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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기술정책연구 

Ⅱ. 연구의 목   필요성

국내･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변화  기술발  황을 조사･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원자력

기술개발의 효율  추진을 하여 정책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 분석과 국가 원자

력 연구개발 략 개발의 에서 (1) 원자력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2) 원자

력 R&D 신 략을 개발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① 세계 원  도입 장기 망

②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 황

③ 국제 우라늄 수 동향과 망

 

(2) 원자력 R&D 신 략 개발

① 원자력연구원 기 략 계획

②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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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연구결과  건의

(1)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① 세계 원  도입 장기 망

1980년  이후 세계 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규 원  건설이 감소

하는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원자력 경제성의 상 인 개선, 공

안정성, 지구온난화 방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원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IAEA는 2030년  세계 력생

산에서 원자력의 비 이 재의 16%에서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

다. 원자력 수요의 증가는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

럽의 주요국에서도 신규원  건설이 상되고 있다. 재까지 발표된 원 건설

계획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20년까지는 경수로가 주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제4세  원 에 의해 체될 것으로 망된다. 이처럼 확 가 상되는 세계 

원 시장은 우리 원자력산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다. 

②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 황

원자력기술선진국을 심으로 추진 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IF)에서는 2005년 기본 정을 발효한 이후 2006년에는 4개 시스템의 시스템

약정이 발효되었으며, 로젝트추진 계획을 마무리 으로 조만간 공동연구가 

착수될 정이다. 한･미 양국 간 공동연구를 수행 인 I-NERI와 IAEA 회원국

을 심으로 진행 인 INPRO는 지속 으로 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실제 인 활동이 본격 으로 진행되어 가시화되고 

있다. 재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한 국제 력 추진 방안으로는 GIF

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 INPRO를 통한 제도와 인 라  근  I-NERI를 

통한 핵심 기술 분야의 근성과 연구개발 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이  

력분야 차별화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  략 수립이 필요하다.

③ 국제 우라늄 수 동향과 망

최근 원자력의 부활과 더불어 안정 인 핵연료 공 에 한 사항이 쟁 화

되고 있다. OECD/NEA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130 US$/kg 이하로 

생산이 가능한 확인된 양은 4.7 백만 톤으로 재 우라늄 수요량을 기 으로 

85년 정도의 분량이다. 2004년 말 기 , 세계 31개국에서 가동 인 원자로는 

440기이며 이에 따른 연간 우라늄 수요량은 6만 7천 톤 수 이며 202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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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GWe까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도 10만 톤까지 증가가 상된

다. 우라늄 공 에 있어, 우라늄 산에 의한 총 생산량은 2010년에 8만 3천 

톤, 2025년에는 8만 7천 톤으로 진  증가가 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우라

늄 시장은 2015년까지 수요 충족에 있어 안정 일 것으로 상되지만, 1차 공

원의 신 인 증 가 없을 경우 그 이후에는 어려워질 망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우라늄 공 에 매달리기 보다는 우라늄 시장 동향의 악을 통해 새로

운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R&D 신 략 

① 원자력연구원 기 략 계획

기 략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향후 5년 동안의 임무와 비  제시하

고 재의 기술수 을 바탕으로 기 략목표를 수립하여 그 달성 수 을 제시

하는 한편 기 의 특징  취약분야에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략계획의 실 가능성을 높이기 해 계획수립 시 련되는 국

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 으며 기존에 수립된 연구원 자체계

획도 반 하 다. 장기간의 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자력연구개발의 특성을 고

려하여 먼  장기 략목표를 설정한 후 설정된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한 5개

의 기 략목표를 도출하 다. 각각의 략목표에 해 이를 달성하기 한 

과제들이 도출되었는데 도출된 과제 가운데 시장성장가능성과 내부역량에 따라 

19개의 략과제를 선정하 다. 한 이 가운데 다시 내부역량과 시장가능 규

모에 따라 8개의 략과제를 선정하 다. 이 게 도출된 과제는 략과제

별로 주요 내용  기 효과, 추진계획  인력, 산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련 계획 수립  평가 시 구체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②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사례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의 표  기술 신 성공 사례의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연구원에 확산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

를 해 국내외 기술 신  상용화 문헌을 고찰하고 원자력연구원 창업가들과

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성공사례로 ‘경수로형 

핵연료피복 ’ 기술개발과 천연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 기술개발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경수로형 핵연료피복 ’의 성공요인은 외부 리를 통한 보완자와

의 력  내부 연구 인력의 역량강화,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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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지원,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을 통한 상용화가 주요 요인이며, ‘헤

모힘’은 창의  연구자, 트  기업의 경험과 극성, 연구소 지원이 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분석에 따른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신 챔피언으로서의 연구자의 특성 발굴  연구 인력의 암묵지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진을 한 사업

리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해 창의성 발 을 한 조직  연구  운  

개선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리 활성화는 새로운 기술 신 

모형으로 주목받는 개방형 신을 진해 나가는 것으로써, 내･외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신을 추구하고 시장 수요를 반 하고 수요자와의 력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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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Nuclear Technology Polic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make policy-proposal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y R&D 

programs. To do this, environmental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and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were surveyed and 

analyzed.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1) analyzed trends of nuclear policies and (2) developed the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y in a viewpoin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global policy environment associated with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nuclear R&D strategy. 

To put it in more detail, each subject was further explored as follows;

(1)  themes to analyze trends of nuclear policies 

① Nuclear Renaissance and forecast for nuclear power plant

②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③ The present situation and outlook for world uranium market 

(2) themes to develop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① The mid-term strategy plan of the KAERI.

②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se of th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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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Analysis of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policies

① Nuclear Renaissance and a forecast for nuclear power plant installation

Since 1980,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as depressed for 

the various reasons such as safety concerns, cheap fossil fuel price, demand 

slowdown, and efficiency improvement. After over 20 years of depress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uclear installation will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at turnover is likely caused by the several factors such as the 

improved plant performance, regaining importance on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urgent need for curbing CO2 emission and so on. 

Recently, IAEA forecast that the share of nuclear power in global 

electricity generation would increase rapidly from 16% in 2007 to 27% in 

2030. Biggest increase will occur in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meanwhile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built in USA and many European countries as 

well. 

Considering the announced plan for nuclear installation, the light water 

reactor(LWR) will dominate the nuclear reactor market until 2020. In the 

longer term, GEN-IV reactors expected to replace LWR gradually. Growing 

market for new nuclear installation will give better opportunity for exporting 

Korean nuclear power plants. 

②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 where 13 countries including 

Korea  collaborate to develop futur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put 

into forc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System Arrangement" of four 

Gen IV systems as SFR, VHTR, GFR and SCWR in 2006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Gen IV Systems,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Framework Agreement in 2005. And then GIF is now 

elaborating the Project Plans for each system. The actual collaborative 

studies are expected to start in early 2007. The International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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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itiative(I-NERI)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and Fuel 

Cycles(INPRO) of IAEA are continued in this year and have produced lots 

of visible outcomes.

 These international activities have a common goal of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system technologies but differ in the main 

focusing areas and aspects, so Korea needs to establish integrated strategy 

based on  distinguished and complementary approach for the participation 

of each international programs. For example, the GIF would be beneficial for 

the advanced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INPRO for the set-up of 

institution and infra-structure, and I-NERI for the access of the core 

technologies and acquisition of the transparency of nuclear R&D.

③ The present situation and outlook for world uranium market 

The recent resurgence of the nuclear power option has raised the issue 

of whether there is adequate uranium in the world to provide the fuel to 

meet the substantial projected requirements that will be needed in this 

century. The biennial publication on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produced jointly by the IAEA and OECD/NEA estimated the 

identified amount of conventional uranium resources which can be mined 

for less than 130 $/kg, just above the current spot price, to be about 4.7 

million tones. This amount is sufficient to susta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t its current level for 85 years.

At the end of 2004, 440 commercial nuclear reactor were operating in 31 

countries, requiring uranium about 67,000 ton. WNA projected a world 

installed nuclear power capacity of 488 GWe and world reactor-related 

uranium requirements of 100,000 ton by 2025. Also they expected potential 

production capability is currently projected to rapidly climb to 83,000 

ton/year in 2010 before increasing gradually to 87,000 ton/year in 2025.

In conclusion, uranium market has sound supply to 2015 but meeting 

demand becomes more challenging thereafter, unless primary uranium 

supply needs to rise sharply to meet rising market demand. Under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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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ssuming the maintenance of the stable procurement that we 

have achieved conventionally, to be our priority, we consider that we 

should establish the new plan how to secure uranium, observing the 

uranium market trend.

(2)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① The mid-term strategy plan of the KAERI.

The objective of the mid-term strategic plan is to set up the mid-term 

targe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coming 5 years based 

on the mission and vision of KAERI.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feasibility, the existing R&D plans of KAERI as well as the related national 

programs, were reviewed and reflected to the plan. As the first step, the 

long-term R&D goals were identified, allowing for unique characteristics of 

nuclear R&D requiring long term investment. Secondly, five mid-term 

strategic goals were derived from the long term goals. Thirdly, many 

research projects to achieve the derived goals were identified, and then, 19 

R&D project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identified projects based on the 

criterion of the size of potential market. Finally, 8 strategic R&D projects 

with high priority were chosen based on the criterion of the existing 

research capacity. A detailed description of each project such as project goal, 

expected result, implementation schedule, budget and so on was presented 

for the selected 8 strategic projects. Those information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the related plan and evaluating process in the future

②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se of the KAERI.

The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what key success factors(KSF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AERI are, and to suggest how these findings 

are utilized for KAERI.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have employed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And there are 

two fields of research in KAERI; one is nuclear energy-related research, the 

other is non energy-related research. The former is 'Nuclear Fuel Cladding 

Tube' which is an industrial product and being regarded as catch-up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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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latter is 'HemoHIM', herbal composi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which is consumer goods and regarded as creative 

mod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We found some KSFs in these two research and development cases in 

KAERI; firstly, to train researcher to be a 'product champion' who can fill 

in the gap of 'death valley' between pur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secondly, to build researchers' competency in order to catch up advanced 

countries' technological competencies thirdly, to amend institutional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mercializing processes of R&D outcomes, notably 

'R&D joint venture by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GRI) and private 

sector' fourthly,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external management for 

researchers'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y. And finally, we 

recommend using successful R&D cases as educational materials when 

training young researchers for sharing old generations' experiences and taci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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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표

원자력기술정책연구는 국내･외의 원자력기술 개발 환경 변화를 악하고 

이에 응하는 기술정책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은 지구환경문제, 에 지수 의 불균형 발생 망 등으로 그 역

할이 더욱 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과 

비 에 한 연구는 물론, 원자력의 역할에 부합되는 원자력기술개발에 한 

정책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원자력연구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에서도 국내외의 원자력 기술정책 환

경변화를 평가하여 반 하고 있는 등 원자력이용개발 환경의 변화와 선진 원자

력기술 동향의 지속 인 악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환경의 지속

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환경의 변화와 이용개발 황 분석과 원자력진흥종합

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목표  기본방향에 따라 바람직하

고 효과 인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을 설정하기 한 원자력기술정책 개발

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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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목 에 부합하기 하여 국내･외 주요국의 원자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 로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  추진과 원자력산업  련 분야에 효과 으로 연계하기 한 방안과 

구체 인 분야에서의 활용을 모색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1) 원자력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2) 원자력 

R&D 신 략을 개발하 다.

원자력 정책 동향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에 따른 원  증  망, 미

래원자력기술 개발을 한 국제 력의 강화, 국제 우라늄 수  문제에 따른 안

정  핵연료 공 이 주요 이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부활에 따른 원자력르네상스의 의미, 원자력르네상스의 진 요인, 세계/지역별 

원  장기 망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원자력 르네상스가 의미하는 바에 해 

숙고하 다. 한 원자력 선진 기술 개발을 하여 진행 인 기술선진국들의 

국제 력 추진 황을 조사하 다. 이를 해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IF)과, 한･미 양국 간 공동연구로 수행 인 I-NERI, IAEA 회원국을 심으로 

진행 인 INPRO를 심으로 이들 기술 력의 최근 동향과 향후 개 방향에 

하여 연구하 다. 마지막으로 최근 식량과 석유에 이어 3  략 물자로 등

장하여 가격 폭등세를 보이는 우라늄의 수 황  망, 가격 추이 분석, 주

요국의 우라늄 확보 정책, 기술  응 방안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응 방향

을 제시하 다.

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  추진을 한 원자력 R&D 신 략을 개발

하기 해 원자력연구원의 기 연구개발 지침서인 기 략계획의 목 과 수

립과정을 분석하여 기 략계획이 원자력연구원에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 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신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21세기 신성장동력화 

하기 해 원자력분야의 기술 신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기술 신 과정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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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기 고유사업으로서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

하고, 국가 원자력기술정책 방향  련 기술정책을 개발하며,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연구정책 방향  련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이에 다음의 ① 기술정책 안 악 → ② 기술정책 정보 수집  분석 → 

③ 원자력기술정책개발 방법론 연구 → ④ 안별 응정책 방안 도출 → ⑤ 

개발된 정책의 활용 방안 강구와 같이 단계별 연구추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  최근의 국내  해외의 원자력기술개발 동향에 한 모니터링을 통하

여 주요 안에 하여 악한다. 모니터링은 주요국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자료 조사, 원자력 련 뉴스에 

한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이 게 

악된 안은 시 성  요도에 따라 분류되어, 시기 한 응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된다. 

안사항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

어지고, 정 연구방법론에 한 조사와 용을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안문제 해결을 한 정책방안이 결과로서 산출된다. 그리고 산출된 

정책방안을 실에 용하기 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되는 원자력기술정책 안에 해 지속 으로 상기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용하여 추진된다.





- 5 -

제 2 장  원자력 정책 동향

제 1   세계 원  도입 장기 망

1.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부활

보통 원자력산업 침체의 시작으로 TMI 원  사고를 들고 있다. 1979년 3월

에 발생한 TMI 원  사고는 상업운 을 개시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원

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  안 에 한 심이 크게 야기되었고, 

안 한 원 에 한 믿음이 붕괴되는 상을 래하 다. 이것은 미국 내에 새

로운 원  발주가 단되는 사태로 발 하 고, 안 규제의 강화로 원자력발

의 경제성이 나빠지는 상을 유발하 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산업 침체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  도입에 따른 안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워크 을 개최하 다.1) 이 워크 에서 H. Holger Rogner2)는 TMI 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의 침체를 유발하고 가속시킨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 1980년 에는 세계 으로 력수요가 기 한 만큼 증가하지 못하 다. 

여기에는 에 지이용효율 향상 기술의 발 도 기여하 다. 이로서 력

생산 설비가 과잉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신규 원  건설 수요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 1980년 에는 석유가격이 낮은 수 에서 지속 으로 안정됨에 따라 원

자력발 이 경쟁력 있는 옵션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낮은 석유가격과 안

정 인 공 은 국가에 지안보의 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는 원자력발 이 연료공 의 우수성과 안정성에 따라 에

지안보에 기여한다는 역할을 크게 축소시켜 버렸다.

○ 력시장 자유화의 진행이다. 당시까지 력은 공공재로서 정부 차원에

1) IAEA, Technical Meeting and Workshop o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4 to 6 December 2006, Vienna, Austria

2) IAEA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 기획  경제성 연구과(Planning 

& Economics Studies Section)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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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  리되어야 하는 재화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를 시장에 내놓

아 자유경쟁에 따라 구매자가 력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은 

큰 기투자비를 필요로 하는 신규 원 을 도입하려는 투자자를 찾기 

어렵게 하 다. 력시장 자유화는 력수요의 변화에 단기 으로 응

하는 것이 요하 기 때문에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원자력발 은 투자고려 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

하여 당시는 이자율이 상 으로 높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원 의 신규 

건설 투자에 따르는 이자비용을 크게 증 시킴으로써 원 에 한 투자

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TMI 사고로 원 에 한 안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것이 높은 비용을 

유발하여 원 의 경쟁력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

빌 사고는 원자력 안 에 한 일반인들의 믿음을 괴하다시피 하 고, 

원자력이용에 한 국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큰 난제를 안겨주었다. 이로서 님비(NIMBY) 상이 크게 확산되었고, 

원 을 건설할 부지 확보를 무나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모든 

상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원자력산업의 침체가 지속되었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원자력의 침체를 제로 하고 있다. 앞서 기술된 바 로 

세계 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규 원  수요를 과거와 같이 창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 와 1970년 와 같은 원  수요 증 가 없

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를 심으로 한 수요 증 는 지속 으로 있었고, 한 

 세계 력생산에서 16%를 지속 으로 공 하 다. 하지만 <그림 2-1-1>에서

와 같이 1990년  이후 원자력발  규모 증가가 정체되었고 이는 세계 으로 

신규 수요가 미미하 다는 것으로서 원자력산업의 침체를 의미한다.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신규 수요가 증가한다면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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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원자력발  규모 추이3)

세계원자력 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서는 최근 원자력르네

상스를 진하는 요인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 에 지수요와 력소비 증가를 충족시키기 해서 원자력발 이 필요하

다.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하는 산업화 진과 인구 증가로 인해 2030

년까지 에 지소비가 재보다 2배 증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

럽과 미국의 경우에도 진 이기는 하나 이 기간 동안 발 설비를 교

체하거나 신규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그리고 담수 부족

과 수소에 지 이용 증 가 망됨에 따라 이를 량 생산하여 공 하

기 해서 많은 에 지가 필요할 것이고, 원자력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 기후변화 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언론과 일반 국민들로부

터 화석연료 사용을 여야 한다는 공감을 얻게 되었고, 이를 해서 이

산화탄소 배출 에 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되었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실 으로 

3) Source: IAEA Worksho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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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에 지를 안정 으로 공  가능한 에 지원이다.

○ 원자력발 의 경제성이  호 되어 투자자들이 가장 요하게 고려

하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 의 경제성은 

운 성능의 지속 인 향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 화석연료 가격의 

등과 화석연료 발 소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한 설비 투자 등

도 원자력발 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 된다.

○ 원자력발 의 연료인 우라늄의 공  안정성이 화석연료에 비해 높다는 

이다. 화석연료 발 소들은 연료비 비 이 높아 연료가격 상승의 향

이 매우 크다. 그러나 원자력발 은 연료비 비 이 매우 낮아 우라늄 가

격의 속한 변동이 발생하여도 원자력발  생산단가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화석연료에 비해 원자력발 의 력가격 안정성

을 크게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라늄은 화석연료에 

비해 국제 정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등 공 의 안정

성이 높다는 도 원자력발 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최근 원자력이용의 필요성에 한 일반 의 이해도가  높아지

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개최된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

서 ｢원자력의 역할 증 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원자력에 한 

제도권의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고, 미국에서 자국민을 상 로 

조사한 결과 원자력에 한 수용성이 꾸 히 향상되어 2006년도에는 

68% 정도가 인 찬성을 기록하고 있다.4) 그리고 스 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원자력이용을 단 는 축소하겠다고 한 국가들도 

원자력이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다.

○ 최근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 원자력연구개발이 국제 력을 통한 

개발로 추진되어, 연구개발 투자 험을 감소시키면서 최고의 기술을 

목할 기회를 증 시키는 것도 원자력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러한 징후들은 분명 원자력의 부활을 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부활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요한 

4) 정환삼, 원자력르네상스 도래 환경 분석과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에의 시사 , 기

술정책 Brief Report 제3호, 한국원자력연구소, 2006년 7월 21일



- 9 -

은 원 의 안 한 운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MI나 체르노빌 같은 

형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는 것은 부활하려는 원자력의 날개를 바로 꺾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원  도입 장기 망

어떤 나라들이 원자력발 을 도입하고 싶어 할까? 국산에 지원이 부족한 

나라,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이고 싶은 나라,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재생에 지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 력 생산원을 다양화하여 공 안정성을 

높이고 싶은 나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약에 응하면서 에 지공  안정성

을 높이고 싶은 나라들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이 세계에 얼마나 있을

까? 재 원자력발 소를 가동 인 국가는 31개국이다. 최소한 이들 국가  

많은 나라들이 상기한 기 에 들어 갈 것이다. 2006년에 세계원자력 회

(WNA),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 을 건

설하고 있거나,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는 건설할 분명한 의사를 제안하

고 있는 나라의 수가 26개국이고, 이들 나라들이 건설/계획  제안한 원자력

발 의 규모는 169기 135,699 MWe에 이른다.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하기에 충

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향후 원  도입에 해 망<그림 2-1-2>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원자력발  규모는 최 한 재보다 90%가 증가되고 최소한으

로도 재보다 7%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망에서 2030년까지의 원  

규모 증가분보다 2030년까지의 신규 원  건설 규모는 훨씬 더 크다. 이 이유

는 <그림 2-1-3>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1-3>에서와 같이 신규 원  건설수

요는 2030년까지의 총 원  수요에 기존 원 들의 폐지 규모를 더하고 여기에 

수명연장과 출력 증강을 통한 규모의 증 분을 뺀 것이다. 이러한 망에 의거

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세계 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  비

율이 재의 16% 수 에서 2030년이 되면 2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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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장기 원  도입 망

그림 2-1-3. 신규 원 의 도입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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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장기 망에 따른 신규 원  건설은 어떠한 노형들로 채워질 수 있

을 것인가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원자력 회(WN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까지 신규로 운 에 들어 갈 정인 48기 원  부분이 경수

로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48기  경수로가 39기 (이  PWR 33기, 

BWR 1기, ABWR 3기)이고, 수로가 9기, 그리고 나머지 2기는 고속로이다. 

경수로는 국, 인도, 이란, 러시아, 일본, 핀란드, 한국, 키스탄 등 많은 나라

에서 건설되고 있고, 수로는 인도, 루마니아,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고속로

는 인도와 러시아에서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운

에 들어갈 정인 원  12기는 모두 경수로형이다.(이  PWR이 5기, ABWR이 

3기, APWR이 2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APR1400이 2기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개량형 경수로가 주력 원 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2030년까지도 경수로가 주력원 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수로의 비 은 2030년 이후에도 일정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되지만, 장기 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리방식이 원

의 노형 구성 변화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한 재 국제공동연구개

발을 통해 추진 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성공 여부도 노형의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에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소듐냉각고속로와 고온가스로, 그리고 가스냉각고속

로와 임계압수냉각로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에는 기존의 경수로의 개량 

개념은 없고 고속로 개념과 고온로 개념이 주요 상이다. 고속로는 사용후핵

연료 리 정책과 연계되어 있고 고온가스로는 수소에 지생산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와 력생산을 동시에 하는 소형 원자

로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결국 2030년 이후의 원  노형은 

개량형 경수로, 고속로, 고온가스로, 소형로가 주력이 되어 구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2030년 이후의 신규 원  건설 수요에는 제4세  원자력시스

템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3. 지역별 원  도입 망

과거 원  도입 추이를 지역별로 나타낸 <그림 2-1-4>를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지역은 1970년 와 1980년 에 가 른 도입추세를 보인 후 1990년 부터는 

약 110에서 120 GWe 수 에서 정체되어 거의 신규 도입이 없는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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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2000년 까지 지속 으로 신규 원 이 도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자력르네상스를 아시아지역이 견인하고 있음을 말

해주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표 인 원  도입국가는 극동 3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특히 국과 인도는 BRICs의 표 인 국가들로서 많은 인구에 높은 경제성장

률을 보이고 있어 에 지 블랙홀로서 불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서 원자력발 의 도입에 역 을 두고 있다. 국은 2020년까지 원  규모를 

40GWe로 증설할 계획이고, 인도도 2020년까지 20∼30기의 신규 원 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기존 경수로의 수명연장과 개량경수로의 건설과 

함께 제4세  원자력시스템인 소듐냉각고속로를 2050년경에 상용화하여 원  

노형구성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리는 물론 방사성폐기물 감  우

라늄 자원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과 일본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한 국제포럼(GIF; Gen 

IV International Forum)의 창설 회원국이고, 국은 2006년 11월 신규 회원국

으로 참여하 으며, 인도는 재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등 이들 국가 모두 제4

세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큰 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아시아는 

개량형 경수로만이 아니라 제4세  원자력시스템을 도입할 시장으로서도 충분

히 매력 인 곳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 키스탄은 2030년까지 8GWe의 원 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

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2011년까지 신규 원  도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향을, 

베트남은 2011년까지 원자로를 건설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러

시아와 력하여 소형로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지역에서 원자력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20여기의 신규 원 에 한 건설․운  통합인허가를 신청할 계

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제3세  러스형 원 (Gen III+)인 AP1000, 

ESBWR, ABWR, APWR, EPR 등을 2010년경에 건설 착수하여 2014년경에 운

개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NP2010 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 력

연구원인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규 원  건설 수요가 64GWe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에

서 2020년까지는 24GWe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한 EPRI는 

이러한 원  건설에 따라 2030년에는 총 력수요의 25.5%를 원자력발 으로 

공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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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지역별 원  도입 추이

미국은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세계원자력 트 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주창하

고 2020년경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리정책의 한 방안으로 2020년경 상용 연소

로(Advanced Burner Reactor)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그 노형으로서 

소듐냉각고속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4기의 수로형 

원 을 수명연장할 계획을 결정하 고, 아르헨티나, 라질, 칠  등은 신규 원

 도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원자력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랑스라

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40GWe의 신규 원 을 건설할 계획을 가

지고 있고, 랑스는 향후 최소 40기의 노후 원  체 수요가 있다. 그리고 침

체로만 가고 있던 유럽의 원자력산업은 기후변화 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의 수, 고유가에 따른 탈화석연료의 필요성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

여 원  도입에 정 인 국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표 인 국가들이 

독일,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다. 이러한 분 기에 따라 핀란드는 랑스

에서 개발한 EPR을 건설하고 있고,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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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터키는 원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아 리카 지역은 북부지역에서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

는 것과, 남아공화국에서 PBMR 원 을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표

인 움직임이다. 아 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단기 으로 에 지수요가 크게 증

될 것으로 상되고 있지 않는 에 따라 원자력발 의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

아 보이기는 하나, 투자 험이 은 소형로와 핵연료공 의 완 한 보장 등

이 이루어지면 원  도입에 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4. 원자력 르네상스의 의미

우리나라는 1978년 최  원  운 개시 이후 20기의 원 이 운  에 있

고, 력공 의 약 40%를 원자력발 으로 하고 있으며, 원  기술자립을 통해 

한국표 형원 인 OPR1000을 개발한 경험과 이를 개량한 APR1400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한 원자력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4세  원

자력시스템 개발에 극 참여하고 있는 등 미래 원자력시장에 비한 연구개발

에도 충실하고 있다. 미래 망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세계 인 추세와 다

르지 않게 최소 2030년까지는 개량형 경수로를 심으로 한 원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이고,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의 설정방향과 수소에 지의 이용, 해수

담수화의 추진 등이 제4세  원자력시스템을 심으로 하여 미래 노형 구성 변

화를 유인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르네상스라는 바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다음

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축소되어 왔

던 원  건설계획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 시, 원자력이 실제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반해 원  건설 계획을 다소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원

자력르네상스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탈피하여 실질 원  건설 수요가 국가 계획

에 반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확장되어 가는 해외 원  시장에

서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원  

설비, 기기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수 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해외 시장의 확 는 바로 수출의 

확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랜트 수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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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기회가 증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 시장을 겨냥한 

신 원자력기술 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 시장은 경수로

와 함께 제4세  원자력시스템이 차지할 것이 망됨에 따라 이들 기술에 한 

투자를 통해 과거의 기술개발 추종에서 벗어나 여타 원자력기술선진국들과 동

반자  입장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미래 원 시장 진출을 지

보다 더욱 용이하게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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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 황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신흥공업국들의 격한 성장으로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의 선진국 심에서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쪽으로 경제 

활동의 비 이 이동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 활동에 요구되는 원자재와 에 지

의 부족에 한 측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한 기

후변화 약의 발효 등을 계기로 산업 반의 환경에 한 향의 요성이 증

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 지 분야에도 에 지원의 구성에 있어 정책  고려의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국제 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 지 수요를 충족하기 한 에 지의 공 과 

온실가스 배출 감의 에서 안정 이고 환경친화  에 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 으로 해묵은 원자력의 이슈로 다루

어지고 있는 안 성, 폐기물 리  핵확산의 험 등을 기술 으로 해결할 새

로운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세계 원자력계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본 에서는 이러한 노력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포럼, 한미 I-NERI와 IAEA 

INPRO의 추진 동향에 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동연구 참여방안

에 한 정책 수립을 한 제언을 수록하 다.

1.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공동연구 추진  

가. 제4세  원자력시스템

Gen-IV로 불리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은 미래에 지 수요의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하여 미국을 심

으로 한 원자력선진국이 개발을 추진 인 차세  원자력시스템이다.  

원자력시스템의 세  구분은 1950년  창기에 원자력으로부터 력을 생

산하기 시작했던 제1세 , 이후 1960년  후반 이후 1970년 까지 건설되어 

재  세계 으로 운  인 부분의 원 으로 우리나라의 기 원 에 해당

하는 제2세 , 그리고 1980년  이후 시작되어 1990년  건설된 성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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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를 이룬 한국형 표  원  등의 3세 로 구분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3세

 원 에서 신안  개념의 도입과 용량의 격상으로 경제성이 향상된 제3세  

러스(Gen III+) 개량형 원 이 건설될 정이다.

제4세  원자력시스템은 경수로로 표되는 재의 3세  원자로와 비교하

여 신 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 지자원을 최 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경

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 지를 공 할 수 있으며, 안 성과 폐기물 리  핵확

산 항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1>

은 원자력시스템의 세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1. 원자력시스템의 세  구분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새로운 개념의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하여 조직된 국제 력체로, 2000

년 1월, 미국을 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이 제4세 원자력시

스템 개발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결성하 다.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은 

Gen IV 연구개발을 한 국제 력체로서의 역할과 운  규정을 담은 헌장

(Charter)에 서명하여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당  한국, 미국, 랑스, 일본, 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 남아 리

카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년 스 스가, 2003년 유럽연합(EU)이 

가입하 으며, 2006년 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재 13개 회원국으로 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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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GIF의 운   R&D 추진체제는 <그림 2-2-2>와 같다. Gen IV 개발에 한 

정책의 결정은 GIF 정책그룹(Policy Group)이 하며, 기술 인 분야는 문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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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국(Policy Secretariat)은 재 GIF를 주도한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국장(Technical Director)과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을 두고 있다. 정책사무국

의 기술국장은 GIF의 기술  사항을 종합하며, 문가그룹 의장을 겸직하고 있

다.

Gen IV 시스템 개발의 실질 인 연구개발 수행과 리는 시스템운 원회

(System Steering Committee; SSC)와 로젝트 리 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 PMB)가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도움을 받아 담당하며, 

OECD/NEA는 오랫동안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리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

사무국으로서 운 원회와 로젝트 리 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2003년도에는 산업계의 에서 향후 Gen-IV의 도입까지의 과정에서 

고려 사항 등의 필요성에서 국제원자력산업계와의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하

고, 산업계 자문 패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SIAP)을 구성하여 Gen 

IV의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비한 조언을 받고 있다.

<그림 2-2-2>는 GIF의 체제와 우리나라의 참여기 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책그룹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문가그룹에 한국과학재단의 원자

력단장이 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가 각 1

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실제  기술개발을 수행할 시스템운 원회와 로

젝트 리 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연구 의에 참여

하고 있다.    

2006년에는 GIF의 추진체제에 변화가 있었다. GIF의 출범시부터 의장직을 

수행해 온 미국에 이어서 랑스가 제2기 의장국이 되었으며, 이후 회원국의 

순환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7월 정책그룹회의에서 2기 의장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추천을 받아 랑스의 J. Bouchard(CEA)가 선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랑스 정책그룹회의부터 의장직을 수행하 다. 부의장국은 일본

과 미국이 수행하고 있으며 차기 의장은 일본이 담당하기로 하 다. 한 GIF

는 부의장국 수와 역할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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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GIF 체제  국내 참여기

나. GIF 추진 황

2000년 1월 출범한 GIF는 2002년 7월,  세계 으로 공모한 100여개의 미

래형 원자로 후보 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성, 경제성, 안 성과 핵확산

항성을 선정기 으로 하여 6개의 가장 유망한 Gen-IV 개념을 선정하 다. 선

정된 Gen-IV 시스템은 아래의 <표 2-2-1>과 같다.

한 2002년 12월, 회원국의 문가들이 참여하여 Gen-IV 시스템의 국제공

동연구개발을 한 Gen-IV 기술로드맵(Gen IV Technology Roadmap)를 완성

하 다. 기술지도는 6개 Gen-IV 시스템별로 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

개발 추진 내용･일정과 추정된 소요 비용을 담고 있다. 재는 Gen-IV 기술지

도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스템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을 담은 로젝

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반 하여 기술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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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Neutrons 
spectrum

Coolant Temp. °C Fuelcycle
Size 

(MWe)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thermal helium
900 to 
1000

open 250-300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fast sodium 550 closed

30-150,
300-1500, 
1000-2000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thermal/

fast
water 510-625

Open/

closed

300-700

1000-1500

GFR 

(Gas-cooled fast reactor)
fast helium 850 closed 1200

LFR 

(Lead-cooled fast reactor)
fast lead 480-800 closed

20-180,
300-1200, 

600
MSR 

(Molten salt reactor)
epithermal

fluoride 
salts

700-800 closed 1000

표 2-2-1. GIF 선정 제4세  원자력시스템 

GIF는 Gen-IV 국제공동연구의 책임 있고 효과 인 추진을 하여 3단계의 

연구개발 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재 정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 

정은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기본 정(Framework Agreement), 기본 정의 

이행기 이 맺는 시스템약정(System Arrangement), 시스템 하부의 실제  연구

주 기 이 맺는 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이다.

2004년 9월 제주 정책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기본 정은 2005년 2월

28일,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국의 정부간 정으로 발효되었다. 미국, 

국5), 랑스, 일본, 캐나다가 기본 정 서명식에 참여하 고, 이어 스 스(‘05.

8), 우리나라(’05. 11)와 EU('06.5)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추후 발효되었다. 재 

남아공과 2006년에 GIF에 신규회원국으로 참여한 국과 러시아가 기본 정 

승인서 기탁을 한 국내 차를 진행 으로 국은 2006년 11월 국내 차가 

완료되었음을 GIF 회원국에 공지하 다.

5) 국은 국내의 사정으로 기본 정의 가입을 철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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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V 6개 시스템 별로 참여 회원국의 이행기 이 서명하게 되는 시스템

약정은 2005년 정 문안에 한 의에 착수하여, 2006년 2월에 SFR 시스템약

정이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VHTR, SCWR, GFR 3개 시스템약정이 발효되

었다. 

각 시스템별은 수개의 로젝트로 구성되며 각 로젝트별로 체결하는 

로젝트약정은 2005년 말 의에 착수하여 로젝트약정 내용과 문안에 한 

의를 진행하 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2개 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2007년 기  VHTR 시스템은 로젝트약정의 문안 의를 완료하여 회원국의 

서명 차를 진행하고 있고, SCWR 시스템은 로젝트약정에 한 의를 진행 

으로 2008년  발효를 상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참여 시스템은 2007년 12월 기  아래와 같다.

 

회원국 GFR LFR MSR SCWR SFR VHTR
참여

시스템 수

캐나다 ○ ○ 2

EU ○ ○ ○ ○ ○ ○ 6

랑스 ○ ○ ○ ○ 4

일본 ○ ○ ○ ○ ○ 5

한국 ○ ○ 2

스 스 ○ ○ 2

미국 ○ ○ 2

참여국 수 4 2 2 4 5 7

표 2-2-2. 회원국별 Gen-IV 시스템 참여(시스템약정 서명의사표명 기 )

 

이후에 2007년의 주요한 GIF 추진 황과 활동을 정리하 다.

(1) Gen IV 국제공동개발을 한 로젝트약정의 발효

2007년의 GIF의 가장 큰 진 사항은 Gen-IV 로젝트약정의 발효이다. 연

구개발 정의 최상  정인 기본 정은 2004년부터의 의를 거쳐 2005년 2

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 표의 서명식을 거행하여 발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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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로젝트 약정의 목

제2조. 로젝트 계획

제3조. 로젝트 운 원회

제4조. 로젝트 운 원회 의장

제5조. 로젝트 기여

그 하부의 시스템약정은 Gen-IV 시스템의 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능을 최

화하며 시스템의 실증을 진하는 데 필요한 R&D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

어 약정서명자들 간에 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6개의 시스템 

별로 참여국들이 체결을 하 다. SFR 시스템약정이 2006년 2월 발효된 이후 

VHTR, SCWR, GFR의 3개 시스템약정이 발효되었다. 

 시스템약정 하부의 로젝트 약정(Project Arrangement)은 각 시스템별로 

개별 로젝트별로 체결하게 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로젝트 수행을 

한 참여기  간 계약 인 성격이 포함되는 력 약정이다. 2005년 4월의 벨기에 

뤼셀 정책그룹회의에서 우선 의 상으로 SFR 핵연료(Advanced Fuel) 로

젝트  VHTR 재료(Materials) 로젝트를 선정 후 의를 진행하 다. 

제일 먼  의에 착수한 SFR 로젝트약정은 핵연료 로젝트약정을 상

으로 참여 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랑스, 국, EU의 6개국이 2005년 10월

부터 의에 착수하여 6차에 걸쳐 Negotiator 의를 진행하여 2006년 6월에 

약정 문안에 한 합의를 완료하여, 2007년 2월 서명 발효되었다. VHTR 시스

템의 재료 로젝트약정은 2006년 10월에 참여국간 상이 착수되어 의를 진

행하 으며, 재 회원국들이 서명 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젝트 약정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로젝트 수행을 한 참여기  

간 계약  력 약정으로 법률  기속력이 있는 로젝트 참여 수행국 간의 약

정이다. 회원국에서는 실제  연구수행기 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원자력연구개발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정의 서명자로 참여하 다.

약정은 총 22개의 조항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정은 공동연구

개발의 범 , 비용, 일정  리방안과 생산정보의 활용, 지 재산권, 소유권, 

분쟁조정, 계약, 서명자의 자격 등 연구개발 이행  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아래에 로젝트약정의 조항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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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콘소시아(Consortia)

제7조. 인력 견

제8조. 장비  재료 교환

제9조. 계약

제10조. 배경자산정보의 사용  공개

제11조. 생산정보의 양도  사용

제12조. 비   비공개

제13조. 보안 의무

제14조. 지 재산권

제15조. 분쟁조정

제16조. 서명자 가입, 탈퇴, 정지  배제

제17조. 불가항력

제18조. 책임

제19조. 서명자간의 계

제20조. 용법

제21조. 통지

제22조. 일반 규정

부속서 1. 로젝트 계획

부속서 2. 로젝트 운 원회 운  규정

로젝트약정은 공동연구의 진행에 한 회원국 간의 법 인 약속으로 

Gen-IV 공동연구의 공식화를 의미하며, 로젝트약정 체결은 재 진행 인 

회원국 간의 력이 실제 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회원국은 약정에 의한 연구의 

진행과 결과물의 산출에 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시스템 추진 황

SFR 시스템의 로젝트약정 체결로 공동연구가 공식화 된 2007년에 각 시



- 25 -

스템별로 추진 황을 정리하 다.

(가) LFR

LFR 시스템은 2006년 시스템약정에 서명 의향을 표명한 일본과 EU 2개국 

 EU는 시스템에 참여할 정이나 일본의 시스템약정 참여는 불확실한 것으

로 악되었다. 일본은 로젝트 수 의 참여는 확정되었으나 시스템약정의 서

명은 내부 의 이며, 2007년 11월 스 스가 LFR 시스템에 참여 가능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 다. 

LFR은 연구계획(System Research Plan; SRP) 안에 한 EG의 검토가 진

행 이며, EG의 검토의견, ELSY(European Lead-cooled System)의 비 설계 

결과 등을 반 하여 2008년 4월 SRP 1차 안을 발간할 정이다. LFR 시스템

은 소형(20MWe)과 형(600MWe)의 두가지 트랙에 해 연구개발을 추진 

에 있으며, 냉각재인 납(Lead) 련 기술의 ADS(Accelerator Driven System)와 

복성, SFR과의 공통연구 등이 주요 심사이다.

LFR에 한 재 한국의 참여 활동은 학계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공식 참여가 아닌 문가 개인 참  자격의 활동이며 

시스템  로젝트에 공식참여 계획은 없다.

LFR은 운 경험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참여를 표명하지 않

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체 노형으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회원국의 력

이 본격화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나) MSR

MSR 시스템은 랑스와 EU가 향후 공식 으로 참여할 정이며, 러시아의 

참여를 기 하고 있다. 미국이 observer로 참여하고 있고 재 SRP 안 작성

이 진행 에 있으며 액체염의 화학  특성, 구조재료, 평가코드 등이 주요 사

항으로 VHTR, SFR과 연 성이 있다. MSR은 재 시스템 연구개발 계획이 구

체화되지 않았다.

(다) SCWR

SCWR은 캐나다, EU, 일본이 시스템약정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으며, 랑스

가 서명 차를 진행 에 있으나 시스템 수 의 참여가 어려울 망이다. 국

은 재 비활성 회원국이나 SSC의 승인에 따라 observer로 참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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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참여하 던 우리나라는 시스템 연구 수 이 아닌 로젝트 수 에서 

참여를 결정하여 시스템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로젝트약정은 2개의 로젝트 약정 서명이 추진 이나 참여국  일본

이 산업계와 연구기 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할 정으로 내부의 콘소시

움 약정의 의 계로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재 시스템 수 의 종합 인 

연구보다는 기술의 실증을 한 연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 등

이 참여하는 경우 품질 리체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용 등과 

형규모 설비 등의 공동제작 등이 주요 안이다.

(라) VHTR

VHTR은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스 스, EU가 시스템에 참여하

고 있으며, 기본 정의 가입을 추진 인 남아공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로

젝트약정은 법률  문안이 확정되어 2007년 내에 서명 정이며, 3개 로젝트 

계획도 완성되었다. 

Fuel & Fuel Cycle 로젝트와 Hydrogen Production 로젝트는 기술사무

국인 OECD/NEA가 2007년 9월말 회원국에게 요청하여 로젝트 약정에 한 

서명이 진행 에 있으며,  Material 로젝트는 남아공의 참여를 기 하여 

2007년 말 재 약정 추진 차를 기 이다. VHTR SSC는 남아공의 PBMR

이 Material 특성의 평가  선정에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로젝

트계획 의에 지속 참여하고 있어 남아공의 로젝트약정 참여를 강력하게 희

망하고 있다.

VHTR은 재 회원국 로젝트로 진행 인 Mid-term 로젝트인 남아공

의 PBMR과 미국의 NGNP 등 로젝트의 진행지연으로 Gen-IV 기본개념 구성 

지연이 안으로 제기되었으며, 로젝트의 추진에서 지 재산(Intellectual 

Property), DB(Database) 등의 리가 주요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각 로젝트약정에 서명 정이다.

(마) GFR

GFR은 EU, 일본, 스 스, 랑스가 참여하고 있으나, 시스템 약정 발효 후

에는 회원국의 참여활동이 다소 미진하다. 재 VHTR의 시스템공통기술 분야

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시스템 개발에 학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 27 -

필요하다. 공동연구의 추진 시에 SSC에 특별 참 의 자격으로 외부 문가를 

참여시킬 정으로 2008년 2월 경 국제 Workshop을 계획하고 있다.

(바) SFR

SFR은 한국, 미국, 일본, 랑스,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재 

3개 로젝트약정이 발효되어 실질  공동연구 개발이 진행 에 있다. 최 로 

2007년 3월 Advanced Fuel 로젝트, 9월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로젝트, 11월 Component Design and BOP 

로젝트가 발효되었다. 재 시스템종합･평가 로젝트(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가 ‘08년 3월 로젝트계획 안 완성을 목포로 진행 이며 로

젝트약정 서명 후의 활동을 반 하여 시스템연구계획(SRP)을 Update할 정으

로 특히 참조노형을 형(Loop), 형(Pool), 소형(Modular)으로 구분하여 추진

할 정이다. 

국은 차기 SCC부터 공식 으로 SFR에 참석할 것으로 상되며, 시스템종

합  CD/BOP 로젝트에 참여 심을 표명하고 있다. 

(3) 평가방법론그룹 추진 황

(가) RSWG

안 성 방법론그룹(RSWG)은 안 /품질 목표 정의, 평가방법론 정립, 안

성 기본의 주요 안 규명, 안 철학, 바람직한 안 성 Level 정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자에게 유용한 Guidance를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Gen-IV 시스템의 안 성 확보는 Add-On 개념이 아닌 

Built-In 개념으로 개발되어 경제성의 하를 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

다.

재 RSWG와 각 시스템의 설계 련 로젝트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

며, 한 각 시스템의 SSC를 지원하고 EG  PG에 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RSWG 보고서(Ver 1.0, ‘07. 5)를 발간하여 Gen-IV 시스템 개발

시에 안 성 요건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 으며, 향후 효과 이며 기술 립

인 인허가  규제와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과의 

력 교류에 을 두어 활동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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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MWG

 경제성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EMWG는 비용추정 지침, 소 트웨어

(G4-ECONS)  사용자매뉴얼 개발, 제계산 수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

성 평가부문에서 핵연료주기(Open Cycle, Partly Closed Cycle, Fully Closed 

Cycle 상)를 포함하여 력생산  타분야(수소생산, 담수화 등) 비용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 SYSTEM80+, GTR(GA), AFCI, JSFR 등을 상으로 

용성  검증 계산을 수행 이다.

경제성 분석 소 트웨어는 OECD/NEA를 통하여 배포하고 문가들의 사

용결과 등을 반 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다) PRPP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부문의 PRPP 방법론 그룹은 시스템개발에 

PRPP의 원칙을 반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단계부터 SSC와 교류 추진 

에 있다. 17차 PRPP WG회의(‘08.1.30-31, 랑스 마르쿨)에 SSC 표가 참여하

여 조를 한 실제  방안과 근법을 의할 정으로 2008년 5월, 미국 

BNL에서 PRPP 워크 을 개최할 정이다. 

Gen-IV의 개발에 있어서 PRPP는 시스템에 규제의 형태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이 GEN-IV 기술목표를 충족하기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

(4) GIF 정책그룹회의  문가그룹회의 개최

2001년 GIF의 결성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정책그룹회의는 GIF

공동연구추진을 한 정책  사항과 운 련 사항을 의하여 왔다. 2007년 

말에 제22차 GIF 정책그룹회의  문가그룹회의는 '07년 11월27일에서 11월

30일간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개최하 다. 정책그룹회의는 11월29일에서 30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정책그룹회의  2일간 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 으며, 정

책그룹회의는 산업계자문패 (SIAP)  문가그룹과의 합동회의로 개최하

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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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활동(시스템 련 사항포함)과 련정보를 포함하는 GIF 연차보

고서 안을 검토하 으며, 정책그룹의 검토를 거쳐 2008년 3~4월경 

보고서를 발간할 정임. 

○ SIAP이 권고한 Design Convergence에 해서는 VHTR  SFR과 연

계하여 차기 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할 것임. 

○ 시스템종합･평가 로젝트명을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SIA)"로 하고 R&D 요건제시, 결과종합, Gen-IV 기술목표에의 부합

성 평가 등을 역무범 로 하며 재 약정의 기술  사항을 근거로 

정책 /법률  검토를 추진할 정임.

○ LFR시스템연구계획 (SRP)을 검토하고 몇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하 으

며(기술  안 규명 요구 등) SFR 핵연료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

본원칙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토록 함.

○ Gen-IV 로드맵의 보완은 비용과 일정의 상세보완 신 2002년 이후

의 상황을 반 하여 개선에 을 둔 별도보고서(Stand- alone)로 하

도록 하며 Update에 약 1년 정도의 시간 소요가 상됨.

스, 국, EU의 8개국 정책그룹 표, 문가그룹 표, 산업계자문패 이 참여하

으며, 방법론실무그룹 의장  시스템운 원회 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개

최되었다. 한국 표단은 정책그룹 표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원자력연구

원 장문희 본부장이, 문가그룹 표로 과학재단 원자력단장과 원자력연구원 

김  부장이 참석하 으며, 산업계자문그룹 표로 한국 력 장 진 처장과 

두산 공업 박정용 상무가 참석하 다.

의제별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신규회원국 기본 정 비  황으로 국은 

기본 정의 승인을 한 내부 차를 완료하 으며, 기본 정 가입서를 외교채

을 통해 사무국(OECD/NEA)에 송부 정임을 밝혔다. 한 남아공은 내각

의, 의회비  동의를 마치고 통령의 비 차를 진행 인 사무국에 공지하

다. 국과 함께 가입한 러시아는 기본 정 비   기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 정책그룹회의에 불참하 다.

문가그룹회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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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성실무그룹(RSWG)의 보고서는 EG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2007

년 12월까지 작성하며, ‘08년 1월 EG 회람 검토 후 정책그룹의 검토

와 승인 차를 추진할 것임.

○ 경제성실무그룹(EMWG)은 SSC, PMB와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고 향

후 역할에서 자문(Consultation)의 비 을 높이도록 하고, EMWG에

서 개발한 “G4ECONS" 소 트웨어의 배포에 해 정책그룹의 승인

을 권고함.

○ 핵확산 항성  물리  방호 실무그룹 (PRPP)은 시스템 기술 개발

에 PRPP 원칙이 반 될 수 있도록 SSC  SIA 로젝트와 교류  

자문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권고함. 

○ 방법론실무그룹의 TOR(Terms of Reference)에 공동의장의 변경시 

EG의 검토와 PG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정책그룹은 연차보고서는 GIF 출범이후 활동에 한 최 의 공식보고서로

서 그 주요내용이 회원국의 정책결정자, 기술계, 산업계 등에 큰 향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RSWG는 SSC 등 GIF 내부조직뿐 아니라 다

국간설계평가 로그램(MDEP)과 기 단계부터 지속 인 교류 이행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권고가 제시되었다.

한 GIF/INPRO 워크 이 2008년 2월28일에서 29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에서 GIF 활동 소개  정보제공, 방법론에 한 상호 력 User Country의 

Criteria  필요성 등에 한 악 등을 목 으로 하여 개최될 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GIF는 시스템 개발 황(SFR, VHTR, GHR), 시스템 평가 방법론(경제

성, 안 성, PRPP), 산업계와의 연결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할 정이며 INPRO

는 INPRO 황, 공통사용자요건, 력 로젝트 구조, 기타  IAEA의 련 공동

연구활동 등의 발표를 정하고 있다.

GIF 기술사무국 (OECD/NEA)은 회원국이 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07년 비용은 20차(‘07.03, 오타와) 회의에서 승인하 으며, 총액 1백만 유로로 

7개국(EU, 미국, 일본, 랑스, 캐나다, 한국, 스 스)이 분담하 다. 비용은 동

일부담(20%)-보유원 수(40%)-GIF참여시스템(40%)을 가 치 기 으로 배분하며 

문가(CFE) 견의 경우에는 회원국 해당비용의 60%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

고 있다. 한국 총액 112,000유로를 분담하며 CFE 견을 반 하여 실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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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Gen-Ⅳ 투자자의 심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 기술 연구 개발 시 

인허가, 경제성, 정책 인 험도(Risk)를 고려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설계의 단계에 따라 인허가 기 과의 계, 설계주체 등의 

고려방안을 권고함.

○ 설계주체(Design Authority)는 설계와 종합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연구개발  설계개발 기단계부터 규제기 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함.

○ 신기술에 용할 기술기 (Codes)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평가되며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시장으로 사용자의 요건, 국가의 특정 환경, 국제 으로 표 화한 설

계의 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업화와 련하여 가장 요한 은 공개경쟁 사실과 IPR 련사항임.

○ 상업화는 산업  실 가능성과, 인허가성, 건설가능성  핵연료주기 기술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담은 67,400유로이다. 2007년 비용의 결산은 차기정책그룹회의에서 보고할 정

이다. 2008년 비용은 2007년과 동일기 을 용하고 분담회원국에 국, 러시

아, 남아공을 추가로 포함하면 200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망이다.

한 GIF는 의 인지도와 수용성의 증진을 해 Communication 자료를 

작성 으로 FAQ(20개), GIF 활동 슬라이드, GIF 소개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

고 있다. 자료는 일반 을 상으로 하되, 연구자들도 기술 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그룹이 검토하여 수정할 정이다.

정책그룹회의와 병행하여 진행한 SIAP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Gen 

IV 공동연구 추진시의 고려사항을 논의하 으며 주요 결과인 권고사항은 아래

와 같다.

다. Gen-IV 추진 주요 안  망

재 부분의 시스템은 SRP에 명시되어 있지만 산의 부족으로 로젝트

에서 다루지 못하는 연구내용 문제, IPR 효율성에 한 우려, 재정  문제로 인

한 로젝트 내 력의 미흡, 로젝트 약정체결 지연, 산업계와 학의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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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시스템 간 력 부족 등이 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이 구체화

되면서 이에 한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 연구개발결과  가까운 미래에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등은  

OECD/NEA가 리할 정이며, NEA가 소유  이용에 한 법률  사항을 

검토할 정이다. 

한 오스트 일리아와 이탈리아가 GIF 회원국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공식  서명의사의 내용확인이 필요함이 제기되었으며, 회원국들은 

GIF 참여를 한 기본요건으로 아래의 4가지를 원칙 으로 동의하 다.

   (1) 국가원자력개발 로젝트 추진

   (2) 원자력연구개발 기술  역량

   (3) GIF 참여시 실질  연구개발 참여기여

   (4) 국가원자력이용정책 등

GIF가 INPRO 등의 력체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의 력체라는 이다. 미래의 원자력시장에서

의 기 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의 개발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2008년에는 VHTR, SCWR 등의 로젝트약정의 서명이 추진될 망으로 

이후 Gen IV 시스템의 공동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이 될 정이다. GIF는 회

원국  기본 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참여여부 등과 회원국의 연

구개발 성과물의 제공이 향후의 진행에 요한 건이 될 것이다.

 

2. I-NERI를 통한 한미원자력 공동연구 수행

가. 추진 경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의 NERI 

로그램을 국제 으로 추진하기 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선진국들과의 양

자 간 력을 통해 원자력선진기술 개발을 좀 더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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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당  모든 GIF 회원국과 양국 간 I-NERI 정체결을 추

진할 정으로, 재 한국, 랑스, 캐나다, 라질, 일본과 정이 체결되어 있

으며, EU  OECD/NEA와도 로그램을 추진 이다. 아래의 표는 미국이 추

진 인 I-NERI 과제의 추진 황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과 가장 활발한 력을 진행 이다.

Collaborator FY 
2001

FY 
2002

FY 
2003

FY 
2004

FY 
2005

FY 
2006

FY 
2007 Total

France 4 1  11  2  18

Korea  6 5 6 4 4 7 32

OECD-NEA  1      1

Euratom    8 2 1  11

Canada    7   2 9

Brazil     1 1  2

Japan     1 1  2

Total 4 8 5 32 8 9 9 75

표 2-2-3. 미국의 I-NERI 추진 황 

I-NERI 추진 경 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로

그램으로서 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한 

정인 원자력 력 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년 5월에 체결하 다. 이는 앞서 기술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

제포럼(GIF)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

을 한 다자간 공동연구 력 체제로 다양화될 것이다. 한 미국이 역 으

로 추진하고 있는 GNEP 로그램이 요한 추진 분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

다.

한･미간 I-NERI 추진은 제20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1999년 6월)에서 

미국 측이 한국이 미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로그램

에 극 참여해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과학장  회담에서 1999년도 미국의 NERI 로그램에 한국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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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NERI 로그램

의 약 10여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Gen-IV 개발

을 한 GIF 회의와 함께, 미국의 NERI를 국제 으로 확 한 I-NERI를 추진하

고자 하면서 양국 간 정에 기 한 I-NERI가 본격 논의되었고, 한․미간의 

I-NERI 추진을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4월 워싱턴 GIF 문가그룹 회

의 시, 한국 표가 미국 DOE 계자와 한･미간 I-NERI 추진에 해 실무 인 

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I-NERI 추진을 한 정 문안을 공동 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 서명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2001년도에는 제1차년도 사업이 추진

되게 되었고, 제2차 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방향에도 합의하게 되었다.

한･미 I-NERI 정과 이 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국 간 I-NERI 원회

(Bilateral I-NERI Committee ; BINERIC)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

에 따라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양국은 본 로그램을 장할 BINERIC 를 양

국 동수의 표로서 구성하고, 이를 실무 으로 집행할 EA(Executive Agent)를 

BINERIC에서 양국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로그램을 평가할 문가 그룹으로 

평가 원회(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를 양국 동수로 구성하여 선

정  결과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는 EA가 주 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2003년에 들어 미국은 R&D 체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로그램으로 진행되

던 I-NERI를 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리 분야에 해서

는 재의 BINERIC에서 Coordinator 체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Coordinator는 DOE의 Technical manager가 맡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표가 Coordinator가 되어 력을 추진하고 있다.

당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하반기 회의에서 진행과제의 평가회를 함께 진행하고 신규과제의 선정 차를 

논의하 던 I-NERI 연례 차는 양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나. 추진 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간 원자력공동연구(I-NERI)로 선진원자력 기술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1년 5월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



- 35 -

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
미국측

수행기

2002

핵 , 열수력 , 열기계  상의 고신뢰도 
통합 모의를 한 수치 원자로 개발

KAERI ANL

ALWR 신안  기술개발을 한 용융물 - 
냉각수 경계면 달 상의 원리 연구

해양
Wisconsin大/A

NL

첨단 산열유체물리해석  경수로와 
임계로에 한 용성 평가 

서울 INEEL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억류 기술개발 
 한미 신형 가압경수로 용 

서울 /
KEPRI

UCSB/
INEEL

원 용 계측센서  운 략개선기술 
개발 

조선 ORNL

첨단 센서  컴퓨터 응용상태 감시기술 
개발 

KAERI SNL

표 2-2-4. 한미 원자력공동연구 추진과제 황 

다. 2002년 수행과제로서 경수로  첨단 계측제어 분야에서 6개, 이후 2003년

에는 Gen IV 련 5개의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공동연구는 3년의 기간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하여 각각 약 200만불

씩 지원하여 17개 과제는 3차년도의 공동연구기간을 마치고 종료되었고, 2005

년 선정된 5개 과제와 2006년 선정된 4개 과제가 진행 이다. 

당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BINERIC 회의에서 양국의 공동 심분야를 기

으로 공동연구분야를 결정하여 진행하 던 I-NERI 연구분야는 2003년 상반기

의 BINERIC 회의 이후 공동연구 기술 분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연구

개발의 심 3개 분야인 제4세  원자력시스템(Generation IV), 선진핵연료주기

(Advanced Fuel Cycle), 원자력 수소(Nuclear Hydrogen)를 심으로 과제를 

선정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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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 제 명
한국측

수행기
미국측

수행기

2003

액체 소듐 냉각로의 동 안 성 최 화 
연구

KAERI ANL 

Li 용융염 해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속 환 공정용 반응기 재료 개발

KAERI ANL

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를 한 
안 분석코드 개발  실험  검증

KAIST INEEL

고연소도  제4세  원자로용 
부식 항성 Zr 합

KAERI Penn State大 

Gen IV 임계 경수로 후보 소재 개발  
평가

KAERI
ANL/
INEEL

2004

가스로의 열수력/안 해석 체계 검증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KAERI ANL

Generation IV에의 용을 한 임계압 
유체 내의 열 달에 한 연구

KAERI INEEL

고온원자로 노물리해석을 한 결정론  
고등 코드체계 개발

KAERI ANL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KAERI ANL

핵변환로의 납합  련 피복  재료 
기술개발

KAERI LANL

TRISO 연료 처리기술 개발 KAERI ANL

2005

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 지 
변환 계통 연구

KAERI ANL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로그램 개발 KAERI INL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

KAERI ANL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KAERI INL

2006

TRU 핵변환을 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 KAERI ANL

속연료 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 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

KAERI INL

고온용융염 해환원장치의 산화 항성 
구조재료 개발 KAERI ANL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KAERI O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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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BINERIC은 5월에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 11월 한국 에서 연차평가회의와 하반기 

BINERIC 회의가 개최되었다.

(1) 상반기 BINERIC

2007년 5월 17일, Washington D.C의 에 지부(DOE)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원, 한구과학재단의 계자와 미국 DOE 계자가 

참석하여 2002년도부터 한․미간 국제 력공동연구로 추진 해온 I-NERI과제에 

해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방안(  력분야, 과제 수, 선정 차  일정 

등) 의  하반기 연차평가 등 양국 간의 향후 력방안 의회의를 가졌다. 

먼  신규과제의 I-NERI 과제 선정방안 의에서 신규과제  력 분야

로 양국은 아래의 분야를 각각 제안하 고 양측의 심분야가 공통 이라는 사

실을 확인하 고, 사업 추진 시 세부분야에 한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 다.

 

한국 측 미국 측 비 고

▪ ABR  Fuel 개발/제조

         노심 설계

         시스템 분석

▪ Pyro-Processing

▪ Waste Treatment

   (Metal & Salt)

▪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ncy

▪ Voloxidation of LWR Fuel

▪ Gen-IV(VHTR), NHI

▪ ABR  Reactor

          Fuel

          Materials

▪ Pyro-Processing

▪ Safeguards Technology

▪ Voloxidation of LWR Fuel

▪ VHTR and NHI

▪ SC-CO2 Brayton Cycle

세부 실무 조정을 

통해 양측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표 2-2-5. 양국의 I-NERI 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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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기 사항을 정리하면 I-NERI 과제는 그 성격 상 양자 력(Bilateral 

Collaboration) 가치가 높은 내용을 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GEN-IV 련 

기술사항은 GIF에서 다자간 력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하 다. 일례로 

Pyro-Processing은 민감한 기술이므로 다자간 력체인 GIF체제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이 의 연구  VHTR 재료 련 기술은 GEN-IV에서 추진 인 사항

으로 양자 간 력보다는 다자간 력인 GIF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 다.

미국은 VHTR 분야와 련하여 재 산업계와의 력과 실질 인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 으로, 진행 인 과제  수소생산 효율계산 로그램인 

HyPEP 코드 련 연구과제는 2차년도 까지만 지원을 하고 시스템코드인  

GAMMA 코드 업무와 통합할 정이며, 2006년 산문제로 지원되지 못한 열

수력/노심 Transient 해석코드에 한 과제는 그 내용을 GAMMA 코드개발과 

Air Ingress Model 개발로 분리하여 별개의 과제로 하여 2007년 신규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하 으며,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 련 기술은 2007년에 다시 고려하기로 한 2006년 하반기 

BINERIC 회의 결과를 반 하여 2007년 신규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하

다.

2007년도 신규과제는 산의 허용범  내에서 4-6개 정도 선정하도록 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 2007. 5말 :  신규과제 공모

○ 2007. 6말 :  과제제안서 (Mini Proposal) 수

○ 2007. 7 :  1차 선정 평가

○ 2007. 8 :  1차 선정과제 최종제안서 (Full Proposal) 수

○ 2007. 9 :  최종선정 평가

○ 2007. 10 :  최종선정 (BINERIC 회의)

○ 2007. 11 :  과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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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연차 평가회  하반기 BINERIC

2007년 10월 15일에서 16일간  드 호텔에서 개최된 하반기 

BINERIC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과학재단  원자력연구원 

계자가 참석하여 양국 연구개발 결과에 한 연차평가결과 심의  진행과제 

계속지원여부를 확정하고,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  2008년도 우선 력분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 다.

양국의 연구개발 황 발표에서 미국 표(Mr. Savage)는 OPR1000, 사용후

연료를 포함한 고 폐기물정책, GNEP 로그램 참여에 한 입장을 질의하

여 한국은 정책  사안의 검토가 진행 임을 밝혔으며, 미국은 GNEP 로그

램의 추진 방향으로 GNEP의 7개 주요 추진 내용을 국제 력과 국내 진행 로

그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으며, 국제 력으로는 원자력이용확 , 핵연료공

보장, 수출 가능한 소형원자로를 으로 진행하며, 미국 내에서는 핵연료재

활용, 폐기물 감, 신형소각로를 심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 다. 안 조

치분야는 양쪽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GNEP의 국제 력 추진 황으로 2006년 9월, 미국과 주요 7개국이 Reliable 

Fuel Supply Initiative 착수한 이래 2007년 5월 21일, 제1차 GNEP 장 회담

을 개최하 고 2007년 9월 16일, 제2차 장 회담 개최(16개국 참석), GNEP 

State of Principle(SoP) 서명하 음을 밝혔다.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참여한 바 있다. 미국 내 사업 추진 황으로 2006년 9월 30일까지 산업

계의 설계제안을 수하여 2007년 10월  Consortia Meeting 계획하고 있으

며, 각 콘소시움은 Energy Solution(GE 등), AREVA, GE-Hitachi, GA 등 4개 

주요 vendor 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측은 사용후연료 련 Fuel Cycle 연구

개발 추진을 한 DOE 측의 지원을 요청하 다.  

연차평가결과 심의  진행과제 계속지원여부 심의･확정을 한 상반기 회

의에서 미국 측이 연구비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힌 2개 과제는 2차년도 까지만 

연구비를 지원한 후 력을 종료하기로 하고 8개 과제  6개 과제는 계속 연

구를 수행하기로 합의 하 다.

2007년 신규과제 선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심을 표명한 7개 신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 으며, 2개 과제(No. 5, No. 7)는 양국이 공동으로 심을 두는 

GEN IV 시스템(SFR, VHTR)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SFR 시스템 기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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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조정(REDIRECTION)하도록 하 다. 

2008년 신규과제 추진 분야는 2007년도 력분야와 동일하게, AFC와 ABR 

분야를 추진하며, GEN IV(공통 재료기술개발 포함), NHI 등 기존 력분야도 

I-NERI를 통한 한·미 양자 간 공동연구의 가능성은 열어 두기로 하 다. 2008 

신규과제 선정 일정은 한국 측이 회계 연도를 고려하여 재 11월로 되어있는 

연구과제의 착수시 을 앞당기는 것을 제안하 고, 미국 측이 과제의 조기착수

에 하여 검토하기로 하 다.

양국 연구 결과인 지 재산권의 사용 문제는 공동연구 결과물 사용의 가이

드라인 공동작성에 하여 양국이 검토 후 진행여부에 하여 추후 연락을 하

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 다.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 비고

2005년

선정

(3년 

2차년도) 

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 에 지 변환 
계통 연구  (2005-001-K)

KAERI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로그램 
개발(2005-002-K)

KAERI
2차년도까지만 
지원

고온 가스냉각로 잔열제거 계통 성능 개선 
연구(2005-003-K) KAERI

2차년도까지만 
지원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05-004-K) KAERI

2006년 

선정

(3년 

1차년도) 

TRU 핵변환을 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연구(2006-001-K)

KAERI

속연료 해정련공정 발생 공융염 의 
FPs핵종 분리기술개발(2006-002-K) KAERI

고온용융염 해환원장치의 산화 항성 
구조재료 개발(2006-003-K) KAERI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2006-006-K) KAERI

표 2-2-6. 2007년 진행 인 I-NERI 공동연구과제 



- 41 -

No. Project Title
Lead Organization

R&D Field
당해연도

연구비

(억원)ROK US

1

Experimental Validation of 
Stratified Flow Phenomena, 

Graphite Oxid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of Air 

Ingress Accidents

KAIST INL
Gen IV
(NGNP)

3.5

2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KAERI INL
GNEP/AFCR&D

(Voloxidation)
2.8

3
Performance Evaluation of 

TRU-Bearing Metal Fuel for SFR 
to Achieve High Burnup Goal

KAERI INL
GNEP/AFCR&D
(Transmutation 

Fuels)
3.0

4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New High-Level Waste Forms 
for Achieving Waste Minimization 

from Pyroprocessing

KAERI INL
GNEP/AFCR&D
(Pyroprocessing)

3.0

5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Viable Deployment of Small 

Liquid Metal-Cooled Fast 
Reactors for International 

Deployment

SNU ANL

Gen IV
(SFR System 

Design & 
Evaluation and 
Components)

2.3

6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Models for Pyrochemical 

Electrorefiners of Nuclear Waste 
Transmutation Systems

KAERI INL
GNEP/AFCR&D
(Pyroprocessing)

2.4

7

Liquid Metal Fast Reactor 
Structural Design for High 

Temperatures and Long Core 
Lifetimes/Refueling Intervals

KAERI ANL
Gen IV

(SFR including 
ABR)

3.0

표 2-2-7. 2008년 신규 I-NERI 공동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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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안  망

한･미 I-NERI는 기본 으로 본 I-NERI 정에 명기된 분야인 Gen-IV, 

AFCI, NHI가 주 력분야가 되는 것은 유지될 망이나 이 분야  GNEP와 

연 성이 은 시스템 기술은 요도를 여 양국 간의 연구보다는 다자간 공

동연구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Gen IV 시스템  SFR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NEP와 한 분야임에 따라, I-NERI는 Gen-IV 시스

템 SFR 기술  신형소각로(ABR)과 연 된 시스템 기술 분야와 핵연료주기기

술(AFCI 등) 등 GNEP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심으로 추진될 망이

다. 

공동연구의 안과 련하여 미국 측은 I-NERI 공동연구개발 결과물( : 

산코드 등)의 소유권(Ownership)에 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여 

양국 정부 간의 력 연구개발 결과물을 산업계가 사용 희망할 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 다. 즉, 결과물의 연구개발 목 (정부)에의 사용과 상업

(산업계) 목 에의 사용에 한 권리 는 합의된 지침(Guideline)이 필요하

고 이것은 I-NERI를 통하여 개발된 코드(한국 측이 모델개발)를 미국 산업체가 

사용 희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측은 제기된 사안에 한 명확한 권리 

는 Guideline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에 해 내부 인 검토 후 (안)을 작성

하여 미국 측과 의하도록 하 다. 

 하나의 문제로 양국 간 I-NERI 연구결과물인 Database(DB)의 GIF 공동

연구에 제공에 한 사항으로 이것은 사용권의 범 로써 미국은 I-NERI 연구결

과의 GIF 회원국과의 공유에 하여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나 자동 인 공개에

는 동의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와 지 재산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NERI와 GIF는 양국 간  다자간 력이라는 차이 이 있지만 하게 연

이 되어있어 련사항은 양국 계자의 의 후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미 I-NER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기술 기반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선진기술 확보와 원자력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 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

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상을 높이는 계기로 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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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RO에서의 IAEA 회원국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가. 추진체제

원자력과 지속 인 발 (發展)에 한 IAEA Scientific Forum, 핵연료  원

자력발 의 연구개발 자문회의 권고와 IAEA 총회 의결 등에 따라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NPRO)를 IAEA가 주도하여 착수한 것으

로써, INPRO의 주요 목 은 21세기 세계 에 지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안

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제 이고 핵확산 항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

원하는 것이다.

2000년 제44차 IAEA 총회는 “핵연료주기, 특히 신 이고 핵확산 항성

이 큰 원자력 기술에 한 기술 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심 있는 회원국

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 하에서 결집할 수 있도록 청한다

(GC(44)/RES/21).”라고 결의하 다. 이 결의에 의하여 IAEA 원자력국이 주도

하여 신 인 원자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로젝트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가 21세기 세계 에 지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안 하고, 지속성을 가지며, 경

제 이고 핵비확산성을 가진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추진

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 사 비회의를 개최하여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2001년 5월 제1차 운 원회의 개최로 정식 착수한 INPRO는 2001년 9월 제

45차 IAEA 총회의 지지와 2001년 12월 UN 총회의 지지를 받았고, 2007년 12

월 기  30개 회원국  국제기구6)로 운 되고 있다.  

INPRO는 IAEA의 원자력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이 주도하고 있

으며, 운 원회(Steering Committee; SC), 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과 IAEA의 행정  기술 지원 그룹으로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6)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 , 

국, 체코, 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모로코, 키스

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스 스,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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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원회(SC)는 IAEA 회원국  Cost Free Expert를 포함하여 INPRO에 

특별 공여 을 제공하거나 INPRO 련 연구개발 활동(Work Package)를 수행

하는 국가의 표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IAEA의 INPRO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

며, 한 INPRO에 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참 할 수 있다. 

운 원회는 INPRO 추진에 한 반 인 지침을 결정하고 기획  업무 추

진방법 등에 한 조언과 결과에 해 검토․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IAEA의 로젝트 리자들이 배석한다. 운 원회는 작업계획, 결과 검토  

평가 등을 실시하는 INPRO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국제조정그룹(ICG)은 INPRO 회원국로부터 견된 문가(Cost free 

Expert)로서 구성되며, INPRO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다. 산하에 경제성, 

안 성, 환경, 폐기물 리, 핵확산 항성  인 라의 6개 분과를 두고 활동하

고 있다. 국제조정그룹은 INPRO의 실질 인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정그룹은 IAEA 회

원국의 계 문가로부터 활동  업무 등에 한 기술자문을 수시로 개최되

는 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받게 된다. 

최 에 참여국의 기여 만으로 운 되어오던 INPRO는 2004년부터 IAEA 

정규 로그램으로 편성되어 국제 력의 추진에 한 IAEA 지원 을 받아 수

행하고 있다.

나. 주요활동

INPRO는 2단계(Phase)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2개의 세부단계 (Track)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Phase 1)의 제1세부단계

(Track A)는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근 방안을 비교하기 한 기 을 선정하고 

한 이를 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

이다. 제1단계 제2세부단계(Phase 1B)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 과 요

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신 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hase 1B는 Phase 1A에서 개발된 신 원자력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신개념의 시스템에 용하여 보고 이 결

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요건, 기 ,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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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한 신 원자력시스템에 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필요한 연구개발항목에 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Phase II)에서는 국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재 제1단계(Phase I)가 

완료되었으며, 제2단계(Phase II)를 진행 이다. 

 각 세부단계별로 제1단계 제1세부단계(Phase 1A)와 제1단계 제2세부단계

(Phase 1B)가 완료되면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2001년 5월 제1차 운 원

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2회 정도의 운 원회와 수회의 분야별 기술 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2007년 말까지 12차의 운 원회를 개최하 다. 

2006년 6월에 신원자력시스템의 평가방법론 개발  검증을 수행한 1단

계(Phase 1)를 종료하 고, 2006년 7월 2단계(Phase 2)에 착수하여 재까지 진

행되어 오고 있다. 주요회의로는 2007년 7월 2일에서 4일의 11차 운 원회와 

2007년 12월 3일에서 5일까지의 12차 운 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1) 제11차 운 원회

제11차 운 원회는 미래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방법론 개발 

 응용, 공동연구과제(CPP : 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s)의 추진, 

2006/2007 INPRO 활동실 의 검, 2008/2009 INPRO 활동계획 의  공통

사용자고려사항(CUC : Common User Considerations) 활동방향 등을 주요의제

로 2007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방법론 개발  응용 부문에서는 INPRO 사용자메뉴얼 작성 황으로      

재 9권으로 출 7) 완료되었으며,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Case Study로 우

리나라는 Case study 완료, 타 회원국의 7개 과제는 년  완료 정이다. 

공동연구과제 (CPP)는 과제별 제안자 발표  참여 희망국을 결정하 고 

우리나라도 1개 과제8)를 제안하 고 과제에는 캐나다와 국이 참여하기로 하

으며, 미국과 EU도 참여 의향을 표명하 다. 14개 CPP에 해 이번에 승인

할 정이었으나 다시 검토하여 12월 운 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하 으

7) Overview, Economic, Infrastructure, Waste management, Proliferation resistance, 

Physical protection, Environment, Safety, Fuel cycle

8) "Acquisition/diversion pathways analysis for the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misuse and possible concealment strate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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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해 가능한 한 빨리 각 CPP 별 참여국들이 모여 운 규정(ToR)을 

재검토하기로 하 다. 

특히, 러시아가 제안한 GAINS9)은 2007년 5월 ad hoc 회의에서 11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운 원회에서는 참여국이 17개국으로 증가함으로

써 GAINS에 한 국가들의 심이 매우 높았으며,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

혔다. 한, 타 CPP와 별도로 GAINS의 Kick-off 회의는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하 다.

2006/2007 활동실 으로 INPRO회원국이 27개국이며, 3개국이 가입추진 

이고, 이탈리아도 참여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 TECDOC-1434  User Manual 작성 황 (task 1) 

○ INPRO 방법론의 개선 (task 2)

○ 형규모의 원자력에 지 개발의 도 과 기회에 한 망 (task 3)

○ 신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한 infrastructure의 필요 (task 4)

○ 신원자로와 핵연료주기 기술의 기술 인 연구의 필요 (task 5)

○ 력 로젝트를 한 포럼 (task 6)

○ 국제 력의 개선 (task 7)

2008/2009 활동은 아래를 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INPRO 평가 방법론 개선

○ Support GAINS 로젝트

○ Common user criteria 개발

○ Collaborative project 수행

INPRO의 인력은 CFE가 2명 증가하 고, 정규직원도 2명이 증가하 다. 비

정규기여 (Extra Budget) 기여 황은 2006/2007년 연간 약 40만불 수 이다.

9) “Global Architecture of INS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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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estigation of options for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a country with small territory (ARM1)

2. Safety operation of INS in the power system of limited capacity (ARM2)

3. Meeting energy needs in the period of raw materials insufficiency during 

the 21st century (CZE1)

4. 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U233/Th fuel cycle (EC1)

5. Performance assessment of passive gaseous provisions (FRA1)

6. Environmental impact benchmarking relative to an INS component (FRA2)

7. Investigation of safety issues for advanced high temperature reactors and 

their combined operation with hydrogen producing plants (IND1)

8. Investigation of technological challenges related to removal of heat from 

reactor cores operating at temperatures between 600-1000C with focus on 

liquid metals and molten salts for use in high temperature reactors, 

accelerator driven systems, molten salt reactors and advanced fast reactors 

(IND2)

9. Collaborative project proposal related to advanced water cooled reactors 

(IND3)

10. Integrated approach for the design of safety grade heat removal system 

for LMR (IND5)

11. Acquisition/diversion pathway analysis for the assess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ce (ROK1)

12. A global architecture of INS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nuclear fuel cycle (GAINS)

13. Assessment using INPRO methodology on the ba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put/output parameters of advanced and innovative 

nuclear fuel cycle within large scale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based on closed nuclear fuel cycle concept to satisfy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in the 21st century (RUS2)

14.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issues of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non-stationary movable SMRs in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INPRO 

methodology (RU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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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차 운 원회

 2007년 12월 3일에서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12차 운

원회는 각국의 수행 공동과제(CP : Collaborative Project)에 한 TOR 등의 발

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1개 공동연구(Joint Study)  6개의 평가연구 (Assessment Study)의 수행 

결과  향후 계획의 발표가 있었으며, Phase 2의 Task 7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14개 CP  6개 TOR 결과를 발표하 으며 우리나라도 발표를 수행하 다. 이

번 12차 회의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CPP들의 KOM (kick-off meeting) 요구에 

해 KOM을 수행한 과제는 6개로 CP들의 진행 황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

지 못했으며 당  14개를 계획하던 CP는 11개 CP로 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들  신규 원 희망국들을 상으로 원  도입 시 필요한 공통사용

자고려사항을 개발하고 있는 INPRO CUC(Common User Consideration) 에

서 1년간 수행한 CUC 수행 결과 발표하 으며, 2008/9년에 수행할 CUC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해 토의하 다. 지난 10차 운 원회에서 요구하 던 

CUC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극 으로 참여하여 개도

국이 원  도입 시 선두 기술보유국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요 안  망

 INPRO는 회원국의 비정규기여 이 주된 재원으로 사업범 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기여  등 산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제11차 운 원회

에서는 2008/2009년 산은 동결하기로 하 고 모든 CPP는 Joint funding 혹

은 in-kind contribution으로 수행되며, 회의  련 연구 모임 참석 시 자국의 

비용으로 참가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분야를 주도

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본 Phase 2 에서도 한개의 CP에 (ROK1) 해 향후 3년

간의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개의 CPP (ROK1)을 주도하면 

서 러시아(GAINS), 인도(DHRS) 개발 등 두 개의 CPP에 참여 정이다. 비정

규 기여  련해서는 재 CUC(common user criteria) 개발을 해 4만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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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에 있으며 2007년 내로 제공하기로 하 다. 

 재 INPRO의 인력 황은 우리나라 견 문가를 포함한 CFE가 7명, 정

규인력이 1명이며,10) 년  CFE가 2명, 정규직원이 2명 증가되어 향후 

INPRO의 련 활동의 리 등이 강화될 망이다.

당  INPRO는 Phase 2에서 구체 인 기술개발 항목을 도출하여 공동연구

로 진행할 정이었으나 Phase 2에서도 방법론, 제도와 조직 등에 련된 활동

이 주가 될 것이며, CRP를 통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망이다. 

IAEA INPRO에서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수요를 확인하고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기 한 안내로 평가방법론을 제공하 다. 앞으로 IAEA

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사무국의 특별기여  는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INPRO는 회원국들이 재의 INS 평가를 통하여 최종 으로 INS의 필요성

에 한 확인, 필수 인 R&D 주제의 선정, 제도/인 라의 개발 수요로 나타나

게 될 것이다. 이 은 기술로 원자력시스템에 근하는 Gen IV에 비하여 개

도국으로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4.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방안

앞서 기술한 GIF, I-NERI와 INPRO는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발

이라는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출발하 으나 이의 성격과 개에서 차별화 되는 

이 있다. 한 2007년에는 GNEP의 추진으로 국제 력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 

GIF는 원자력기술선진국의 모임으로 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 원자력시스템의 완성을 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기술 주도의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INPRO는 기술 심의 Gen-IV와는 달리 

신원자력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

도･인 라에 한 을 포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I-NERI는 력 상인 

양국 간의 공통 심사를 바탕으로 제한되고 특수한 분야를 우선 으로 추구하

10) 러시아(3), 스페인(1), 한국(1), 일본(1), 캐나다(1), 랑스), 2007년 후반기에 인도네

시아  일본이 1명씩 추가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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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GNEP는 원자력의 확 와 핵비확산을 목표로 미국 내 로그램과 병

행하여 국제 력체를 구성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재 Gen-IV는 기술선진국의 공동기술개발을 심으로 세부 연구개발을 다

자간으로 추진하되, 민감기술 분야인 핵연료주기기술 등의 공동연구는 제한될 

망이다. 한편 INPRO는 개도국의 원  도입을 한 요건과 지침의 개발, 제

도  인 라 구축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Gen-IV의 시스템평

가방법론 분야에 INPRO 결과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 I-NERI는 상국에 따라 연구개발의 내용을 달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는 GNEP와 련된 SFR 시스템과 건식공정 핵연료주기 기술분야가 당분간 주

요 분야로 유지될 것이다. 

재 부분의 GIF 회원국이 INPRO와 GNEP에 참여하고 있고, INPRO는  

IAEA 회원국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INPRO를 

통하여 선진기술 분야의 세부기술개발에 치 하기 보다는 미래 신형 원자력시

스템의 도입을 한 제도  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이것을 개

도국으로의 원자력 수출을 한 국제 력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선진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추진에서 우리나라가 다자간의 연구개발분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GIF 등의 국제공동연구 력체에서 시스템공동연구개발

을 수행을 하고, I-NERI의 참여시에 한미 간 양국의 공동연구에서는 양국 간 

력을 통해 극 화 할 수 있는 기술분야나 향후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진

행되어야 할 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는 것이 효과 인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의 연구개발 추진 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환경을 고

려한 장기  안목의 노형 략 측면과 상 으로 은 연구비용에서의 최  

효과를 거두기 한 효율  공동연구 추진과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에서 국

제공동연구의 추진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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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제 우라늄 수 동향과 망

세계 에 지 수요 증가 망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본격화로 원자력의 

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원  보유국은 원 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원  

미보유국은 원  도입을 극 추진하고 있다. 원  수요가 증 함에 따라 국제 

우라늄의 수 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은 지속 으로 상

승하고 있다. 재 세계 으로 연간 약 6.5만 톤의 우라늄이 필요하나, 약 5만 

톤만이 생산되어 매년 1.5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라늄 가격은 

2002년에 비해 10배 정도, 최근 1년간 3배가 상승하 다.

세계는 우라늄 공  감소에 비하여 우라늄 산의 추가 개발, 고효율 신형

핵연료 개발,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라늄 

확보 노력을 살펴보면, 미국은 재 우라늄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에 지원 확보 차원에서 ‘국제원자력 트 쉽(GNEP)'를 발표하 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한 우라늄(TRU)을 고속로에 사용하여 자

원 활용도를 100배까지 증 시킬 정이다. 일본의 정책은 자원극복을 한 

루토늄 재활용, 고속로 개발, 해외 우라늄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은 핵

연료주기의 착실한 추진  고속증식로의 2050년 상용화 실 을 해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뉴멕시코 우라늄  투자/지분 확보(2006.4)  카자흐

스탄과 우라늄 장기공 계약 체결(2006.8) 등 외교 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은 2030년 고속증식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자원 확보 외교를 강화하

고 있다. 이를 해 재순환핵연료주기를 도입하 으며 카자흐스탄의 카라산 우

라늄 산(2005), 아 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산 공동 개발 계약 체결(2006.8), 

호주(2006.4)  남아공(2006.6)과 우라늄 공 정 체결 등의 자원 확보 외교를 

추진하 다. 러시아는 우라늄의 안정  공 을 해 해외 산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우라늄농축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과 우

라늄 생산 정을 체결(2007.2)하여 지 우라늄 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라늄 공 을 담할 신규회사 UMC(Uranium Mining Company)를 

설립(2006.11)하여 우라늄의 안정  공 을 도모하고 있다. 한 카자흐스탄과 

국제 우라늄 농축센터 정을 체결하여, 세계 원 보유국의 우라늄 농축에 따

른 핵확산 우려 불식과 원 용 핵연료의 안정  공 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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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라늄 수 동향과 망

가. 우라늄 매장량

‘NEA/IAEA Red Book 2005’로 알려진 ‘Uranium 2005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에 의하면 우라늄 자원은 세계 56개국에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정량은 1480만 톤으로 측되고 있다. 여기서 130 

US$/kg-U 이하로 생산이 가능한 추정량은 1,182만 톤으로, 2004년 세계 우라늄 

수요량 6만 7천 톤 기 으로 170년 정도의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량  

생산이 가능한 확인된 양은 추정량의 32%에 해당되는 474만 3천 톤으로 2004년 

세계 우라늄 수요량의 70년 정도의 분량으로 호주(23.1%), 카자흐스탄(18.5%), 캐

나다(9.6%), 남아공(8.6%), 미국(7.5%)에서 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인산염 에 포함된 우라늄 자원(2,200만 톤), 해수에 포함된 자원

(약 40억톤)  토륨(Thorium) 등을 원자력발 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우라

늄 가격 상승으로 자원 탐사가 확 되면 자원량은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망

되고 있다.

그림 2-3-1. 세계 우라늄 자원 분포11)

11) Source: NEA/IAEA Red 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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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라늄 생산량

1945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총 우라늄 생산량은 약 225만 톤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러시아(17.1%), 캐나다(17.0%), 미국(16.6%), 독일(9.9%), 남아공(7.1%)

이 체 생산량의 67% 이상을 생산하 다. 이러한 우라늄 생산량의 추이를 살

펴보면 1980년에 최고치인 7만여 톤 생산 이후 그 양이 감소하여 재 수 12)

으로 감소하 다.  

2005년의 경우  세계 19개국에서 41,722톤을 생산하 으며 캐나다(28%)와 

호주(23%)가 체 생산량의 51%를 차지하 다. 이외에 카자흐스탄(10%), 러시아

(8%), 나미비아(8%), 니제르(7%), 우즈베키스탄(6%) 등이 약 40%를 생산하 다.

표 2-3-1. 2005년 주요 우라늄 보유국의 우라늄 생산량13) 

생산국 생산량(tU) 비율(%)

캐나다 11,628 27.9

호주 9,516 22.8

카자흐스탄 4,329 10.4

러시아 3,325 8.0

나미비아 3,148 7.5

니제르 3,093 7.4

우즈베키스탄 2,300 5.5

미국 1,020 2.4

우크라이나 800 1.9

남아공 674 1.6

기타 1,888 4.5

총계 41,722 100.0

12) 2004년 수 인 4만여 톤

13) Source: ESA annual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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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라늄 생산에 있어 주요 우라늄 산의 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질이 있어 왔는데 그 주요 사건으로는, 2001년 호주의 Olympic Dam 화재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 2003년 캐나다 Rabbit Lake's Eagle Point 산, McArthur 

River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나미비아 Rossing 산의 개조/수리

로 인한 생산량 감소, 2006년 캐나다 Cigar Lake 산 폭약 폭발에 의한 생산 

단  사이클론으로 인한 호주의 Ranger 산의 생산량 감소 등이 있다.

표 2-3-2. 2005년 세계 주요 우라늄 산의 생산량14)

우라늄 산 산 치 국가명 생산량 (tU)

McArthur River 캐나다 7200

Ranger 호주 5006

Olympic Dam 호주 3688

Krasnokamensk 러시아 3300

Rossing 나미비아 3147

Rabbit Lake 캐나다 2316

McClean Lake 캐나다 2112

Akouta 니제르 1778

Arlit 니제르 1315

다. 우라늄 수  망

(1) 우라늄 수요 망

우라늄 수요 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는 원자력 발 소의 발  용

량에 한 측이다. 일반 으로 100만 KW  경수로 1기 운  시 약 156톤의 

천연 우라늄이 소요되며 성형 시 약 19톤의 우라늄이 소요된다. 2004년 12월 

14) Source: WNA Market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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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세계 31개국에서 가동 인 상용 원자로는 440기이며 이에 따른 연간 우

라늄 수요량은 약 6만 7천톤 수 이다.

WNA(World Nuclear Association)은 WNA Market Report 2005에서 2030

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  용량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량을 측하 다. 

WNA는 2030년까지의 세계 원자력 발  용량을 측함에 있어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하 는데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가별 용량을 고려하여 재 운  

인 상용로가 계속운 을 한다는 가정과 동시에 운 용량상승  신규 원자로15)

를 고려하여 용량을 산출하 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세계를 지역별 용

량(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력수요 측치, 원

개발 로그램 등, 정치/경제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 다. 

그림 2-3-2. 원자력발 용량  우라늄 수요량 측치(~2030)16)

15) 재 건설 이거나 계획  승인이 완료된 원자로

16) Source: WNA Market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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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에 의하면 세계 원자력 발  용량의 경우 2025년까지 재의 

369 GWe(2004년  기 )에서 488 GWe(Reference Scenario)17)까지 증가가 상

되며 우라늄 수요는 6만 7천 톤(2004년 기 )수 에서 2025년에는 10만 톤

(Reference Scenario)18)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다른 련 보고서인 ‘NEA/IAEA Red Book 2005’는 세계 원자력 발  

용량의 경우 2025년에 449 GWe ~ 533 GWe로,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는 8만 

2천 톤 ~ 10만 톤으로 측하 다. Red Book에서 제시한 발  용량 증가에 따

른 우라늄 수요 증감은 East Asia는 90% ~ 115% 증가, Eastern and South 

East Europe은 34% ~ 53% 증가, North America가 4% ~ 27% 증가가 상되

며 서유럽 지역은 16% ~ 26% 감소가 상된다.

표 2-3-3. 우라늄 수요 측치(~2025)19) 

Year Low(tU) High (tU)

2010 69,910 74,130

2015 74,685 83,375

2020 74,485 87,340

2025 82,275 100,760

(2) 우라늄 공  망

최근 우라늄 수요의 증가와 향후 기 치 증가에 의한 우라늄 자원에 한 

활발한 탐사가 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극 인 우라늄 자원 탐사로 인해 기

존 우라늄 산의 생산량 증   신규 산 개발이 기 되고 있다. 2004년 우

라늄 탐 비용 총액은 1.3억 US $로 2002년에 비해 약 40% 증가하 다. 우라늄 

산의 용량 확장과 신규 산개발을 추진 인 국가로는 기존의 주요 우라늄 

생산국 이외에 국, 인도, 라질, 이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325 GWe(Low 시나리오) ~ 600 GWe(Upper 시나리오)

18) 6만 1천 톤(Low 시나리오) ~ 13만 톤(Upper 시나리오)

19) Source: NEA/IAEA Red 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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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우라늄 생산 시설별 생산량 변화 계획20) 

구분 우라늄 산 국가명 연도 생산량

용량 확장 Fuzhou 국 2006  ~ 200 tU/y

“ Olympic Dam 호주 2010  ~ 12,720 tU/y

신규 Bandar Abbas 이란 2005 21 tU/y

“ Khiagda 러시아 “ 1000 tU/y

“ Banduhuran 인도 2006 150 tU/y

“ Lambapur “ “ 130 tU/y

“ Langer Heinrich 나미비아 “ 1000 tU/y

“ JV KATCO-Tortkuduk 카자흐스탄 “ 1000 tU/y

“ Itataia 라질 2007 680 tU/y

“ Cigar Lake 캐나다 “ 6900 tU/y

“ Ardakan 이란 “ 50 tU/y

“ JK Kendala-Central Mynkuduk 카자흐스탄 “ 2000 tU/y

“
LLP Stepnogorskyi Mining and 
Chemical Complex -Semizbai 카자흐스탄 2008 400 tU/y

“ LLP Kyzylkum-Kharasan-1 카자흐스탄 “ 1000 tU/y

“ Southern Inkai 카자흐스탄 “ 1000 tU/y

“ Irkol 카자흐스탄 “ 750 tU/y

“ Midwest 캐나다 2010 2300 tU/y

“ Central Moinkum 카자흐스탄
2010~

2030
미정

“ Kharasan-2 카자흐스탄
2010~ 
2030 미정

“ Zhalpak 카자흐스탄
2010~

2030
미정

“ Budenovskoye-1 카자흐스탄
2010~

2030
미정

20) Source: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Vol.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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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IAEA Red Book 2005’에 의하면 기존의 우라늄 산과 향후 개발이 

계획/ 상되는 우라늄 산에 의한 총 우라늄 생산량은 2010년까지는 8만 3천 

톤으로 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는 8만 7천 톤으로 

진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라. 2차 공 원 조달 황과 망

2004년의 경우 천연 우라늄 생산량은 약 4만여 톤으로 체 수요량의 60%

를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2차 공 원에서 충당되고 있다. 2차 공 원

은 크게 민간 는 군사용에서 유래된 천연 는 농축 우라늄 재고량, 잉여 

루토늄 는 재처리에 의한 핵연료, 감손우라늄 재-농축을 통해 생산된 연료용 

우라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는 군사용에서 유래된 천연 는 농축 우라늄 재고량은 2004년까지 

약 66만 톤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각국의 정보 공개 부족으로 재

의 정확한 보유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 재고량의 종류에는 략  보

유량, 우라늄 생산자 재고량, 우라늄 변환 업자  농축업자 재고량, 거래상, 

로커 보유량, 최근 일부 융 기 에서 투자용으로 보유한 우라늄 등이 있으며 

군사용 재고량으로는 핵탄두의 해체에 의해 추출된 고농축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을 희석하여 민수용 핵연료로 공 되는 것이 있다. 

잉여 루토늄(Pu) 는 재처리에 의한 핵연료는 군사용 루토늄을 

MOX(Mixed Oxide fuel)로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MOX 가공시설은 

랑스, 벨기에, 국, 일본, 러시아, 인도에서 가동 이다. MOX는 재 랑

스, 벨기에, 독일 스 스 등 일부 유럽 국가(EU 15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21) 

향후 사용국가와 요성이 증 될 망이다. 특히 랑스는 세계 MOX의 약 

50%의 이용실 을 갖고 있으며, 2002년에는 21기의 원자로에서 MOX를 사용하

는 등 세계 최  규모의 MOX 이용국가이다. 재 MOX를 이용 인 국가 이

외에도 국과 러시아가 그 활용을 고려 이며 미국  일본은 이를 상업 으

로 이용하기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이다. 일본은 1990년 부터 3천 톤 이

상을 재처리하여 얻은 루토늄을 BNFL, COGEMA 등에서 MOX 연료로 가공

하여 장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재 MOX 가공시설을 건설 으로 2010년

21) 재 세계 원자력 발 소  8%가 MOX 연료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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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MOX 연료를 상업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SA(Euratom Supply 

Agency)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85.6 톤의 Pu(MOX)로 EU 15개국

의 원자로를 가동한 결과 약 1만 톤의 우라늄 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되

고 있다22). 

감손우라늄 재-농축을 통해 핵연료로 활용하는 것은 재 농축 시설의 용량 

 운 을 고려할 때 비경제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차츰 경제성을 가질 것

으로 상되고 있다. NEA/IAEA Red Book 2005에 의하면 2005년 상반기 기

으로 감손우라늄은 약 1.5백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23) 세계 연간 

우라늄 수요량을 기 으로 매년 5만 7천 톤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3-3>에서는 1, 2차 우라늄 공 원과 세계 우라늄 수요량을 2030까

지 측하 다. 그림에 의하면 1, 2차 우라늄 공 원은 재의 6만 5천 톤 수

에서 2030년에는 약 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우라늄 수요량

은 기  시나리오 기 으로 11만여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WNA의 기  수요(Requirements Reference)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5년을 후

로 우라늄 수 에 있어 불균형이(공 부족) 발생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그림 2-3-3. 우라늄 수요 공  측(1, 2차 공 원 포함)24) 

22) ESA annual report 2006

23) 천연 우라늄의 57만 톤에 해당되는 양

24) Source: WNA Market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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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가격동향과 망

가. 우라늄 가격 동향

우라늄 가격의 추이를 연 별로 살펴보면 1970년 에는 1, 2차오일 쇼크로 

인해 40 US$/Ib U3O8  수 까지 상승하 다가 1980년 에는 1979년 미국 

TMI 원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 사고 이후 원 산업의 랭에 기인하여 

20 US$/Ib U3O8로 락하 다. 이후 1990년 에는 우라늄 덤핑  구소련 고

농축우라늄의 국제 우라늄 시장으로의 유입 등으로 10 US$/Ib U3O8로 하락하

다가 2000년  들어 우라늄 가격이 지속 으로 상승하 으며 최근 125 US 

$/Ib U3O825)까지 등하 다.

그림 2-3-4. 우라늄 물시장 가격 동향(1987~2006)26) 

25) 2007년 5월 기 . (Source : www.uxc.com)

26) Source: www.ux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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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동향 분석

(1) 등이유

최근의 우라늄 가격 등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상업용 재고량의 감소와 우라늄 탐사 활동과 

신규 산 개발 침체27)로 인한 국제 우라늄 시장에로의 추가 공 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의 원자력 발 의 증가 망에 따른 우

라늄 투기 수요 발생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와 미 기사업자간의 우라늄 공  계약 종료와 우라

늄 시장에서의 러시아 정부의 략 변화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

시아는 재까지 서방 국가의 핵연료 공 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

나, 러시아 국내의 신규 발 소 건설과 우라늄 농축센터 건설 계획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단순한 핵연료 공 자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한 2차 공 원 비축량의 격한 소비와 2013년 이후 러시아 군사용 

고농축우라늄(HEU)의 국제 우라늄 시장으로의 유입에 한 불확실성 증가28), 

최근 5년간의 주요 우라늄 산의 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생산량의 차질 

등이 있다.

(2) 향후 망

최근 우라늄 물량의 격한 감소로 인해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

 부족 충격을 완화시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라늄 가격 상승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망이다. 특히 주요 우라늄 산의 사고 이후 폭등세가 가

속화되고 있으며 더 값이 오르기 에 사재기를 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가 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국과 인도  세계

인 원자력 건설 붐은 수  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 요소가 우라늄 가

격 결정에 있어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재 우라늄 가격은 생산자에게 추가 생산에 있어 충분한 자극이 될 정도

27) 과거 국제 우라늄 가격 악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기인함.

28) 재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을 공 할 계획임(Source : 

NE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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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른 상태이어서 우라늄 자원탐사 증가  신규 산개발에 따라 생산량의 

확 를 가져올 것으로 망되고 있으나 새로운 산을 개발하여 우라늄을 생산

하기까지는 지 않은 시간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분간의 가격 상승 압박은 

지속될 망이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의 우라늄 물 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우라늄 계약 시장은 물 거래보다는 장기계약 방향으

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응 략

가. 경   외교 략

최근 공  안보측면에서 주요 원자력 발 국은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서 우

라늄 자원 확보를 한 자원외교를 개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 8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  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력분

야 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간에 ‘원자력 평화  이용 분야에 있어서

의 력 진에 한 각서’를 체결하 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우라늄 자

원의 재- 환, 연료가공, 원자력발  도입 등에 있어 범 한 력 계를 유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7월 카자흐스탄

을 방문하여 우라늄 공 에 련한 카자흐스탄의 조를 요청하 다.

정부 간의 력도 활발히 진행 인데 일본의 민간기업  정부계 기 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톰 롬 등과 24건의 력에 합의하 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권익의 40%를 확보함으로써 안정 인 공 처를 확보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남아공은 양국 간 신규 원자력 력 정의 조건하에, 남아공에

서 지층탐사  우라늄  채 을 실시할 정이다. 호주와 국은 핵물질 양도

정과 원자력 력 정을 2007년 1월에 비 하여 발표하 는데 이로써 호주의 

우라늄 생산업체의 국 수출의 법 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국은 세계 최  

우라늄 보유국인 호주라는 안정 인 우라늄 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외교 인 노력 못지않게 자원탐사  개발 시장 참여도 요하며 우라늄 

탐  사업 참여는 권익보호와 함께 탐  경 에 여할 수 있어서 시장의 향

을 그다지 받지 않고 우라늄을 장기 으로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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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자원개발 시장 참여 황을 살펴보면 일본 간사이 력과 스미토모

상사는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국유원자력기업인 카자톰 롬사가 추진하고 있

는 신규 우라늄 산 개발에 참여할 정이며 미쓰이 물산은 러시아의 국  우

라늄 매회사인 TENEX와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일단지구에 

있는 미개발 우라늄 산의 사업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일본의 도쿄 력

과 이데미쓰코산은 캐나다 카메코, 랑스 아 바와 공동으로 캐나다의 서스캐

처원주에 있는 ‘시가 이크 우라늄 산 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

다의 카메코는 우라늄 탐사, 개발, 생산에서 합작투자를 도모하기 해 러시아

의 국  핵연료사이클회사인 TENEX와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주요 원자력 국가들의 외교･경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라늄의 안정

인 공 을 해서는 공 원의 다변화는 필수 이며 우라늄 자원의 권익보호

와 탐  경 을 한 민･  합동의 우라늄 탐사  개발 참여가 시 한 실정이

다. 한 우라늄 공 에 있어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등의 국가와 

주요 생산 회사의 향력이 증 될 것을 감안해 이들 국가와의 외교  친분  

주요 우라늄 생산 회사에 자본 참여가 긴요하다. 특히 핵연료자원 보유 국가들

과 략  제휴 시 우라늄 공 이라는 단일 력보다는,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

력 등을 가미한 일  력 방식이 바람직하다.

나. 기술 략

(1) 신형핵연료 개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우선 우라늄자원 이용을 극 화할 수 있는 고성능 

고연소도 핵연료가 세계 주요 원자력 선진국  Major Vendor를 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 DOE의 R&D 계획에 따르면 향후 경수로 핵연료의 경우 

80 ~ 100 MWD/kgU29)까지 연소 가능한 핵연료 개발을 목표로 NEA/NSC 

문가 그룹회의에서 Very High Burn-up program의 구체 인 계획이 공식 으

로 발표되었다. 향후 핵연료 연소도 상승에 따른 핵연료 농축도는 5%까지 증가

할 것으로 망되며 제4세  원자로 개발과 맞물려 장기간 동안 높은 연소도까

지 연소가 가능한 토륨 핵연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9) 재는 50 MWD/kgU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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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70 MWD/kgU의 연소

도까지 운  가능한 고연소도 핵연료 연구 개발이 수행 이다.

(2)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기존 경수로가 열 성자를 사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반해 소듐냉각 

고속로는 고속 성자를 이용함으로써 에 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 핵연료 물

질인 루토늄(Pu-239)보다 더 많은 양의 새로운 핵연료 물질 생산이 가능하므

로 한정된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기존 경수로에 비해 약 60배 이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측되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원자력 기술 선

진국인 랑스,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원형로, 실증로 모두가 건설되어 운 된 

경험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지 까지 KALIMER 원자로 개발

과 함께 이미 상당한 기술개발 수 에 도달해 있다. 

아래 <그림 2-3-5>를 보면, 재의 once-through 방식으로 연료를 사용할 

경우 우라늄 자원 채 법에서 신  기술 진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라늄 

자원이 고갈 기에 처할 수 있으나 고속증식로를 본격 도입하면 우라늄 자원

의 이용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5. 소듐냉각고속로와 우라늄 자원의 추이30) 

30) Source: A Technology Roadmap for Gen-IV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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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 재처리 기술

최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 활용률을 극 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라늄 이용을 극 화하여 경제 인 

이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주기 우라늄 원소들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경감

에도 도움이 된다. 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이거나 완료한 표 인 기술에

는 DUPIC, Pyroprocess, CANFLEX-RU 등이 있다. 

DUPIC 핵연료주기 기술은 민감한 재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를 차폐시설 내에서 직  가공하여 수로용 핵연료로 사용하여 핵연

료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DUPIC 핵연료주기 기술은 1991년에 우

리나라가 처음 제안하여 개발한 독창 인 한국형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한국, 

미국, 캐나다, IAEA와 함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2001년 

하나로를 이용한 DUPIC 연료 조사시험에 성공하 으며, 재 DUPIC 기술 개

량 연구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 이다.

Pyroprocess 기술은 우라늄원소(TRU : Pu, Np, Am, Cm 등)를 고온 

기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리 회수하는 핵비확산성 처리기술로 우리나라와 미국

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이다. Pyroprocess 기술은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장수명 핵종을 모두 회수하여 재활용(SFR 원자로시스템에 재순환)하면서 

동시에 소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 이며 자원 효율 인 기술로 평가되

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도부터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

해 Pyroprocess 기술에 한 연구개발을 본격 으로 착수하 고, 재 실험실 

규모의 Pyroprocess 핵심공정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CANFLEX-RU는 순환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한 순환우라늄핵연료다발 개발 

기술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사업(핵연료 개발)의 일환

으로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BNFL(British Nuclear 

Fuels)과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CANFLEX-RU 기술은 원자로운

비 감소, 우라늄 이용률 향상, 핵연료주기비 감, 사용후핵연료 생성률 감소, 

사용후핵연료 장소 투자비 감소 등에 효과가 있으며 그 원료가 되는 순환우

라늄은  세계에 약 2만 5천 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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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건의사항

최근 식량과 석유에 이어 3  략물자로 등장한 우라늄은 가격의 폭등세

를 보이고 있으며, 수 에 한 망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여러 가지 시

나리오가 존재한다. 우라늄 수요는 원자력 발 용량이 2025년까지 재의 369 

GWe에서 488GWe 까지 증가가 망됨에 따라 재 6만 7천 톤 수 에서 최  

1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고 우라늄 생산량은 재 4만톤 수 에

서 8만 7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장기 으로 우라늄 수 은 추정 우라늄 자원과 우라늄 생산 증 를 한 

투자  생산 확 , 새로운 타입의 원자로  핵연료 사용 효율성 증  등 다

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으로는 최근의 우라늄 가격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의 

과부족 상이 지속될 것이다. 우라늄의 안정 인 공 을 해서는 공 원의 

다변화는 필수 이며 우라늄 자원의 권익보호와 탐  경 을 한 민･  합동

의 우라늄 탐  사업 참여  주요 우라늄 생산 회사로의 투자에 의한 경 참

여가 필요하다. 향후 채산성이 높은 우라늄 산에 한 투자가 늘어날 망이

며 력회사와 무역상사 사이에는 우라늄 권익 획득을 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한 정보 수집과 책 마련을 한 범정부 인 조와 처

가 필요하다. 우라늄 공 에 있어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등 소수 

국가  주요 생산 회사에 의한 향력이 증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국가와

의 외교  친분 한 요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원에 지청은 우라늄 산 개발과 생산단계에서

도 국제 력은행과 일본무역보험 등의 기능을 강화시켜 우라늄 탐  기업을 지

원하기로 결정하 다. 이는 민간기업이 우라늄탐  개발에 있어서 리스크를 경

감시키는 동시에 우라늄의 장기  확보를 해서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

와 같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우라늄탐  개발을 시행할 때 지원을 할 수 있

는 제도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원자력 기술개발 측면에서 우라늄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해 연소

도를 향상시킨 고연소도 핵연료,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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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R&D 신 략 

제 1   원자력연구원 기 략계획 수립

1. 연구의 목

본 연구는 2007년에 이루어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 략계획의 수립과정

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시사 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계획의 수

립 시 효율 인 계획 수립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해서 이루어졌다.

2. 기 략계획 수립 배경

그동안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기 별로 다양한 연구개발  발 계획을 수

립하여 자체 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계획의 혼재에 따른 

혼란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 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과학기술 신본부)는 

3개 과기연구회 소속 연구기 과 과기부산하 출연(연)의 계획과 평가 등을「

기 략계획」이라는 하나의 임웍(Framework)으로 통합하 다. 

즉, 연구기 은 5년을 주기로 기 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계획을 

바탕으로 3개년 경 목표와 각년도 사업계획  산을 수립한다. 한 평가기

은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여 기 의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차기 사업계획  

산에 반 함으로써 “계획(plan)-실행(do)-평가(see)-환류(feedback)”를 체계

으로 연동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평가를 해서는 기 략

계획에는 연구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기 운 의 핵심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편입되었을 당시 

동 연구회 산하 연구기 들은 2006년에 이미 기 략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도부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시행 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공공기

술연구회로 이 됨에 따라 동 연구회의 지침에 따라 기 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계획의 수립을 해 2007년 1월 ‘ 기 략기획반’을 설치하여 안을 작성

하 으며 연구원 내부  외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계획을 2007년 6월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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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수립 과정

기 략계획의 수립과정은 계획수립을 한 련자료 수집  분석 등의 

사  검토, 략계획 안 작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보완, 최종보

고서 작성  제출로 나  수 있다. 

우선 원자력연구원의 기 략계획과 련되는 주요 국가계획을 검토, 반

하 으며 기존에 수립된 연구원의 자체발 계획의 내용도 참고하 다. 

가. 련 국가계획의 반

기 략계획은 정부출연연구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향후 5년 동안의 임

무와 비 을 제시하고 재의 기술수 을 바탕으로 기 략목표를 수립하여 

그 달성 수 을 제시하는 한편 기 의 특징  취약분야에 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시 련되는 국가 정책

과의 연계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번 기 략계획에는 다양한 련 

국가정책들이 반 되었다. 

원자력 련 정책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4원칙”31)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2007년∼2011년) 원자력정책 6  

기본목표32)를 고려하 다. 아울러 2006년 5월에 제4차 국가에 지자문회의에서 

발표된 에 지 련 5  실천 략 가운데 원자력과 련된 사항33)이 고려되었다.

31) 200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기본원칙으로, ①핵무

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으며 ②핵투명성의 유지  국제 력을 강

화하고 ③핵 비확산 국제규범의 수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④ 핵의 

평화  이용 범 를 확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2) 6  기본목표는 ①지속가능한 발 을 한 안정 인 에 지 공 , ②안 성 제

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상 강화, ③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 ④방사선 이용 확 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 ⑤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  추진을 한 기반 조성, ⑥국가원자력 상

강화를 한 원자력외교  국제 력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33) 5  실천 략 가운데 원자력과 련된 략은 환경친화  에 지 실천 략으

로 그 주요 내용은 정 원  비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에 해 본격

인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시 련법규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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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각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장기계획을 반 하여 계획의 실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다. 특히 과기부의 ｢제3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2007-2011)｣의 연구개발 부문계획인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과 산자부의 ｢
원 기술발 방안(Nu-Tech 2015)｣ 등 원자력과 련된 국가 R&D 장기 기본

계획을 반 하여 략목표  략과제를 도출하 다. <표3-1-1>은 ｢원자력연

구개발 5개년계획｣과 ｢원 기술발 방안(Nu-Tech 2015)｣의 추진과제  한

국원자력연구원이 담당할 연구개발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

으로 략목표  략과제의 도출에 국가계획을 반 하 다. <표 3-1-2>는 정

부부처의 R&D 장기기본계획과 기 략계획과의 연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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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당할 연구개발 분야

안정  원자력에 지 공 을 
한 미래핵심기술개발

- 미래원자로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 핵연료주기 핵심기술개발 기반확보

- 원 운 기술 선진화

사  방  원자력 
안 리기술 확보

- 원  안 성 평가/검증기술 개발 

-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원자력시설/방사선안 리시스템 
개발

- 핵 활동 탐지  방재기술 개발

국제 경쟁력 제고를 한 
원천기술 개발

- 수출주도형 원자로 개발

- 국내 고유의 핵연료 강 기술 개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방사선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기술개발

- 방사선의학기술개발

- 방사선기반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기반 구축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 성자 기반시설 확충  활용기술 고도화

- 미래 핵심기술 개발기반 구축

원 기술발 방안

(Nu-Tech 2015)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당할 연구개발 분야

원 국제경쟁력 제고 

핵심기술개발
- 해외진출기반구축 핵심기술개발

선진국수  원 운 기술개발
- 가동원  성능향상 기술개발

- 장기운 신뢰도 향상 신기술개발

원 지속성보장 친환경기술
- 사용후연료 장기 리기반구축기술개발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 기술개발

표 3-1-1.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계획과 연구원의 련연구 분야



부처 R&D 기본계획 기 략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추진기술 략과제 략목표

안정  
원자력에 지 
공 을 한 
미래핵심기술개
발

미래원자로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제4세  소듐냉각고속로 
핵심기술개발

지속가능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핵연료주기 핵심기술개발 기반확
보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기술 개발
원 운 기술 선진화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사 방  
원자력 
안 리기술 
확보

원  안 성 평가/검증기술 개발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원자력시
설/방사선안 리시스템 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원자력시스템 재료/구조 건 성 평가 
 능동  손상 처기술 개발

원자력시스템 
안 성 종합
평가/검증 
랫폼 구축

핵활동 탐지  방재기술 개발

국제 경쟁력 
제고를 한 
원천기술 개발

수출주도형 원자로 개발 원자력설비의 열수력 안 성 검증  
평가기술 개발

국내 고유의 핵연료 강 기술 개발
원자력설비의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방사선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개발

환경방사선 방호기술 개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사선기반기술개발

동 원소 생산  이용기술 개발

원자력기술개발 
기반 구축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성자 기반시설 확충  활용기
술 고도화 원자력 수소생산 핵심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고유 랜드 
원자력시스템 
개발

미래 핵심기술 개발기반 구축 일체형원자로 시스템  개발

원 기술발 방

안
추진기술

신개념 고성능 고유 핵연료기술 개발

미래 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개발
원 국제경쟁력 

제고 

핵심기술개발

해외진출기반구축 핵심기술개발
핵융합 공학기술 개발

성자 과학 연구기반 구축

원자력 
기 과학 
핵심기반 
구축

선진국수  

원 운 기술개

발

가동원  성능향상 기술개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
장기운 신뢰도 향상 신기술개발

양자 학응용 원자력 신기술 개발

원 지속성보장 

친환경기술

사용후연료 

장기 리기반구축기술개발

신기술 융합 방사화학 첨단연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 기술개발

표 3-1-2. 정부부처의 R&D 장기기본계획과 기 략계획과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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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R&D사업의 Total Roadmap을 반 하여 국가의 연구개발 략목

표  일정과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 다. 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가 해

당되는 Total Roadmap의 에 지․자원분야의 추진 략은 에 지안보 등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고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한 핵심  기반기

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략에 부응하고자 에 지 안보를 해 「지속가능원자력에 지시

스템 핵심기술 확보」를,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해 「신성장동력 고유 랜

드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략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략과제를 구성하 다. 

한 Total Roadmap의 국가 R&D사업의 추진 략인 “기 연구  원천기술 

개발 지속  강화”를 해 「원자력 기 과학 핵심기반 구축」을 략목표로 

설정하 다. <표 3-1-3>은 Total Roadmap의 국가 육성기술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담당할 요소기술  기술 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3-1-4>는 Total 

Roadmap의 요소기술과 기 략계획의 략목표  략과제의 연계를 보여

주고 있다.

국가 육성기술 요소기술  기술 역

수소에 지 
생산․ 장기술

  고온가스로 기술, 피복입자핵연료기술, 원자로-수소 연계계통기
술, 고온 열이용 수소 생산기술, 실증로 설계, 건설, 실증 기술

핵융합기술
  핵융합로 노심기술, 핵융합로 NSSS기술, 핵융합로 설계기술,  핵

융합로 장치기술, 핵융합로 재료기술, 삼 수소 기술

차세  원자로 기술
  원자로 설계, 제작  건설기술, 핵연료 설계/해석  제조기술,  

안 성/신뢰성평가  규제기술, 랜트 연계 기술

원자력 이용효율  
안 향상 기술

  원자로 계통 기기 구성  출력율 최 화 기술, 재료/기기/구조
의 경년열화, 건 성 평가  실증 기술, 방사선 방호  환경방
사선 리기술,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핵연료주기 기술
  이 냉각/ 고연소도 소재  구조부품 기술, Pyroprocess 요소

공정 개발, 시설 설계, 원격취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방사선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기술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동 원소 생산  이용기술, 방사선기기 
활용기술, 성자 이용기술

표 3-1-3. Total Roadmap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개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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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기재정운용계획도 요한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다. 

동 계획의 R&D 분야 재정투자 방향은 R&D 투자를 확충하되 투자의 효율성 제

고를 해 정부의 역할이 증 되는 분야에 선택 으로 집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해 우리 경제의 지속 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분

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 원천기술 분야와 

과학기술 역량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 연구분야, 국가균형발 을 한 

지방 기술 신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 략계획은 이러한 국가 기재정운용계획의 정책기조를 반 하여 다음

과 같이 략목표를 수립하 다. 

- 원천기술을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한 「신성장동력 고유 랜드 

원자력시스템 개발」,

- 원자력 분야의 기 과학 증진을 한 「원자력 기 과학 핵심기반 구축」,

- 지역 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방사선산업 창출을 목표로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략목표로 배치하 다.



주 1. * 표시는 특성화 후보기술 

   2. Total Roadmap 요소기술과 기 략계획 략과제간의 연계성이 80% 이상은 굵은 실선, 60% 이상은 

가는 실선, 40%이상은 선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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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oadmap 기 략계획

국가

육성기술
요소기술 략과제 략목표

수소 에 지 
생산․ 장기술

고온가스로 기술 
제4세  소듐냉각고속로 핵심기술개발

지속가능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피복입자핵연료기술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기술 
개발원자로-수소 연계계통기술

고온 열이용 수소 생산기술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실증로 설계, 건설, 실증 기술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핵융합 기술*

핵융합로 노심, NSSS 설계기술

원자력시스템 재료/구조 건 성 평가 
 능동  손상 처기술 개발

원자력시스템 
안 성 종합
평가/검증 
랫폼 구축

핵융합로 장치  재료기술

원자력설비의 열수력 안 성 검증  
평가기술 개발

삼 수소 기술

차세  원자로 
기술*

원자로 설계, 제작  건설기술
원자력설비의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기
술 개발핵연료 설계/해석  제조기술

환경방사선 방호기술 개발안 성/신뢰성평가  규제기술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랜트 연계 기술

동 원소 생산  이용기술 개발

원자력 
이용효율  
안 향상 

기술*

원자로 계통 기기 구성  출력율 최
화 

원자력 수소생산 핵심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고유 랜드 
원자력시스템 
개발

기술, 재료/기기/구조의 경년열화, 건
성 평가  실증 기술 일체형원자로 시스템  개발

방사선 방호  환경방사선 리기술 신개념 고성능 고유 핵연료기술 개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미래 신 계측제어․인간공학 기술개발

핵연료 주기 
기술*

이 냉각/ 고연소도 소재  구조부
품기술  구조 설계기술 핵융합 공학기술 개발

Pyroprocess 요소공정 개발 성자 과학 연구기반 구축

원자력 
기 과학 
핵심기반 
구축

시설 설계, 원격취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

방사선  
방사성 

동 원소 
이용기술*

방사선융합기술

양자 학 응용 원자력 신기술 개발방사선동 원소 생산  이용기술

방사선기기 활용기술

신기술 융합 방사화학 첨단연구성자 이용기술

표 3-1-4. Total Roadmap과 기 력계획과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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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수립된 연구원 자체계획의 반

한 기존에 수립되어 추진 인 연구원의 장기계획을 검토, 반 하여 계

획의 일 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하 다. 최근에 수립된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발 계획을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특히 2006년에 수립된 원자력연구원의 

비 과 미션은 변경하지 않고 번 기 략계획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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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  계획 주요 내용

2003
원자력연구소 

Vision 2020

○ 단기, 기, 장기 발 목표 수립

 - 단기 (∼06년): 동북아 원자력R&D 허  구축

  ․연구로 수출산업화

  ․SMART 실증

  ․동북아 원자력 R&D 허  기반 확보

  ․첨단 방사선센터 완공

  ․양성자 가속기 20MeV 완성

 - 기 (∼10년): 원자력 기술 G-5 진입

  ․SMART 수출 산업화

  ․고연소도 핵연료 실증

  ․동북아 원자력 R&D 허 완성

  ․첨단 방사선기술 상용화

  ․양성자가속기 100MeV 완성

 - 장기 (∼20년): 세계 3  원자력 랫폼 형성

  ․21세기 신 원자력시스템 설계 완성

  ․원자력 수소생산기술 실증  상용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완성

2005 Clean Korea Plan

○ 신재생에 지와 수소·원자력연료를 극 

개발해, 재의 18%에서 40%까지 우리나라의 

에 지 자립도를 증

2006
원자력연구소 

Vision  Mission

○ Vision: R&D Global Leader 

 - ‘최고의 인재로 세계 원자력을 선도하는 

연구소가 되자’

○ Mission: ‘풍부한 에 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제공하자’

2007
 ‘07-’11 

기재정계획

○ 원자력연구개발 수행지원을 한 핵심 

기반연구시설의 건설  운 , 법  의무사항 

이행, 핵 투명성확보를 한 국제규약 수 

등을 한 산소요

표 3-1-5. 기수립된 연구원 자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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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 략목표  략과제 도출

원자력연구개발은 장기간의 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략목표를 먼  설정한 후 설정된 장기목표를 달

성하기 한 기 략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원자력연구개발의 장기 략목표를 설정하기 해서는 원자력연구개발의 의의

와 역할, 원자력연구개발의 기본환경 등 원자력 연구개발이 갖는 특성을 악하

는 것은 물론 이러한 환경에 한 략 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3-1-1>은 

기 략계획 수립시 고려한, 원자력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기본환경

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1-2>는 이러한 기본환경하에서 연구원이 가지는 장

과 단 , 기와 기회요인에 한 략  분석(SWOT분석)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1-1. 원자력연구개발 기본환경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 을 바탕으로 기수립된 비   미션을 달성

할 수 있는 장기 략목표의 6가지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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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고  문인력 보유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의 추기

▪ 형 첨단 원자력 연구시설 보유

▪한국 표 형 원  개발 등 풍부한 기술자립 
경험  연구역량

▪국제기구와의 력, 다자간/양자간 
국제공동연구 능력  경험 풍부

▪지역분소를 통한 지역 신클러스터 능력 구축 

▪원자력기술실용화 클러스터(원자력 밸리) 조성

▪원자력법에 따라 보유 연구시설에 한 
특별 리 (안 , 물리  방호 등) 부담  

▪고객만족도  연구성과 확산 미흡 평가

▪고령화 등 인력구조 불균형 추세

▪단기성 간  표 랜드 부족  
계량연구성과 미흡 평가

▪연구개발 산 정체

▪경직된 조직문화 

▪창의  신 연구개발 미흡

강 점 약 점

기 회 위 협

▪지구환경 문제, 에 지안보 등으로 국제 인 
원  이용/건설 확  추세

▪원자력 수소생산 등 비발 분야의 다양한 
원자력 기술수요 확  망

▪미래 신원자력시스템(순환핵연료주기 
포함)에 한 국제 공동개발 추진 

▪원자력 로벌체제 구축 추진

▪한‧미간 원자력 력 증진

▪원자력 이용에 한 개도국의 심 증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리 등 핵연료주기에 한 
국민 심 증

▪연구회로의 이 으로 타 연구기 과의 기술 
융복합 연구 기회 증

▪원자력 핵심기술 보유국간의 카르텔 형성 

가능성

▪보유 원자력시설의 안  확보에 한 

지역주민의 심 증

▪원자력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 증

▪일부 환경단체의 반원자력 분 기

▪민감기술의 이 지 추진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

▪국내 원자력 활동의 핵투명성에 한 국제  

시각 


SWOT 분석의 시사점

▪국가 원자력 비 을 달성하기 한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지속해야 함.

▪원자력 이용확  시 를 주도할 원자력 기술 신 달성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미래 

에 지원 개발, 원자력 안  해결능력 확보 등)을 두어야 함.

▪보유기술을 선진화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함. 

▪ 형 원자력 연구기반시설의 국가  이용 확 , 학제간 융복합 기술 개발 등 타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를 강화해야 함.

▪지역 원자력기술실용화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력을 강화해야 함.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수하고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여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선진 원자력기술 개발과 원자력 로벌체제에 비한 원자력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선진화해 나가야 함. 

그림 3-1-2. 략  환경 분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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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되어 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 장기

으로 지속가능원자력시스템 (소듐냉각고속로 +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의 개발

을 추진한다.

둘째,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 원자력시스템의 

안 성을 종합 으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 안  해결능력 확보한다. 

셋째, 방사선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해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를 ST, 

IT, BT, NT, ET 등에 융합한 방사선융합기술(RFT)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사

선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넷째, 수소에 지, 핵융합에 지 등 미래 에 지원 개발에 원자력이 기여할 

기반을 구축하고 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다섯째, 원자로, 핵연료, 계측제어 등 보유기술을 선진화해 국가 성장동력으

로 발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여섯째, BT, NT, IT 등 국가 첨단과학기술 연구의 기 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자, 양성자, 자 등에 한 원자력 과학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2030년까지의 표 인 연구 성과를 

포 하는 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 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2030년까지의 장기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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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장기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년∼2011

년)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2007년∼2011년)의 5개 목표를 국가가 

달성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추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5개 

기 략목표를 설정하 다. (그림 3-1-4 참조) 

그림 3-1-4. 기 략목표와 국가계획, 연구원의 임무  비 의 연계도

이 게 도출된 략목표는 각 목표별로 핵심목표와 핵심목표 달성을 한 

하 목표를 정의하 으며, 연구분야별 세부목표를 연도별로 제시하여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 다. 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달성 략을 연구추

진, 자원투입, 성과확산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다. 

한편, 각각의 략목표에 해 이를 달성하기 한 과제들이 도출되었는데 

도출된 과제 가운데 시장성장가능성과 내부역량에 따라 19개의 략과제를 선

정하 다. 한 이 가운데 다시 내부역량과 시장가능 규모에 따라 8개의 

략과제(Top Brand 포함)를 선정하 다. (그림 3-1-5 참조)

이 게 도출된 과제는 략과제별로 주요 내용  기 효과, 추진계획  

인력, 산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련 계획 수립  평가시 구체 인 활용

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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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략과제  략과제 구분

라. 검토의견 반

술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안을 연구원 내부와 외부의 문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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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수정, 보완하 다. 연구원 내부의 의견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각 연구부서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충분히 반 이 가능

하 다. 한 수립된 계획에 해 연구원 체구성원을 상으로 하는 설명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다.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 는데 우선,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문가를 검토 원으로 하여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신본부 등 련 정부기 의 검토의견  지 사

항을 받아 이를 반 하 다. 한 기 략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험이 있는 공

공기술연구회 산하 각 연구기 의 정책부서장  공공기술연구회 정책 의 검

토를 여러 차례 수행하 다.

정부부처의 경우 주로 련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혹은 연계성을 

으로 논의하 으며 외부 문가의 경우 계획이 도출되는 과정의 논리성 - 를 

들어 장기목표와 기계획과의 련성 등 - 타연구기  혹은 산업체와의 역할

분담 등에 논의가 집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4. 시사

원자력연구원의 략계획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의 타연구기 에 비해 지

연되어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기간이 짧아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반면에 타기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장 도 있었다. 

한 타기 의 략계획에 사용된 틀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자력연구의 

특성에 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한 시간의 제약에 따라 기 략계획 수립 시 기존에 수행 인 Top 

Brand Project를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 재선정 혹은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TBP재편의 지연은 기 략계획상의 략과

제를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 인 문제를 야

기 시켰다. 

향후 유사 계획의 수립 시에는 수립 기단계부터 외부 유 기  특히 정

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는 많은 내부

논의를 거쳐 략계획의 틀이 잡힌 이후에는 외부의 새로운 의견을 반 하여 

폭 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실 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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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사례

우리나라는 21세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해 정부출연연구소는 신역량을 구축하고, 이 게 구축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두 가지 미션을 갖고 있다.  

1959년 설립된 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 의 국가 원자력 문연구기 으로

서 원자력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과 다양한 연구 역의 확 로 국가 경쟁

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수로･경수로 핵연료의 국산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설계  건설, 한국표 형원 (KSNP)의 개발 등은 국가 원자력산업 

발 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해수의 담수화가 가능한 일체형원자로 SMART, 경

제성과 안 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킨 제4세  원 , 원자력수소 생산기술에 

한 지속 인 연구개발로 21세기를 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과정의 성공요인을 악하

는 것이며 이를 해 발 분야의 핵연료 피복 과 비발  분야의 헤모힘 개발

을 성공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그림 3-2-1. 원자력연구원의 사례: 기술 신과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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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신이론

가. 기술 신 유형

그간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 신의 유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기술 신 유형에 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기술 신의 유형에 한 고찰

기술 신 유형 강조 연구자들

일반 목 의 기술 산업내 효과의 폭 쉐인(2004), 키난(2003)

진  기술
산업내 실질  비용/성과 

개선의 효과의 폭
어터백(1994)

명  신/역량 
변화 신

기업 역량에서 변화 요구
투시만 & 앤더슨(1986), 

어터백(1994)

비연속  신/ 괴  
기술

새로운 역량으로 새로운 
진입으로 부상하는 

기업들로부터 시장 유율을 
가져옴

어터백(1994), 
크리스넨슨(1997)

제품 신  공정 신 지배 제품의 등장
아버내디 & 어터백(1978, 

1994), 김인수(1997) 

업스트림 신 
 다운스트림 신

가치 사슬에서 도입의 입장 패빗(1984), 포터(1985)

개방형 신 
 폐쇄형 신

기업 경계를 뛰어넘는 신 체스 러(2003)

일반 으로 기술 신에는 <그림 3-2-2>처럼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선진국형 신패턴으로 유동기의 제품 신이 먼  발생하여 신

제품이 창출되고, 공정 신을 통해 원가 감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친다

(Research, Development & Engineering).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개도국은 

‘역행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라는 방식을 통해 성장하 다. 즉 경

화(성숙기)에 이른 기술을 이 받아 습득, 소화,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

된 기술역량을 토 로 변환기에 이른 기술을 이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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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려면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으로부터 

해당기술을 이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를 경쟁상 로 

인식하면서 신기술 이 을 꺼려하며, 후진국은 더 싼 임 과 제품가격으로 우

리나라를 추격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넛 크래커‘ 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퇴양난에 처한 우리나라는 유동기 기술에 승부를 걸어야 하며, 선

진국과 같은 ‘창의  흡수능력’(creative absorptive capacity)을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여기에 창조의 요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I단계에서 II단계를 거

쳐, 이제 III 단계로 환해야 하는 시 이라고 지 할 수 있다.

그림 3-2-2. 두 가지 기술 신 패턴 : 제품 신과 공정 신34)

(1)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최근, 기술 신의 유형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간 기술 신은 기업 내부의 R&D를 시하는 폐쇄형 신이 지

34) Kim, Linsu (1997), Imitation to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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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었다. ‘세계최 ’를 만들어야하는 창조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기업

들은 아직도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발 빠르게 상용화하던 추종 략 시 의 사

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기업이 지속 인 성장을 하기 

해서는 선두주자(first mover)가 감수해야 하는 높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

하다. 

기업의 개방형 기술 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여 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

부의 신을 가속화하는 ‘안으로 열린 기술 신’이다. 이를 해 외부의 아이디

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을 만드는 인소싱(in-sourcing), 학과의 포 인 

력 계 구축, 벤처기업 투자 등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밖으로 열린 기술 신’으로서,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도

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한다. 회사 내

에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타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거

나, 유망 기술의 사업화 진과 시장검증을 해 련 조직을 분사화 하는 것

이 이에 해당한다. 한 내부 로젝트를 일반에 공개하여 시장형성을 진하

고 소비자의 반응을 검증하기도 한다. 

2000년  들어 기술 신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

방형 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이 등장하 다. 이에 따라 외부의 아이디

어와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여 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신을 가

속화하고,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도 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2003년 버클리 학의 체스 로우(Chesbrough) 교수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흐름을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으로 명명하 다. 개방형 기술 신의 개

념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형 신을 추구할 때 주의할 으로는 기회의 추구, 시장 잠재력과 기

회 창조에 한 평가, 잠재력 높은 트 의 모집, 상용화를 통해 가치를 추구, 

신 제공을 확  하는 것 등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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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개방형 신의 유형36)

구분 방법 개념 표사례

외부

↓ 

내부

In-Sourcing
ㆍ창조  아이디어와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

ㆍP&G의 'C&D'

ㆍKimberly-Clark, Spindle 등 

공동연구
ㆍ외부 기 (주로 학)과 공동으

로 기술개발 로젝트를 추진

ㆍ인텔의 'Lablet'

ㆍ듀폰, 노키아, 에릭슨 등

벤처 투자
ㆍ기술가치가 높은 벤처기업에 선행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털과 력

ㆍHP Lab과 벤처캐피털 력

ㆍ노키아, 인텔, 일라이릴리 등

내부

↓ 

외부

기술자산

매

ㆍ회사내에사장되어있는기술을라

이선스형태로제공

ㆍMS의 MIPV

ㆍIBM, TI, NEC 등

분사화
ㆍ기술 활용  검증을 해 련

조직을 분사화

ㆍ루슨트의 New Venture 그룹

ㆍDSM, 필립스, 캐터필러 등

로젝트

공개

ㆍ내부 로젝트를 일반에 공개하

여 타 개발자나 소비자의 참여 

진

ㆍIBM의 XML Parser 

ㆍ리 스 등

  

연구조사연구조사 개발개발 신상품신상품//
서비스서비스

시장

과학
기술
기반

R D

현
시장

내부 기술
기반

R D

Technology Insourcing

신 시장

Technology Spin-offs

외부 기술
기반

타 회사
시장

Licensing

The Open Innovation ParadigmThe Closed Innovation Paradigm

연구조사연구조사 개발개발 신상품신상품//
서비스서비스

시장

과학
기술
기반

R D

연구조사연구조사 개발개발 신상품신상품//
서비스서비스

시장

과학
기술
기반

R D

현
시장

내부 기술
기반

R D

Technology Insourcing

신 시장

Technology Spin-offs

외부 기술
기반

타 회사
시장

Licensing

The Open Innovation ParadigmThe Closed Innovation Paradigm

그림 3-2-3. 폐쇄형 신과 개방형 신의 비교

35) Fetterhoff & Voelkel, 2006

36) 삼성경제연구소(2006), ‘개방형 기술 신’의 확산과 시사 , 10.25(제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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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신의 과정

(1) 시스템 에서 본 기술개발과정

R&D의 과정은 투입- 환-산출로 구성되는 시스템 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다음 도표는 시스템 에서 R&D의 제반 활동을 체계 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체 R&D 시스템은 투입, 과정, 연구결과(output), 결과활용, 연구성과

(outcome), 연구결과 평가와 피드백, 연구성과 평가와 피드백으로 구성된다(이

정원, 2001). 

주요활동

연구
개발
테스트
결과보고

기술상업화
사업계획

마케팅

엔지니어링

생산영업

기술이전

기술창업

프로젝트팀

6. R&D 과정평가와
피드백

3. 연구결과

1. 투입

연구인력

아이디어

연구장비

연구시설

연구자금

정보

수요자

요구

특허

제품

공정

논문

지식

비용절감

매출증대

제품개선

과학기술

기여도

경제사회

기여도

5. 성과

2. R&D 과정
4. 결과활용

7. 연구결과평가와피드백

8. 연구성과평가와피드백

그림 3-2-4. 시스템 에서의 기술개발과정37) 

(2) 기술개발과정과 개발비용

기술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 단계보다는 실용화를 하는 단

계에서 더 크게 소요된다. 즉 시제품 제작과정까지 들어가는 소요비용보다, 실

제 상업화를 행해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화과정에서 막 한 비용이 소요된다.

37) Brown & Stevenson(1998), 이정원(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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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념의
정립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 분석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제품 제작

대량생
산타당

성
분석

우수신기술지원사업
산업경쟁력강화사업

1 10 200 4,000 10,000 이상

대
량
생
산

생산
시제품
제작

생산설
비 및 공
정기술
확보

그림 3-2-5. 기술개발 로세스  개발비용38)

아이디어개발로부터 시작되는 기술사업화과정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

구되어 제시되고 있다. 

표 3-2-3.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 과정

Kokubu의기술사업화과정 Cooper의기술사업화과정 Jolly의기술사업화과정

사내제조및위탁제조실제제조

개량및최종제품
제조준비

상품화
모델의
설계

특정제품의
기본형설계/개발/제작

상용화
연구

특정용도의탐구
(유망기술에대한
특허신청)

실용화연구

용도의탐구 (유망기술에
대한특허신청)응용연구

원리적연구(유망기술에
대한특허신청)기초연구

기술적/사업적가능성
연구

구상및
가능성조사

내용단계

사내제조및위탁제조실제제조

개량및최종제품
제조준비

상품화
모델의
설계

특정제품의
기본형설계/개발/제작

상용화
연구

특정용도의탐구
(유망기술에대한
특허신청)

실용화연구

용도의탐구 (유망기술에
대한특허신청)응용연구

원리적연구(유망기술에
대한특허신청)기초연구

기술적/사업적가능성
연구

구상및
가능성조사

내용단계 아이디어발견단계

(discovery)

Gate 1: 아이디어선별
(idea screen) 
Stage 1: 범위설정

Gate 2: 2차선별
Stage 2: 사업최종점검

Gate 3: 개발진입
Stage 3: 개발

Gate 4: 시험진입
Stage 4: 시험과확인

Gate 5: 시장진입
Stage 5: 시장진출

사후검토

아이디어발견단계

(discovery)

Gate 1: 아이디어선별
(idea screen) 
Stage 1: 범위설정

Gate 2: 2차선별
Stage 2: 사업최종점검

Gate 3: 개발진입
Stage 3: 개발

Gate 4: 시험진입
Stage 4: 시험과확인

Gate 5: 시장진입
Stage 5: 시장진출

사후검토

아이디어의가시화(Imagining) 

새로운원리와

메커니즘/속성/가설

기술상용화가능성탐색과보육

(Incubating) 

기술연구/초기고객과연계테스트

/시장상황의변화에대한 분석

제품/프로세스시연

(Demonstrating) 

제품이원래의도한기능을

발휘하는가시험

디자인/시작품/테스트/생산시스템

보완/테스트마케팅/생산개시/출하

수용/체화촉진(Promoting) 

시장에서의

수용/가격책정/판매전략/의사소통

상업화의지속및장기수익의

실현(Sustaining) 

상품이나공정이시장에서장기간

가치를가진상품으로 존속

아이디어의가시화(Imagining) 

새로운원리와

메커니즘/속성/가설

기술상용화가능성탐색과보육

(Incubating) 

기술연구/초기고객과연계테스트

/시장상황의변화에 대한분석

제품/프로세스시연

(Demonstrating) 

제품이원래의도한기능을

발휘하는가시험

디자인/시작품/테스트/생산시스템

보완/테스트마케팅/생산개시/출하

수용/체화촉진(Promoting) 

시장에서의

수용/가격책정/판매전략/의사소통

상업화의지속및장기수익의

실현(Sustaining) 

상품이나공정이시장에서장기간

가치를가진상품으로 존속

38) NSPE(1990), Engineering Stage of New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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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과 실패의 험

최 의 R&D 활동이 기술 인 성공, 상업화의 성공을 거쳐 경제 인 성공

에 이르는 비율은 일반 인 제조업의 경우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Mansfield 

& Wagner(1977)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를 기술 인 성공, 상업화

에 성공, 재무 인 성공 등으로 구분할 경우 기술 인 성공은 착수된 R&D과제

의 57%, 상업 인 성공을 거둔 R&D과제는 기술 으로 성공한 R&D과제의 

65%, 재무 으로 성공을 거둔 R&D과제는 상업화에 착수한 R&D과제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R&D과제  재무 인 성공을 거둘 확률은 최

에 시작된 R&D 과제의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프로젝트의 평균적인 성공확률은 기술적 성공-상업화성공-재무
적성공이 상이하며, 재무적인 성공확률은 최초에 시작된 프로젝트의 약 2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남.

57% 37% 27%

Technologial
Success

Commercial
Success

Financial
Success

100%

R&D
Startup

그림 3-2-6. 기술개발과정과 실패 험39)

39) Mansfield & Wagner(1997), The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New Industrial 

Technology, N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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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신의 성공요인에 한 이해

(1) 창조  신과 인 요인의 요성

‘창조  신(creative innovation)’은 독자 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을 의미

하며, 외부로부터 완성된 는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방  신(imitative innovation)’에 비되는 개념이다( 재호･정 , 1997).

연구개발에 있어서 창조  신 는 창조  성과(creative performance)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인  요인(personal factors)과 조직‧환경  요인

(environmental factors)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인수･박경환, 1998; 재호･정 , 

1997; Oldham & Cummings, 1996). 인  요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 내부요인을 의미하며, 조직‧환경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조직 인 지원을 의미한다. 

인  요인에 비해 조직･환경  요인은 조작가능하기 때문에 통 으로 경

자들의 심 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 창조  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한 주요 연구들도 인  요인보다는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이나 직무환경에

서 향요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한인수･박경환, 1998). 

(2) 조직 보유능력과 기술 신의 성과

조직이 보유한 능력은 기술 신의 성과와 한 련성이 있다(송상호, 

2003). 최근 기술 신의 이론  흐름은 자원거 이론 에서 기술능력 즉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술  지식의 정도가 기술 신 유형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Spender & Grant, 1996). 특정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에 한 복잡성(complexity), 암묵성(tacitness), 특이성(specificity)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는 것을 막고 지속 인 성과를 보장해 다고 하

다(Teece, 1998).

여기서 기술  지식에 한 복잡성은 기술  구성요소가 많고 이들 간의 

계가 복잡하여 새로운 산출물(신제품 등)을 산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만드

는데 요구되는 지식을 이해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운지의 정도를 말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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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기술  복잡성이 높을수록 다른 기업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모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묵성(tacitness)이란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차가 명시 인 방법

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랜 경험과 묵시 인 학습에 의하여 습득될 수 있는 정

도를 말한다(Nonaka & Takeuchi, 1995). 특이성은 어느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특이하여 다른 기업이나 외부로부터는 활용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3) 신의 보상

기술 신은 R&D 투자를 확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

의 역량, 문화, 시스템, 경 진의 리더십  리방식 등을 총체 으로 변화시

켜 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Andrew & 

Sirkin(2006)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신을 성공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

신 로그램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엄격한 원칙에 따라 운 하라.

각 제품과 서비스에 한 최 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라.

신을 심으로 조직을 정비하라.

 조직원에게 신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신문화를 만들어라.

이와 같은 기술 신을 성취할 경우 실질 인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미래에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 랜드, 생태계, 조직 등의 측면에

서 잠재력이 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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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수로형 핵연료피복  기술개발 사례

가. 연구개발 배경  필요성

경수로 핵연료피복 을 기술 개발하게 된 최 의 동기는 시장개방 환경에

서 살아남기 한 기술자립이었다. 10년  본 연구의 연구개발을 기획할 당시 

국내 핵연료기술 상황은 환기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자들은 다

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했다. 그 목표는 설계  양산제조

기술의 확보, 개량 핵연료개발 능력의 확보, 핵연료 련 장기연구개발 경험

의 확보, 일부 핵연료 시험시설의 확보, 그리고 피복   가연성 흡수 핵연료 

소결체와 같은 핵연료 부품 국산화  양산화 추진이었다.

이러한 연구목표는 당시의 국제  환경변화와 련된다. 즉, 에 지 자원 

확보하기 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

여 원자력분야도 시장개방 압력이 증가하 다. 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  안 규제가 강화되고, 일본 도시바가 미국 웨스 하우스사를 인수하면

서 아시아의 원자력발  시장에서 일본의 향력이 증 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원자력발  분야에서도 수입기술을 계속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하게 된 것이다. 즉,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을 계

속 사용하게 되면, 핵연료 개발능력이 정체되고, 기반기술의 약화로 인하여 해

외 기술의존도가 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속 으로 기술사용료

를 해외 기업에 지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는 이 큰 문제라고 단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진들은, 독자 기술 소유권을 갖는 한국 고유모델의 고연소

도  고성능 핵연료를 개발하고,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 산업화하며, 국가 에 지 자립  원자력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의 요한 목표 다고 설명한다. 

나. 외부 리를 통한 기술개발

본 연구개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자

들과 원자력연구원 내외부의 연구 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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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외부

학습을 통해서 내부 연구원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의 기술은 연구 이 외부 리40)(external management)를 통해

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개발 기술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안 성을 인정받

기 하여 기술 인증 등을 받는 과정이 요하다.

연구 은 서로 경쟁하고 동시에 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그

리고 보완자를 악하고 이들의 역할과 힘을 검토하는 것이 략 으로 요하

다.

Brandenburger와 Nalebuff(1997)의 가치네트(value net) 분석을 따르면, 보

완자(complementor)가 요한 요소이다. 이 모델은 Porter의 경쟁 략 모델처럼 

경쟁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의 에 두는 모델과는 다른 이다. 

가치네트 모델은 경쟁자와 보완자의 개념을 비하여 설명한다. 경쟁자 개

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어떤 제품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제품과 

 다른 어떤 제품을 함께 사용할 때 가치가 상승한다면 이는 보완자이다. 

를 들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가치창출의 환경을 분석한다면, 의사는 경

쟁자가 아니라 보완자이다. 의사는 제약회사에서 직  약을 구매하는 고객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지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와 의사는 함께 하면서 가치를 높여 주는 계이다. 그 기 때문에 보완자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직이 원자력연구원 연

구 성과의 가치를 높여주는지 알 수 있다면 보완자를 분명히 별할 수 있다.

40) 본 사례연구에서 사용하는 외부 리(external management)란 용어는 외부에 있는 여러 요

인, 세력, 자원 등을 리, 혹은 경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일반 으로 리(management) 

라는 개념이 조직 내부 지향이 강하다는 생각한다. 그 기 때문에 리의 외부지향성을 강

조하기 하여 새롭게 사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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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가치네트(value net) 분석

이 모형을 심으로 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 개발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  고객과 공 자를 보면, 본 사례 연구개발자의 직  고객은 KNF(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다. 그리고  최종 으로 사용하는 고객은 KHNP(한국

수력원자력(주))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개발 사례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처럼 공 자로 원부자재 등을 공

하는 공 자를 특별히 언 할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연료피복 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르코늄 등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기업이 공 자가 

될 수 있다. 

경쟁자 혹은 체자의 경우는 유럽, 미국과 일본의 련 기업이 요하다. 

유럽의 아 바, 미국의 웨스 하우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3개사가 주요

한 경쟁자이다. 

이 분석 모형의 요한 특징인 보완자로는 몇몇 기 을 들 수 있지만, 그

에서 기술신뢰도 향상 시켜 주는 역할을 한 노르웨이 Halden 조사시험검증 기

을 요한 곳으로 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고객인 KNF 역시 

요한 보완자이다. 뒤에서 제시할 연구개발 과정과 상용화 과정을 보면, Halden

과 KNF 두 기 이 계속 요한 역할을 담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 자 역할을 한 합 제조업체가 핵연료피복 의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때에는 보완자의 역할도 하 다.

가치네트 모형을 심으로 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결국 성공요인  

요한 것은 외부 리(external management)를 통한 기술 습득과 보완자(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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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력자) 리라고 할 수 있다. 

외부 리를 통한 기술학습은 특히 연구원 개인의 학습 경험이 요하다. 과

제 참여 연구원 에는 1980년  독일 지멘스에 견되어 기술연수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그는 원자력 련 기술 개발에 당시의 학습 경험이 의미 있었다

고 말한다. 이처럼, 재는 경쟁자이지만 이 에는 기술 인 보완자이었던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연수를 통하여 연구원 개인에 체화된 지식과 기술이 이후 기술

개발과정에서 학습 요인으로 작용하 다. 

아래 <그림 3-2-8>은 연구 이 직  만든 내부 문건으로, 연구  자신이 본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한 보완자들과 서로 어떻게 연결하여 력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8. 연구의 추진체계  방법41)

다. 외부활동과 성공 인 

Ancona와 공동연구자들은(2002) 성공 인 을 연구하여, 그 들에게 X-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특징을 설명하 다. 그들은 X- 을 성공 으로 만드

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지 한다. X- 은 다섯 가지 면에서 통 인 과 다르

41) 한국원자력연구원(2007)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3단계(‘03-’06“  종료 과제 평

가”, 2007년 6월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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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외부 활동(External Activity), 폭넓은 연결(Extensive Ties), 확  가

능한 층 (Expandable Tiers), 유연한 멤버십(Flexible Membership), 실행 기제

(Mechanisms for Execution) 등이다. 

이 다섯 요인  본 사례에 직  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활동

(External Activity)이다. 일반 으로  리더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경 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에서도 외부 활동이 요하다. 높은 수 의 외부 활동의 

효과성은 외교활동(ambassadorial activity), 정보수집(scouting), 과제조정(task 

coordination)과 같은 활동에 의존한다. 

첫째, 외교활동(ambassadorial activity)은 조직의 방에 치한 고객  유

통망 상의 이해 계자를 리하는 것이 목 이다. 이 활동은 의 명성을 유지

하고, 자원에 한 로비 활동을 하고, 동맹이나 경쟁을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

한다. 의 경 을 주요 기 략과 연결 짓고,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조직

의 략과 정치  변화에 기민하게 응하도록 만든다. 이는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  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도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고객이며 보완자인 

KNFC와 Halden 등과 서로 력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 고, 이를 통해서 외

부의 자원은 물론이고 외부의 명성을 활용 할 수 있는 토 를 다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개발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수집 활동은 으로 하여  조직 내부와 체 산업 환경에 흩어

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즉, 련 분야의 지식과 문성을 지닌 사람

을 알기 내기 하여 범 한 탐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새로운 기술, 

경쟁  활동 조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KNF 등 외부의 문가와 수요자들

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이를 기 로 하여 실 인 연구개발 기획

을 할 수 있게 된 이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제조정 활동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력을 유지하고, 다른 부서와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하여  구성원들은 다른 의 

구성원들과 상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과 함께 나 며, 서로에

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과제 마감시간 수를 통해 업무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력을 이루어 내기 해서는 빠르고 신속한 새로운 로

세스의 개발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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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경우에도 과제조정이 아주 요한 문제이었다. 모두 다섯 개의 

세부과제 이 서로 력하여 체 과제를 성공 으로 완수한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세부과제를 히 조정하는 일이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아래 <그림 

3-2-9>은 세부과제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보여 다.

그림 3-2-9.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상42)

라. 성공요인

(1) 외부 리를 통한 보완자와의 력

앞서 본 기술개발 사례의 성공을 외부 리를 통한 력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부 력이 경쟁자로부터의 직 인 기술도입을 미하

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완자 등 직 인 경쟁자가 아닌 고객과 보완자들

42) 한국원자력연구원(2007)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3단계(‘03-’06“  종료 과제 평

가”, 2007년 6월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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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력이 요하다. 실제로 상업 이고 기술 인 경쟁자가 자신의 기술을 

그 로 수해  조직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 하나는 일본기업의 력을 들 수 있다. 핵연료 련 경

쟁자  일본 기업은 당시 한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시

장은 유럽과 미국 기업이 독  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본기업이 지원해 

주었다는 이다. 즉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잠재  경쟁자가 재의 경쟁

자와 경쟁하기 하여 자신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가 된 것이다.

  

(2) 내부 연구 인력의 역량

지 까지 연구 이 자체개발하고 동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별

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술 인 문제 들은 어떻게 해결하

을까? 그리고 가장 핵심 인 기술습득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문제해

결 과정에 해서 연구 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문제해결방법론은 알고 있었다

는 을 강조한다. 다만 한국의 원자력 연구 인력은 었기 때문에 경험은 부

족했지만, 능력은 수 이었다고 말한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능력으로 핵연료피복  기술개발에 성공한 요인

은 기술 인력 수 이 반 으로 수 이 높았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

구진들이 지속 으로 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제도  환경도 요한 요인으

로 지 하고 있다.

(3)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  기술개발지원

외부와의 력 그리고 내부 연구인력의 우수성과 함께, 연구개발 상의 특

성도 요한 요인이었다. 즉, 핵연료는 다른 소비재나 산업재와 달리, 기술 생

명주기(life cycle)가 아주 길다. 이 이 다른 산업의 연구개발과의 큰 차이 이

다. 10년 이상의 기술 생명주기 때문에 기술 자 을 한 장기 인 투자가 가

능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기술자립을 한 장기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

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4)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을 통한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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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웠던 은 고객인 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

록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 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신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이를 상업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화 단계의 문제 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 그 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 진 것도 성공의 요소  하나

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실제 양산을 해서는 생산수율이 높아져

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부 리를 통한 기술습득 학습

과 외부의 보완자 등과 력이 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원자력 기술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안 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문을 거쳐야만 최종 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바. 향후 기술개발 략

지 까지 핵연료피복  련 기술개발을 추격형 기술개발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 향후의 연구개발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해 질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탈추격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 그들의 연구개발 략

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도 기존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  다른 방

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개발 략에 해, 외부의 력 략과 내

부 원 구성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먼 , 지 까지는 직 으로 경쟁자들과 연구개발 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 새로운 연구개발  구성도 요하다고 강

조한다. 즉, 기존인력을 심으로 연구 을 지속 으로 유지해 갈 것이지만, 

은 신진 인력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략이다. 

원자력 장기계획은 재 5년 단 이고, 에는 10년 단 다. 이 기간 

동안 연구 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는 평가가 좋게 나와서, 산 

등의 문제가 없이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역시 지 까지처럼 

지속 이며 장기 으로 연구 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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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 개발사례

가. 연구개발 배경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야는 크게 발 분야와 비발  분야로 별된다. 발

련 형 에 지공 과 련된 장기 로젝트가 부분인 원자력기술의 특성

상 타 출연(연)에 비교하여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 이 조한 편이다. 이는 이

미 기술이 한수원, KOPEC 등과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련 

성과지표(기술실시계약 건수  기술료 수입 규모 등)가 상 으로 조하여, 

기 평가 시 기술이 과 련된 평가 수가 평균에 미달하는 기를 겪었다. 

기를 기회로 바꾸기 해 연구소는 1998년도부터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조직을 강화하여 기술이  성과를 개선하기 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

다. 그 결과 출연(연)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기술실시계약에 의한 단

순 기술이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식을 모색하 다. 따라서 기술개발자인 출연

(연)이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에 직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획기 으로 개

선할 수 있는 기술출자제도를 출연(연) 최 로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소와 기업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연구소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존재하

는 소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다.  

죽음의 계곡이란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한 시장성 인지와 사업화간에 존

재하는 차이를 말한다(Markham, 2002). 모든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

원, 인력,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요소는 그림에서 계곡의 좌측에 있다. 마

찬가지로 기업들은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내용인 마 , 매, 진, 생산, 유

통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림의 계곡 우측에 존재한다. 

  <그림 3-2-10>에서 보듯 연구자나 교수들은 심이 연구와 논문발표 등에 

있기 때문에 부분의 자원들을 기술개발의 앞부분에 투자를 한다. 반면 기업

들은 사업화에 부분의 자원들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가운데

는 상 으로 자원투입이 부족하며 여기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취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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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나타나게 된다. 연구소 기업은 기존에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기업들

에게 기술을 이 하고, 다른 연구에 념하던 것과는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이 제품  시장으로 나가도록 기업의 사업화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의 계곡의 폭은 <그림 3-2-11>처럼 상 으로 

좁 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죽음의 계곡을 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창의 인 연구자, 트 기업, 연구소의 극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림 3-2-10. 연구소의 일반  문제 : 죽음의 계곡

그림 3-2-11. 죽음의 계곡을 넘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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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새로운 사업화 역으로 발 분야 신 ‘비발  분야’

를 선택하 다. 그래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사업의 방사선이용기술(RT) 연구 

성과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 목하여 개발한 신소재와 복

합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키로 결정하 다.  

공동 트 로는 기존에 연구소와 긴 한 계를 맺고 있던 (주)한국콜마가 

정해졌다. 한국콜마로부터 2002년 8월 산/연 공동출자회사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사업타당성분석을 완료하고 연구소 정기이사회(2002. 12. 27)에 “벤

처회사 공동 설립 계획”을 보고하여 직 투자를 통한 출자회사 설립을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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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실시계약 교수․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목
민간에의 기술이 을 통한 
사업화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통
한 사업화 진

연구기 이 직  참여하여 
사업화 진

운
방식

연구기 과는 별개의 민간
기업이 사업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
원실험실기업 등의 창업
자로 직  사업화

연구기 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이 사업화

기술
사업화 
수단

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 기술출자(기타 자산 출자)

기술
사용 

가

○기술료 지불
 -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

 매출액의 3%～5% 수

○기술료 지불
 -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  매출액의 3%～
5% 수

 * 기술료에 한 감면 지
원

○배당   지분 매각 
 - 수익 에 한 배당
 - 주식의 처분 으로 회

수

수익  
사용

○정부 납부분(20%)
○연구원 인센티 (50%)
○기타:연구개발 등 기 사용

○정부 납부분(20%)
○연구원 인센티 (50%)
○기타 : 연구개발등 기

사용

○기 별로 결정․운
○연구소기업 재출자, 연구

개발에 한 투자, 사업화
에 필요한 경비, 기여 인
력  부서에 한 보상

, 기 운 경비 사용(시
행령 14조)

특성
(장단 )

○기술이  차가 단순․간편
○이 상 기술에 한 사

업타당성분석 등 사업화
를 한 사 계획이 미흡
(소극 , 수동 )

○기술개발자가 이  기술
에 한 개량기술을 계속 
개발, 지원하는데 한계

○기술개발을 개발한 연
구인력이 직  기업을 
경 하므로 후속개발, 
사업화에 유리

○연구기  입장에서는 
기술실시계약방식과 큰 
차이는 없음(내부직원
에 한 인센티 에는 
한계)

○기술출자에 따른 사업 타
당성 분석 등 극 인 사
업화 추진 가능

 -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
분석 등 객  차 필
요

○연구기 이 사업화에 직  
참여함으로써 이  기술의 
지속 인 개발과 개량화 가
능

연구
기
지원

○연구원 견근무, 기술지
도

○연구원 겸직
 * 동연구개발 진법

○연구원 휴직, 겸직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 벤처 특별법

○연구원 견근무, 기술지
도

○연구원 휴직, 겸직
* 동연구개발 진법

정부의 
육성
지원

-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 인력, 기업설립, 
 - 자 지원(정책 )

○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한 특별법

 -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
 - 자 지원(정책 )

표 3-2-4. 주요 기술사업화 방식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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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바이오텍의 설립과 헤모힘 출시

선바이오텍은 2004년 2월 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항암치료 보

조식품 제조기술'  '나노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련 특허기술' 등 기술 2종을 

출자해 한국콜마와 공동 설립한 연구개발 문기업이다. 덕특구 출범이후 

2006. 3월 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기술출자제도는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출자의 범주에 속하는 출자 

방식임에 따라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나 기술출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이유는 단지 출연(연)이나 산업체가 효율 인 연구성과물의 이 방식

에 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나 출연(연) 등이 

기술출자제도를 이용한 실 이 거의 무한 결과로 인하여 상법상의 물출자

(특히, 기술출자와 련한 사항)와 련한 법 조항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담지 

못하고 있어 미 개척분야인 기술출자를 처음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

기도 하 다.

 

다. 헤모힘 기술개발과 사업화

헤모힘은 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조성기 박사 이 지난 1997

년부터 8년 여 연구 끝에 개발한 천연생약복합조성물이다. 당귀·천궁·백작약 등 

한국 고유의 생약재 3종을 생명공학과 방사선 융합 기술을 이용해 혼합 제조한 

복합추출물이다. 연구 은 헤모힘이 생약재에서 단순히 성분을 추출한 것이 아

니라 생명공학·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해 각 생약재의 우수 성분을 밝  새롭

게 구성해 탄생시킨 신물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헤모힘은 방사선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면역세포 회복 

증진과 조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항암치료 보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4년 미국 식품의약청(FDA) 검사에서 농약· 속 등 독성물질이 검출

되지 않아 안 성을 입증 받았고, 이미 국내 특허 2종이 등록된 데 이어 미국·

국·독일· 랑스·이탈리아 특허 등록을 마쳤고, 일본에도 특허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선바이오텍은 2007년 상반기까지는 헤모힘을 액상추출 다류(茶類) 식품으로 

매를 했지만,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2007년 7월부터 효과와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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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으로 설명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증하고 있다. <도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6월 까지 월평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

으나,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식품 허가를 받은 6월 이후부터 1.2억-1.4억 원의 

두 배 정도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 다. 연간 매출에서 보면 2006년도 4억 원의 

매출에 비해 2007년에는 무려 4배 가까운 15억 원으로 증하 다. 김치  사

장은 재 헤모힘 시장의 일부만을 공략하고 있어 그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고 밝히고 있다. 

그림 3-2-12. 2007년 헤모힘의 월별 매출 추이

(1) 헤모힘 연구개발과정: 헤모힘 기술의 독특성(TPM의 T)

사업화가 성공하려면 우수한 기술(T: Technology)이 제품(P: Product)으로 

연계되고 이것이 시장(M: Market)에 잘 합해야 하며, 이를 TPM의 합도라

고 부른다. 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HemoHIM)은 국내 고유의 식용가능 생약 3

종(당귀, 천궁, 백작약 뿌리)을 원료로 하여 면역증진성분을 강화시켜 개발한 

조성물질 특허기술이다. 이는  보편 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격  수출 면

에서 경쟁력이 있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면역기능개선부문에서 제1호로 식약

청 인증을 받았다(2006. 8). 주요 용도는 노약자, 병후 회복자 등의 면역기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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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암환자 치료의 부작용 개선에 활용된다. 면역체계의 복잡한 특성상 단일물

질의 기존제품은 그 개선효과에 한계를 보이는 단 이 있으나,  ‘헤모힘’은 복

합조성물로서 그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조성기, 2007). 

기술의 구체 인 활용분야 즉 시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약자, 병후 회복

자, 만성질병자 등의 면역기능개선  방에 활용된다. 둘째, 암환자 치료의 

부작용(면역조 장해, 재생조직 손상, 염증, 피로 등)의 개선에 활용된다. 

그림 3-2-13. 복합조성물(HM) 제조 공정

헤모힘의 제조방법은 1) 동량의 당귀뿌리, 천궁뿌리, 백작약 뿌리를 정제수

에 첨가하고, 탕, 냉각, 여과를 거쳐, 감압농축후 여과한다. 그리고 1)의 원료 

일부에 주정을 처분하고, 정치한 후 조다당체 회수 과정을 거치고, 1)과 2)의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을 통해 복합조성물 헤모힘이 만들어진다.43)

이상 헤모힘과 련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련 환경변화와 응노력을 정

43)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는 성분인정서(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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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도표 3-4-14>와 같다. 2002년 가을 사업화를 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사업형태로 진행되는데 약 1년 반이 소요되었다. 김치  사장은 이 과정이 매

우 길었고, 이 때 식약청 인증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2008년엔 코스닥

에 진출할 만큼 성장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 다. 

그림 3-2-14. 환경변화에 따른 헤모힘 연구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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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약청으로부터의 인증 과정

헤모힘의 식약청(KFDA) 인증을 얻기 한 과정은 특히 소비재 사업화의 

 다른 난 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식품 시장의 법률  환경변화로 헤모힘은 

기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주)

선바이오텍은 그 이 보다 더 많은 비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 다. 정부는 

2004년 효능검증이 미비한 건강보조식품의 난립  과 고에 의한 소비자 폐

해를 막기 해 과학  효능검증 심사와 고문구 심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발효되고(1월), 2004년 7월 세부시행규칙이 시행되었고, 

2005년 고시 개정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헤모힘의 인증을 얻기 한 노력이 어려움

을 겪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검증 동물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의 

미비로 인하여 연구추진시 시행착오가 발생하 다. 왜냐하면 네거티  마인드

로 철 한 효능검증 심의 차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헤모힘 연구진은 처음에 연구책임자 혼자서, 

나 에 외부 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증을 받기 한 노력과 많은 시행착

오를 경험하 다. 이 과정은 연구자로서 밤샘 연구이상으로 새로운 도 에 직

면하 다. 이 같은 노력은 기술이 만 하는 경우라면 연구자의 몫이 아니었지

만, 연구소기업으로 만들었기에 연구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약 3년

간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 비 제출, 보완요구, 실험  증거수집, 자료 보완 

등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회사, 연구자, 연구소 등이 하게 된다.    

   

(3) 제품챔피언으로서 연구자의 노력

사내기업가정신, 기업의 창업정신, 사내 벤처링 등의 용어는 같은 상을 

설명한다(Menzel, Aalito & Ulijin, 2007). 비슷한 개념인 제품 챔피언(Product 

Champion)은 요한 잠재력을 갖고 신기술과 시장 기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로젝트로 수용하고, 몰두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로젝트를 극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Markham, 2002). 제품 챔피언은 조직 내 신제품 개

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챔피언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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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9단계를 넘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구체 으로 ① 연구에서 사업

가치 발굴, ② 제품으로써 발견물 증명, ③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잠재력 달, ④ 잠재력을 보여  자원 획득, ⑤ 험 이기 한 자원 이용, 

⑥ 공식  개발을 한 로젝트 승인 구하기, ⑦ 승인 기 에 맞게 로젝트 

수정, ⑧ 로젝트 수정여부 결정, ⑨ 개발/제품 출시 등이 있다.

그림 3-2-15. 죽음의 계곡 넘기

죽음의 계곡을 건 기 해 챔피언은 앞의 9 단계 모두를 성공 으로 수행

해야한다.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보상도 원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챔피언들은 그 로젝트에 해 열성 이어야만 하고 필요한 추가 인 일도 기

꺼이 감수해야한다. 한 어떻게 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에 한 지식과 역

량도 필요하다. 낮은 열성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로젝트를 승인받고, 이

행하기도 하지만 개발된 능력과 우수한 실 , 그리고 다년간의 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챔피언들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챔피언의 능력은 기술 인 것에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기 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한 그들의 로젝트 운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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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언은 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향식 향력과 수평  향력을 발휘해야한

다. 부분의 조직은 개인이 그들의 직 인 감독 범 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조직들은 그런 행동을 반항 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

동으로 여긴다. 로젝트 후원을 요청하는 일은 독특한 능력이 요구되는 민감

한 차라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로젝트 승인을 따는 일, 챔피언들과 로

젝트 리더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한 효과 인 술과, 리더십 계 

정립, 비즈니스 사례 기, 로젝트 운  능력, 반  세력 극복 등이 포함된다.

① 효과 인 술

연구는 챔피언들에게 효과 일 수 있는 잘 알려진 술 사용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술들은 발표 능력, 거래 기술, “정치 인” 행동, 자신 있는 요

청, 상  기 에의 요구, 불법(비 ) 활동들, 강압 인 활동, 합리 인 논쟁들을 

말한다. 일반 으로 챔피언이 이끄는 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향을 

주기 해 이런 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런 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의 의지를 감소시킨다. 특히 강압 인 행동과 상  기 의 요청은 특히 챔피언

의 동기를 손상시킨다.   

② 계 정립

스폰서를 구하기 한 직  시도가 부정 인 결과를 낳더라도 계 정

립의 효과는 명백하다. 오랜 에 한 기록 리스트와 친구 목록에 한 리

스트는 계를 정립하기 한 노력의 산물이다. 보통 마  직원들이 보유한 

이런 능력은 기술 분야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챔피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키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그들의 개인 인 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성격  특성으로 회사의 다른 분야에 해 잘 모르

기 때문에 범 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트워킹과 유 계 리

는 잠재력 있는 챔피언들이 훈련과정에서 배워야하는 능력이다. 개인이 성격을 

빨리 바꿀 수 없는 한 어떻게 수집한 것들을 배합할 지, 심을 표출하는 사람

들을 어떻게 잡을지 아는 것은 단순한 운  수단을 활용하는 문제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성 으로 매원의 자질을 타고 나지만 자신들이 하

고 있는 것에 비 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그런 것 없이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다. 챔피어닝 활동을 진하길 원하는 스폰서나 다른 사람들은 네

트워킹 능력과 유 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챔피언들로 하여  그들의 

과 일에 한 유 를 확장시키는 것을 돕는 것은 스폰서의 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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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즈니스 사례 기

챔피언의 내용은 비즈니스 사례를 발 시키고, 확신시키는데 집 한다. 겉

으로 보기에 많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즈

니스 사례 기, 유 계 형성 등은 사실 배울만한 능력이다. 거기엔 챔피언이 

표  훈련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이 있다. 비즈니스 사례를 만드는 

것은 기술 시장에 한 통찰력을 챔피언들이 시작하려는 것과 바꾸어 놓지 않

는다. 향력 있는 사례 기는 아이디어를 다듬고 개선시키며 의사 결정자가 

공정하게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다. 챔피어닝을 진하길 바라

는 스폰서들과 기업은 많은 방법으로 사례 비를 도울 수 있다. 첫째, 사례를 

비하고자 하는 챔피언들에게 직 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례 기에 필요한 역량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기업 내부인들로 하여  챔피언들이 사례를 비하는 것에 

참여하고 원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내․외부의 정보에 근하는 

것은 챔피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의 하나이다. 

④ 로젝트 운   

로젝트에 한 비 을 분명하게 달할 수 있는 능력이 로젝트를 사실

으로 잘 리하는 것이라고 보장하진 않는다. 로젝트 기 단계에서 챔피

언들은 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고 아이디어의 가능성에 해 설명한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사용을 요구한다. 로젝트 운  능력은 

로젝트의 뛰어난 가능성을 말해주진 않는다. 이런 능력은 단지 아이디어가 

가능성에 도달하길 도와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챔피언들은 로젝

트를 어떻게 운 하는가에 한 상세한 지침에서 이익을 얻으려한다. 

⑤ 변화를 한 원동력

챔피언들은 기업 내부의 변화와 신의 거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효과

이기 해서 그들은 로젝트가 공식 으로 승인되기 , 발 을 해 행해져

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로젝트 승인을 해 어떤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죽음의 계곡 모델은 챔피언들의 도 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해 행해야 하는 것에 한 이해를 돕는다. 그 계곡을 건

기 한 각각의 단계는 차례 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스텝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각각의 단계를 한 개발 수 은 

로젝트 특성이나 챔피언의 확신에 달렸다. 그 로젝트가 어려울수록, 챔피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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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비즈니스 사례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챔피언의 로젝트는 보람 있고, 흥분되는 활동이지만 막 한 책임감이 따

른다. 만일 군가에게 자신의 로젝트를 지지해  것을 부탁하는 것은 자신

의 신용을 걸고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험을 감수할 것을 요

청하는 것이다. 좀 더 확 하면, 재 진행하고 있는 로젝트의 자원을 자신의 

로젝트로 환시킬 때 회사의 성공에 한 것도 감수해야한다. 그러므로 챔

피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 운 좋게도 부분의 챔피언들은 이런 도 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그 한 작업을 끝까지 

철시킨다.  

(4) 동기부여

연구자가 성과를 거두는 데는 동기부여가 필수 이면 여기에는 내 인 동

기부여와 외 인 동기부여가 있다. 

① 내  동기부여

핵심연구자인 조성기 박사를 포함한 연구 의 내  동기부여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외  동기부여

 외 인 동기부여는 내 인 동기부여만큼 요하며, 연구소의 이에 한 

극 인 지원이 요구되지만, 이에 한 명확한 보상원칙이 나타나 있지 못하다. 

계약서에는 선바이오텍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연구소 보유주식은 해당연도 말

까지 매각해야 하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과기부장 의 승인 후 연장가능하

다. 개발자 그룹의 주식지분 보유에 경우 기술투자액 가운데 연구자의 지분 

50%, 연구원 30%, 정부 20%되어 있으며, 과 수익분에 해서는 기 장이 정

하도록 하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10%∼5%).

(5) 기업 입장

선바이오텍의 탄생은 두 기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모기업인 한

국콜마의 연구소장이었던 김치  소장은 2001년부터 화장품 소재와 련하여 

원자력연구소의 변명우 박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화장품 소재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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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소재만으로 기업을 만들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조성기 박사가 연구해온 헤모힘과 합쳐 

한국콜마의 과 연구소의 기술출자로 선바이오텍을 설립하기로 하 다. 하

지만 앞서 설명한 련법 규정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되었다.

처음부터 연구소 기업 설립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입장에서 연구소 

기술에 해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불확실성), 정부기 을 상 해야 하

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가 많다는 걱정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엔 한국콜

마도 극 이지 않았다. 

한편 연구원측도 다양한 트  기업탐색을 시도하 고, 기업( 상, CJ, 

동원식품 등)에 요청을 하기도 하 으나 한 달 가까이 응답이 없었다. 다만 CJ

에서 심을 갖고 정 인 검토를 한다고 하며 상호교류를 한 시간이 더 필

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 다. 이때 한국콜마에서 사업의사를 제시하고, 당시 

콜마의 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이던 김치  소장을 신설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 다. 선바이오텍의 모기업인 한국콜마의 규모와 경험은 연구소기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고 자리를 잡는데 기여를 하 다. 특히 선바이오텍의 마

 경로는 <도표 3-2-16>처럼 한국콜마의 네트워크와 국내 에이 트로 별

된다.

그림 3-2-16. 헤모힘의 마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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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생각하는 연구소기업의 장 은 연구자가 극 으로 기업활동을 도

와 다는 이다. 를 들어 식약청 승인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과 식품허가를 지원하 고, 기술에 한 일반인의 문의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해 으로써 고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한 원자력연구소는 벤처기업

의 특성상 취약한 외홍보를 보완하고 있으며, 지분참여로 인해 기업의 연구

개발 등 활동에 지속 으로 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를 들어 소비자

와 하는 계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부출연

기 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한다. 한 유상증자시 기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

고, 정부기 의 다양한 허가 등의 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자 이 

한 기업의 경우라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8

월부터 시작한 천연물신약개발 과제의 경우 처음부터 컨설  문업체가 참여

하여 식약청 규정에 맞추어 데이터 인증 등의 진행을 하고 있다. 헤모힘도 처

음부터 이처럼 진행하여 조기에 기업을 설립하고, 식약청 인증을 받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지 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선바이오텍

은 장기 으로 헤모힘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 신약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여름부터 덕특구의 지원을 받아 신약연구를 시작하고 있

다. 

 라. 성공요인

헤모힘의 성공요인은 창의  연구자, 트  기업의 경험과 극성, 그리고 

연구소의 지원이 잘 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매우 창의 인 능력과 열정을 보유하 고, 을 10년간 잘 

이끌어 왔다. 한 연구자가 10년간 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 으로 해왔다는 

도 성공요인으로 악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피복  사례와 마찬가지로 PBS 제

도 하에서 흔치 않은 경우이다. 조성기 박사와 그의 은 처음 비과학 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어려움에도 매년 가시  성과를 보이면서 방사선과 생명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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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을 사용하여 생약 복합조성물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화과정에

서 까다롭고 복잡한 식약청 인증과정과 자료정리  제출, 소비자들의 항의와 

소송까지 시달린  등은 소비자들과 직  하는 제품개발과정에서 나타나

는 상이기도 하다. 

둘째, 트  기업의 경험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다. 모기업인 한국콜마는 

2004년 당시 연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 고, 다양한 마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 한국콜마 연구소장 출신인 김치  소장을 선바이오텍 사장으로 

임명하여 조기에 헤모힘이 월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2007년 식약

청 식품허가를 받은 후에는 월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에 있기 때문에 증자 등의 요구에도 여유 있게 처

할 수 있기도 하 다. 

셋째, 연구소의 효과  정책과 지원이다. 발 분야의 경우 기술이 성과가 

다른 연구기 에 비해 조한 이 기회로 작용하여 연구소기업의 모태를 만드

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연구소는 덕연구기   최 로 기술출자에 의해 기

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연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과 으로 실시

하 다. 기 지원조직이 갖추어지지 못해 연구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상도 있었지만, 연구소기업이 특구에서 최 로 만들어지면서 컨설  회사의 지

원, 연구소 차원의 지원 등을 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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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역량 강화방안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사례연구 결과에 기 해 다음과 같은 원자력연구

원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 신 역량강화를 한 인력 리 개선이 필요하다. 신 챔피언으

로서의 연구자의 특성을 발굴하여야 한다. 한 연구 인력의 암묵지, 특히 능력

과 의욕을 갖춘 50  이상 노련한 연구인력의 암묵지를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본 사례연구와 같이 기술개발 성공사례

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내부 임직원  신입연구원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 신 역량강화를 한 사업 리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사업

화 진을 한 사업 리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즉, 창의성 발 을 

한 조직  연구  운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 신 역량강화를 한 외부 리 활성화가 요구된다. 기술 신 역

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인력, 조직, 사업 리 등의 내부 리를 개선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리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외부 리 활성화는 새로운 

기술 신 모형으로 주목받는 개방형 신을 진해 나가는 것이다. 내외부 커

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신을 추구하고 시장수요 반 하고 수요자와의 

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 챔피언으로서의 연구자 양성

제품 챔피언(Product Champion)은 요한 잠재력을 갖고 신기술과 시장 기

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로젝트로 수용하고, 몰두하며 다른 사람으로 부터 지

원을 받고, 로젝트를 극 수행하는 사람이다(Markham, 2002). 제품 챔피언

은 조직 내 신제품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챔피언이 죽음

의 계곡을 넘기 해서는 다음의 9단계를 넘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즉, ① 

연구에서 사업가치 발굴, ② 제품으로써 발견물 증명, ③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잠재력 달, ④ 잠재력을 보여  자원 획득, ⑤ 험 이기 한 

자원 이용, ⑥ 공식  개발을 한 로젝트 승인 구하기, ⑦ 승인 기 에 맞게 

로젝트 수정, ⑧ 로젝트 수정여부 결정, ⑨ 개발/제품 출시 등이 요구된다.

죽음의 계곡을 건 기 해 챔피언은 9 단계 모두를 성공 으로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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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상이나 원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챔피언

들은 로젝트에 해 열성 이어야만 하고 필요한 추가 인 일도 기꺼이 감수

해야한다. 한 어떻게 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에 한 지식과 역량도 필요

하다. 낮은 열성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로젝트를 승인받고, 이행하기도 

하지만 개발된 능력과 우수한 실 , 그리고 다년간의 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

는 챔피언들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챔피언으로서 연구자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제품 챔피언(Product Champion)들이 갖추어야 조건은 상업 으로 가치있는 기

술 인지, 비즈니스 사례 비, 뛰어난 기술을 뛰어난 제품으로 환, 그리고 시

장 기회 측이다.

이 게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챔피언으로서 연구자를 양성하기 해

서는 연구 장 는 연구 로젝트 리더를 상으로 문분야의 연구 이외에 연

구기획  리역량, 리역량, 기술마 역량 등을 강화하는 인 자원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나. 내부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원자력연구원이 독자 인 원자력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할 

당시부터 지만 수  높은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

후에도 유능하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은 연구원들을 계속 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 기 때문에 향후 확보된 인력의 

역량을 체계 으로 강화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R&D 인재를 효과 으로 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R&D인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진병채, 2004). 첫째, 

R&D 인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문가로서의 사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

구가 강하다. 특히, 동일한 문가 집단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가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조직의 일과 함께, 자신이 속한 문 분야의 공

동체 구성원들과도 지속 으로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R&D 인재는 무형의 지  능력을 경쟁 무기로 삼는다. R&D 인재들은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경쟁의 원천으

로 사용하고, 이에 부합하는 우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R&D 인재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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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 지식은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묵  지식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 조직형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

다.

셋째,  보상은 우수한 R&D 인재 확보에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아실 , 성장감 같은 내재  보상이 충족되

지 않으면, R&D 인재확보는 쉽지 않다. R&D 인재에게 성장의 비 을 제시해 

주기 해서 조직 내에 R&D 스타 연구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

다. 스타 연구원을 키워서 최고의 우를 해 으로써, 기존의 연구원들에게 뿐

만 아니라, 신입 연구원에게도 하나의 비 을 제시해  수 있다. 이러한 각도

에서 스타연구원이나 핵심인재를 리하는 인 자원 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

요가 있다. 

핵심인재 심으로 역량강화를 강화하다보면, 자칫 비핵심인력의 역량강화 

 인력활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국내 유일의 원자력 

문연구기 으로 비핵심인력 역시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 소홀할 수 없는 인

재들이다. 특히 내부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능력과 의욕을 갖춘 

50  후 연구인력의 암묵지를 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국제 으로 원자력 련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원자력인력의 

해외유출을 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30∼40  연구원은 물론 50  후 

연구인력의 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50  후 연구인력의 경우 신입직원 멘토링, 사내교육을 한 강사로 활용

할 수 있다. 한 50  후 연구인력은 주요 기술의 역사  연구 로젝트 

역사의 산증인으로 이 과정에 녹아있는 암묵지를 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암묵지를 사례연구, 원자력연구원용 기술 리 매뉴얼 등을 통해 다른 연구원들

에게 확산 가능한 지식으로 환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 기술 신 역량강화를 한 사업 리 개선 

기술사업화를 진하기 한 연구소기업 제도에 한 다각 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상업화하는 방안

으로는 연구원 창업, 기술이 , 연구소기업 등이 있다. 연구소기업은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화 방안이다. 출연연에게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에서 탈피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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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을 부여해 돈 버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

었다. 그러나 여 히 출연연에 상당히 많은 자 이 투입되고 성과가 있었지만, 

상업화 비율은 여 히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국내에는 2007년 말 재, 여섯 개의 연구소기업이 생겼지만, 아직 제도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문이 많아 극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연구소기업의 

회사형태와 책임귀속 문제, 사업 역 설정문제, 연구소 지분 참여 문제, 세제혜

택 등 지원범   기간 문제, 연구원에 한 성공 시 보상뿐만 아니라 실패시

의 신분보장 문제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여기

에 연구소 내부 으로도 연구소기업의 추진  리체계가 체계 으로 만들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 으로 응하는 수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향후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체계 인 연구

소기업 내부 리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소기업을 체계 으로 리․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술사업화를 진

하기 해서는 R&D 부서  R&D 리부서의 련 역할  기능을 정비하여 

역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으로 R&D 부서는 로젝

트 선정･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R&D 리부서는 로젝트 수행 활동에 

한 신속한 리･지원  모니터링, 결과의 R&D 부서로의 피드백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한다. 기술사업화와 련해 해당 R&D 과 력을 통해 R&D 사업화 

략, 사업타당성 분석  신사업계획 수립, 기술사업화를 한 자 조달 략 

모색, 기술마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술사업화를 진하기 해서는 그 목 에 부합하는 R&D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통상 R&D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 으로 특허권 

획득 수 , 기술 논문 수 등 주로 연구소 내부지향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

다. 물론 R&D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시해야 하지만, 이 경우 성공 인 기

술사업화를 진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련해 민간부문에서는 시장 심의 

R&D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해 R&D의 사업 성과 기여도, 사업부와의 

력 수 , 로젝트 포트폴리오 리 역량, 기술 역량 등 4가지 부분에 한 

균형평가를 강조하고 있다(황인경, 2004). 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업화

가 요한 부문이나 과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균형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

해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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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신 역량강화를 한 외부 리 활성화 

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신 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인력, 조직, 사업 리 

등의 내부 리를 개선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리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외부 리 활성화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 신 모형을 주목받고 있는 개방

형 신을 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요하다.

우선 연구소 연구 들의 외부활동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여러 역할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먼  외교활동은 조직의 방에 치한 고객  유통망 상

의 이해 계자를 리하는 것으로, 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원에 한 로비 활

동을 하고, 동맹이나 경쟁을 유지한다. 정보수집 활동은 으로 하여  조직 내

부와 체 산업 환경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련 분야의 지

식과 문성을 지닌 사람, 새로운 기술, 경쟁  활동을 모두 탐색한다. 과제조

정 활동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력을 유지하고, 다른 부서와 상호의존성을 유

지한다. 이를 하여  구성원들은 다른 의 구성원들과 상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과 나 며, 피드백을 제공한다. 

R&D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R&D 네트워킹이란 자체 인 연구개

발 활동 이외에 련분야의 경쟁 는 보완 계에 있는 조직과의 제휴나 력

을 통해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연구개발과 련한 

력 체제를 구축하는 략이다. R&D 네트워킹을 추진해 나가면서 고려할 모

형의 하나가 가치네트(value net) 모형으로(Brandenburger & Nalebuff, 1997), 

경쟁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의 상으로만 두는 모델과는 다른 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성과 가치를 높여주는 공 자와 보

완자 등을 별하여 이들을 극 으로 네트워킹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핵연료피복 을 제조할 때 필요한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기업이 공 자이

며, 보완자로는 기술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조사시험검증 기 과 고객 

등이 요하다. 실제로 원자력의 기술특성상 경쟁기 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직  경쟁자가 아닌 고객과 보완자들과의 력이 더욱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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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례연구의 내부교육 활용방안 

내부 연구원  신입직원 교육을 행함에 있어 사례연구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 역시 사례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사례연구는 양  연구방법론 통에 비되는 질  연구방법론의 하나

이다. 사례연구는 좁게는 특정한 상이나 상을 기술하고 탐색하기 해, 넓

게는 기존이론에 해 도 하고 새 이론구축의 토 를 마련하기 한 목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례연구는 부분 일상경험과 직  

련을 맺고 있으므로 재 실생활에 용 가능하다는 이 장 이다.

사례연구의 개별 , 기술 , 발견 , 귀납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례

연구는 개별 인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 상의 과정, 역할 등을 연구 상으로 

삼는다. 둘째, 상 상에 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심층 인 기술(thick 

description)을 업 으로 삼는다. 셋째, 상에 해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

하도록 한다. 그 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독자의 상황 악을 돕기 해 내부자

 이해와 느낌, 그리고 외부자  객  조사의 이 병행 진술한다. 넷째, 

미리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자료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

하거나 일반화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이러한 사례연구를 교육방법론의 에서 목시켜 

연구원 인 자원개발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

는 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학습시키기 

해 별도의 교육용 사례연구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극 으로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 들에 한 벤치마킹 등을 토 로 원자력연구

원도 사례연구를 내부의 연구인력, 특히 신입연구원에 한 교육훈련에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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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건의사항

본 연구는 국내외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변화  기술발  황을 조사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술개발의 효율  

추진을 한 정책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달성을 해 원자력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과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략 수립의 에서 (1) 원자력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2) 원자력 

R&D 신 략을 개발하 다.

(1)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① 원자력 르네상스의 의미

우리에게 원자력 르네상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축소되어 왔던 원  건설계획이 확장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 시, 원자력이 

실제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원  건설 계획을 다소 지연시키거

나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원자력르네상스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탈피

하여 실질 원  건설 수요가 국가 계획에 반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

째는 확장되어 가는 해외 원  시장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원  설비, 기기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

술수 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러한 분야

에서는 해외 시장의 확 는 바로 수출의 확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

라가 지향하고 있는 랜트 수출에서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기회가 증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 시장을 겨냥한 신 원자력기술 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 시장은 경수로와 함께 제4세  원자력시스템이 차지할 

것이 망됨에 따라 이들 기술에 한 투자를 통해 과거의 기술개발 추종에서 

벗어나 여타 원자력기술선진국들과 동반자  입장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미래 원 시장 진출을 지 보다 더욱 용이하게 해  것이다.

② 국제 원자력기술 력 활성화의 의미

과거의 독자  는 우방국가간 제한 , 배타 으로 수행되었던 원자력연구

개발은 재 국제 인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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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구개발의  세계 인 추세이기도 하고, 자율화된 에 지 시장에서의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로그램은 

미래형원자력시스템 기술의 공동개발이라는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출발하 으

나 기술주도의 공동연구인 Gen-IV, 수요국 에서 제도･인 라까지의 포  

근을 하는 INPRO 그리고 양국 간 공통 심분야를 심으로 한 I-NERI는 

성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화 되는 이 있다. GIF는 미래 기술표 의 참여  

선진기술의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와 연계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I-NERI는 한미 양국 간 특성화된  분야의 기술 습득

과 향후의 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 인 방향

이 될 것이다. INPRO를 통해서는 선진기술의 세부기술개발에 치 하기 보다는 

미래 신형 원자력시스템의 도입과 수출을 한 제도  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③ 국제 우라늄 수  동향과 망에 따른 우리의 응방안

장기 으로 우라늄 수 은 추정 우라늄 자원과 우라늄 생산 증 를 한 투

자  생산 확 , 새로운 타입의 원자로  핵연료 사용 효율성 증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단기 으로는 최근의 우라늄 

가격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의 과부족 상이 지속될 것이다. 우라늄의 

안정 인 공 을 해서는 공 원의 다변화는 필수 이며 우라늄 자원의 권익

보호와 탐  경 을 한 민/  합동의 우라늄 탐  사업 참여  주요 우라늄 

생산 회사로의 투자에 의한 경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 채산성이 높은 우라늄 

산에 한 투자가 늘어날 망이며 력회사와 무역상사 사이에는 우라늄 권

익 획득을 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한 정보 수집과 책 마

련을 한 범정부 인 조와 처 한 필요하며 우라늄 공 에 있어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등 소수 국가  주요 생산 회사에 의한 향력이 

증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국가와의 외교  친분 한 요하다. 

한 원자력 기술개발 측면에서 우라늄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해 연소

도를 향상시킨 고연소도 핵연료,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R&D 신 략

① 원자력연구원 기 략 계획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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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의 략계획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의 타연구기 에 비해 지

연되어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기간이 짧아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반면에 타기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장 도 있었다. 

한 타기 의 략계획에 사용된 틀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자력연구의 

특성에 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한 시간의 제약에 따라 기 략계획 수립 시 기존에 수행 인 Top 

Brand Project를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 재선정 혹은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TBP재편의 지연은 기 략계획상의 략과

제를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 인 문제를 야

기 시켰다. 

향후 유사 계획의 수립 시에는 수립 기단계부터 외부 유 기  특히 정

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는 많은 내부

논의를 거쳐 략계획의 틀이 잡힌 이후에는 외부의 새로운 의견을 반 하여 

폭 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실 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②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사례 분석에 따른 연구역량 강화 방안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성공 사례 핵심성공요인 분석에 따른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 챔피언으로서의 연구자의 특성 

발굴  연구 인력의 암묵지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 강구해야 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진을 한 사업 리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해 창의성 

발 을 한 조직  연구  운  개선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리 활성화는 새로운 기술 신 모형으로 주목받는 개방형 신을 진해 

나가는 것으로써, 내･외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신을 추구하고 시

장 수요를 반 하고 수요자와의 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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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make policy-propos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To 

do this,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environment and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was surveyed and analyzed.

In the viewpoint of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global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nuclear 

R&D strategy, this study (1) analyzed trends of nuclear technology policies and (2) 

developed the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To put it in more detail, each subject was further explored as follows;

(1) themes to analyze trends of nuclear policies

① Nuclear Renaissance and forecast for nuclear power plant 

②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in GIF, INPRO

   and I-NERI

③ The present situation and outlook for world uranium market

(2) themes to develop of nuclear energy R&D innovation strategies

① The mid-term strategy plan of the KAERI

②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se of th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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