목표성능 : 5Km 이내 표적탐지 및 이미징 가능

∙ 2차 목표성능 : 소형/경량화, 알고리즘 실시간 처리

∙ 투고레이더 통한 감춰진 표적 형상 인식

∙ 투과레이더 소형화를 통한 무인기 탑재 

적용기술아이템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포용 가시영상광학  

 시스템

제안자 양자광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백성훈(8993)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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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비인가 지역에서의 폭발물 탑재 자살드론 탐지 및

  무력화 기술 개발

  - Geo Fencing : 이동형 드론 탐지 기술 

  - Deep Learning : 드론 식별, 대응, 위치 추정 기술

  - Laser : 위치 추정 및 고에너지 타격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3~27(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특수무기

개발기술

∙ 반경 내 드론의 침입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

∙ 드론 식별 및 위치 추정을 통한 다중 드론 대응 

  기술 개발

∙ 드론 무력화를 위한 레이저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근거리 지상표적용 
이중모드탐색기
지상표적용 
복합탐색기
위성용 초경량 
광학계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 및 식별장비
화포용 
가시영상광학시스템

제안자 원자력ICT연구부 선임연구원 김택규(4510) 우선순위 B

기술명 동위원소열원 이용 고효율 전력생산체계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방사성물질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나 양(음) 

전하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화학전지

보다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J/kg) 및 장수명(10∼

20년)을 갖는 전지 구현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3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우주, 무인로봇, 
기동전투,수중감시,
지상무인, 해양무인

개발기술

∙ 출력목표 : 열출력 100 W 이상, 전기출력 10 W 이상

∙ 수명 : 초기출력 대비 70% 이상 유지하여 10년 이상

∙ 극한환경 성능유지 : 온도조건 -185℃ ～ 125℃

적용기술아이템

∙우주용 태양전지
∙극소형 나노로봇 이용  
 유전자 분석 치료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  
 체류 추진시스템

제안자 동위원소연구부 책임연구원 손광재(8580)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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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심해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 제조 핵심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심해 및 극지 이동체용 일체형 에너지 모듈에 필요한  

  연료 제조 핵심 기술을 개발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무인로봇,기동전투,
수중감시,지상무인, 
해양무인

개발기술

∙ 고융점 금속 3D 프린팅 활용 in-situ 합성 연료 소재  

  제조 핵심 기술 개발

∙ 일체형 소형 에너지 모듈 구현을 위한 연료-피복재  

  적층 제조 핵심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극소형 나노로봇 이용  
 유전자 분석 치료 기술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통신기
∙무인잠수정 탑재음탐기
∙해저 고정형 체적배열  
 음탐기
∙무인체계용 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대잠전용 무인수상정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잠수정 수중 장기  
 체류 추진시스템

제안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김동주 (2816) 우선순위 A

기술명 차기 병사체계용 초소형 전지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기술수준 현재 3→ 목표 6  

사업기간 ‘23~27(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개인전투

개발기술 ∙ 적용기술아이템
병사용 초경량 통합 
전원

제안자 제안 공모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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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극고온 내열부품 설계,성능해석 및 제작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속비행체 등 극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내열부품 또는 냉

각을 포함하는 내열부품의 설계, 냉각능/구조건전성 평가 

및 제작 기술 

 - 포탄, 미사일 등 고속비행무기  

 - 로켓 노즐 등 항공무기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3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개발기술
∙ 포탄, 미사일 등 고속비행무기의 내열부품   

∙ 유도무기 추진체의 로켓 노즐
적용기술아이템

∙ 극초음속 비행체용  

  내열소재 및 열 제어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이동원 (4659) 우선순위 B

기술명 극고온 내열부품 성능검증 장비 및 평가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속비행체 등 극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내열부품의 성능검

증 및 환경모사 시험 장비 및 평가 기술 

 - 포탄, 미사일 등 고속비행무기  

 - 로켓 노즐 등 항공무기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3  

사업기간 ‘22~24(3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유도무기

개발기술

∙ 장거리 고속 미사일 개발에서는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하는 

공력가열을 견디는 내열 내삭마 소재를 실제와 유사한 상

황에서의 모사시험 및 개발단계에서의 성능 검증

∙ 극한환경에서의 내열부품 성능검증을 위해 수억도 환경 

제공 가능한 전자빔장비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사가 

가능한 플라즈마 풍동 장비 구축 활용 중

∙ 기 구축 장비 및 축적 기술을 통해 고속비행체에서 요

구되는 시험조건의 도출, 시험조건의 구현, 개발된 소재

의 성능평가 및 모사시험에 직접적으로 활용

적용기술아이템
∙ 극초음속 비행체용  

  내열소재 및 열 제어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이동원 (4659)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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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유기염료를 활용한 방사선 오염 탐지 시각화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누출 방사선 피폭사고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무색,

  무미, 무취한 방사선의 육안식별가능 조기 감지용

  유기반도체 소재이용 도료 개발 

  - 방사선 시각화

  - 안전 향상

  - 적용 확대로 누출 방사선 사각지대 해결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4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1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방사선 감지 유기염료기반 특수 도료소재 개발

  - 최적화 합성수지 선정 및 반응성 평가

  - 용제의 선정 및 재료 혼화성 최적화 연구 

  - 최적화된 도료 소재의 방사선 영향 평가

∙ 방사선 시각화 특수 도료의 상용화 기술 개발

  - 방사선 시각화 특수 도료의 성능 평가

  - 방사선 시각화 특수 도료 시작품 개발

  - 방사선 감지 도료의 방사선 영향 평가

적용기술아이템
광대역 실시간 
원거리 탐지 및 
경보장비

제안자 공업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오승환(063-570-3099) 우선순위 A

기술명 군사기지용  초소형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R&D 분야
국방핵심

(응용/시험)

기술개요
∙ 오지 또는 군사기지 등에 소규모의 분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원자로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5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215억원

적용무기체계 기  타

개발기술

∙ 장수명 노심, 고효율, 고안전 초소형원자로 핵심 설계  

  기술 개발

∙ 초소형원자로 열이송 핵심기기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제안자 고온가스로 개발부 책임연구원 김민환 (8102)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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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자기적 활성 보안 기능성의 자기변색(Magnetochromic) 

소자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전기제어가 없이(contactless control) 외부자기장에 

따라 변색 (color stealing)하는 나노 자성재료(자

기변색)를 개발하여 보안 및 위장 기술 등에 활용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5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기타

개발기술

∙ 외부자기장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나노 자성재료(자
기변색)개발

  - 현재까지 보고된 나노 자성재료의 발광 원리 및 자성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성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활용하여 규명하고, 최적화된 자기변색(magneto-  
  chromatic)재료 및 composite (fluid, 박막) 제어  
  조건 연구

  - 향후 실용성이 높은 교류 인가 자기장하에서도 그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저 손실 나노 자성재료 및  
  자기변색 소자구현  

적용기술아이템
∙전투지속능력 강화  

 기술

제안자 동위원소연구부 책임연구원 엄영랑 (4835) 우선순위 B

기술명 고고도 전자기 펄스 위협 분석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고고도 핵반응 방사선의 대기 플라즈마내 전파로 발생된

  전자기펄스 위협 분석용 Modeling & Simulation (M&S)

  기술 개발 

∙ 주파수 대역별 수용성이 다른 모바일 전자 장비 등의

  효율적 경제적 개별 방호를 위한 위협 수준 분석 기술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4  

사업기간 ‘19~21(3년)

소요예산 20억원

적용무기체계 특수무기

개발기술

∙ HEMP 발생원 E1, E2, E3 모사 모델링 방법 개발

  - 주파수 대역별, 편광상태별  HEMP 세기 계산 

  - 지표면 반사 EMP 중첩 계산  

  - 지표면등 표면의 전도율에 따른 반사-입사 EMP의

    중첩에 의한 파형세기 변화 계산 

∙ 1차원 구형 대칭성 가정을 넘어선 2차원 컴프턴 산란

  전자 거동 계산 

∙ 정밀 고속 HEMP 시뮬레이터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NEMP방호장치

∙고출력 전자파 효과도  

 분석시스템

제안자 원자력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 권덕희(8061) 우선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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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NEMP 대응 Active 방식 전자장비 방호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핵폭발 시 방출되는 NEMP(Nuclear Electromagnetic Pulse)와

  펄스 방사선으로부터 전자장비의 손상을 방호하는

  Active 방식의 통합 방호모듈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민군 전자장비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

∙ 핵탄 방출 NEMP로부터 국가 주요 전자시스템의 피해를

  방호하는 기술을 개발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특수무기

개발기술

∙ Source Term 해석을 통한 NEMP 특성 분석

∙ 전자장비의 NEMP 실측시험 및 방호기술 연구

∙ 피해분석을 통한 부품 및 장비 손상 모델 개발

∙ Active한 하이브리드형 NEMP 동시 방호신기술 개발

∙ NEMP 방호모듈의 조건별 공인시험 및 검인증

적용기술아이템

∙EEMP방호장치

∙고출력 전자파 효과도  

 분석시스템

제안자 방사선기기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남호(063-570-3420) 우선순위 A

기술명 플라즈마기반/응용추진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고효율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기술

∙ 우주탐사와 행성간 이동에 필요한 우주선의 높은 

  출력과 비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력을

  최대 효율로 사용하는 기술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수중유도,특수무기

개발기술

∙ 100kW급 고주파(RF) 전력을 이용하여, 3 N의 추력과

  2500 s의 비추력, 약 50%의 추진효율을 갖는 플라즈마

  추진기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 우주자원 탐사선의 장기간 효율적 이송을 위한 화학

  추진기 대체형 고(비)추력·고효율의 대전력 플라즈마

  추진기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고속 수중로켓

∙초고속 추진전동기

∙선형 가속형 사출체계

∙코일건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장두희(867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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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고자기장 기반 초전도 전자기 유체역학(MHD) 추진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특수 군사목적의 수상 및 수중 함정용 차세대 무소음  

  (극저소음) 전자기유체역학(MHD, Magneto hydro dynamics,  

  자기유체역학) 추진엔진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2~27(6년)

소요예산 180억원

적용무기체계 수중유도,잠수함

개발기술

∙ 헬리컬형 상전도 MHD 추진기 성능시험 장치 개발

∙ 헬리컬형 고효율 초전도 MHD 추진기 성능시험 장치 개발

∙ MHD 추진기용 대구경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 시스템 개발

∙ 고자기장용 고온초전도  MgB2 선재 및 자석 설계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고속 수중로켓

∙초고속 추진전동기

∙잠수함용 고출력   
 고에너지밀도 추진  

 시스템 

∙선형 가속형 사출체계

∙코일건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장두희(8673) 우선순위 B

기술명 고출력 전자기장 활용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MW급 이상의 펄스형/연속형 고출력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고출

  력 전자기장 에너지를 생산 및 활용

∙ 고출력 전자기장 에너지를 직접 살상무기로 활용하거

  나 간접 응용무기로 활용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특수무기

개발기술

∙ MW급 고출력 전자기장 에너지 발생개념 정립

∙ 펄스형/연속형 고출력 전자기장 에너지 발생장치 개

발

∙ 고출력 전자기장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 고출력 전자기파 차폐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고출력 안테나시스템

∙고출력 전자파 발생  

 시스템

∙레일건

∙코일건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장두희(8673)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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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버블을 이용한 수중 스텔스 기술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수중 소나 탐지체계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기만하거나 

숨길 수 있는 스텔스 기술로, 버블의 굴절율 차이를 

이용한 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3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잠수함

개발기술

∙ 수중 Two-phase 상태의 음파전달 해석기술

∙ 다상 유동에 의한 음파왜곡 검증실험장치 및 수행기술

∙ 탐지된 왜곡된 음파의 분석 기술 

적용기술아이템
수중 방호 고도화 

시스템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장두희(8673) 우선순위 B

기술명 플라즈마를 활용한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 기술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전자기장 세기 조절만으로, 질량 차에 의한 폐기물 내

  핵종분리가 가능한 플라즈마 질량군 분리장치 개발 

∙ 기존의 화학공정을 활용한 방법과는 달리 단순한 공정

  이며 2차 오염물이 발생치 않는 청정 폐기물 처리 기술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4  

사업기간 ‘24~28(5년)

소요예산 7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플라즈마 질량군분리 장치 개발

  - 플라즈마 질량군분리 요소 기술 개발

  - 플라즈마 질량군분리 장치 설계 및 제작

∙ 플라즈마 질량군분리 전처리 및 진단장치 개발

  - 전처리(원자화 입사기) 장치 개발

  - 플라즈마 분석용 진단장치 개발

∙ 플라즈마 질량군분리 장치 고효율화 운전공정 개발

  - 분리효율 및 처리용량 향상을 위한 공정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친환경 제독체계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선임연구원 김선호(2908) 우선순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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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차세대 군통신용 플라즈마 안테나 핵심기술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이온화 방전기체인 고주파(RF)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민·군에서 요구되는 간편성, 은밀성, 정밀성, 확장성을  

  갖출 수 있는 차세대 미래 군통신용 고주파(RF) 플라즈마  

  안테나(plasma antenna) 핵심기술 개발.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6  

사업기간 ‘22~26(5년)

소요예산 100억원

적용무기체계 전술통신

개발기술

∙ 고출력 안테나 구현기술

∙ 전극 또는 레이저를 활용한 플라즈마 밀도제어에

  의한 광대역 주파수특성

∙ 플라즈마의 낮은 저항손실(ohmic loss)에 의한 

  고효율 달성기술

∙ 낮은 잡음특성 기술

∙ 장치크기 최소화/경량화 기술 개발

적용기술아이템
대용량 및 기동 
다중링크 
무선전송장비

제안자 핵융합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장두희(8673) 우선순위 B

기술명 화학무기조기탐지용소형(휴대용)질량분석기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기초원천)

기술개요

∙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사가 휴대하여 

치사량의 화학가스가 도달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여 

조기 대응을 가능하도록 함

∙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생물 무기 탐지용 질량분석기 

개발 가능 

기술수준 현재 1→ 목표 4  

사업기간 ‘21~23(3년)

소요예산 3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화학무기 살포시 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소형 질량분석기 개발

∙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개발

∙ 치사량의 화학가스가 도달하기 전에 탐지할 수 있는 

낮은 검출한계 

∙ 장비 개발, 성능 평가 등 필요

적용기술아이템 친환경 제독체계

제안자 원자력화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종호(2130)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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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화생방전 대응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 기반  필터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야전 상황에서의 음용수의 확보는 개인 병사의 전투
력 유지 및 생명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며, 현재는 각
종 세균이나 곰팡이, 박테리아 등에 오염된 식수를 
살균 정제할 수 있는 정수제 정도만이 개발되어 있
으며, 정수제 성분에 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
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특히, 화생방전 상황에서
의 각종 생화학무기 및 방사능 피폭에 오염된 지표
수를 정제/필터할 수 있는 기술은 미확보되어져 있
는 상황임. 이러한 화생방전 하에서의 안전한 음용
수 확보를 위해, 신경가스를 포함한 화학작용제 및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독소물질의 중성화/필터링과 
동시에 요오드나 세슘같은 방사성물질을 고효율로 
흡착시킬 수 있는 다층 복합소재 기반의 휴대용 필
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5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25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화생방전을 대비한 야전용 음용수 확보를 위한 다층 

복합소재를 개발하여 개인 휴대용 필터로 지급
적용기술아이템 친환경 제독체계

제안자 원자력화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상호 (2105) 우선순위 A

기술명
공기 중 핵분열 생성물 및 화학무기의 전기화학적 

제독장치 개발
R&D 분야 미래국방

(응용/시험)

기술개요

∙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고독성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강력한 산화환원 반응기를 가지며 인체에 
신경, 혈액, 수포, 질식으로 인한 살상을 초래 

∙ 화학작용제에 의한 공격은 비방호된 인원/장비에 직
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며 아군의 전투력에 큰 타격

∙ 현재 우리 군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갖
추고 있는 것은 방독면과 같은 간단한 필터 장치이
지만 이러한 방독면과 같은 필터 장치는 신경가스와 
같은 미세 유기물을 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 
용량에 한계 

∙ 사린과 같은 신경가스의 산화환원기는 전기화학반응
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 가능.

∙ 특히 최근 개발된 그래핀옥사이드와 같은 대용량의 
전기화학 전극을 사용한다면 사린과 같은 신경가스는 
쉽고 짧은 시간 안에 비활성화가 가능. 

∙ 이러한 개념적인 원리를 실제 방독면 또는 장갑차의 
환기장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치 개발

기술수준 현재 2→ 목표 5  

사업기간 ‘21~25(5년)

소요예산 50억원

적용무기체계 화생방

개발기술

∙ 중용량 전기화학적 제독 시스템를 개발하여 장갑차와 

같은 전투장비의 환기장치에 적용

∙ 초소형 화생방용 전기화학적 제독 시스템 개발을 개

발하여 개인 휴대용 방독면에 적용

적용기술아이템 친환경 제독체계

제안자 원자력화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배상은 (8451) 우선순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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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많은 연구관계자들이 국방 R&D 의 제도 및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 한 관계로,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로 SPIN-ON 되지 못함으로써 국방 R&D의 기초

원천기술 역량이 부족해지고, 국방 분야는 스스로 기초원천 기술이 부족함에도 무기체계 소요위주

의 연구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국방 과학기술 역량의 발전이 더딘 wndy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과 국가 R&D 투자를 

바탕으로 국방 R&D 투자 현황과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방과학 기술 R&D 의지를 살펴보고  국방

과학기술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국방 R&D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국방 R&D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방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관계 등의 검토를 통한 국방 R&D 환경을 검토하며,  국방 

R&D 정책 및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연구원 보유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R&D 특성을 고려한 종합 

국방 R&D 융합기획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R&D 참여여건을 조성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았다.

추가적으로 국방 R&D 관련 다양한 제도를 특성과 장단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연구원의 기술을 국방 R&D 에 융합할 때 제도적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판단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수한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효율적으로 국방  R&D에 융합 

함으로써 미래국방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기초원천 국방 R&D의 

능력을 확충하여 최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의 효율적인 국방 

R&D 융합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 함으로써 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자들의 국방 R&D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연구가 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방 R&D, 미래국방 기초원천, 국방 핵심기술, 민군기술협력,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 원자력 기술, 중점협력 R&D, SPIN-ON, 전략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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