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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에 관한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연구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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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우주식품을 개발하여 관련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며, 우주생명환경시스템 분야

의 연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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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을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FTCSC와 국제

협력연구 기반구축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 첨단우주시대 대비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위상제고를 위한 우주항공분

야의 진흥이 시급히 필요

 - 특히 우주식품 및 우주생명환경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기술 분야임. 

○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 관련 NASA FTCSC와 국제협력연구기반 구축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용 및 특수식품용 장기안전저장 기술개발 기반확보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기술협력 신규의제 상정 

○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수행을 위한 인력교류, 학술토론회 개최 및 정

보공유 등을 토대로 한․미 양자간 국제협력연구 개시 및 문서화 

○ NASA와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및 한-러시아 국제협력 기반 마련

○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우주항공연구원, 과기부 등)과 신규과제 도출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용 및 특수식품용 장기안전저장 기술 연구개발 기반 

확보

IV. 연구개발 결과 

○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신규의제 상정 및 채택(2004. 7. 13.)

○ 한국원자력연구소 NASA FTCSC 국제협력연구센터 지정(2004. 12.)

○ 제9차 한․러시아 원자력공동위원회 신규의제 채택(2004. 12. 16.)

○ 우주식품개발관련 신규과제 2건 도출(과기부, 농림부)

○ 국방부 종합군수학교와 군용 및 특수식품 장기안전저장 기술 공동연구 협약 

체결(200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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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007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 양성사업에서 우리나라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품

의 안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우주식품시스템 개발을 선

도함.

○ 한국형 우주식품을 개발하여 관련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며, 우주생명환경시스

템 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함.

○ 2015년 한국형 우주생명환경시스템 구축으로 우주개발시대를 선도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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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ng research with 

NASA FTCSC to develop space, military, and special purpose food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 In the space era of 21st century, the advancement of aerospace field is 

essential for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raising the national 

status.

○ Internationally spacefood and space life support system is considered as 

an limitedly developed technology area.   

○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collaborating study with NASA 

FTCSC to develop space, military, and special food

○ Acquirement of the basi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safe, 

long-term preservation of military and special purpose foo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health and welfare.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 Proposal of the project as a new technological cooperation issue in the 

25th ROK-USA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nitiation and document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ng research 

between ROK and USA based on personnel exchange, scientific seminar, 

and information exchange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NASA 

FTCSC

○ Establishment of the continuous collaborating system with NASA and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Russia 

○ Generation of new projects collaborating with aerospace-related 

institutions(KARI and MOST)



- IV -

○ Acquirement of the basi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safe 

long-term preservation of military and special purpose foo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IV. Results of the project

○ Introduction and selection of the project as a new technological 

cooperation issue in the 25th ROK-USA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uly 13. 2004)

○ Assignment KAERI as a NASA FTCSC inter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space food development (December 2004)

○ Selection of the project as a new issue in the 9th Meeting of 

Korea-Russian Joint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December 16, 2004)

○ Generation of 2 new research projects related with space food 

development

○ Agreement of technological collaborating research for safe long-term 

preservation of military and special purpose food development with the 

General Munition Schoo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ay 25, 

2005)

V.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ject 

○ The establishment of safe supply system of spacefood and further 

development of future spacefood system in the first Korean astronaut 

project in 2007

○ Improvement of related food industry by developing Korean type space 

food and establishment of research basis for space life environment 

system

○ Leading the space exploration era by establishing Korean space life 

enviro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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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사 업 명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기 술 분 야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을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FTCSC와 국제협력연구 기반구축

주관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조철훈

총 연구기간

(단계, 년차)

1 년
연 참여인력 0.6

1단계/1년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1 단계 계

30 30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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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 분야진

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 투자할 것을 결정함(우주개발

진흥법 2004년 12월 29일 제출, 2005년 5월 3일 국회 통과).

● 21세기 첨단 우주화 시대를 맞아 유인 우주선 개발은 물론 국제 우주정거장 

개발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예상됨(단기적으로는 2007년 한국인 최초 우

주인 양성 계획 추진 중).  

● 또한 우주식품과 더불어 국가안전 보장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장기간 작

전 수행 및 저장용 군용식품의 개발도 필수적임.

● 이와 더불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환자식, 특수 스포츠식 등의 제조기술 개

발은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적 기술

선점으로 국가 경제및 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우주식품개발연구소(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 

FTCSC)와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하여 이미 진행된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전

문인력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선진 기술수준으로 도약하는 시간과 비

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조기 산업화를 통한 국가안전보장과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임.

 제 1 절  기술적 측면

   1. 우주식품

     가. 우주인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오염유기체도 치명적이므로 완전무결한 우

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전공급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서 필수적임. 

이온화 에너지 기술은 우주식품의 위생화 및 장기 안전저장에 효과적으

로 활용 가능한 기술집약적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50년대 이후 유인 우주선 개발 초창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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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수 위생관리시스템인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HACCP; 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을 

개발, 안전무균식품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다. 미국 및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은 우주식품/생활용품 등의 안전 공

급 체계구축과 함께 현 우주식품의 영양불균형, 관능적 기호성 등을 고

려한 신제품 및 전통식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최근 유인 우주선 발사

에 성공한 중국은 물론 후발 주자 중 하나인 일본도 우주식품 개발에 착

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라. 현재 우리나라 어느 연구기관도 우주식품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추후 예상되는 우리나라 유인 우주선/우주 정거장 사

업에서 한국형 우주식품과 용품의 연구・개발이 시급히 요구됨.  

     마. 또한 우주개발 선진국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우주식품의 기술적 한계

를 이온화 에너지 기술과 타 첨단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연구․개발

한다면 향후 우주개발분야에서의 위상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음.

     바. 우주식품은 무중력 상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도 취식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며,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쉽게 발생하므로 영양분의 섭취

가 쉽고 특히 칼슘 등의 영양소 등이 많이 함유된 메뉴를 개발하여야 

함.

   2. 군용식품

     가. 군 전력증강에 중요한 기본요소는 전투인력이므로 군 급식용 식품류의 

안전 공급체계 구축으로 군 급식 체계에서 식품기인 질병, 그 예로서 현

재 문제시되고 있는 대장균 O157:H7, Salmonella 등에 의한 식중독 등 

군 단체급식에서 오염유기체에 의한 위해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나. 미육군(U.S. Army)은 군사 급식체계에서 이온화 에너지 기술의 이용이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최근에도 

군사 급식의 특별용도로 본 기술의 이용 및 개발이 수행 중에 있고 우주

식품의 위생화와 장기 보존에도 실용화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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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연구개발은 군사 급식체계에서 위생화에 의한 전투인력의 건강보

호와 비상식량 에너지의 장기 안전보장으로 비상사태 및 21세기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시 됨.

     다. 식품산업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의 성공적 실용화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

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가공/저장 및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홍보되어야 함. 특히 국제적으로 건전성

이 공인되었어도 국내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산물의 안전성(건전성) 평가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시 

됨. 또한, 방사선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시장성 평가 및 홍보활

동에 대한 과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시 됨.  

   3. 특수식품

     가. 특수식품과 관련하여 특히 면역결핍 환자 등을 위한 완전 멸균식을 위해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75 kGy라는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

으며, 영국 등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hospital diets)을 위해 선량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나. 또한,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및 즉석식품의 개발에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

하고 있음. 이들 식품의 개발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자 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음. 남아프리카의 경우, 장기보존 

육제품의 마케팅에 최소 45 kGy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다. 다용도의 고선량 방사선조사식품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어 

소비자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으로서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가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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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경제·산업적 측면

   1. 1960년대 미국 NASA에서는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식품의 개발을 

위해 엄격한 식품생산기준체계인 HACCP을 확립하였고 이는 식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는데 진일보한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2.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무한 실정임. 한국식 우주식

품개발을 추진하면서 전통발효식품 등 우리나라 고유 식품 생산체계를 확립

할 수 있음.

   3. 미국은 Iowa주 Ames에 위치한 항공우주국(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FTCSC)를 중심으로 우주식품/생활용품 등의 안

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우주식품의 영양불균형, 관능적 기호

성 등을 고려한 신제품 및 전통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4. 군 특성상 병영내에서 발생되는 식중독 등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

으나, 하절기의 경우 상당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에

는 계절에 관계없이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대량 식품기인 질환이 발생되고 

있어 군 급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예상됨. 따라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인 식량의 안전 공급은 간접 생산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심적인 최적 상태의 유지에 필수적임. 

   5.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하여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 캠핑자 뿐만 아니

라 일반인을 위한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 및 즉석식품의 개발을 통해 방

사선 식품공학분야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6.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로 면역결핍 환자들을 위한 완전 멸균식, 면역감퇴 환

자를 위한 살균 병원식(hospital diets) 개발로 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필요

함.   

   7. 기타 다양한 고선량 방사선조사식품 개발로 특성/용도에 따른 제품의 다양

화가 필요함.  

   8. 따라서 미국 NASA FTCSC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미 진행된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선진 기술수준으로 

도약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조기 산업화를 통한 국가안

전 보장과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등에 파급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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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사회·문화적 측면

   1. 우주식품/생활용품의 안전공급 체계 구축은 우주 연구인력의 건강 보호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요소임. 우리나라도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의 우주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2. 우주항공식품의 개발에서 방사선은 1950년대 우주개발계획 초창기부터 미국

에서 이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우주식품 및 생활용품의 멸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

음.

   3. 추후 Biosphere 또는 Biodome 사업을 통하여 지상에서 우주공간을 연출하

여 각종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우주생활 환경관련 연구의 축적은 우리나

라 국가 위상제고와 국제시장의 선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통한 

국민의 자신감이 확보될 것임.

   4. 군 급식에서 위생적 안전공급 체계의 구축은 전투인력의 건강보호와 전력증

강을 위해 기본적인 요소임.  

   5. 국내 환자용 멸균식품과 산악스포츠용 등 특수식품의 요구증대와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생산으로 국민 보건향상 및 제품 특성에 맞는 첨

단 위생화․유통기술 개발이 필요함.

   6.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적인 제품 생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기술확보에 적

극 노력하고 있음. 이것은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료․제약산업에서 조사

기술의 중요성과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음.

   7.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편이성과 기능성 

등의 요소는 식품의 선택기준과 직결되고 있음. 특히 위생적으로 생산․가
공된 신선한 식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즉석 식품류의 가공․저장 및 위해 안전성 확보가 요

구되고 있음.

   8.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식품에 대한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따라서,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

과 의구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품 및 의료/제약산업에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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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 및 의구심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 소비자의 이해 및 수용성을 증

진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연구가 사

회․문화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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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우주, 군용 및 특수목적용 식품의 장기 안전공급체계 및 신제품․신기술 개

발에 관한 국내 연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식품 방

사선 조사기술은 국내 연구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 

     가. ’83～’90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효과 및 

실용화 기반 연구 수행.

     나.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초 상

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그린피아 기술(주)].

     다. ’87, ’91, ’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

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3개 식품품목군(약 30여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

     라. 원자력중장기 ’92～’99 연구결과(환경공해 없는 공업용 변성전분생산 기

술 개발, 한방약재의 위생화/유효성분 추출율 증대법/방사선 이용 육류

의 위생화 및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등)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국내 제2

의 방사선 조사시설의 건설(’02. 6. 12.)되어 시험 운전 중에 있음.

     마. ’00～’02년 감마선 이용 장류/장류 가공제품 및 전통 저염젓갈 제품생산/

수산냉장/반건조 식품의 감마선 조사 최적화 공정확립과 저염화 실증시

험을 완료하여 산업체(한성기업(주))와 실증생산 시험 중이며, 김치의 위

생화/보존 안정성 기술개발.

     바. ’00～’02년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식품/전통발효식품의 단기 안전성(건전

성) 및 실험동물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하였고, 기존 고염 제품에 비해 방

사선 조사기술 이용 저염 발효제품의 안전성 우위 확인. 또한, 감마선 

이용 가공식품/전통발효식품의 유해물질 제거 기술관련 세계최초 이론 

확보 및 실증 시험 완료

     사. ’00～’02년 RT/BT/NT 이용 세계최초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 생산용 고

부가가치 기능성 천연 신소재 생산기술 개발 및 고기능성 화장품 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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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적 대량생산 조건 확립 및 산업체 기술이전 [(주) 한국콜마]. 상

기 개발 기술의 산업적 활용 증대를 위한 국내 최초 연구소와 산업체 공

동 Joint Venture (선바이오텍(주)) 설립, 연구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신모델 제시. 

     아. ’00～’02년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

역시 품질평가 및 검역검지 조건 설정 시험에서 교역대상 모델농수산물

의 검역 유기체 관리방안 구축과 검역관리 품질/검지조건확립 및 최적화 

시험 완료. 

     자. ’00～’02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의 방사선 조사 법규 개

정 및 신규품목 확대 신청(‘00. 10.1.), 현재 입법 예고 중.

     차. ’03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산업의 가공공정 개선 및 문제 핵심분야의 대체기술 

개발로 조사식품의 품목/실용화 확대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카. ’83～’02년 방사선 식품조사 관련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320여편.

     타. ’83～’02년 방사선 식품조사 관련 국내․외 발명특허 취득 29건, 출원 20건.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미국 및 러시아 등의 우주개발 선진국 등은 우주식품/생활용품 등의 안전공

급 및 개발을 오래전부터 연구하여 왔으며 많은 실용화 제품을 확보하고 있

고 산업화가 진행중임.

   2.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군전투식량의 안전공급체계 구

축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음. 그 외에도 환자식/특수스포츠식품/즉석식품

/편의식품 등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미국 NASA에서는 우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우주비행사를 위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모든 우주식량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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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동향 기술수준 비고

미국, 
러시아

-머큐리 우주선 이후, 우
주식품 개발분야에서 이
온화 에너지의 이용, 다
양한 우주식품의 개발 
및 실용화   

-우주임무에 맞는 다양
한 우주식품 개발 완료

-우주식품개발, 저장안정
성 확보 및 위생화 연
구를 통한 실용화 단계 

-우주식품개발 분야는 
 미국 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FTCSC)를 
중심으로 수행 중

한국

-80년대 초부터 한국원자
력연구소 단독으로 이온
화 에너지 이용 식품가
공/안전저장 연구수행

-이온화 에너지 기술을 
이용,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착수 단계

-NASA FTCSC와 공동연
구 진행 중

-러시아 우주항공청 
IBMP와 기술협력 추진 
중

일본
-이온화 에너지 이용 식품
공학기술의 실용화를 위
한 연구가 적극 수행 중

-이온화 에너지 이용 식
품공학기술은 우리나라
에 비해 다소 낮으나 
기타 기술수준은 실용
화 단계

-우주라면 개발 등 우주
식품 개발 연구 활발히 
진행.

 제 3 절  본 연구 결과가 차지하는 위치

   1. 현재 우주식품/생활용품의 개발 및 안전공급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향후 우주항공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의 조기 개시

가 필수적임.   

   2. 특수전투식량의 경우 특수상황으로 인해 휴대 간편하고 가열하지 않아도 취

식이 가능한 식품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음. 

   3. 병원에서의 환자급식은 치료의 한 분야로서 질병의 치료 효과를 증진시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음식의 품질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는 맛, 온도, 색, 질감 등이 평가될 수 

있음. 

   4. 또한 장기 안전저장 군용식품 및 특수목적 식품의 개발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보건 향상 및 산업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임.

   5. 우주식품의 경우 선진국의 기술을 일부 도입하여야 하나 기술료 지급을 통

한 도입보다는 국제공동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기술의 확보

가 더욱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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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군급식체계의 안전공급을 위한 과학적 접근은 군특성상 단순 기술도입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내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로 자체 

기술력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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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을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FTCSC)와 

국제협력연구 기반 구축

 제 1 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1.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에 관한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연구 기

반구축

     가.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기술협력의제 신규 상정

     나. 국제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교류, 학술토론회 개최 및 정보공유 기

반 확보 및 문서화

     다. 이를 통한 정부간 및 랩 차원의 기반 및 지속적 협력 채널 구축, 구체

적 상호 협력방안 도출 및 추진

     라.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 등)과 신규과제 도출

     마. 한-러시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한 양자간 협력 기반 마련

  2. NASA FTCSC와의 연구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안전보장 군용 및 특수

식품용 장기 안전저장 기술 개발 기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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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우주, 군용 및 특수식품 

개발에 관한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  

연구 기반 구축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기

술협력 신규의제 상정
20  20

 신규의제 상정 및 

채택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수행을 위

한 인력교류, 학술토론회 개최 및 정보

공유 등을 토대로 한미 양자간 국제협

력연구 개시 및 문서화

50 50

NASA FTCSC 

국제협력연구

센터 지정

NASA와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및 한-

러시아 국제협력 기반 마련 10 10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 

신규의제 채택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우주항공연구

원, 과기부 등)과 신규과제 도출
10 10

우주식품개발 관련 

신규과제 도출

 국가안전보장 군용 

및 특수식품용 장기 

안전저장 기술 개발 

기반확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용 및 특수식

품용 장기안전저장 기술 연구개발 기

반 확보
10 10

국방부 

종합군수학교와 

연구협력 협약 

체결

총계5) 100 100

 제 3 절  주요연구내용 및 결과

   1.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기술협력 신규의제 상정 및 채택  

     가. 우리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 분야

진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 투자할 것을 결정함. 그

러나 우리나라 어느 연구기관도 우주항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주관 

연구소도 관련 연구부서가 없어 우주식품 및 장기안전저장 군용 및 특수

식품의 연구개발은 국가 안전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함. 우리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조사 등을 통하

여 준비하여 왔음. 



- 14 -

     나. 미국 Iowa주 Ames에 위치한 항공우주국(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FTCSC)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식품

/생활용품 등의 안전 공급 체계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우주

식품의 영양불균형, 관능적 기호성 등을 고려한 신제품 및 전통식품 개

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NASA FTCSC는 이 분야에서 우리 연구소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연구부장 변명우 박사

와 선임연구원 조철훈 박사(본 과제 책임자)를 2003년 12월부터 NASA 

FTCSC Affiliate Faculty로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음.

     다. 2004년 3월 9일 NASA FTCSC Affiliate Faculty인 Dr. D.U. Ahn이 

KAERI를 방문하여 위와 관련한 국제공동연구 방향을 협의하고 NASA 

FTCSC 센터장인 Dr. Pometto에게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기본 취지를 

설명하여 기본적인 랩차원의 연구협력이 구축됨.

     라. 2004년 7월 13일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NASA 

FTCSC와 KAERI 간 국제협력연구 의제로 합의함.

     마. 본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제안을 통한 한-미간 또는 

연구소- NASA간 국제공동연구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또

한 과기부 우주기술개발과 및 항공우주연구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 

중.

     마. NASA와의 국제공동협력사업을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우주항공 

산업에서 핵심기술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첨부 참조 :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합의록

   2. NASA FTCSC와의 국제협력수행을 위한 인력교류, 학술토론회 개최 및 정

보공유 등을 토대로 한 양자간 국제협력기구 개시 및 문서화.

     가. 2004년 11월 9-10일 조철훈 박사가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즈의 NASA 

FTCSC를 방문하여 센터장 Dr. Pometto와 협력연구에 관한 전반적 의

견을 교환함. 이때 NASA측에서 “국제협력연구센터(Inter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체결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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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4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ASA FTCSC 국제협력연구센터 지정 

“Letter of Intent" 송부.

     다. 2005년 2월 7일 국제협력연구센터로 지정 “Certificate" 도착.

     라. “국제협력연구센터”는 기관간 체결(기관장 서명)이 아닌 우주식품개발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한다는 취지임.

     마. 국제협력연구센터 지정 및 우주식품 개발 관련 홍보 내용  

        (1) 신문보도 (2005. 2. 21.)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국민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디지털 신문, 대전

일보, 아이뉴스24 등 

        (2) 방송 : YTN (2005. 2. 20.),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배칠수의 

세상만사, 2005. 3. 8.) 

        (3) 전문잡지 : 시사저널 (2005. 2), 과학동아(2005 5.) 외 다수 홍보.  

첨부참조 : NASA FTCSC 국제협력연구센터 지정 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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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철훈 박사, NASA FTCSC 센터장 Dr. Pometto, 

아이오와주립대 안동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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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주 및 특수식품 개발 관련 한-러시아 국제협력 기반 마련

     가. 2004년 9월 23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IBMP) 연구소의 우주 및 특수식품개

발 관련 전문가와의 접촉을 시도, IBMP의 우주식품개발 전문가 Dr. 

Alexander Agureev(Department Head of Nutrition and Enterology)의 

우호적인 답신과 함께 IBMP의 연구부장인 Dr. Mark S. Belakvskiy도 

양국 협력연구를 적극 추진하자는 답신을 보내왔음.

      나. 2004년 12월 13-16일 제9차 한․러시아 원자력공동위원회에 신규의제

로 제안, 채택되어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하여 국제협력연구 수행을 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한․러시아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

한 내용은 IBMP가 원자력청 산하가 아닌 우주항공청 산하이므로 양자

간 근본적인 국제협력연구는 추후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국제공동연

구를 수행할 예정임. 

      다. 2005년 4월 러시아 IBMP 전문가를 초청하기위한 실무자 차원의 메일 

송부

      라. 2005년 9월 이내에 러시아 우주식품 관련 전문가를 초청, 기술협력과 

2007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 양성 사업에서 한국형 우주식품 2종을 개

발, 한국 우주인과 함께 탑승시킬 수 있도록 우주식품 개발 진행 중.

첨부참조 : 제9차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 합의록

   4.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 신규과제 도출

     가. 2005년도 원자력 기반확충사업 미래연구 핵심기술 연구분야에서 “한국형 

우주식품 안전공급을 위한 산⋅연 협력미래기술개발 과제(과제책임자 이

주운 박사)”가 선정되어 연구수행이 시작됨. 

     나. 2005년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분야에서 “이온화에너지 이용 안

전성 증진 및 알레르기 저감 유제품 개발 과제(과제책임자 조철훈 박

사)”가 선정 우주 및 특수 환자식용 유제품 개발 연구가 수행 중임.

     다. 과기부 우주기술개발과 및 항공우주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으로 

단기적으로는 2007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

무수행시 한국전통 우주식품(김치)과 우주방사선 방어 기능성 식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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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함께 탑재할 계획임. 중∙장기적으로는 Biodome을 건설, 활용하

여 우주생명환경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한 우주개발 선진국 도달의 발판

을 마련함.

   5.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용 및 특수식품용 장기안전저장 기술 연구개발 기반 

확보

     가. 2004년 10월 7일 대한민국 육군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Korea Army 

festival)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개선형 전투식량을 전

시⋅홍보하였으며,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비무기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표. 

     나. 육군 비무기체계 선진화 계획(육군 Vision 2020)에서 방사선 기술의 활

용 및 이용 극대화 기반 구축

        (1) 육군 주요지휘관(군수참모부장)은 군수보급체계 개선을 위한 방사선 기술 

적용 방안 요구

        (2) 군 급식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분석 및 방사선 기술 적용 시험 완료 

     다. 2005년 5월 25일 국방부 종합군수학교-한국원자력연구소간 국가안전보

장을 위한 군용 및 특수식품 장기안전저장 기술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하고 전투식량의 공동연구개발 및 군 급식체계 개선을 비롯한 군 비무

기체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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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참여연구원별 연구활동 및 주요연구실적

참여연구원  연구 활동 주요연구실적

변명우
연구기획 및

식품저장/포장 관련 

전체 연구과제 기획, 조정 및 우주식품 개발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이주운
군 전투식량/급식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소-국방부 종합군수학교 간 

공동연구협약 체결 및 군용장기저장 식품 

개발

김동호 한⋅러 협력 관련 
 한∙러 공동위원회 연구협력 및 러시아 

IBMP 기술협력 추진

김경표
국제협력업무 전반

관련 

  한․미 및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국제협력업무 전반 업무수행

 제 5 절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1. 연구과제의 세부목표를 100% 성공적으로 달성함.

     가.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신규의제로 상정하여 NASA 

FTCSC와 KAERI 간 국제협력연구 의제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간 또는 연구소-NASA간 국제공동연구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음.

     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NASA FTCSC의 국제협력연구센터(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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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ng Center)로 지정되어 우주식품개발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

유하고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하기로 함.

     다. 제9차 한-러시아 원자력공동위원회에 신규의제로 제안, 채택되어 양국 

정부간 국제협력연구 수행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러시아 우주항공

청의 IBMP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주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술과 

관련한 국제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라.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 원자력기반확충사업 미래연구

핵심기술 연구분과에 “한국형 우주식품 안전공급을 위한 산⋅연 협력 미

래기술개발” 과제가 채택되어 2007년 한국최초 우주인 양성사업에서 한국

형 우주식품 및 우주방사선 방어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계획임.

     마. 또한 2008년 이후 우주식품 및 생활용품의 틀에서 벗어나 “우주생명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추후 Biodome 등의 건설 및 활용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우주개발시대를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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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제 1 절  기술적 측면

   1.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협력의 토대

를 마련함으로서 21세기 우리나라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품/생활용품 등의 

안전 공급 체계구축하고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2. 우주개발 선진국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우주식품의 기술적 한계를 이온화 

에너지 기술과 타 첨단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연구․개발하면 향후 우

주개발분야를 선도할 수 있음.

   3. 현재 우주개발선진국의 식품가공기술, 저장보존기술 및 포장기술을 이용하

여 한국형 단기저장우주식품을 개발,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연구를 수행할 

한국 우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는 장기

우주여행 및 우주기지용 미래우주식품시스템 개발을 선도함. 

   4. 이러한 우주식품 및 식품의 장기안전 저장 기술을 군용 및 특수식품 분야에

도 적용할 수 있음.  

 제 2 절  사회적 측면

   1. 우주식품/생활용품의 안전공급 체계 구축은 우주 연구인력의 건강 보호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요소임. 우리나라도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의 우주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2. 2007년 최초의 한국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 수행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인 김치를 섭취함으로서 한국우주인 개발사업의 효과

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식품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

의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음.    

   3. 추후 Biosphere 또는 Biodome 연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주생활 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우주개발시대에서 우주기지건설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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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제고로 국민의 자신감 확보함. 

   4. 2015년 우주선진국 및 우주생명환경시스템분야의 G5진입을 달성하고 우리

나라가 인류의 우주탐험 및 개발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

 제 3 절  경제적 측면

   1. 우주식품/생활용품 등의 안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우주식

품의 영양불균형, 관능적 기호성 등을 고려한 신제품 및 전통식품 개발할 

수 있음. 

   2. 군 전투식량 및 급식체계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소

인 식량의 안전 공급은 간접 생산성을 향상시킴. 

   3.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전통발효식품과 같은 식품의 안전

한 식품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관련 식품산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4.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하여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 캠핑자, 및 환자

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 및 즉석식품의 

개발을 통해 방사선 식품공학분야를 보다 활성화하여 고도의 부가가치 창

출.    

   5. 미국 NASA FTCSC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미 진행된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선진 기술수준으로 도약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조기 산업화를 통한 국가안전 

보장과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등에 파급효과를 기대함.

   6. 우주생명환경시스템분야의 공기 및 물 재순환시스템, 공기순환 및 수분 

재처리를 포함한 식품공급시스템, 효율적 온도조절 시스템, 및 폐기물 재

활용 시스템 등은 관련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이에 따른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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